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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3년에 취임할 새 대통령이 결정되었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구성되

라 할 수 있다. 산업화 시대는 한마디로 소품종 대량생산 체제이며, 획일적인 교육제

어 차기 정부가 추진할 정책을 구상하고 있다. 더불어 새 정부의 국정 운영

도 운영을 통해 산업 인력을 양성하는 것이 교육의 과제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지

방향과 과제에 대해 국민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구체적인 정책 사항들

식기반사회는 다품종 소량생산 체제이며, 이에 맞는 교육제도의 운영은 다양성을 존

은 새 정부가 출범하여 시간을 두고 결정해 나갈 문제지만, 국정 운영의 기본적인 방

중하는 개성의 신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유아교육에서부터 고등

향과 관점은 지금 결정해야 할 당면 과제라는 사실을 고려해 볼 때, 인수위원회의 행

교육, 평생교육에 이르기까지 가르치는 선생님과 배우는 학생이 추구해야 할 학업

보에 국민적인 관심이 쏠리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 것이다. 그런 점에서, 교육 분

성취의 내용과 수준이 다양해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야에서 향후 5년간 정책 추진의 길잡이 노릇을 할‘교육 주제어(Key words)’
에 관해

우리의 교육기관과 교육 행정조직의 역할과 운영 방식은 그간 크게 변화하였다.
지난 50여 년 동안 우리나라의 교육은 시대적인 상황에 따라 중점을 달리하면서 발

고민해 보는 일은 의미 있는 작업이 되리라 본다.
세계적인 변화의 흐름과 우리나라의 복잡한 정치∙사회적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전을 추구해 왔다. 1960년대에는 교실 부족과 과밀학급의 해소를 위해 노력하였고,

’
라는 말이 적절하다는

1970년대에는 과도한 사교육과 입시 경쟁을 줄이기 위해 중학교 입학 제도와 고등

은 집단 구성원들의 관점과 생각, 그리고 논리가 그들이 속한

학교 진학 제도를 개혁하였으며, 1980년대에는 급증하는 고등교육 수요에 맞춰 대

계층∙지역∙집단에 따라 다르다 하더라도, 상대의 입장을 이해하고 포용하면서 한

학 입시 제도의 개혁을 단행하였다. 그리고 1990년대에는‘열린 교육 체제 구축’
을

단계 높은 차원에서 뜻을 모아 나아가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 사회는 그 동안 급격한

위한 교육 개혁을 교육 체제의 전 차원에 걸쳐 시도하였다. 이런 과정을 거쳐 맞이한

경제성장과 경제 위기, 그리고 구조 조정의 과정에서 사회적 위화감과 계층간의 차

21세기, 우리 교육 분야에서는 무엇보다 신중함과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이가 심화되는 양상을 보여 왔다. 교육계 역시 이념적 차이로 인한 다양한 갈등이 야

교육을 개선하기 위한 정부의 과도한 의욕이 학교 현장에서 개혁의 피로감과 잦은

기되어 왔다. 이러한 점에서

은 국정 운영의 격과 차원을 높여 줄 수 있는 기

변화에 따른 후유증을 불러일으켜 학교의 활력을 떨어뜨려온 까닭이다. 모든 국민들

는 물이 흐르는 동안 격랑과 장애를 겪

은 안정된 교육 체제 속에서 교육받기를 원하고 있다. 우리 교육에 안정과 활력을 불

고 전환과 변환이 있더라도 본질을 잊지 않고 상황에 적응해 흩어지고 모이기를 반

어넣기 위해서는 교육 운영체제(Governance)의 변화가 요구된다. 다양한 교육적 요

복하면서 줄기차게 행진해 가는 물의 계속적 속성을 가리킨다. 새 정부가 국정을 운

구는 획일적인 체제에서는 결코 충족되지 못하며, 모든 학교를 동시에 변화시키려는

영하는 과정에서 온갖 어려움이 생겨나고 여론이 분열되는 위기 상황이 닥쳐들 수

시도는 모든 학교를 지치게 만들 뿐이다. 교육기관에 자율권을 부여하여 다양성을

있을 것이다. 그런 힘든 상황에서도 묵묵히 자신의 길을 향해 행진하는 물처럼 국정

유도하되 그 결과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책임을 지게 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원하는

운영이 지속적으로 올곧게 이루어지기를 기대해 본다.

교육을 제공하게 해야 할 것이다. 그런 한편으로 세계적인 경쟁 체제에서 교육의 질

국정 운영의 기조로 � 에 나오는‘
생각이 든다.

’
과‘

본적인 관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변화하는 사회적 환경에서 우리 교육의 희망찬 미래를 설계하는 길잡이 노릇을

적 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운영체제를 확립하는 것이 우리 시대의 교육 체제에 부과

할 수 있는 주제어로는 여섯 개를 제시하고자 한다. 이 주제어들을 통해 우리 교육을

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을“

밝고 희망찬 내일로 이끌어가는 지도를 그려볼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우리 사회

Accountability)”
라는 주제어로 정의할 수있을 것이다.

지기 위한 운영의

(Autonomy for

는 우리가 그 실상을 지각하기도 전에 이미 정보화 사회와 지식기반사회로 이행해

교육제도를 개선하는 데 필수적인 것은 바로 공동체적인 노력이다. 소수의 노력

왔다. 누구나 알다시피, 우리의 공교육 제도는 인재 육성을 목표로 한 학교교육의 운

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시대는 이미 지나갔다. 이제는 공동체 구성원들이 공동의

영에 있다. 그런데 인재의 의미와 내용은 시간과 공간의 변화를 초월해 공통되는 부

가치를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사회적 인식, 그리고 그러한 인식을 사회적 행동

분이 있는 반면, 사회 변화에 따라 강조되는 바가 달라지는 측면이 있는 게 사실이다.

으로 연결시키는 구체적인 연계와 연대가 조성되어야 한다. 여기서 공동체 구성원들

과거 산업화 시대에서 인재의 의미와 지식기반사회에서 인재의 의미는 요구되는 능

이 힘을 모아 공동의 목표 달성을 위해 함께 노력하는 자세를“동반자 의식

력에서 많은 차이를 보인다. 지식기반사회와 정보화 사회에서 요구하는 인재를 양성

(Partnership)”
이라고 할 수 있으며, 공동체 구성원 상호간의 협조를 위한 연대를

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의미의 학업 성취가 요구된다. 새로운 의미의 학업 성취를“
基

(Knowledge-based society’
s achievement)”
와“多

“연계 체제(Networking)”
라고 정의할 수 있다. 이 두 개의 주제어를 통해 새로운 교
육 공동체를 형성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Diversity)을 존중하는 개성의 신장”
이라는 두 개의 주제어로 설정해 볼 수 있다.

앞에서 제시한 두 개의 국정 운영상 주제어와 여섯 개의 교육 주제어를 통해서

산업사회에서 학업 성취는 고정된 지식을 잘 배우고 익혀서 자신의 것으로 만들고,

앞으로 우리 교육이 새롭고 활기찬 모습으로 탈바꿈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그것을 재생해 내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반면에, 지식기반사회형 학업 성취는 기

그리하여 유치원에 다니는 어린아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학습하는 사회,

존의 지식과 정보를 활용해서 새로운 지식을 만들어내는 창의적이고 구성적인 학습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꿈을 이루는 데 크게 도움받을 수 효율적인 교육 체제가 이 땅

방식을 요구하고 있다. 이것은 기존의 교육 체제에 전면적인 개조를 요구하는 것이

에 뿌리내릴 수 있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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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wer Interview
-“기업이요구하는인재를키우는고등학교, 전경련에서한번세워
보렵니다.”�이용태 전경련 교육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
“우선 전경련이 새로운 모델학교를 하나 만
들어야겠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새로운 모델학교를 통해서 고등학교 교육을
교실중심, 지식중심, 전달중심의 교육이 아
닌 체험중심의 교육, 작업중심의 교육, 자발
적인 동기에 의한 교육, 교육본래의 목적에
맞는 학교 운영을 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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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세계의석학들은
- 지금일본에선, 소학교에서대학교까지대대적인교육개혁이추
진되고있다 �다카쿠라 쇼(高

표지 설명- 이 학교의 풍경은 과거의 모습
일까? 미래의 모습일까? 다만 아는 한 가지
는 지금의 학교 모습은 아니라는 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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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wer Interview

전경련교육발전특별위원회위원장이용태
대담/ 구자억(한국교육개발원연구위원, jogu@kedi.re.kr)

“기업이요구하는인재를
키우는 고등학교, 전경련
에서한번세워보렵니다.”
지난 해 7월 전경련 교육발전특별위원회가 출범하고, 10월에는
Q“우리
교육 이대로 좋은가?”
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하였는데

졸업생들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학교육은어떻게바뀌어야하는지를말씀해주시죠.

요, 전경련 교육발전특별위원회가 갖는 의미와 역할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지요.

초∙중∙고등교육은 교육 자체의 목적에서 얼마간
A 지금의
벗어나 있습니다. 현재의 교육은 교실 중심, 지식 중심, 전

경제계의 가장 중요한 자원은 자본과 기술이었
A 지금까지
습니다. 그러나 지식산업 시대로 들어서면서 사원들의 능

달 중심, 입시 중심의 교육입니다. 인구 대국인 중국이나 인도의

력이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훌륭한 인재가 모

가르치는 것이 급선무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정이 다릅

이는 곳에 자금이 뒤따라오고 기술도 꽃 피어나는 시대입니다.

니다. 우리에게 절실한 것은 사회에 나가서 남과 더불어 협력할

만약 기업가를 붙들고“당신이 지금 당면하고 있는 문제가 무엇

줄 아는 사람, 도덕적∙인격적으로 반듯한 사람, 문제를 만났을

이냐?”
고 묻는다면, 대다수 기업가들이 인재라고 대답할 것입

때 충동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문제의 전모를 파악하고 복수의

니다. 인재를 길러 내려면 교육이 필요한데, 이처럼 교육의 중요

해결책을 마련한 다음 그 중 최적의 방법을 택할 수 있도록 훈련

성이 강조되는 시대적 추세 안에서 교육발전특별위원회의 의미

받은 사람, 자기 주장을 요령 있게 표현할 줄 아는 사람, 남의 이

와 역할이 찾아질 수 있다고 봅니다

야기를 들을 줄 아는 사람, 창조적으로 생각할 줄 아는 사람, 자

경우처럼 문맹률이 높은 상황에서는 우선 읽는 법, 셈하는 법을

기의 건강을 관리할 줄 아는 사람, 감정을 제어할 줄 아는 사람,

6

졸업자를 기업에서 인적자원으로 활용하기 힘들다는 얘기
Q 대학
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대학 졸업자라 하더라도 입

돈과 시간을 관리할 줄 아는 사람, 집과 나라와 사회를 위해서

사하게 되면 기업에서 새로 교육을 시키는 형편이지 않았습니까? 대학

입니다. 복잡한 사회에서 위와 같은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손해볼 줄 아는 사람, 이것이 우리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인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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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wer Interview
물론 지식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지식이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위와 같은 일들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도구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교육은 주객이 전도되었다고 할 수밖에 없습니
다. 우리 교육을 그 본래의 목적대로 바로 잡는 실험을 전경련이
한번 해보겠다는 것입니다.
우선 직장에 들어오면 대인관계가 중요해요. 직장에서 혼자
서 처리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다고 봐도 좋아요. 동료와의 관
계, 상사와의 관계 등은 독불장군식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잖습니까. 그러나 대학 졸업자들을 보면, 대인관계에 대한
훈련이 전혀 되어 있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남
의 말을 들을 줄도 모르고, 자기 의사를 요령껏 전달할 줄도 모
르는 거죠.
두 번째 문제는 업무와 관련된 문제 해결 능력의 부족입니다.
입사하게 되면 일이 주어지는데, 각 업무마다 나름의 목표가 있
는 까닭에, 업무 담당자는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강구한 다음, 그 중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선택하는 순서로 일을
진행해야 합니다. 업무 수행의 경우, 매뉴얼적으로 예를 들자면,
예전에는 전표 받아서 옮겨 쓰고 합산하고 그 다음에 전송하는
등의 방식을 따랐지만, 요즘에는 그처럼 매뉴얼적으로 일을 처
리해서는 급속히 변화하는 외부 환경에 제대로 대처할 수가 없
습니다. 지금은 웬만한 작업은 컴퓨터가 대신하고, 업무 수행자
는 일의 전후를 파악하고, 일을 둘러싸고 있는 전체 시스템을 이
해한 다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최적의 방법을 찾아내는 등
문제 해결 능력을 보여주어야 하는 때이지요. 그런데 이러한 훈
련이 대학 교육에서 결여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문제는 자기 관리 능력의 부족입니다. 일단 회사에
들어오면 회사 일도 잘해야 하지만 그와 동시에 자기 관리도 제
대로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자기 관리는 자신의 시간 관리, 돈 관
리, 감정 관리, 건강 관리를 다 포함하지요. 기본적으로 이와 같
은 것도 할 줄 모르면서 그저 대학 다니는 동안 교수가 가르쳐
주는 지식만을 달달 외우고 시험 보다가 때 되면 졸업장 받고 나
오는 식이어서는 곤란하다는 것이지요. 결국 대학에서 배운 게
그저 전공 과목과 몇 개 교양 과목에 관한 지식에만 머무르고 말

8

기 때문에, 실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자질과 소양이 제대로 갖춰

하버드대학 교재를 서울대학이 본뜨고, 서울대학 교재를 전국

져 있지 않은 거예요. 게다가 지식이라는 것도 현장에서 쓰이는

의 대학들이 재차 본뜬다고 해도, 실사회에서는 별로 건질 만한

지식하고 학문 체계 안에서 다뤄지는 지식이 다릅니다. 때문에

건더기가 없는 거지요. 알기 쉽게 컴퓨터를 한번 예로 들어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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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학교에서는 컴퓨터에 관한 여러 가지 이론들을 소개하고,
그 이론들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논리적인 사고나 수학 같은 것

기업체는 가능한 한 유기적인 관계를 맺어서 기업
A 대학과
이 필요한 인재를 대학에서 길러내는 그런 관계를 만들면

을 또 가리키는데, 실상 직장에 딱 들어가서 해야 할 작업은 툴

될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초∙중∙고등학교의 교육은 완전

(tool)을 쓰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학교 교육은 학자를 기르는

히 교실 중심, 지식 중심, 입시 중심으로 되어 있는 까닭에, 교육

교육하고 현장에서 일할 사람을 기르는 교육을 구분 지은 상태

본래의 목적과 많이 동떨어져 있는데다, 그 개선도 쉽지 않은 형

에서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 교육 현실은 전

편입니다. 그래서 교육 본래의 목적에 맞춰 학교를 운영하는 아

혀 그렇지가 못하죠. 학교와 기업은 완전히 다른 세계입니다. 대

주 근본적으로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야 할 필요가 제기되고 있

학이라는 곳은 학문의 체계를 중시하고 학자를 양성하는 프로

지요. 그러나 교육 개혁의 칼자루를 쥔 교육인적자원부가 일선

그램 아래 작동되는 공간이지요. 좀더 엄밀히 얘기해, 기업형 인

학교 전체를 단번에 새로운 모델로 바꿀 수는 없어 보이는 까닭

재를 양성한다기보다는 학자적인 소양을 검증할 수 있는 논문

에, 우선 전경련이 새로운 모델 학교를 하나 만들어야겠다는 생

집필에 보다 많은 관심과 정력을 기울이고 있는 집단이 바로 대

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학인 게지요. 이러한 대학을 상대로 일반 기업들이 현재 필요로

이 새로운 모델 학교를 통해서 고등학교 교육을 교실 중심,

하는 인재는 이런저런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니 이렇게 저렇게

지식 중심, 전달 중심의 교육에서, 체험 중심 교육, 작업 중심 교

교육시켜 달라고 요청하거나 발언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육, 자발적인 동기 교육으로 바로잡아 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대학까지 나온 재원들을 뽑

모델 학교의 교육은 우선 대인관계를 원만히 꾸릴 수 있는 인

고 나서도 1년 반이나 2년이라는 시간과 예산을 들여서 따로 훈

간을 길러 내는 교육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의사

련을 시켜야 하는 웃기는, 그럼에도 웃지 못할 상황이 벌어지는

를 표현할 줄 알고, 남과 대화를 할 줄 알고, 남의 입장도 고려할

거죠.

줄도 아는 사람을 만들어 내는 것이지요. 인간관계에서 왜 문제
들이 생기는지, 그것을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 줄 수 있어

Q 왜이런문제가해소되지않는다고보시는지요?

야겠지요. 다음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 순리적∙합

게 자기가 일상적으로 하는 일에만 매몰되
A 사람들이라는
어 좀 더 폭넓게, 그리고 근본적으로 생각하지 못하기 때

입니다. 사회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여러 측면에서 해석해 보

문일 겁니다. 그리고 자신이 맡은 업무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없

시켜야 하겠지요. 세 번째로는 자기 관리 능력을 길러 주는 교육

는 부문이나 사회 조직의 구성원과 대화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

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건강 관리뿐 아니라, 정신 관리, 그리고

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이유도 크게 작용한다고 봅니다. 직

시간과 돈에 대한 관리도 가능한 인재를 만들어 내야 하겠지요.

장인들은 매일, 매주, 매달 달성해야 할 목표가 있기 때문에 눈

이런 교육들은 교실에서 선생님의 강의를 통해 학생들에게 일

코 뜰 새 없이 바쁘고, 학교 선생님들도 교육 일정과 과제들이

방적으로 주입되는 방식이 아니고, 실사회와 지속적으로 접촉

잔뜩 부과되어 있기 때문에 개개 학생들을 붙들고 맞춤 취업 교

할 수 있는 인턴 기회를 학생들에게 제공함으로써, 경험과 이론

육을 해줄 수 있는 물리적∙시간적∙심리적 여유를 가질 수 없

이 서로를 보완하고 강화해 가는 차원에서 이루어지도록 할 생

는 거죠.

각입니다.

차원에서 고등학교를 설립할 계획이고, 바람직한 중등 교육
Q 재계
모델을 구상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자세히 말씀해

말씀하신 모델 학교는 굉장히 좋은 구상이신 것 같은데, 사
Q 지금
실여러가지조건들이있어야될것같아요. 예를든다면, 우리나

주시지요.

라 같은 경우는 대학이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대학 합격 문제도 해결

리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 주는 교육이 되어야 할 것

고, 가장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아서 실제로 적용해 보는 연습을

해야 할 거고요, 또 성격적으로 보자면 모델 학교가 어느 정도 대안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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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형태를띠기도할것같은데, 그러한조건들에대한구상은어떤지궁
금합니다.

학부형 부담으로 하지만 그렇게 학비가 많
A 원칙적으로는
이 들지는 않을 겁니다. 사무실과 비슷한 공간에서 아이들
이 인턴해 가면서 모여 토론할 것이기 때문에 학비도 별로 안 든

말씀드린다면, 새로운 모델 학교는 벤치마킹해
A 결론부터
서 성공이나 실패 사례들을 참고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

다고 봐야지요. 어떤 아이는 병원에 가서 일하고, 어떤 아이는

은데, 현재 주로 토대로 잡고 구상중인 학교는 미국의 로드아일

면서 배우게 될 겁니다.

영화 제작사에 가서 일하고, 또 어떤 아이는 고아원에 가서 일하

랜드에 있는 MET스쿨이라는 겁니다. 인터넷에 들어가서
www.bigpicture.org를 치면 bigpicture company라는 비영리 단
체의 홈페이지가 나오는데, 그 단체에서 학교모델을 개발하고

학교 형태가 아직 우리나라에 없기 때문에 인가 과정에서
Q 그런
문제가발생하지않을까요?

실제로 적용을 한 것이 MET스쿨입니다. 일단은 그 학교를 벤
치마킹해서 모델 학교를 만들 예정입니다. 일단 교육발전특별
위원회가 전경련 내에서 공감대를 얻어내 예산을 마련하고, 그
다음에 교장과 교사를 양성하는 등 일련의 시작 단계들을 진행
시켜야겠죠.

Q 언제쯤개교를할예정이신지요?
시작하려고 생각하는데요, 개교하는 문제를
A 금년도부터
어렵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보통 학교라 생각하면 큰 교

A 근본적으로 인가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Q 그러면학력인정은어떻게하실건지요?
고교 졸업 검정고시, 대학 입시 근본시험을 통해서
A 나중에
할 예정입니다.

되는 사람들은 가장 좋은 교육 조건을 찾아서 떠나고 있
Q 여유가
습니다. 우리나라교육이안고있는문제는무엇일까요?

실과 큰 운동장에 모든 시설 문제를 생각하시겠지만, 새로운 모

무실 같은 작은 스쿨로 시작할 수 있기에 무엇보다 일을 시작한

저희 삼보컴퓨터 전문 임원들도 상당수가 자녀들을
A 우선
외국으로 보냅니다. 저는 다른 기업들의 경우도 사정이 마

다는 결심이 중요하겠죠.

찬가지일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40대 중역들은 사실상 자

델 스쿨은 큰 교실도 필요 없고, 큰 운동장도 필요 없고, 학교 사

기 아내와 별거중이라고 할 수 있죠. 아이들 때문에 말입니다.

Q 정규고등학교로개교하실예정이겠죠?

그런데 왜 자식들을 외국으로 데리고 나가느냐고 물으면, 대다

한국의 학부모들은 대학 입학이 제일 중요하니
A 물론이죠.
까요. 몇몇 국내 대학 총장들로부터 우리가 구상한 모델

학교에서는 아이들이 자유롭고 맘 편하게 공부하지 못하고 서

스쿨 교육과정 출신 학생들을 뽑아 주겠다는 구두 약속을 받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 고생을 면하게 해주겠다는 게 일차

냈고, 로드아일랜드 모델을 그대로 적용하면 미국 내에서도 입

적인 이유가 되는 거지요. 그 다음에 영어권 국가에서 학교 생활

학을 허락해 줄 대학들이 있으니, 대학 진학 문제는 이런 식으로

을 하면 아이들이 보다 손쉽게 영어를 습득할 수 있다는 게 두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번째 이유가 될 겁니다. 그리고 미국 유학의 경우는 한국처럼 일

수 부모들은 우선 아이들이 불쌍해서 그렇다고 말합니다. 국내

로 치열하게 경쟁해야 하는 상황이라,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류∙이류∙삼류∙사류로 대학의 구별이 심각하지 않고, 여러

Q 그까?정도 학교를 운영하려면 학비도 많이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

대학들이 어느 정도씩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까닭에, 미국에
서 대학 졸업장을 따면 현지는 물론 한국에서도 학력을 인정받
을 수 있다는 게 세 번째 이유가 될 거라 봅니다. 따라서 유학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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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니다. 이러한 문제의 원인 분석과 극복을 위한 교육적 대책과 과제는
무엇이라고보시는지말씀해주시지요.

경제 위기는 국가 정책의 실패에서 온 것입니다. 우
A IMF
리나라 정부의 정책 입안자들은 짧고 좁은 시각으로 정책
을 운영해 왔습니다. 넓고 긴 안목으로 시스템을 보는 능력이 결
여되어 있는 까닭입니다. IMF 경제 위기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는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대통령이 되었고, 너무 자주 장관들이
교체되었으며, 정부 부처에 역할이 세부되어 전체를 조정할 수
있는 기능이 없었다는 걸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길게 보자면,
그 원인은 교육에서 찾아야 할 겁니다. 나는 싱가포르 사람들을
대할 때 놀랄 때가 많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문제를 크고 넓게,
그리고 몇 수 위에서 내려다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
입니다. 나는 이것이 싱가포르의 교육이 우수한 결과일 거라 짐
작합니다.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아마도 싱가포르 교육은 개인
제는 국내의 교육 풍토 자체를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는 한 해소

에게 창의력을 기르고 문제를 크게 볼 수 있는 능력을 길러 주고

되지 않으리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위해 학교교육은 어떤 인재를 양성해야 하는지, 또 기업
Q 기업을
가의 입장에서 본 한국 교육의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

한국인이 지닌 장점, 즉 국가 대계를 위하여 신
Q 위원장님께서는
장시키고 살려야 할 장점과 국제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하여 버려

지요?

야할단점은무엇이라고생각하시는지요?

대해서는 이미 위에서 언급한 터라,
A 초∙중∙고등교육에
대학 교육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세계 어느 민족도 가지지 못한 엄청난 장점을 가지
A 우리는
고 있습니다. 그것은 뜨거운 교육열이지요. 한국 사람들의

의 대학 교육은 실사회와 유리되어 있습니다. 대학교수들은 그

교육 에너지는 교육을 열심히 한다는 일본이나 이스라엘 사람

평가가 학술 논문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회에서 필요로 하

도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뜨겁습니다. 가히 광적이라 할 수 있

는 사람을 길러 내는 일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는 경향

죠. 만약 이 에너지가 국가 발전의 원동력으로 결집된다면 한국

이 있습니다. 그 때문에 회사나 기관에서는 대학 졸업생들을 채

은 단연코 세계 제일의 선진국이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엄청난

용한 뒤에 재훈련을 시키느라 많은 시간과 돈을 허비하고 있습

장점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발전이 기대만큼 이루어지지

니다. 앞으로는 기업이 대학과 협력 관계를 맺어, 학교에다 바람

못하고 있는 이유는 장점을 무색케 할 만큼 엄청난 단점이 있기

직한 교육 내용을 요구하고, 또 많은 학생들에게 4년 가운데 1

때문입니다. 그건 바로 교육 방법의 오류입니다. 초∙중∙고를

년 정도는 기업에 와서 현장 경험을 쌓을 수 있는 인턴 기회를

통하여 한국의 부모들은 가히 아이들을 잡다시피 하면서 지식

제공해야 한다고 봅니다.

을 주입하고 있습니다. 학교라는 것도 완전히 입시 위주로 변질
되어 버렸죠. 교육의 본래적 목적과 사명감은 온데간데없고, 입

구제금융위기를공식적으론다극복
Q 한국이국제통화기금(IMF)
하였다고 하지만, 아직도 사회적∙경제적으로 어려움이 남아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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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용 지식 탱크를 만드는 제조 공정으로 교육이 전락해 버린 지
오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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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공계 기피 현상에 대한 논란이 큽니다. 산업계에도 이공
Q 최근
계 기피 현상은 우수 인재 채용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

는다는 것이고, 다음은 잡다한 문화와 가치가 우리 민족의 정체

되는데요.

많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일류를 좋아하기 때문에 세

성과 개성을 오염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긍정적인 면이 더

계의 명문교들이 환영받게 될 것이고, 그것은 우리 교육에 경쟁
어려운 문제입니다. 인도나 중국 같은 나라에서는
A 굉장히
이공계 선호 현상이 두드러집니다. 우리도 과거에는 그랬

을 불러일으켜 질적인 향상을 유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어요. 이것은 교육의 문제로 끝나지 않고 필경 온 사회가 덤벼들

원칙적으로 획일화되는 것보다는 다양한 것이 좋다는 게 제 생

어서 해결해야 할 사회적인 문제이지요. 요는 학생들이나 부모

각입니다. 그래야 앞으로 급격히 변화하는 사회, 세계화되는 사

들이 볼 때, 이공계가 더 전망이 좋고, 대우도 받고, 수입도 좋아

회에 적응해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지요. 다만 이때 정부에서는

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장관들은 대개 법대∙상대 출신들이

몇 가지 조건을 붙이는 게 좋습니다. 그 하나는 도덕 교육이고,

고, 사장도 영업이나 재무 출신이 많고, 의사나 변호사가 돈 잘

다른 하나는 젊은이들이 한국인으로서의 Identity를 유지할 수

벌고 장가도 잘 가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런 현실을 그대

있도록 하는 교육입니다.

조기 유학의 폐단을 줄일 수도 있으리라 봅니다. 그리고 교육은

로 둔 채 아이들에게 이공계로 가라고 한다면 잘 먹혀들지도 않
을 뿐더러, 영리한 그들로부터 비웃음만 사게 될 겁니다. 문제를
해결하려면 사회 전체가 나서서 어려운 결정들을 해야 합니다.

학창시절은 어땠는지요? 그 당시와 지금의 학교교
Q 위원장님의
육, 교육이어떻게바뀌었다고생각하시는지요?

이공계는 군대를 면제시키고, 회사 급료도 더 주고, 정부에서도

임원이나 사장에 이공계 출신을 많이 채용해야 합니다. 물론 교

일제 치하에서 초등학교를 다녔고, 해방 후의 혼란과
A 나는
6.25 전란을 겪으면서 중등교육과 대학 교육을 받았습니

육계에서도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이공계 대학생들에게 3가지

다. 그때는 선생도 없고 책도 없던 시기였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과목을 필수로 공부하게 해줘야 합니다. 인간 관계론과 경영학,

을 독학과 자습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내 경험에 의지해서 나는

그리고 자기 관리학입니다. 그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 볼까요?

감히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동기를 부여하고 환경만 만들어

1) 인간 관계론—대인관계를 어떻게 원만히 할 것인가?

주면 학생들은 스스로 공부할 것이다. 그것은 그들이 천성적으

2) 경영학—조직은 어떻게 운영해야 하는가? 조직을 운영하

로 가지고 있는 능력이다.

과장∙국장∙장관 자리에 이공계 몫을 떼어주고, 기업에서도

는 데 필요한 경리∙인사∙리더십 등의 지식 제공.
3) 자기 관리학—건강∙감정∙돈∙시간 등을 어떻게 관리하
는가?

출범과 함께 발효된 GATS(General Agreement on
Q WTO
Trade in Service)는교육 부문을 무역자유화 품목으로 지정하였

Q 위원장님은자녀교육또는손자교육을어떻게하고계신지요?
자식들이나 손자들을 보면, 현재 잘못된 국내 교육의
A 내희생자
같아 보입니다. 나는 가능하면 내 아이들을 반듯한
인격을 가진 인간으로, 문제를 넓게 보는 시각을 가진 인간으로,

습니다. 그리고협상을거쳐2004년말까지는부분적으로교육시장개

자율적으로 자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인간으로 키우려고 노

방을 완료하여 2005년에는 교육 시장 글로벌화 시대가 올 것으로 예상

력해 왔습니다.

됩니다. 위원장님께서 교육 시장 개방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을 갖고 계
신지요?

교육 개방에 찬성합니다. 우선, 걱정스러운
A 원칙적으로는
점을 생각해 보면, 하나는 교육 시장 일부를 외국에게 잃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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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세계의석학들은…

지금일본에선, 소학교에서대학교까지
대대적인교육개혁이추진되고있다
-

다카쿠라쇼(高

) 메이카이(

)대학교총장

인터뷰 / 이정미(도쿄세이토쿠대학교수, leejm@pop06.odn.ne.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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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세계의석학들은…

현재 메이카이대학교 총장이며 일본

으며, 국제교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며

문부과학성의 교육정책 자문기관인 중앙

한국과의 교류를 확대하고 심화시키는

교육심의회 위원으로 활약하고 있는 다

데 커다란 공헌을 해 왔다.

카쿠라 쇼 교수는 교육학의 명문인 동경

쓰쿠바대학의 전신인 동경교육대학, 쓰

한국과 활발한 교류
Q 총장님께서는
를 해오셨고, 대학 차원의 교류, 그

쿠바대학에서 오랜 기간 교수로 재직했

리고 학회 차원의 교류로 양국간의 교류

다. 또한 1992년에 오하이오주립대학원

의 폭을 넓히고 깊게 하는 일에 큰 공헌을

의 상석객원교수로 1년간 근무했으며,

해오고 계신데, 한국과의 교류를 시작하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의 컨설턴트

시게된계기는무엇이었습니까?

교육대학의 출신으로 오사카교육대학,

로 파리에서 근무하면서 teacher policy

1975년에‘교원의 역할’
이라는 권고문을

으로 일해 오면서 실제로 일본의 교원양

근무할 때에 한국
A 쓰쿠바대학에서
에서 온 유학생이 많았던 것이 계기

만드는 작업에 참가하기도 하면서 국제

성정책을 입안하는 데에 주도적인 역할

가 되었습니다. 그 당시 쓰쿠바대학 유학

적인 활약을 해왔다.

을 담당해 오고 있으며 교사교육에 관한

생에 관련된 사항을 결정하는 유학생위

저서, 논문은 100여 편에 이르고 있다.

원회가 있어서 그 위원회의 위원장을 하

의 프로젝트에 참가했고, 유네스코에서

주된 연구분야는 교육행∙재정학, 비

14

교교육학이며, 특히 교육재정을 역사적

일본교육행정학회회장을 역임했으며

기도 했지요. 그때 한국, 대만의 유학생이

으로 혹은 비교연구하는 것이 주된 연구

그 외의 여러 학회에서 이사 등의 역원으

많았고 중국의 유학생도 늘어나고 있었

테마이고, 저서“교육에 있어서의 공정과

로 왕성한 학회 활동을 해오고 있으며 정

는데, 여러 나라의 유학생들과 교류를 나

불공정”
을 비롯해 교육재정에 관한 200

부의 교육정책을 결정하는 심의회에도

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도해서

여 편의 저서와 논문을 저술하였다. 교과

적극적으로 관여해 왔다. 현재 중앙교육

박사학위를 받은 한국유학생이 3명 있었

서 연구에도 힘을 기울여 1984년에 교과

심의회 위원으로서 초∙중등교육분과회

습니다. 이러한 유학생과의 교류를 통해

서의 비교연구를 추진하고“교과서를 통

교원양성부회 회장, 대학분과회 장래구

서 한국에 친근감을 가지게 되었고, 문교

해 본 교육과정의 국제비교”
라는 전 6권

상부회 부회장을 역임하고 있으며, 대학

법전의 교육관련법률을 읽어가며 한국어

에 걸친 저서의 편집을 주도하기도 했으

평가∙학위수여기구의 대학평가전문위

를 공부하기 시작했지요.

며 그 외에 다수의 저서를 출판하고 있다.

원으로서 활동하고 있다.

또한 그의 경력에서도 알 수 있듯이 교사

특히 그는 OECD나 유네스코 등의 국

교육의 권위로 오랜 기간 교육직원양성

제기관에서의 경험을 통해 국제적인 감

일본교육행정학회 회장
Q 총장님께서
으로 계실 때에 한일양국의 교육행

심의회의 위원으로 참가, 현재까지 위원

각을 체득하고 개방된 시각을 가지고 있

정학회가 공동 개최하는 교육행정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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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시작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

대학이 일본의 국립대학과 교류협정을

문제’
가 크게 주목을 받으면서부터입니

한 교류를 시작하시게 된 계기에 대해서

맺는 것도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이것

다. 그 당시 한국을 방문한 것이 계기가

말씀해주십시오.

이 계기가 되어 당시 제가 회장으로 있었

되어 우선 한국의 역사교과서의 내용과

던 일본의 교육행정학회와 한국의 교육

기술, 그리고 일본의 역사교과서에서의

그러셨군요. 당시‘한∙일교육
A 아,
행정공동세미나’
를 시작하였고 지

행정학회가 공동으로 1994년부터 한일

한국에 관한 기술을 비교 연구하는 것을

교육행정공동세미나를 시작하게 되었고,

시작했습니다. 또한 그때 일본의 소학교

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벌써 십 년 가까

이러한 학회차원의 교류가 지금까지 계

에서‘생활과’
라는 통합교과를 도입하기

이 된 것 같군요. 이런 교류를 시작하게

속되어 오고 있다는 것은 아주 의미 깊은

위해‘교과서연구센터’
라는 기관에서 세

된 것은 제가 쓰쿠바대학에 있을 때 쓰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계각국의 통합교과에 대해서 연구를 시

바대학의 교육학계와 서울대학교의 사범

작하였는데, 제가 한국의 통합교과에 대
한 연구를 담당하였습니다. 교과서연구

학의 연구자들이 왕래하게 된 것이 계기

교육에 관한 연구도 계속해
Q 한국의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로

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대학전체의 교류

어떠한연구를하셨는지요?

연구부장 등을 맡으면서 지금까지 계속

대학이 1989년에 교류협정을 맺고 양대

협정이 아닌 단과대학간의 협정이었지만
일본의 국립대학이 한국의 국립대학과
교류협정을 맺은 것이 처음이었고, 서울

는 교과서연구센터의 특별연구원, 이사,

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한국의 제7차 교
교육에 관해서 관심을 가지
A 한국의
게 된 것은 약 20년 전‘역사교과서

육과정에 대한 연구를 추진하기도 했습
니다. 그리고 한국의 교육재정에 대해서
도 관심을 가지고‘교육세’
에 관한 연구
를 했습니다. 당시 일본의 교육학계에서
는‘교육세’
는 미국에만 있는 것으로 소
개되어 있었는데, 실은 바로 이웃나라인
한국에서도‘교육세’
를 제도화하고 있다
는 것을 일본에 소개하고 연구를 시작하
게 되었습니다.

교육개혁의 방향에 대해서
Q 일본의
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교육개혁은 지금 소학교부
A 일본의
터 대학교까지 아주 큰 교육개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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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세계의석학들은…

무원특례법 등의 법률이 개정되었습니
다. 이번 개정에 의해서 교원은 교직생활
10년이 되면 10년차 연수를 받는 것이 의
무화되었고 내년부터 실시됩니다. 이것
은 교원의‘전문성’
,‘신뢰성’
,‘적격성’
을 보장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교원정책은 1997년
부터 1999년에 걸쳐 교육직원양성심의
회가 교육교원면허법의 대대적인 개정을
한 것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사회의 변
화와 함께 아이들이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다는 현실인식에 따라 이수해야 할 교
직과목을 늘려, 특히 교육상담과 교육실
습의 비율을 늘렸습니다. 즉 시대의 변화
와 일본이 당면한 여러 교육문제에 대응
추진되고 있습니다. 현재 가장 주목되고

지탱하고 있는 것은 교원이라고 할 수 있

하기 위한 교원을 양성하기 위해 교직과

있는 개혁과제는‘교육기본법’
의 개정 문

으므로 교원의 자질향상을 어떻게 꾀할

목의 충실화를 꾀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제인데 중앙교육심의회를 중심으로 논의

것인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번 중앙교육심의회 교원양성부회에서는
‘10년차 연수’
를 제도화하고 종래에 주장

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학교, 중

되어 온 교원의‘전문성’향상뿐만이 아

와 학교 완전 5일제의 실시에 따라 수업

2001년 1월부터 출발한 중앙
Q 현재
교육심의회에서는 초∙중등교육분

시간이 줄어들고 학력저하현상, 혹은 학

과회를 중심으로 교원정책에 관한 논의를

이 교원정책의 중요한 시점으로 주목되

습의욕의 저하라는 교육문제에 당면하고

하고 최근에 답신을 제출한 것으로 알고

게 된 것입니다.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논

있습니다. 최근의 교원정책의 방향성에

의가 시작될 것 같습니다.

대해말씀해주십시오.

대학은 취학인구의 급감으
Q 일본의
로 현재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중앙교육심의회의 대학분과회

니다. 학력저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커

2월에‘바람직한 교원면허
A 2002년
증에 대하여’
라는 교원양성에 대한

리큘럼을 어떻게 할 것인가, 또한 교육을

답신을 제출했고, 지난 5, 6월에 교육공

여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본

학교의 경우는 새로운 교육과정의 실시

학교문제를 생각할 때에 커리큘럼, 교
원, 경영이 중요한 시점이 된다고 생각합

16

니라‘적격성’
의 확보와‘신뢰성’
의 향상

의 위원으로 대학교육정책에 밀접하게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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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설립하고, 2004년부터 국∙공사립대
학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대학평가가 의
무화되었습니다.
일본에서는 그 동안 대학 설치 시에는
아주 엄격한 심사가 있지만 설립된 후에
는 각 대학에 맡겨 버리는 풍조가 있었습
니다. 그러나 대학의 질을 보장하기 위해
대학 설치에 관해서는 규제완화를 하면
서, 설치 후의 운영 상태를 엄격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삼자에 의한 대학
평가를 구상하게 된 것입니다. 각 대학이
지금까지 자기점검평가를 실시해 오고는
있지만 그것이 매우 형식적인 경우도 있
었고 또한 대학개선에는 그다지 도움이
의 대학개혁의 방향에 대해 말씀해 주십

니다. 이것은 일본의 대학이 지금까지 아

시오.

카데믹한 경향이 강했으나, 실학적인 교

양성을 위한 전문직대학원을 만들려는

하는 제삼자 평가의
Q 제도화하려고
구체적인 구상에 대해서 설명해 주

정책이 주목되면서 나온 시도입니다.

십시오.

대학 평가에 관한 논의가 이
Q 최근에
루어지지않나요?

청사진에 대해서는 지금
A 구체적인
논의가 한창 진행중인데요. 누가 제

육이 가능할 수 있도록 고도전문직인의
국제적인 경쟁력을 높이는 것
A 우선
이 중요한 과제라고 말할 수 있습니

되지 못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 즉‘경쟁적인 환경에서 개성 있는 대
학’
을 만드는 것이 대전제가 됩니다. 경
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대학에 경영적

삼자 평가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문부대

수법을 도입하는 것이 더욱 요청되고 있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A 국제적인
는 대학의 질을 보장하기 위한 시스

신이 인증한 제삼자 기관이 평가를 하게

대학교육정책에 주된 흐름으로서는 첫

템이 필요합니다.‘대학의 질 보장을 위

르고 있습니다. 어떤 것을 평가의 대상,

째로‘국립대학의 독립법인화’작업이 진

한 새로운 시스템의 구축에 대하여’
라는

내용으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지금부

행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2004년부

중앙교육심의회의 답신이 지난 8월에 나

터 결정해 가야 할 사항입니다. 또한 대학

터 법과대학원을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

왔는데 이에 근거하여‘제삼자 평가기관’

평가∙학위수여기구에서 2년 전인 2000

습니다. 그리고 실학적인 사고가 필요합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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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 것 같습니다. 이를‘인증평가’
라고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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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view

지금세계의석학들은…

년부터 대학평가를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서 교과서 연구를 계속하여‘바람직한 역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의 참고가 될 것 같

사교과서’
를 모색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습니다. 평가 내용은‘전문분야별 평가’

이것은 주로 교과서연구센터를 중심으로

와‘과제별 평가’
로 나뉘어집니다. 과제

진행될 것 같습니다. 한국도 지금 교육개

별 평가는 대학 전체 차원에서 교양교육

혁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

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사회공헌

다. 한국의 지금까지의 교육개혁을 보면

도는 높은가, 국제교류는 어떤가 등의 테

실시하는 것도 궤도 수정하는 것도 빠른

마별로 각 대학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그

것 같습니다. 모두 성공한다고는 볼 수 없

리고 전문분야별 평가는 각 대학의 특정

지만 판단과 실시가 빠르게 진행됩니다.

분야를 평가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의

이에 비해 일본은 결정하고 실행하는 데

학, 자연과학, 교육학, 법률학, 공학이 평

에 시간이 걸립니다. 최근에는 사회의 변

가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단, 평가대상은

화 속도가 빨라지면서 일본도 정책추진

국립대학에 한정된 것이었으나 내년부터

에 있어서 신속하고 과감하게 해 나가는

일부 공립대학도 포함될 것입니다. 또한

학과 교류협정을 맺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이 요청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일 양

2004년부터 사립대학이 희망하면 평가

국제교류가 앞으로는 단순히 교류를 확

국이 교육문제에 관하여 서로의 축적된

를 실시하게 됩니다.

대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효과가

경험을 교환해 가면서 같이 협력하여 좋

있는 교류가 되도록 노력하려고 합니다.

은 교육 시스템을 구축해 갈 수 있으면 합

즉‘교류의 실질화’
라고 말할 수 있겠습

니다.

곳 메이카이대학교는 총장님이
Q 이오시면서
많은 유학생들을 받아들

니다.

이고 외국의 많은 대학들과 교류협정을
맺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떠한 교류
를하고계신지요?

21세기의 한일관계에 대해 다카쿠라
한일교류를 위해 총장님께
Q 앞으로
서는어떤계획을가지고계신지요?

쇼 총장은 다음과 같이 인터뷰를 마무리
했다.‘저는 한국을 제2의 모국이라고 생
각하고 있습니다. 이웃나라인 한국과 일

18

전 재학생이
A 메이카이대학교는
7,000명 정도의 중간 규모의 대학

제가 가는 곳은 한국과의
A 웬일인지
교류가 깊어지는군요. 지금까지 한

본이 더욱 교류가 활발해지기를 바라며,

입니다만 유학생들을 적극적으로 받아들

국을 30회 이상 방문하고 있는데요. 앞으

력적이고 우호적인 관계로 발전되어“가

이고 있습니다. 현재 약 600여 명의 유학

로 한국과의 교류, 한국에 관한 연구가 어

깝고도 먼 나라”
라는 말이 들어설 자리가

생들이 있고 그 중에 한국 유학생이 약

느 정도 가능한지는 알 수 없지만, 특히

없도록“가깝고도 가까운 나라”
가 되길

100명 정도 됩니다. 또한 한국의 일곱 대

교과서 문제에 관해서는 양국이 협력해

진심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이런 교류를 통해서 양국관계가 보다 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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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획: 새정부에바란다
>>평준화정책속에서추구해야할가치두가지, 다양성과자율권 >> 교원이면누구나찬성하는교직위상높이기, but how?
>> GDP 7% 수준확보, 새정부는가능하다 >> 대학, 이제그화려한권위를버릴때가왔다
>>성공적인인적자원개발정책, 신설되는부총리를중심으로 >>‘

서울이작아진다’에거는기대

>> 평생배우지않는개인과국가는사라질것이다 >> 교육서비스시장개방, 양허(

K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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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에 바란다

평준화 정책 속에서 추구해야 할 가치 두 가지,
다양성과 자율권
- 새 정부 교육정책의 방향과 과제
정진곤 ｜한양대학교교수, ski08@hanmail.net

식상한 주장,‘ 학교가 무너지고 있다’

새 대통령이 선출되고, 새로운 정부가 탄생하게 되었
다. 새 정부에는 정치, 외교, 국방, 경제 등 사회 각 분야
에 각종 현안과 문제가 산적해 있다. 교육도 이 가운데
하나이다. 오늘날 우리의 교육은 중대한 위기에 직면해
있다.‘학교가 무너져 가고 있다’
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새
로운 이야기가 아니다. 학교는 어쩔 수 없어서 다니기는
하지만, 학교에서 배우는 내용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
는 학생들은 그다지 많지 않다. 학부형들은 나날이 늘어
만 가는 사교육비 때문에 가정 경제가 파탄이 날 지경이
다. 한국의 교육현실에 절망한 나머지 초∙중∙고등학교
때부터 아이들을 외국에 유학 보내는 학부형들이 늘어가
고 있으며, 아예 이민을 떠나는 사람들도 있다.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이들을 부러워하면서 한숨만 내쉬고 있
다. 실업계 학교는 사태가 더욱 심각하다. 학교에 대한

20

긍지도 없고, 흥미도 없다. 중도탈락자들이 증가하고 있

리는 충분히 이러한 경험을 하였다. 교육개혁이라는 이

고, 기회만 있으면 이들도 인문계 학생들처럼 대학에 진

름 아래 더 이상 이와 같은 시행착오를 되풀이해서는 안

학하려고 한다. 대학교육도 성격은 다르지만, 수요자인

된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교육문

기업들로부터 심각한 불신을 받고 있다. 대학을 졸업해

제의 핵심과 본질이 무엇인가를 파악해야만 한다.

도 할 수 있는 일이 없으며, 대학에서 도대체 무엇을 배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학교가 본질적으로 무엇 하

웠는지 모르겠다는 것이 한결같은 기업인들의 불평이다.

는 곳인가를 깊이 생각해야만 한다. 이 후에 학교가 본질

무너져가는 학교를 살려내는 일이야말로 새 정부가

적인 역할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치밀하고 체계

해야 할 가장 중요한 핵심적 과제이다. 이 일을 어디서부

적인 국가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일관성 있게 추진해 가

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 것인가? 문제가 복잡하고 어려

야 한다. 그 과정에서 설혹 많은 국민들이 반대한다고 할

울수록 이것저것 함부로 건드리게 되면, 사태는 어려워

지라도 그것이 교육을 살리는 길이라면, 최대한 국민들

지고, 문제는 더욱 꼬이게 된다. 곁가지만 붙들고 씨름하

과 이해 관련 집단을 설득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그러

면, 일시적인 효과는 있을지 모르지만 오히려 더 많은 부

나 끝까지 반대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국가 전체의 생

작용을 일으키게 된다. 위암에 걸린 사람에게 소화제를

존과 번영을 위해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면 중도에 포기

먹이는 것과 같다. 지난 문민정부와 국민의 정부에서 우

하거나 방향을 수정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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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란 과연 무엇하는 곳인가

학교의 본질적인 역할은 무엇인가? 현대 사회에서 학
교는 크게 두 가지 역할을 한다. 이러한 사실은 교육학자
들 사이의 다양한 학문적 입장에도 불구하고, 대체로 모
든 학자들이 견해를 같이 하고 있다. 학교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학생들 각자의 적성, 장래희망, 지적인 능력과 학
업능력 등을 파악하여, 이들의 자질과 능력을 개발시켜
주는 일이다. 제아무리 뛰어난 자질과 능력을 가지고 태
어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학교를 다니지 않으면 자신의
잠재적 능력을 개발할 수 없다. 현대사회는 과거의 농경
사회와는 달리 배우고 익혀야 할 학문 분야와 기본지식
의 양이 많고 복잡하며, 이러한 것들을 학교가 아닌 어느
개인이나 부모로부터 배울 수 없기 때문이다.
학교는 이와 함께 경제, 외교, 정치, 법률, 언론, 의료,
문화 등의 사회 각 분야가 유지되고, 발전되는 데에 필요
한 인재를 양성하여 공급해 주는 일을 한다. 현대 사회는

진학과 평준화 정책으로 인하여, 지적인 능력, 학업 성

하루가 다르게 새로운 직업이 생겨나고, 전문적인 지식

적, 적성과 장래 희망 등이 서로 다른 학생들이 한 교실

과 기술이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이 빠른 속도로 발전되

에 앉아서 똑같은 교과서 내용을 가지고 똑같은 수업을

어 간다. 학교는 학생들의 서로 다른 재능과 적성을 개발

받고 있다. 초등학교 5학년 수학문제조차 제대로 풀지

하여, 적재적소에 공급해 주는 사회적 기관이다. 학교가

못하는 학생에서부터 이미 대학 수준의 수학문제까지도

이러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그 사회는 곧 침체되

풀 수 있는 학생까지 모두 한 교실에서 앉아서 선생님으

거나 퇴보하게 된다.

로부터 정해진 교과서 진도에 맞춰 똑같이 고등학교 2학

우리 사회에서‘학교가 무너지고 있다’
는 것은 학교가

년 교과서를 배우고 있다. 학과 공부에는 전혀 흥미가 없

이러한 역할들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지만, 요리에는 누구 못지 않은 적성과 자질이 뛰어난 학

의미한다. 그 원인은 무엇인가? 다인수 학급, 열악한 교

생도 교실에 앉아서 학과 공부를 하고 있어야만 한다. 이

육 환경과 시설, 교사들의 사기저하와 전문성 부족, 암기

러한 학교체제로 인하여 학생들은 학교에 다니는 동안

위주의 입시제도, 관료적이고 통제적인 교육행정 등 수

자신의 지적인 능력, 적성, 장래 희망 등을 제대로 살려

많은 원인들을 들 수 있겠지만,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획

나갈 수 있는 교육적 기회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다. 또한

일화된 학교체제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학교는 무시험

사회 각 분야에 진출하여 자신이 맡은 바 일을 수행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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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에 바란다

데에 필요한 자질과 능력들을 제대로 배우지도 익히지도

있는 체제를 마련해 주어야 한다. 우리 사회가 소유하고

못하고 있다.

있는 뜨거운 교육열을 다양한 형태로 펼쳐나갈 수 있도

무너져가는 학교를 살려내기 위해서 새로운 정부는

록 해주어야 한다. 사람을 가르치고 길러내는 교육은 결

무엇보다 현재의 획일화된 학교체제를 다양화하여, 여러

코 기계적인 활동이 아니다. 교육은 다른 어떤 활동보다

형태의 학교를 만들어가야 한다. 학생들이 자신의 능력

무한한 인간의 창의적인 사고와 다양한 신념에 따라 얼

과 장래 희망에 따라 이에 적합한 학교를 선택하여 다닐

마든지 다양한 형태로 행하여질 수 있는 활동이다. 세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학업능력이 뛰어나고, 공부에 흥미

에는 발도르프나 섬머힐 같은 학교도 있고, 이튼 스쿨과

가 있는 학생들만을 선발하여 교육하는 영재 학교도 있

같은 학교도 있다. 우리나라도 학교의 설립과 운영에 대

어야 하고, 사회 생활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지식 정도

하여 외국과 같이 자율권을 허용해 주면, 얼마든지 그와

만 가르쳐 주고, 일류 자동차수리공이나 요리사로서 필

같은 다양한 형태의 학교를 만들 수 있다. 학교체제를 다

요한 능력과 기술을 가르쳐주는 데에 주력하는 학교도

양화함으로써 학생들은 자신의 적성, 흥미, 능력, 장래

있어야 한다. 어렸을 때부터 외국에 살다 온 학생들이 그

희망 등을 살려나갈 수 있는 학교를 스스로 선택하여 교

들이 배우고 익힌 외국어와 외국문화를 잘 살려서 장차

육받을 수 있는 한편, 기업∙정부와 산업기관들은 다양

외교, 경제, 법률, 문화 등의 국제업무에 종사할 수 있는

한 인재들을 골라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인재를 양성하는 학교도 있어야 한다. 기독교와 불교 등

이렇게 주장하면 그것은 결국 우리 사회의 특권계층

의 종교적 신념과 신앙을 토대로 학업과 인성교육에 중

만을 위한 귀족학교를 만들고, 고교 평준화체제를 폐지

점을 두고 학생들을 지도하고 가르치는 학교도 있어야

하자는 발상이라고 비난할지 모른다. 그러나 고교평준화

한다. 외국의 사립학교 못지 않게 비싼 수업료를 받고서

제도 자체가 우리가 지켜나가야 할 최고의 교육적 가치

양질의 교육을 학교도 있어야 하고, 그렇지 않은 학교도

는 결코 아니다. 이 제도가 학교의 본래적 기능과 역할을

있어야 한다.

회복하는 데에 걸림돌이 된다면, 당연히 이를 보완 혹은

학교체제를 다양화함과 동시에 학교에 학생 선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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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해야만 한다.

교육과정 운영권, 수업료 책정권 등을 포함하여 최대한

그러나 우리의 사회적 현실에서 한꺼번에 폐지하게

의 자율권을 허용해 주어야 한다. 학교 나름대로 뽑고 싶

되면 그 동안 획일화된 체제에 익숙해 있는 우리 사회에

은 학생들을 선발하여 원하는 교육내용과 방법들을 자유

혼란과 함께 입시지옥의 부활을 가져올 수도 있다. 마찬

롭게 가르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 다양한 교육적 신

가지로 분명한 사실은 현재와 같이 획일화된 학교체제를

념과 교육철학에 기초하여 기존의 학교를 새롭게 바꿔

유지하면서도 무너져가는 학교를 살려낼 수 있는 묘책은

나가거나, 새로운 학교를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없다는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한 학교 안에 학생들의 지

주어야 한다. 교육에 뜻 있는 종교 단체, 기업, 사회단체,

적 수준과 학업능력, 장래희망과 적성 등에 따라 수준별

개인들이 자신들의 교육적 신념을 마음껏 펼쳐 나갈 수

교육을 실시하고,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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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반박할지도 모른다. 이러한 방법이 논리적으로 불가

한다. 대학의 부속학교들에 대해서도 똑같은 형태의 자

능한 것만은 아니지만, 현실적으로는 매우 어렵다는 사

율권을 주어야 한다. 대학부속학교들도 원래의 실험 학

실은 이제까지의 20~30년의 교육적 경험과 학교붕괴가

교라는 설립 목적을 살려나갈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

나날이 심화되어 간다는 사실이 충분히 이를 증명해 준
다.

당분간 공립학교들은 현재와 같은 형태를 유지하되,
점차적으로 학교 나름의 특성을 살려나갈 수 있도록 해

학교체제를 다양화하기 위한 첫 걸음은 건실한 사립학

주어야 한다. 최근에 대통령자문교육인적자원정책위원

교와 대학 부속학교들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그 동안

회에서는 우리나라에서도 미국의 협약학교(charter

비교적 건전하게 학교를 운영해 온 사립학교들에 대하여

school)와 같은 제도를 도입하여 학교의 자율권을 허용해

사립학교의 특성과 원래의 취지에 알맞도록 학교를 자율

주도록 하자는 제안을 하였다. 학교체제의 다양화를 위

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 현행 소위‘자

해서 매우 바람직한 제안이라고 생각한다.

립형 사립학교’
의 기준을 대폭 완화해서 적어도 이들 사

학교체제를 다양화하는 일은 비단 학생개인의 다양한

립학교들에 대해서는 규제를 철폐해야 한다. 또한 현재

자질과 능력을 개발시켜 주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국가

농어촌 지역을 중심으로 실시하고 있는‘자율학교’
제도

적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 우리

도 대폭 확대해야 한다. 자율능력이 있고, 건실한 사립은

는 지금 흔히‘문명사적 전환’
이라고 불리는 지식기반사

육성하되 그렇지 못한 사립학교는 현행대로 공립학교와

회에 살아가고 있다. 인류는 수천 년 동안 지속된 농경사

같은 방식으로 운영하도록 하거나, 공립학교로 전환해야

회와 200여 년 동안의 공업사회를 거쳐 지식기반사회에
진입하고 있다. OECD에 의하면 지식기반사회에서는 정
보와 지식을 창출하고 확산하고 활용하는 산업이 새로운
주도적 산업으로 부상하게 된다. 새로운 서비스 산업과
다양한 형태의 직업이 창출되고 소멸된다. 정보, 지식,
기술이 양적으로 엄청나게 팽창하게 되고, 인터넷 등을
통하여 빠른 속도로 확산되어간다. 지식과 정보의 활용
에 대한 기본적인 능력을 가르쳐주는 학교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다.
지식기반사회에서 사회조직은 위계형 피라미드 구조
가 아니라, 전문성을 지닌 평등한 구성원들 간의 네트워
크형이 된다. 산업사회에서는 중앙 집권화된 위계적 관
료조직이 효율적이지만, 지식기반사회에서는 다원화, 분
권화, 소규모화로 조직원리가 전환된다. 사회적 변화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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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가 변화가 빠르고, 다양한 형태의 직업과 일들이 창

교육적 과제는 학교와 사회와의 연계와 협조체제를 구축

출되기 때문이다. 정보기술의 발달로 지식과 정보를 다

하는 일이다. 학교는 이제까지 우리 사회에서 하나의 고

양한 곳에서 접근하고 공유하는 수평적 관계가 형성되므

립된 섬처럼 존재해 왔다. 세상은 급속하게 빠른 속도로

로 탈집중화, 탈경계화를 가져온다, 이러한 변화는 개인

변화되어가는 데 학교의 건물과 시설은 물론, 교육내용

과 집단에의 자율성과 책임 증대, 직무수행에 따른 권한

과 방법도 옛날 모습 그대로이다. 학교는 이제 이러한 사

증대, 직무 수행의 시공간적 확장, 가상공간, 통신망을

회적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대처해 나가야 한다.

이용한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의 증대를 초래한다고 본다.

이를 위해서는 학교가 사회 각 분야와 긴밀한 협조와

다양한 능력, 자질, 자율성과 창의성을 가진 인재들의 양

연계체제를 구축해야만 한다. 학생들의 교육을 위하여

성이 중요하게 된다.

산업체, 연구소, 정부 기관, 박물관, 신문사와 방송국, 사

미국, 일본, 영국, 독일 등의 선진국들이 최근에 들어

회 단체 등의 시설과 설비를 활용하고, 인적 자원을 활용

더욱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교육에 투자하며, 교육

해야 한다. 학생들에게 이러한 기관들을 방문하고, 현장

의 기본틀을 변혁시켜 나가는 데 주력하고 있는 것은 바

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기업과 연구소

로 이와 같이 근본적으로 변화되어 가는 시대적 흐름에

등에 근무하는 전문가들이 학생들에게 강의도 하고, 필

알맞도록 교육체제를 다양화하고, 자율화하기 위해서이

요한 지식과 정보도 가르쳐 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

다. 지식기반사회에서 교육의 경쟁력은 곧 국가경쟁력의

한 과학, 수학, 예술 등의 특정 분야에 뛰어난 재능이 있

지표가 된다.

는 학생들은 방과후나 어느 특정한 날에 연구소, 대학,

현재의 획일화되고 대량생산위주의 학교체제는 우리

전문기관 등에서 그 분야의 전문가들로부터 직접 지도를

나라가 세계 어느 나라보다 빠른 시일 내에 농업사회에

받고, 함께 연구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서 공업사회로 전환하도록 하는 데에는 크게 기여하였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 학생들뿐만 아니라 교사들도 기

다. 그러나 이러한 교육체제는 빠른 속도로 새로운 지식

업체와 연구소에 일정 기간 파견되어 근무할 수 있도록

과 직업들이 끊임없이 창출되고 소멸되어지는 지식기반

해야 한다. 미국이나 독일 등의 나라에서는 이미 오래 전

사회와는 맞지 않는다. 이러한 학교체제를 계속 고집한

부터 이러한 활동이 이루어져 왔다.

다면 우리는 결국 현대 사회가 요구하고 있는 다양하고,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는 상대 후보에 비하여 우리 사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인재를 길러낼 수 없게 될 뿐만 아

회의 새로운 변화와 시대적 흐름을 잘 파악하여 이를 선

니라, 국가적 경쟁력을 상실하게 될 것이다.

거에서 최대한 활용함으로써 승리하였다. 새 정부는 이
제 세계적인 시대적 흐름을 잘 파악하여, 지식기반사회

시대적 흐름 잘 파악해 승리한 새 정부, 기대 크다

에서 국가적 경쟁력의 지표가 되는 교육을 바로 세워 세

변화해 가는 시대적 흐름에 알맞도록 학교를 변화시

계와의 경쟁에서 앞서갈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주기 바

켜 나가기 위해 새 정부가 관심을 가지고 해야 할 중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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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에 바란다

교원이면 누구나 찬성하는
교직 위상 높이기, but how?
-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통한 교직의 위상 제고
박영숙 ｜한국교육개발원연구위원, yspark@kedi.re.kr

지난 5년 동안 국민의 정부는 문민정부에서 추진해 온

능력 중심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교직발전의 경쟁력

교육개혁 사업을 지속하면서 능력 및 실적 중심의 인사

제고를 위하여 사회의 유능한 인력을 교직으로 유인하는

체제를 확립하는 데 주력해 왔다. 교원 정년 단축과 복수

개방화 정책을 추진하는 한편, 지역의 특성과 발전 요구

노조 허용 등 교직사회에 새로운 질서 창조를 위한 대변

에 부응하는 다양화 정책을 추진하려 했던 특징이 있으

화가 시도되었고, 새 천년을 맞이하여 미래 교직발전을

나 교육개혁을 추진하기 위한 기본 틀과 환경을 조성하

설계하는‘21세기에 대비하는 교직발전종합방안’
이수

는 수준에 그치고 학교현장의 자율적 운영과 교원 개인

립되었다.

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구체적인 전략이 미흡한 한계를

교원 정년 단축과 복수노조 허용 정책은 교직사회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 교원 정년 단축에 대하여는 젊

갖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새로운 정부의 역할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

고 활기찬 신진 교사의 의욕을 고취시켰다는 긍정적 평

교직발전을 위하여 국민에게 공약한 정책 이행에 대

가가 있는 반면, 교원 부족 및 기간제 교사 활용 급증 등

한 기대감이 크며, 쟁점과제의 구체적인 추진 계획을 조

으로 인하여 교원의 전문성 저하가 우려된다는 부정적

속히 수립하여 학교 현장에서 만족할만한 변화가 이루어

평가가 제시되고 있고, 교원 정년 환원 요구가 지속되고

지길 바라며, 초당적 및 초정권적인 예산 지원에 대한 기

있을 정도로 정책 추진의 부담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

대 또한 크다. 새 정부가 담아야 할 발전 방향과 방안에

교원 노조 합법화 정책 또한 교원 정책 결정 과정에 교

대하여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원 의견이 좀더 많이 반영됨으로써 민주화가 촉진된 점
등은 긍정적으로 인정할 만하나 교직단체들의 입장 차이
로 교원 정책 현안 해결이 지연되거나 학교장의 소신 있
고 책임 경영이 어렵다는 인식이 증가하고 있어 새로운
정책 추진에 대한 부담이 해소되지 않고 있음이 확인되
고 있다.
교직발전종합방안의 경우 새 천년을 맞이하는 적절한
시점에서 교원 인사 전반에 걸쳐 개선되어야 할 과제를
종합적으로 제시함으로써 교직발전에 대한 희망을 갖게
했으나 과제 추진에 필요한 소요 예산이 확보되지 못하
거나 집단간의 의견 차이로 쟁점 과제로 부각되었고, 추
진이 지연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어 과제의 신속한 추
진을 위한 특별한 지원이 기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5년을 되돌아볼 때 국민의 정부는 경력 중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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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 위상 높이는 데는 공감하나 방법, 절차서 의견 차
이 보여

교직사회는 전문화, 민주화, 개방화, 자율화를 지향하

26

집단의 상호 보완적인 역할이 더욱 중요함을 인식하는
계기가 될 것이기 때문에 의견 수렴 과정을 열어 두어야
한다.

며 변화∙발전되고 있다. 교직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교직발전을 위한 교육계 안팎의 요구와 변화의 흐름

는 더 이상 폐쇄적이어서는 안 되고 사회 전반에서 진행

을 공유하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논의 과정과 정책 수립

되고 있는 개방화 등의 발전 흐름을 반영하여 대응해야

과정을 투명하게 보여주어야 한다. 추진 과정이 체계적

한다는 요구가 높다. 사회 각계의 우수 전문 인력을 교육

이고 합리적으로 구축되었을 때 정책 추진에 대하여 신

계로 유인하는 한편, 교육계 내부의 책임 있는 자율 경영

뢰하게 될 것이다. 추진 절차에서 일방적인 정책 반영이

을 통하여 발전을 추구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다.

아니라 쌍방간에 발전 의견을 제안하고 수렴될 수 있는

이러한 변화의 흐름을 수용하고 교직의 사회적 위상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추진 협의회를 구성하

을 제고해야 한다는 데에는 교직구성원 모두가 공감하는

거나 의견 수렴 장치를 상설 운영할 것이 요구된다. 인터

것 같으나 변화를 추구하는 과정의 방법과 절차적인 측

넷이 생활화되고 있는 시대이므로 교원 정책의 추진 과

면에서 관점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학교행정가와 교사

정을 알리고 의견 수렴을 위한 인터넷 전용 사이트를 개

집단, 교원 집단과 학부모 집단, 교직단체 집단 상호간에

설하고 상설 운영할 것을 제안한다.

발전을 추구하는 논리가 다름으로써 정책 결정 과정이

교직발전종합방안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한시적이긴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 교원

하지만 교직발전추진협의회를 구성하고 인터넷을 통하

집단 내에서는 승진 기회의 확대 및 교장 임용 방식 개선

여 설문조사를 실시함으로써 광범위한 의견 수렴을 시도

을 중심으로 갈등이 지속되고 있고, 교원과 학부모 집단

한 적이 있었다. 2000년도에 국한하여 실시되었으나 추

간에는 교원의 전문성 수준을 둘러싸고 논란이 지속되고

진 절차에서 성과가 높았던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2001

있다.

년 발표된 교직발전종합방안에는 다양한 집단의 의견 차

이러한 실정에서 교원 정책은 수립 과정에서 절차상의

이로 인하여 세부 정책 방안을 수립하지 못하고 추후 검

합리성을 높일 것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는 열린 의견

토하여 세부 방안을 수립하는 것으로 발표된 과제들이

수렴 절차를 거쳐 다양한 집단의 요구를 반영하려는 노

포함되어 있다. 이들 과제의 추진을 위해서도 의견 수렴

력을 기울여야 한다. 변화와 개혁에 대하여 관점의 차이

을 위한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

가 있음을 인정하면서 추진해야 한다. 변화를 바라면서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추진

도 변화 속도에 대한 관점의 차이가 있음을 주지하고, 변

절차를 마련하는 경우, 교원 정책은 더 이상 획일적이지

화를 위한 합리적 절차를 마련하는 데 모든 노력을 기울

않고 다양한 방식으로 추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교직발

여야 한다. 이는 합리적 절차를 마련하는 과정에서 각 집

전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도입되는 새로운 정책의 경우,

단의 의견 차이가 부각되겠지만, 상호 논의를 통하여 각

도입 시기와 적용 방식 등은 지역과 학교 실정에 맞게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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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적으로 운영되는 방향으로 검토되었으면 한다. 지역과

교직발전종합방안을 발표한 이래 1년 반의 기간이 경

학교 실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 단위학교

과되었고, 집단간의 의견의 차이를 좁혀 놓지 못한 채 새

로 보다 많은 권한이 위임될 수 있다면 교원정책의 민주

로운 정부를 맞이하는 시점에 있다.

화와 다원화가 더욱 빨리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책 추진이 지연되었던 배경에는 소요 예산의 미확
보와 추진에 대한 관련 집단의 관점 차이가 주요 원인으

교직 위상 높여줄‘ 검토 후 추진할 과제’속히 해결돼야

로 부각된다. 교원양성∙평가인증제 도입의 경우, 1998

교직발전종합방안 가운데 집단간의 이해관계로 세부

년부터 시행되어 왔던 교원양성기관평가제도를 보완하

방안을 수립하지 못하고‘검토한 후 추진할 과제’
로 발표

여 교원양성기관에 대한 일정한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평

된 과제들이 있다. 이들 과제는 ① 수석교사제 도입, ②

가 인증하는 방향으로 실시할 것이 제안되었다. 교원양

교원 양성∙자격제도 개편, ③ 대학원 수준의 교원양성

성기관인 사범대학, 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일반대학

체제 도입, ④ 교육전문박사학위 과정 도입, ⑤ 교원연

교육과, 일반대학 교직과정에 대한 평가가 연차적으로

수∙연구실적 학점제 활성화, ⑥ 교원병역특례제 도입,

실시되었고 2002년도로 마지막으로 평가 1주기가 종료

⑦ 직무수행기준 마련, ⑧ 교원인사자문위원회 구성, ⑨

되었다. 내년부터 사범대학을 시작으로 제2주기가 실시

교장연임제 도입, ⑩ 보수체계 개편 추진으로 전체 32개

되기 때문에 평가인증을 도입하는 원년으로 계획을 수립

과제 가운데 10개 과제가 이들 과제에 속한다. 이들 과제

한 바 있다.

는 대부분이 교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양성∙자격제도

연수기관 평가인증제의 경우도 연수기관에 대한 평가

의 개편과 승진∙평가제도 개선 관련 과제들이어서 교사

가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고 교원 연수가 이루어지고 있

들의 전문성 신장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추

어 현장 적합성 높은 연수 과정 운영으로 개선되도록 평

진의 시급도가 높은 과제들이다.

가인증제를 실시하는 것으로 계획된 바 있다. 그러나 양

수석교사제 도입에서는 수석교사의 신설과 교장선출

성기관과 연수기관 평가인증제에 소요되는 5년간 예산

보직제라는 추진 방안을 놓고 교직단체간에 논란이 이루

인 35억 원(연간 7억 원씩 5년간 운영 예산)이 확보되지

어지고 있고, 양성제도 개편에서는 교육대학교와 사범대

못하여 계획한 바대로 제대로 실시될 수 있을지 우려하

학교의 통폐합 논의가 이루어지면서 양성기관간의 관점

는 목소리가 높다.

의 차이가 분명하다. 교원연수∙연구실적 학점제의 경우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면서 발전 지표로 내세웠던 교

학점 인정 기준이나 세부 추진 방법 등에 교사들간의 요

직의 전문적 위상 제고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교원 양

구가 다양하다. 이러한 과제들을 중심으로 교직계의 갈

성 및 연수가 현장 적합성 높게 운영되도록 지원되어야

등이 증폭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앞서 제안한 합리적인

한다. 평가인증제는 양성기관과 연수기관이 목표한 바대

의견 수렴체제를 구축하여 쟁점 과제들을 우선 해결하려

로 내실 있게 운영되는 것을 촉진하고 현장에서 요구하

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는 우수한 교원을 양성해내는 견인차가 될 것으로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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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정책이다. 정책 추진의 필요에 대하여도 공감대가

이 되어 지역사회 전체가 평생학습사회로 구현되는 변화

형성되어 있고 예산 지원만 이루어지면 적극 추진될 수

를 기대해 볼 수 있다.

있는 추진 요구가 매우 높은 과제이다. 뿐만 아니라 직무

변화를 수반하는 개혁 정책을 추진하고자 할 때, 교원

수행기준 마련이나 양성 및 자격제도 개편, 승진 및 평가

집단을 우선적으로 연수시키는 개발 정책을 수립해야 한

제도 개선에 관련된 과제 역시 교직사회의 변화를 촉진

다. 국가 수준에서 제7차 교육과정을 개정하면서 교사

시키는 데 중요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전체에 대한 사전 연수가 부족함으로써 교육개혁에 대한

추진 시기를 늦추어서는 안 되는 과제들이다. 계획한 바

부정적 인식을 갖게 되었던 경험을 감안하면 사전 연수

의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 지원과 더불어 관련 집

정책이 매우 중요함을 확인할 수 있다.

단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확립하고, 정책 연구 추진
을 지원할 것을 제안한다.

교원 인력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개발시키는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교원 스스로 전문성을 지속적으로 유
지 관리하는 장치가 필요하다. 선진국에서는 일정한 자

교원이야말로 국가발전 촉진하는 선도 집단

격 요건을 갖추어야 상위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자격체

국가 발전을 위한 개혁 추진 과정에서 교육개혁은 중

제를 구축하고 일정한 연수 활동을 거쳐 상위 자격을 취

요한 추진 과제 중의 하나이다. 교육개혁의 일환으로 교

득하게 연수제도와 연계하여 운영하고 있어 우리에게 의

원 정년 단축, 교원 노조 합법화 등 교직사회의 변화를

미 있는 시사를 주고 있다.

추구하는 혁신 정책이 추진되었으나 변화를 뒷받침하고

무시험으로 교사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 퇴직 때까지

선도하는 인력 개발에 대한 계획 설계는 미흡하였다. 특

자격에 대한 검증 없이 유지되는 것은 문제이므로 현장

히 교원 인력을 세계 수준의 전문성을 갖춘 수준으로 지

에서의 발전 요구에 부응하여 적합한 수준의 전문성을

원하는 것은 미흡하였다.

유지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자격관리체제를 구축할 것이

새 정부에 바라건대 교원이야말로 국가 발전을 촉진

요구된다. 현재 시도되고 있는 연수이수학점제와 연계하

하는 선도 집단으로 인식하고, 국가인적자원으로 개발하

여 보완적으로 실시할 경우 교원의 전문성을 신장시킬

는 데 총력을 기울어야 한다. 교원은 지역사회의 견인차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역할을 할 수 있는 인력으로 보아야 하며, 모든 교원을

교원의 전문성 신장은 일정한 기간 내에 이루어질 수

일정 수준의 자격을 갖춘 수준 높은 인력으로 개발하는

있는 것이 아니며 또한 단편적인 영역에서만 추진하는 것

체제를 계획해야 한다.

으로는 효과를 거둘 수 없다. 질 높은 양성체제 확립과 자

교원의 능력 개발을 바탕으로 지역사회의 교육발전

격 관리를 위한 질관리체제의 확립을 통해서 효과를 높일

계획을 추진해야 한다. 교원은 학생 집단과 학부모 집단

것으로 보며, 수급과 양성, 자격, 임용, 연수 등과 연계해

을 연계시켜 주는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지역사회 발전에

서 추진하게 될 때 성과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크다. 교원이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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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는 정책과 전문성 높은 우수 인력을 채용하는 정책
이 상충되는 점이 없지 않다. 교원의 전문성은 수급과 양
성, 자격, 연수, 임용 등의 정책이 연계적으로 검토되고
계획되어야 하며, 어느 분야를 선별하여 우선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추진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싶다. 따
라서 교원 인력을 국가의 인적 자원으로 개발시키기 위
해서는 국가 수준의 질관리체제를 수립해야 하며, 수급
과 양성, 자격, 연수, 임용의 연계 증진 방안을 마련할 것
을 제안한다.
교원인력개발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검토되어야 할 현
안이 있다. 초등과 중등을 분리양성하고 있음은 개선되
어야 한다. 초등학교 교사 양성을 교육대학교가 주관하

균등한 근무 여건 조성으로 단위학교 활성화 시키자

여 목적적으로 양성되고, 중등학교 교사 양성은 사범대

제7차 교육과정은 지역과 학교실정에 맞게 운영함을

학교가 중심이 되어 개방형으로 양성되지만, 목적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지역의 특색을 살려 교육과정을 운영하

양성하든 개방형으로 양성하든 양성의 일차적인 목표는

며, 학교 운영에 지역 전문가, 교원, 학부모 등으로 구성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전문성 높은 교사를 양성해 내는

되는 학교교육과정 운영위원회 혹은 학교운영위원회를

것이며, 목적형이나 개방형의 양성체제는 양성을 위한

통하여 공동체적인 자율 책임지도가 요구되고 있다. 이

접근 방식의 차이이다. 어떠한 유형으로 양성하든 양성

를 위해서 단위학교 운영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보다

과정이 내실 있게 운영하는 것이 양성기관의 책임으로

많은 권한을 위임해 줄 필요가 높다. 뿐만 아니라 교원

인식되어야 한다. 모든 양성기관의 교육여건을 일정 수

조직 또한 교육과정 운영에 적합한 형태로 개편이 요구

준 이상으로 개선하는 것이 주요과제가 될 것이며, 이는

된다.

평가인증제도를 통하여 실효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
대된다.

현안으로 부각되고 있는 교원의 직무수행기준 마련은
교원이 기본적으로 수행해야 할 직무 내용과 역할을 인

학교현장에서는 이미 초∙중 통합 운영이 이루어지고

식하고 직무수행능력을 제고시키기 위한 정책이다. 학교

있고 교육과정 또한 국민공통기본교과로 연계를 강화시

급별, 교과별, 직위별(교사∙교감∙교장), 자격종별(보

키는 방향으로 개정되었기 때문에 양성체제 또한 이러한

건교사∙사서교사 등)로 어떠한 직무 내용을 담당해야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체제로 개편함이 마땅하다. 인력

하는가에 관한 공통 기준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직무수

개발체제는 수급과 양성, 활용과 연계되어 수립되어야

행기준은 업무 분장, 평가 기준, 보상 기준, 양성 및 연수

함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수요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활용될 것이기 때문에 시급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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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련해야 할 필요가 높다고 본다.

교원 배치 기준은 학교규모, 지역 특성, 교원 1인당 수업

다만, 직무수행기준을 마련함에 있어 교사 1인당 담당

시수 등의 실정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개선하되, 단위학

해야 할 주당 수업시수를 몇 시간으로 해야 할 것인가를

교에서 책임 지도가 가능한 여건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

먼저 결정해야 한다. 주당 수업시수가 학교급별, 지역별,

는 방향으로 개선할 것을 제안한다.

교과별, 학교규모별로 차이가 심한 실정에서 전국 표준

이밖에 교직 특성을 반영하는 교원 성과상여금제 수

적으로 담당해야 할 수업시수를 설정한다는 것은 쉽지

립과 평가제도 개선 등도 새 정부가 특별한 노력으로 대

않은 과제이다. 교직발전종합방안에서는 표준수업시수

응해야 할 과제가 될 것이다. 교직은 전문직으로서의 정

설정 운영 방안이 제안된 바 있으나 교사 1인당 주당 수

체성을 확립하는 것이 중요하며, 교원을 전문가로서 교

업 시수에 대한 전국적인 규모의 현황 조사가 이루어지

육시키고 예우하는 정책이 수반되어야 한다. 성과상여금

지 못한 실정이어서 정책 수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은 목표달성을 기준으로 성과급을 지급해야 하지만, 아

교원 배치 기준 또한 학교급별, 지역별 근무 부담의 차

직까지 교직에는 목표를 기준으로 하는 평가제도가 확립

이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학급 수만을

되어 있지 않다. 평가제도는 승진 임용에 편리한 구조로

기준으로 교원의 배정 규모를 결정하는 것은 현행 교육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교원 직위별로 수행해야 할 목표

과정 운영 방식과 맞지 않으며 교원 1인당 주당 수업 시

대비 성과를 평가할 만한 기준이 없다. 따라서 현행 일반

수, 교원 1인당 학생 수, 학급당 학생 수 등의 제반 사정

직 공무원에 적용하는 성과상여금제와 동일한 방식으로

을 반영하여 교원 상호간 혹은 학교간에 근무 부담의 차

지급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이는 해소되어야 한다.

교직의 성과상여금은 무엇보다도 교원의 자격을 발달

단위학교에서 자율적인 책임 지도가 이루어지기 위해

시키고 직무수행능력을 제고시키는 방향으로 수립되어

서는 교육과정 운영에 적합한 교육 여건을 균등하게 확

야 한다. 성과상여금을 연수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이 검

보해 주어야 한다. 학교규모가 대규모이거나 소규모이기

토되고 있는데 교원을 인적자원으로 개발시키는 관점에

때문에 다른 학교보다 교육 여건에 차이가 난다거나 농

서 보면 실효성 높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본다. 그리고

어촌이나 대도시의 지역 특성으로 인하여 학교운영에 불

교원 평가제도는 상급자에 의한 평가 이외에 다양한 평

리함이 있어서는 안 된다. 학교규모나 지역의 차이에 상

가 자료를 확보하는 방법과 절차가 논의되고 있다. 평가

관없이 어느 학교에서나 책임 있게 교육과정을 운영할

제도 또한 교원의 직무 수행 능력을 지속적으로 개발시

수 있는 교육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킴을 원칙으로 다양한 방법과 객관적인 절차가 논의되어

이를 위해서 표준적인 학교규모와 학급 규모의 기준

야 한다. 교원 평가제도가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으

을 설정할 필요가 있으며, 표준적인 학교규모를 기준으

로 운영되는 경우, 교원 개인의 책임 있는 지도가 가능해

로 과대규모나 소규모의 경우 부족한 인력 수요와 지원

질 것으로 기대해 본다.

되어야 할 교육여건을 조사하여 지원할 것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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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에 바란다

GDP 7% 수준 확보, 새 정부는 가능하다
- 교육재정(敎

) 확충
윤정일 ｜서울대학교교육행정연수원원장, ciyun@snu.ac.kr

광복 이후 가장 빠른 성장을 보인 것은 교육

경제 발전 속도에 맞추어 필요한 기반 인력을 초등학교

새정부는 국가경쟁력을 향상시켜 국가의 위상을 명실

교육을 통해서, 중학교 교육을 통해서, 고등학교 교육과

상부하게 선진국 대열에 올려놓아야 할 중차대한 과업을

대학교육을 통해서 공급해 왔던 것이다.

수행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선진국의 대명사가 되고 있

우리 경제가 양적 경쟁에서 질적 경쟁으로 전환하듯

는 OECD 회원국으로 가입은 되었으나 정치∙경제∙사

이 교육도 이제 양적 성장보다는 질적 성장을 추구해야

회 문화∙교육 등 모든 부문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열세

한다. 학교수, 학생수, 교원수가 문제가 아니라 바로 그

한 위치에 있다. 21세기는 지식기반사회로 특징지어지

들의 질적 수준에 관심의 초점이 모여지는 것이다. 지식

고 있으며, 지식기반사회는 지식의 창출과 활용이 국가

기반사회에서는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질적 수준이 국

경쟁력을 결정하는 사회이다. 한 국가나 사회에 있어서

가 경쟁력을 좌우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이유에서 16

지식을 창출하고, 보급하고 활용하는 능력을 개발하는

대 대선에서 대선 후보마다 교육공약에 최대의 관심을

활동이 곧 교육이며, 인적자원개발인 것이다. 21세기가

쏟고, 특히 교육재정을 대폭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제시

시작되면서 세계 여러 나라가 경쟁적으로 교육에 대한

하게 된 것이다.

투자를 증대시키고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교육의 질은 교육투자 수준을 능가하지 못한다. 고부

강구해 온 것은 바로 이와 같은 맥락에서이다. 이러한 세

가가치의 상품을 생산하기 위하여는 그에 걸맞는 투자가

계적 추세에 부응하여 우리나라도 교육부를 교육인적자

요구되듯이 교육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는 필

원부로 개칭하고 장관을 부총리급으로 승격시켜 부처의

요한 만큼의 교육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 교육산업은

기능과 역할을 확대하고 위상도 크게 제고하였다.

최대의 고부가가치 상품을 생산하는 산업이므로 투자에

광복 이후 현재까지 가장 빠른 성장을 한 것은 교육이
다. 국민의 높은 교육열과 교육에 대한 요구를 수용하기
위한 정부의 교육정책이 부합하여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볼 수 없었던 성장을 이루게 되었다. 1954년부터 착수된
의무교육완성 6개년 계획, 1968년부터 실시된 중학교
무시험 진학제, 1974년부터 도입된 고등학교 평준화 정
책, 그리고 1980년의 7.30 교육개혁은 초∙중∙고∙대
학교육의 기회를 순차적으로 확대하고 양적 성장을 촉진
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교육의 양적 성장이 경제
성장의 원동력이 되었던 것이다. 교육은 그간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노동인력을 적기에 양성 공급함으로써 우리
경제가 고도성장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하였던 것이다.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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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색해서는 안 된다. 지식기반사회에서 우리가 선진국
대열로 진입하느냐 못하느냐를 결정하는 것이 결국 교육
투자수준에 의하여 결정되기 때문이다. 새정부가 국가의
위상을 높이고 국가 경쟁력을 향상시키느냐 못 시키느냐
도 교육투자를 어느 정도 하느냐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역대 정부의 노력으로 현정부 GDP 6~7% 제시할 수
있었다

대통령선거 때마다 각 당은 교육공약으로 GNP대비
교육재정을 몇 % 확보하겠다는 것을 제시하였다. 이번
에도 예외없이 대선후보마다 GDP대비 교육재정을 6%
이상 혹은 7%를 확보하겠다는 교육공약을 제시하였다.
교육재정확보 목표치를 GNP대비로 제시하게 된 시발점
은 제5공화국의 교육개혁심의회가 제시한 교육재정 확

32

보방안이다. 이 심의회는“교육개혁을 추진하는 데 필요

제5공화국에서 출범과 동시에 교육개혁추진기구를

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GNP대비 문교예산의 비율

설치하였거나 교육에 대한 관심이 보다 컸더라면 교육재

을 현재(1986년)의 3.34%로부터 증대시켜 목표연도

정은 보다 쉽게 확충될 수 있었을 것이다. 물론 7.30 교

(2001년)에 4.74%까지 확보해야 하며, 이를 실현시키

육개혁의 일환으로 교육세 제도를 도입하여 현재까지 교

기 위하여 정부예산 편성시 교육부문에 대하여 우선순위

육재원 확충에 큰 기여를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교육

를 부여해야 한다”
는 정책건의를 제시하였다.

재정확충에 대한 정책의지가 보다 강했더라면 교육발전

제6공화국의 대통령 교육정책자문회의는 교육개혁을

을 보다 앞당길 수가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교육개혁심

추진하는 데 필요한 교육재정을 확충하기 위한 방안으로

의회가 대통령 임기 중반에 설치되어 운영됨으로 인하여

예산규모를 2001년까지 GNP대비 5% 수준으로 단계적

교육재정확충을 위한 법적 제도적인 정비를 할 시간적인

으로 향상시킬 것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노력의

여유가 없었다. 제6공화국의 경우도 이와 유사한 이유로

결실로 14대 대선 당시에 3당이 다같이 교육재정을 GNP

교육재정확충을 위한 계획과 방안만을 제시하였지 실제

의 5% 수준으로 확보하겠다는 것을 선거공약으로 제시

로 확충을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지 못하였다.

하였다. 이와 같은 대선공약이 전례가 되어 15대 대선에

김영삼 대통령은 대선 당시‘입시지옥 해소와 인간중

서는 GNP의 6% 확보를, 그리고 이번 대선에서는 GDP

심 교육개혁’
을 교육개혁의 기본방향으로 하여 7가지 영

의 6% 이상~7%를 제시하게 된 것이다.

역에 걸쳐 66개의 구체적인 공약을 제시하였다. 7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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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은 21세기를 주도할 자주적이고 창조적인 인간교육

선, 교육재정에 대한 중앙과 지방간의 책임분담이라는

강화, 입시제도 개선과 정원 자율화에 의한 입시지옥 해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소, 1998년까지 교육재정 GNP 5% 확보로 열악한 교육
환경 개선 등이다.

김대중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교육재정 GNP의 6%
확보, 5세아의 무상의무교육실현, 교원처우개선 등 10가

문민정부는 교육개혁을 추진함에 있어서 교육재정의

지의 교육공약을 제시하였다. 특히 교육재정을 OECD국

확보가 선결요건이라는 인식 하에 교육개혁위원회로 하

가 수준인 GNP의 6%를 확보하기 위하여 1) 국세분 교

여금 교육재정을 GNP의 5% 수준으로 확보할 수 있는

육세를 지방교육지원특별회계로 전환하여 지방교육재정

방안을 수립토록 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입법조치를

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2) 교육세 구조를 개편하고, 3)

하였던 것이다. 즉, 교육재정 GNP 5% 확보를 위한 후속

2001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교육세목(경유

조치로 교육세법을 개정하고, 학교용지확보에 관한 특례

특별소비세, 담배소비세, 교통세, 마권세)을 2005년까지

법을 제정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개정하였으며, 교

연장하고 세율을 상향조정하며, 4)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육환경개선특별회계법을 제정하였다. 문민정부는 교육

교부율을 상향조정(11.8% 15%)하겠다고 하였다. 그러

재정 GNP 5%의 개념을 확대 해석함으로써 당초의 약속

나 문민정부의 금융정책실패로 1997년 말부터 IMF 외

보다는 교육재정의 규모가 축소되기는 하였지만 교육재

환위기 관리체제로 들어감에 따라 교육재원 GNP 6%는

정에 대한 책임을 지방에도 분담시키는 결과를 가져왔

고사하고 문민정부가 대선공약 이행차원에서 지방채를

다. 그러나 GNP의 5% 수준으로 교육재정을 확충하기

포함하여 억지로 달성했던 교육재원 GNP 5%는 포기해

위하여 마련된 방안들은 대부분이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야만 했던 것이다.

임시방편적인 것들이었으며, 1998년까지 혹은 2000년
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것들이었다.

IMF 요구조건을 충족시키면서 경제적 위기를 슬기롭
게 극복하기 위하여 긴축재정을 운영하면서 각 부문의

문민정부는 교육재정 확보에 있어 역사적인 업적을

예산을 삭감하고 조직을 감축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남겼다고 할 수 있다. 비록 대선 때 공약한 대로 교육부

’
98년에 당초 교육예산 GNP의 5%를 4.4%로 삭감하였

의 교육재정만은 아니지마는 교육재정을 GNP의 5% 수

고, ’
99년에는 4.2%로, 그리고 2000년에는 4.4%로 감

준으로 확보하였다. 김영삼 대통령이 유사 이래 최초로

축시켰다. 그러나 ’
99년부터 금융위기 상황을 어느 정도

GNP의 5%를 교육재정으로 확보하겠다는 목표를 제시

극복하면서 교육재원을 확충해야 한다는 여론이 급등하

하고 또 이를 실천함으로써 교육개혁위원회가 수립한 많

게 되었다. 이에 따라 국민의 정부는 2000년과 2001년

은 교육개혁 과제들을 임기 내에 추진될 수 있었던 것이

도에 교육재정을 확충하기 위한 노력을 집중적으로 경주

다. 교육재정 GNP 5% 확보는 대선공약의 이행이라는

하였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정을 통하여 의무교육기

의미와 더불어 한국 교육선진화를 위한 재원 확보, 교육

관교육의 인건비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개혁 추진을 위한 재정 기반 구축, 교육여건의 획기적 개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교육비 전출금을 확대함과 동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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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확보하여 주기를 바란다. 교육재정을 GDP의 7% 수
준까지 확보하여야 하는 이유는 붕괴위기에 처한 공교육
을 활성화하고 교육의 국제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함이
다. 세계에서 교육열이 가장 높다고 자타가 공인하는 우
리나라의 경우에 교육에 대한 투자가 대단히 소홀하였
다. 그간 경제우선정책에 밀려서 교육투자는 선진국의
1/2수준에도 못 미쳤고, OECD국가들 중 가장 낮았다.
국민의 교육열은 높은데 반하여 정부의 공교육투자가 영
세했음으로 인하여 사교육비가 크게 증가하는 결과를 초
래하고 공교육이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다.
학교교육을 불신하고 학원과 같은 사교육에 의존하는
정도는 점점 더 심화되고 있다.“학교는 졸업장을 받기
위하여 출석하는 곳이고 공부는 학원에 가서 한다”
는생
각이 팽배해 있는 것이다. 학교는 붕괴되고 있고 학원은
날로 번창하는 기현상이 꽤 오래 전부터 지속되고 있다.
기초자치단체가 교육투자를 확대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

사교육비는 매년 GDP의 0.1%포인트씩 증가하여 현재

하였다. 또한 교육세법 개정을 통하여 교육세의 징수기

GDP의 3% 수준을 육박하고 있다.

간을 연장하고 세율을 상향조정하였으며, 지방세부가분

사교육비 중 과외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50%에 근접

교육세를 지방교육세로 전환하고 탄력세율을 적용할 수

하고 있어 가계부담을 가중시키고 있고, 과외에 대한 스

있도록 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장의 교육재원 확보에 대

트레스와 집단폭력 때문에 초등학생이 자살하는 사례까

한 책임을 강화하고 자치단체장의 경쟁을 유도하였다.

지 발생하고 있다. 이와 같은 공교육 붕괴 현상을 시급히

이러한 조치로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교육비 전입금이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의 미래는 없다고 하여도 과언이

6% 내외이던 것이 2001년에는 20%에 달하게 되었다.

아니다. 따라서 학교교육의 여건과 질적 수준을 대폭 향

그러나 GDP대비 교육재정을 보면 4.73%에 불과하여

상시키고 학생들의 교육적 욕구를 공교육 체제 내에서

대선공약을 이행하지 못하였다. GDP의 6%를 달성하기

충족시켜야 할 것이다.

위하여는 7조 6천 억원 정도가 더 필요한 것이다.

21세기는 지식기반사회로서 인적자원개발이 국가경
쟁력을 좌우하는 사회이다. OECD국가들은 10년 혹은

34

현 GDP 4.73%, 7% 수준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

15년 전부터 각각 GNP의 5%~7%를 교육에 투자하여

새정부에서는 교육재정을 기필코 GDP의 7% 수준까

왔는데, 그간 우리의 교육투자는 OECD국가들의 1/2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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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에 불과하였다. 따라서 OECD국가들의 교육수준을 따

관건인 것이다.

라잡기 위하여는 집중적인 교육투자를 해야 한다. 지식

교육재정을 GDP의 7% 수준으로 확보하기 위한 구체

기반사회에서 교육투자의 상대적 부족은 곧 국가경쟁력

적인 방안을 수립하기 위하여는 우선 2003년부터 향후

의 상대적 저하로 귀결되는 것이다.

5년간 어느 정도 규모의 추가적인 재정을 확보해야 할

이와 같이 학교교육붕괴현상 극복이라는 대내적인 이

것인가를 추정해야 한다. 2002년도 GDP 예측치는 594

유와 지식기반사회에서 국가경쟁력 강화라는 대외적인

조 7,645억원이다. 교육재정 GDP 대비 비율을 단계적으

이유 때문에 다음 정부에서 교육재정을 GDP의 7% 수준

로 인상하여 2007년에 교육재정 GDP 7%를 확보한다고

까지 확보해야 하는 것이다. 현재의 교육재정이 GDP의

할 때 5년간 추가소요재정은 2002년 기준으로 44조

4.73%에 불과한데 7%까지 확충한다는 것은 무리라고

6,290억원이 된다.

부정적인 반응을 나타내는 사람들도 있다. 물론 쉬운 일

교육재정을 확충하기 위한 방안은 크게 보아 국고부

은 아니다. 그러나 공교육을 살리고 국가경쟁력을 제고

담확충, 교육세율 인상, 지방자치단체부담확충, 그리고

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달성해야 하는 목표인 것이다. 현

시∙도교육청의 자체수입 증대의 네 가지로 볼 수 있다.

재 사교육부문으로 투자되는 교육비를 공교육부문으로
흡수한다면 결코 실현 불가능한 것만은 아니다.

우선 국고부담을 확충하기 위하여는 1) 지방교육재정
교부율을 현행 13%에서 15%로 상향조정하고, 2) 봉급

김영삼 대통령은 비록 IMF 외환위기를 초래하였지만

교부금을 보수교부금으로 전환하고 각종 수당 및 복리후

GNP의 3.6%에 불과했던 교육재정규모를 임기 내에

생비를 교부금으로 지원하며, 3) 초∙중등 교원의 봉급

5%까지 확대하였다. 이 당시에도 교육재정을 GNP의

을 단계적으로 20% 인상하며, 4) 중학교의무교육을

5% 수준까지 확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주장이 지배

2002년 중학교 1학년 학생부터 단계적으로 시작하여

적이었다.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은 IMF 외환위기를 단

2004년도에 완성할 수 있도록 의무교육비를 계획대로

기간 내에 슬기롭게 극복하면서도 임기 후반기에 교육재
정 확충을 위한 법적 제도적 조치를 통하여 GDP의
4.73%를 확보하였다. IMF 외환위기가 없었다면 김대중
대통령도 대선공약대로 임기 내에 교육재정을 GDP의
6% 수준까지 확보할 수 있었을 것이다. 새정부에서 교
육재정을 GDP의 7%까지 확충하기 위하여는 5년간
GDP의 2.27%를 더 확보해야 한다. 이는 결코 작은 규모
는 아니라고 본다. 그러나 우리 국민의 높은 교육열을 감
안하면 충분히 실현할 수 있다고 본다. 최고 정책 결정자
의 정책의지와 국민의 합의가 교육재정 GDP 7% 확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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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세율을 15%에서 30%로 인상하는 방안이 있다. 이중
에 교통세 부가 교육세는 국세교육세 총액의 45%를 차
지하는 중요한 세원이므로 징수연한을 반드시 2007년까
지 연장해야 하며 연장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이를 대체
할 수 있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전입금을 확충하기 위하여는
1) 지방교육세를 본세에 통합하고, 담배소비세 부담, 중
등교원봉급 부담, 기타 부담 등을 포함하여 각 시∙도의
재정자립도에 따라 시∙도세 총액의 서울 및 경기도는
20%, 광역시는 15%, 도는 10%를 부담토록 하는 방안
을 강구하고, 2) 지방자치단체의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한
의무를 철저히 이행토록하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 현
재 광역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교육비는 지방교육세, 시∙
도세 총액의 3.6%, 서울과 6개 광역시에서 담배소비세
45%, 의무교육기관이외의 공립 중등교원봉급에 대하여
서울은 100%, 부산광역시는 50%, 대구 등 5개 광역시
확충해야 할 것이다. 지방교육재정 교부율을 15%로 인

와 경기도는 10%를 부담하며, 모든 광역자치단체가 공

상하는 방안은 이미 15대 대선 당시에도 제시되었던 것

공도서관 운영비 등 비법정전입금을 부담하고 있는데 전

으로 실현 가능한 방안이라고 판단한다. 그리고 초∙중

입금 비율은 지방자치단체총예산의 4.4~18%이다. 이

등교원의 봉급인상은 교원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교직에

처럼 복잡한 지방자치단체전입금 제도를 통합하여 자치

대한 사명감과 긍지를 높이고 이를 바탕으로 학교교육붕

단체 총예산의 일정비율을 교육비전출금으로 책정하자

괴위기를 치유하기 위하여 필연적으로 실현되어야 하는

는 것이다.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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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례법 제4조 1항에서 특별시, 광

교육세개편 및 세율인상을 통하여 교육재정을 확충하

역시 또는 도인 개발사업시행자는 학교용지를 확보하여

기 위한 방안은 국세교육세 중 1) 금융 보험업자의 수익

이를 시∙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의 공유재산으로 하여야

금액 부가 교육세율을 0.5%에서 1.5%로 상향조정하고,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제대로

2) 2003년 말까지 징수만료되는 교통세를 2007년까지

이행치 않고 있는 실정이다. 교육재정 GDP 7% 확보를

징수연한을 연장함과 동시에 교통세 부가 교육세율을

위해서는 학교용지확보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15%에서 30%로 인상하며, 3) 중유특별소비세 부가 교

철저히 이행토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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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이제 그 화려한 권위를 버릴 때가 왔다
- 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향과 과제
유현숙 ｜한국교육개발원연구위원, yhs@kedi.re.kr

대학, 왜 변화해야 하는가?

신관련 회사에서 더욱 앞선 기술을 생산해 내고 있다. 심

인류의 문명이 산업사회를 넘어 지식사회가 주도하고

지어 대학은 사라지지는 않겠지만 지식 생산의 대열에서

있는 금세기에 대학은 여러 가지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주변적인 기관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

그 동안 대학은 한 나라 최고의 지성이 모인 기관으로서

다. 이러한 현상에 대하여 Gibbons는“분산된 지식 생산

지식생산 면에서 독점적 위치를 차지해 왔다. 그러나 지

시스템 내에서는 대학들의 지식 생산과 분배활동 즉, 연

식생산에 있어 그 동안 대학이 누렸던 독점적 지위는 무

구와 교육활동은 더 이상 고립되어 수행될 수 없다. 대학

너지고 있음이 현실이다.

들은 다른 지식 생산자들과 다양한 방식으로 상호작용을

대학은 연구소나 기업 등 다른 기관들과 지식을 창출

하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 속에서는 새로운 정보와 커뮤

하고 상업화하며 확산함에 있어 서로 경쟁을 해야만 한

니케이션의 활용은 필수적이다”
라고 말한다. 지식생산시

다. 실용적 지식의 세계와 무관하게 전통적 학문 조직에

스템의 분산화는 대학의 입장에서 보면 상당한 위협이

의해서 운영되는 대학은 삶의 실제와 연결된 교육을 담당

아닐 수 없다. 코웬(Cowen)은 이제 대학이 고등교육을

할 수 없게 되고 결국은 수요자들의 요구를 반영한 교육

제공하는 유일한 공간이 아니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으

이 되지 못하여 지식산업의대열에서 도태될지도 모를 위

며, 이에 따라 전통적인 대학 개념에 대한 재정의가 요청

기에 처해 있다고 경고한다. 대학이 지식생산에서 누렸던

되고 있다고 본다.

지금까지의 독점적 지위를 계속 유지할 수만 있다면 변화

둘째, 지식의 창조적 재구성(knowledge configuration)

에 초연해도 될 것이다. 그러나 이제 대학은 지식기반사

요구가 증대되고 있다. 전통적으로 대학은 지식을 창조

회의 여러 가지 특징으로 인하여 변화하지 않을 수 없는

적으로 구성하기보다는 지식을 생산하는데 훨씬 익숙하

상황에 놓여 있다. 대학은 이제 단순히 지식을 추구하기

다. 문제는 앞으로도 대학이 대학 밖의 새로운 지식 생산

보다는 지식을 생산하며 질 높은 인력을 사회에 제공해야

자들에 비하여 지식의 창조적 재 구성력에 있어 경쟁적

한다는 압력에 직면해 있다. 대학의 변화를 요구하는 요

위치를 점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전통적인 학과 중심

인들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의 구조로 운영되는 대학은‘학문간’또는‘학제적’접근

첫째, 지식생산 시스템이 분산화(distributed knowledge

에 의하여 지식을 생산하는 다른 기관에 비하여 경쟁력

system)되고 있다. 오늘날 지식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

이 더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규모가 크고 학과 중심의 관

여 언제 어디에서든지 생산∙유통∙가공되고 있다. 정보

료적 제도를 통하여 의사 소통이 주로 이루어지는 대학

와 아이디어 그리고 지식을 중심으로 한 생산요소의 변

은 타 기관에 비하여 사회의 요구에 신축적으로 대응하

화는 생산을 위한 시간과 공간을 절약해 주고 있다. 경우

기 어려운 점이 많다. 대학이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느냐

에 따라서는 기업이나 연구소 등 대학 이외의 기관들이

없느냐는 전통적인 학과 위주의 학문 구조를 과감히 버

대학보다 훨씬 앞선 지식과 기술을 생산해 내고 있다. 예

릴 수 있는 용기의 유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대학이

컨대 반도체 분야의 경우 공과대학에서보다 전자정보 통

지식을 창조적으로 재구성하는 능력을 기르기 위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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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을 재구성할 수 있는 이른바 지식 노동자(knowledge

증대되고 있다. 그러나 대학들은 평생교육에 있어서도

worker)의 중심체를 창조해내야 한다. 이 중심체에서는

다른 지식생산자들과 경쟁해야 할 운명이다. 대학은 변

소위 문제규명자(problem-identifier), 문제해결자

화하는 성인 수요자들의 요구 파악, 그리고 이들의 요구

(problem-solver), 문제브로커(problem broker)들이 많이

를 충족시킬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의 마련이라는 과제를

활동해야 한다.

안고 있다.

셋째, 지식 생산체제의 경량화도 대학의 변화를 요구

다섯째, 집단적 창의력(group creativity)에 대한 요구가

하는 요인이다. 대학에서의 백화점식 학과와 학문의 나

증대되고 있다. 지식기반사회에서의 창의적 지식생산의

열은 교수 수를 늘어나게 하는 요인이 되었으며, 행정적

특징은 이른바 집단적 창의력이다. 팀을 이루어 프로젝

업무의 증대를 수반하였고, 그에 따라 대학은 이제 관료

트를 수행하는 능력은 지식기반사회에서 필요한 핵심적

조직의 성격마저 띠고 있다. 가치나 기술 혁신을 통한 조

능력중의 하나다. 오늘날 인류의 삶을 획기적으로 변화

직의 기능적 경량화는 대학으로서는 쉽게 도전하기 어려

시키는 핵심적인 기술 개발들은 대부분 팀을 이룬 상황

운 과제다. 이러한 문제에 당면하여 대학이 규모를 줄이

에서 개발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대학들은 집단활동

고, 그 동안 충분히 활용되지 않은 지식 자원을 활용하는

및 팀워크를 통해 창조력을 촉진하는데는 익숙하지가 않

문제는 대학 앞에 놓여있는 중요한 과제다. 지식 생산 시

다. 대부분의 교수들은 개인적인 연구활동을 통하여 성

스템의 기능적 경량화는 대학들이 분산된 지식 생산 시

취를 이루는데 익숙하지만 팀을 이루어 교육을 하거나

스템과 전문화되고 있는 지식의 수요와 공급 구조에 대

연구활동을 하는 것을 부자연스러운 것으로 간주하는 경

응하는 유일한 길인지도 모른다.

향이 있다. 이것은 결국 전통적인 학과 위주의 학문 구조

넷째, 생애를 통한 지식획득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

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다. 지식정보화 사회에서 생존하기 위해서 개인들은 평
생에 걸쳐 지식과 정보를 끊임없이 획득하고 활용할 수

도태되는 대학이 되고 싶지 않다면

있는 능력을 길러야 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OECD

오늘날 위에서와 같은 변화 요구들을 대학이 얼마나

를 중심으로 하는 국가들의 지식기반사회에 대한 대응책

발빠르게 수용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에 따라 경쟁력은

은 고등교육과 평생교육을 강조하는 방향에서 모색되고

좌우된다고 할 수 있다. 다양한 변화의 방향이 논의될 수

있다. 이제 18세에서 21세로 대표되는 고등교육 연령은

있겠으나, 이 글에서는 위에서 제기한 변화요구에 부응

다양한 연령층으로 변화하고 있다. 또한 대학에 들어오

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들이 반드시 대학의 변화

는 목적도 여러 가지여서 대학을 학문적 동기에 의해 진

에 수반되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한다.

학하기도 하지만, 교양과 취업, 취미나 여가, 그리고 직

38

장에서의 직무수행을 위한 재교육 등으로 다양하다. 때

�학과를초월한초학문구조로바꾸자

와 장소를 초월하여 평생에 걸친 지식획득의 필요성이

지식기반사회에서 대학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전통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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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학과위주의 학문 구조를 학과를 초월한 초학문 구조

학과를 초월하여 유연한 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대학의

(trans-disciplinary)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학과를 엄격하

학문 구조가 유연하게 변화하면 이슈와 문제 중심의 다

게 구분하고 있는 폐쇄적 시스템은 지식기반사회에서 새

양한 교육과정 운영이 가능해진다. 이미 선진국에서는

로이 출현하는 지식영역에 대한 접근과 학문과 학문의

인간교육을 통해 사회문제를 해결하려는 녹색 커리큘럼,

결합을 통해 새로이 창조될 수 있는 학문에 대한 접근을

사회와 대학을 연계하는 봉사형 교육으로서의 서비스 학

어렵게 한다. 대학은 그 동안 학과간에 서로 장벽을 쌓고

습, 환경∙여성∙인권 등 이슈 중심의 전공 운영이 활성

일종의 요새를 구축하고 있어 학문간의 커뮤니케이션은

화되고 있다. 대학의 학문 구조는 이제 새로운 지식의 발

물론 연계성을 갖고 있지 않아서 새로운 지식을 창조할

견 및 개발 그리고 응용과 실질적 적용이 가능한 유연한

수 있는 유연한 조직구조를 가지지 못했다.

구조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전통적인 학문들은 그 정통성을 유지하기 어렵게 되
었음에도 불구하고, 조직면에서는 마치 참호와 같이 잘
요새화되었고, 이러한 지적 분점으로는 변화하는 시대에

�더이상18~21세연령으로 대표되는 기관이어서는 곤
란하다

대응하기 어려우므로 학문구조를 재편하는 일이 필요하

대학은 앞으로‘평생학습’
을 제공하기 위한 중추적 기

다. 대학들은 그 동안 과도하게 세분화되고 개체화된 학

관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도록 열린 체제로 전환되어야

과 중심체제로 성장하였기 때문에 교육 프로그램과 시설

할 것이다. 대학은 더 이상 18~21세 연령으로 대표되는

의 중복, 연구의 폐쇄성, 학과 이기주의의 만연을 초래하

기관이어서는 곤란하다. 적령기 학생수가 감소하고 있는

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학과의 분화가 학습자가 아

현상 속에서 대학이 선택할 수 있는 대안 중의 하나는 잠

니라 교수를 우선적으로 하였기 때문에 학생들은 학과와

재적 수요자들을 확대하는 일이다. 성인과 직장인들의

교수의 존속을 위한 인질과도 같은 존재였으며, 교수들

대학교육 요구는 지속적으로 증대될 것이며, 대학들은

도 대학이 추구하는 이상보다는 소속학과와 전공분야에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여 평생학습 체제를 정비해야 할

더욱 충성을 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우리나라

것이다. 또한 대학과 산업체 그리고 지역사회가 서로 인

대학의 학과분화 과정은 학문과 지식의 분화에 따른 불

적∙물적∙정보 네트워크를 통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

가피한 분화와 확장이었기보다는 정원을 확대하기 위한

는 체제로 전환되어야 한다.
또한 시민대학의 설치, 평생교육원의 활성화, 시간제

수단이었다.
전통적인 학문구조와 지식기반사회에서 요구되는 새

학위 프로그램의 강화, 학점 은행제의 운영, 위탁 교육의

로운 학문구조의 차이에서 알 수 있듯이 전통적 학문구

활성화 등을 통하여 비 정규교육과 정규교육의 연계성을

조는 이미 형성된 학문공동체와 관련된 문제를 형성하고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대학과 외부체제와의 연계는

이것을 해결하는 과정을 중시하지만, 새로운 학문 구조

물론, 대학체제 내에서의 하위체제간의 연계도 중요하

는 지식이란 응용의 맥락에서 산출되는 것이기 때문에

다. 대학 내의 학생 이동은 물론 대학간의 학생 이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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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워야 한다. 또한 열린 대학교육체제로의 전환은

다. 그러나 이러한 접근은 다소 개량주의적이고 점증적

대학교육의 개방화, 국제화를 전제로 해야 한다.

인 방법이라고 볼 수 있다. 우리가 노력하는 동안 선진국

이와 아울러 대학 교육의 사회적 책무성을 증진시키

의 대학들은 그냥 있는 것이 아니다. 변화와 혁신을 통해

기 위한 질 관리 시스템이 확립되어야 한다. 대학의 질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해 고등교육제도 운영을 위한 제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대학의 교육과 연구에서의

관행을 국제화해야 한다. 앞으로 글로벌 지식 생산체제

‘가치혁신’
은 단계를 초월하여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대

의 확산은 외국대학의 유입을 야기할 것이며, 우리나라

안이다. 가치혁신은 성장을 위한 전략적인 접근으로서

대학들도 외국에 진출하여 운영하는 등 시장의 국제화가

고객이 보증하는 가치를 증대하기 위한 조직적 노력을

이루어질 것이다. 프랜차이즈, 자매결연, 인수 합병 등

의미한다. 그리고 상대적인 경쟁력의 향상보다는 궁극적

다양한 형태로 유입되는 대학들에 대한 규제와 기준을

으로는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는 것이다.

설정하고, 구체적인 사례별로 운영 규정을 제정하도록
해야 한다.

대학교육과 연구에 있어서의 가치의 혁신은 단계적
접근을 필요로 한다. 우선 대학이 목표로 하는 시장과 고

또한 대학평가가 국제 표준(Global standard)에 의해

객에 대한 정의가 필요하며, 고객이 원하는 가치 요인들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대학 평가가 국내의 기준에 안

과 비교대상을 선정하는 일이 필요하다. 결국, 가치혁신

주하지 않고, 국제 표준의 고려를 통해 평가함으로써 우

이론이 대학교육과 연구에 주는 시사점은 수요자가 원하

리나라 대학의 국제적 위상을 정확히 파악하도록 한다.

는 가치를 제공하는 것, 다른 고등교육기관들과의 경쟁

그리고 대학 평가를 유형과 기능에 따라 차별적으로 이

에 주력하기보다는 잠재고객들을 경쟁대상으로 선정하

루어지도록 한다. 이른바 연구중심대학, 교육중심대학,

여 그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가치를 제공하는 것, 이를

기술인력양성대학 등 대학의 특성에 따라 차별적으로 평

통해 고객이 찾는 가치를 향상시켜 새로운 시장을 확대

가할 수 있는 기준을 개발하고, 대학을 총체적으로 서열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대학의 교육과 연구는 바로 이

화하는 방식을 지양한다. 예컨대 고급 연구 인력양성에

러한 가치혁신 논리에 의해 수행되어야 한다. 교육과 연

초점을 두었던「두뇌한국 21」
등에 대한 평가는 모두 초

구의 수요자가 어떠한 가치를 원하고 있는지, 지식정보

점평가방식에서 당초의 취지대로 연구 산출을 중심으로

화 사회에서 요구되고 있는 지식과 능력 요인은 무엇인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

지, 대학 내부의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개발할 수 있게 하
기 위해 어떠한 체제를 갖추어야 하는지 등에 대한 검토

�새로운대학의목표시장과고객정의요구된다

가 필요하다.

대학의 경쟁력을 논할 때 우리는 흔히 세계 몇 위의 대
학을 지향한다는 슬로건을 내세운다. 그리고 선진국 대
학의 모습들을 이른바 벤치마킹하는 전략을 활용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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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적인 인적자원개발정책,
신설되는 부총리를 중심으로
인적자원개발의 효율화 - 정부내 정책조정 총괄 방식의 고도화
정기오 ｜교육인적자원부인적자원정책국장, kiohjeong@hanmail.net

우리나라 인적자원, 거품 많다

우리나라에서 인적자원개발 효율화라는 주제는 각별
한 의미가 있다. 한 마디로 이 부문에 있어 낭비와 비효
율이 심하다는 널리 퍼진 인식과 관련하여 이 문제가 제
기 되는 것이다.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지적되는 것은
정부 각 부처 또는 기관간의 불필요한 갈등과 경쟁이 이
러한 비효율을 초래하는 요소라는 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 내의 모든 인적자원개발 관
련 기능을 통합한다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문제는 정
부 내에 어떻게 수평적인 협력과 조정을 통한 효율성 제
고 메커니즘을 확립하는가 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정부
는 작년에 인적자원개발 기본법을 제정하고 교육인적자
원부장관을 중심으로 정책 조정과 총괄이 이루어지도록
입법적인 장치들을 마련한 바 있다. 이 글은 이러한 입법
을 계기로 인적자원개발의 효율화를 위한 정책조정 총괄
메커니즘의 발전 과제를 다시 한 번 조망해 보는 것을 목
적으로 한다.

명령통일 원리는 지양, 후기산업사회 정부조직 모델은
지향

배분방식이며, 현대의 사회문제, 정책문제는 이러한 방식

인적자원정책은 정부 내 어느 한 부처나 기관이 독자

으로 형성된 정부조직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 후기산업사

적으로 수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바람직하지도 않다.

회의 행정조직은 서로 중첩되는 권한을 가진 여러 정부부

인적자원정책 총괄 부서를 중심으로 인적자원 수요와 관

처 간의 대화와 타협에 의해 정책이 결정 집행됨으로써

련된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들이 각각

정책의 타당성과 효과성을 높이고, 정부의 문제해결력을

의 필요한 인적자원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정책적 책

향상시키는 것이 정부조직의 원리가 되고 있다.

임을 공유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이러한 관련 기능을 상호 중복없이“명령통일의 원리”

따라서 인적자원정책은 신설되는 부총리를 중심으로
공급부문관리정책을 주로 사용하며, 각 관련 수요부처들

라는 관료적 사고에 입각하여 분할하고, 단일한 책임과

이 수요부문관리정책과 함께 공급부문정책에도 참여토

권한에 따르도록 하는 것은 이미 지나간 낡은 행정기능

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 경우 부총리는 여러 부처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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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적으로 시행되는 공급부문관리정책과 수요부처별로

회가 여러 이질적인 요구에 부딪칠 때 그 제한된 자원과

나뉘어 시행되는 수요부문관리정책을 조정하는 정책조

기회에 따라 생겨나는 상호의존의 세 가지가 바로 그 것

정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그 기본 방향은 다음과 같다.

이다.

우선, 교육부총리는 인프라 정책과 학교를 통한 인력

인적자원정책은 여러 관련 부처에 그 기능을 분산하

양성기본정책을 수립∙집행한다. 더 나아가, 교육부총리

여 전문성과 함께 수요부문의 특성을 살리도록 해야 한

는 인력공급/양성정책부문, 일자리창출 부문의 기본관리

다. 현재, 운용 중에 있는 인적자원개발기본계획은 주요

규칙과 타부처 및 민간의 참여규칙을 정립∙집행한다.

공공사업과 계획이 인적자원영향평가를 수반하도록 함

각 인력수요 부처는 예산사업의 형태로 공급/양성부

으로써 통해 인적자원계획(Human Resource Planning :

문과 시장창출에 참여하되 참여규칙에 따른다. 인력수요

HRP)의 관행을 공공부문의 여러 주체들에게 확산할 것

부문의 관할 부처들은 인력수요측면 관리정책을 법제 예

을 예정하고 있다.

산을 통하여 수립∙집행하되, 교육부총리는 인력의 수요
부문 관리정책을 가지고 조정한다.

그런데 여기서 불가피하게 부처간 정책간 상호의존
현상이 다양하게 생겨날 수밖에 없으며, 인적자원부총리

이러한 기본 원칙 아래에서도 역시 구체적인 정책조

의 조정 총괄의 필요성과 존재의의가 있는 것이다. 톰슨

정 총괄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방법의 문제가 검토되어

의 이론에 따라 생겨날 수 있는 상호의존의 형태와 조정

야 할 것이다. 이하 이러한 문제를 인적자원개발기본법

방법 및 그 사례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에 제공하는 조정∙총괄 수단과 관련하여 다각적으로 검
토하고자 한다.

① 시간적 논리적 선후관계 또는 인과관계에 있는 복
수 기능 : 계획에 의한 조정

인적자원 총괄 부총리 제도 도입, 환영한다

예 : 정부/기업의 인사정책과 교육훈련정책, 지역개발

가. 정책 조정 총괄의 여건과 필요성

정책과 지역교육훈련정책, 사람의 부문간 이동에 따른

조직 이론가인 톰슨(Thomson)은 조정기능의 발생과

수급조정 계획, 문화정책과 교육정책

필요성을 상호의존(mutual interdependence)에서 찾고, 상
호의존의 형태에 따라 조정 방법이 달라진다고 보고 있
다. 인적자원정책 조정과 총괄의 기본원리는 여기서 찾
아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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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동일한 대상에 대한 여러 개의 정책기능(동일 객
체-이종 행위) : 표준화 및 협상에 의한 조정
예 : 대학과 학교에 대한 여러 부처 정책이나 사업이

그에 따르면 상호의존은 세 가지 유형으로 존재한다.

동시에 시행됨에 따른 서로 상이한 요구, 대학을 중심으

시간적 논리적 선후관계에 있는 두 가지 현상간의 상호

로 하는 여러 부처의 고등교육 및 연구개발 지원, 청소년

의존, 동일한 대상에 대해 둘 이상의 행동이 행해질 때

에 대한 학교의 정책과 청소년 담당 부서의 정책, 유아에

그 대상의 동일성에 따른 상호의존, 제한된 자원이나 기

대한 교육부와 보건복지부의 교육/보육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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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한된 자원이나 기회에 따른 상호의존 : 제한된

순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자원을 풀(pool)로 구성하거나 표준화 또는 계획에 의한
조정

◉ 정보공급과 의견교환을 통한 생각의 일치 : 토의

예 : 제한된 연구개발 자금의 배분과 인적자원 예산의

중심의 조정

배분
갈등을 사전예방하고 조정하는 첩경은 서로의 생각을
나. 조정 총괄의 구체적 방법

공유하고 차이를 이해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주요 정책

정부 부처간의 기능 중첩이 보편화된 현대 정부조직

문제에 대한 부처 간 의견교환의 기회 확대가 필요하다.

에서는 내각내의 대화와 타협(inter-ministerial discussions)

이러한 의견교환은 교육인적자원부와 개별 부처간에

을 통한 정책조정과 통일성의 유지가 매우 중요한 기능

상설 비상설로 유지되는 협의회를 통해 달성되거나 인적

이다. 이러한 과정은 공무원들의 세련된 협상과 조정능

자원개발회의와 실무조정회의에서 단순토의안건을 통해

력이 뒷받침되어야 비로소 가능하다.

촉진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국무조정실이 이러한 기능을 부분적
으로 수행을 하고 있으나, 정책조정의 역할을 충분히 수
행하지 못하고 있다. 이것은 국무조정실 공무원들의 정

◉ 부처간 갈등 충돌의 조정 : 부처간 협상 또는 행정
절차법의 활용

책내용에 대한 전문성 부족과 숙달되고 훈련된 협상전문
가로서의 능력 부족의 탓이 크다.

부처간의 갈등을 보다 적극적으로 조정하는 과정은

그 결과 정부 내 부처간에 상호 충돌하거나 모순되는

본질적으로 협상과정이다. 정책조정을 위한 이러한 협상

많은 정책들이 조정되거나 그 충돌이 인식되지 못한 채

은 직접 관련되는 정부기관간 비공식협의 형태로 이루어

정책으로 결정∙집행된다. 이러한 정책은 집행현장에서

지거나 또는 정식회의를 통해서 행해질 수 있지만, 조정

많은 혼란과 모순이 드러나 정부에 대한 불신을 가중시

되어야할 문제를 의제화하여 이를 확립된 절차에 따른

키고 있다.

협상을 통해 해결하는 관행을 정립함으로써 정책조정이

인적자원 총괄 부총리제도의 도입은 정책내용의 전문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다.

성을 가진 기관에 의해 정책조정의 성과를 제고할 수 있

이때, 정책조정에 나서는 부총리 또는 그를 보좌하는

다는 취지에서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 그러나 이 경우에

공무원은 협상의 당사자 또는 중개자로서 협상의 성공적

도 원활한 정책조정을 위해서는 관련 공무원의 협상능력

인 타결을 성취해 낼 수 있는 능력과 기술을 갖지 않으면

과 함께 보다 고도화되고 세련된 정책조정 방식들을 도

안 된다.

입 활용될 것이 요구된다. 이러한 여러 가지 인적자원정

정책조정을 위한 협상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

책조정 방식을 가장 소극적인 방법에서 적극적인 방식의

는 또 다른 방법은 행정절차법에 따른 정식의 청문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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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청회를 통하는 것이다. 개별 부처 또는 인적자원정책

전문가들과의 네트워크를 상시 유지하여야 한다. 그리고

조정 총괄 부처의 인적자원정책을 담은 행정조치나 계

이를 통해 발굴한 이슈를 적절한 형태로 제기하도록하는

획, 정책문서를 행정절차법의 규정에 따라 청문회/공청

표준업무수행절차(SOP)를 확립해야 한다. 대학과 연구기

회 주재관을 지명하고, 운영하는 과정을 통해 협상과 타

관들을 관할하고 있는 교육인적자원부는 관계 전문가들

협이 행해지도록 하는 방법이다. 이 경우 전문성과 함께

과 이슈네트워크를형성 유지하고, 이슈관리를 통한 정책

협상중개 능력이 뛰어난 사람을 청문회/공청회의 주재관

조정 총괄업무를 수행하기에유리한 위치에 있다.

으로 지명하여 수행하도록 하고, 보고서를 제출토록 함

개별적인 정책이슈를 넘어서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

으로써 행정절차법 소정의 과정을 통해 효과적으로 정책

인 방식으로 정책의 변화를 주도하는 방법은 정책의제관

조정이 이루어지게 할 수 있을 것이다.

리라고 볼 수 있다. 어떤 정책 부문에 대해 백서나 정책평
가보고서 등을 검토하여 최고 정책결정자의 주도하에 공

◉ 문제제기(이슈관리 및 의제형성주도, Consultation)

론화함으로써 종합적인 대책수립을 주도하고, 그 과정을
모니터하는 방식이다. 인적자원총괄 부총리는 이러한 방

인적자원관리정책의 조정 총괄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식으로 인적자원정책을 주도하기에 적절한 위치에 있다.

방식은 정책이슈와 의제형성을 주도함으로써 이루어진

이슈관리 방식 또는 정책의제관리 방식으로 제기한

다.

정책이슈들에 대하여는 관련 정부 부서의 검토와 답변

정책이슈를 선점하고, 이에 대한 정부 내 논의를 주도

형태로 정부 내 논의가 진행되고, 궁극적으로는 관련 정

함으로써 효과적인 정책조정이 이루어진다. 이를 위해서

책의 결정과 확정에 이르는 과정을 주도하는 리더십이

정책 조정 총괄 부서들은 주제별 분야별로 정부조직 밖의

뒷받침되어야 한다.

◉ 참여적 인적자원개발(participatory HRD)과 참여규
칙

여러 부처가 함께 참여하는 인적자원관리정책의 조정
과 통일성을 확보하는 또 다른 방법은 조정 총괄부서에
서 관리하는 참여규칙을 통하는 것이다. 각 부처가 운용
하는 자격제도, 교육훈련 및 연구개발 보조프로그램, 학
점부여, 산학협력프로그램인정, 인력수요유발프로그램
등의 정부정책에 대하여 일정한 규칙과 기준을 따르도록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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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참여규칙은 개별정책이나 제도 운영자가 따라

인적자원부총리가 정책의 조정 총괄을 수행하는 가장

야 할 문법과 같은 기능을 지니며, 인적자원 관할 부총리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방법은 이른바“전체적과정개선

는 개별적인 정책과 제도를 다양한 참여자의 주도로 분

(TPI)”
으로 불리는 기업경영에서 발전된 성과향상관리기

산시킴과 동시에 문법관리자로서의 기능을 통해 조정과

법의 채택이다.

총괄을 행하는 것이다.

여러 부처가 함께 참여하는 인적자원관리정책의 전반
적 성과 향상을 위해서는 국가적 차원의 인적자원/지식

◉ 인적자원부총리의 예산과정 참여와 인적자원 예산
분석

관리체제 과정 모델을 구축하고, 이 모델에 따라 인적자
원관리정책에 참여하는 정부 및 공공기관의 성과를 평가
하고, 최적화하는 노력을 인적자원부총리가 주도하는 것

정부 모든 부처가 참여하는 참여적 인적자원정책은

이다.

예산을 통하여 효과적으로 조정될 수 있다. 인적자원 부

이러한 종합적 모델은 전략적 사고에 입각한 연구결

총리는 예산과정에서 인적자원정책 조정 총괄 기능을 반

과를 기초로 구축되어야 하며, 정책환경의 변화에 따라

영할 수 있어야 한다.

주기적으로 개정되어야 한다. 전체적 과정개선작업의 원

인적자원부총리는 예산정책문서를 작성하여 대통령
에게 보고하되, 그 가능한 방법의 하나로 예산편성지침

활한 수행을 위해서는 전문화되고 숙련된 공무원의 충원
과 조직화가 필수적이다.

작성 단계에서“(가칭)인적자원예산운용의 평가와 전망”
과 같은 보고서를 통해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현행 인적

법을 운용함에 있어

자원개발기본법은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인적자원 부총

현행의 인적자원개발기본법은 인적자원개발회의, 인

리에게 인적자원투자분석을 실시하여 인적자원개발회의

적자원개발기본계획,인적자원정책평가, 인적자원투자분

에 제출토록 하고 있다.

석, 관련 연구기관과 그 협의기구 등 다양한 조정 총괄의

투자분석의 효과적 활용을 위해 인적자원부총리는 인

법적 수단을 제공하고 있다.

적자원회계와 예산분석에 정통한 전문인력의 보좌를 받

이러한 수단들은 그것 자체가 성공적 조정 총괄의 수

아야 하며, 보고서의 작성을 위해 예산당국과 협의한다.

단이 되지는 않는다. 다만 이들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상

그래서 이를 중심으로 인적자원예산교섭(HRD budget

기와 같은 여러 조정 총괄 메커니즘이 작동할 수 있는 계

negotiation)과정이 발전됨으로써 예산과정을 통한 인적

기를 제공할 수 있을 뿐이다. 결국, 제도의 운용과정에서

자원정책조정이 원활해질 것이다.

대화 타협 조정 및 협상이 활성화되는 것이 조정∙총괄
기능 발전을 담보하게 될 것이다.

◉ 인적자원정책의 전체적 과정개선(Total Process
Improvement : TPI)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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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이 작아진다’
에 거는 기대
-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역교육 균형발전 방향
김달웅 ｜경북대학교총장, dukim@knu.ac.kr

오늘날 세계사회는 문명사적 전환기를 맞아 급격한
구조변동을 경험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산업사회에서

대한 투자가 가져다 줄 기회비용까지 감안한다면 이중의
손실을 감수하는 형편이다.

지식기반사회로 나아가고 있다. 산업사회에서 국가발전

우리나라는 더 이상 수도권의 인적∙물적 집중현상을

방식은 희소한 자원인 자본을 유치하여 대규모 공단을

방치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는 마치 시장에서 독

조성하고 지역의 값싼 노동력을 동원하는 것이었다. 노

점기업이 전횡을 일삼고 있는 상황과 같다. 독점기업 활

동력의 질보다는 양이 더 중요했다. 이제 지식기반사회

동에 대한 정부의 규제가 필요하듯이, 앞으로 새로운 정

에서는 기술과 지식이 중요한 생산요소로 등장하고 있

부에서는 수도권 비대 문제 해결을 위한 특단의 조치를

다. 따라서 고급지식과 정보를 생산하고 활용하는 우수

강구해야 할 줄 안다.

한 인적 자원을 확보하는 것이 국가발전의 첩경이다.

최근 수도권 인구 집중의 가장 큰 원인은 매년 수도권

새 정부의 주요 정책과제는 우수한 인적 자원의 양성

대학으로 진학하는 지방 학생이 많기 때문이다. 수도권

에 두어야 마땅하다. 어떻게 하면 가장 적은 비용으로써

대학 진학자의 절반이상이 지방 고등학교 출신자이다.

가장 많은 우수한 인재를 키워낼 수 있는가를 심사숙고하

이들 학생은 해당 출신지역에서 아주 우수한 인재라는

지 않을 수 없는 일이다. 우수 인재 양성 정책 역시 저비

점은 새삼 강조할 필요조차 없다. 이처럼 해당 지역의 잠

용 고효율의 시스템을 통해서 추진되어야 하는 것이다.

재적 미래 지도자들이 타지로 이동함으로써 생긴 인적
자원의 공백 문제는 지역 발전을 저해하는 장애요소이

공룡서울, 특단의 조치 요구된다

다. 그뿐 아니라, 지역 발전에 투자될 재원마저 고갈시키

산업화를 거쳐 오면서 지금 우리나라가 직면하고 있

는 악영향을 미친다. 왜냐하면, 지방의 학생들이 수도권

는 가장 심각한 문제의 하나는 수도권 집중 현상이다. 수

으로 진학하는 만큼 그에 따른 학자금도 상경하기 때문

도권에 국가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등 거의 모든

이다. 대략 연간 6만 명 이상의 지방 학생이 서울 소재 대

자원이 집중되어 있는 반면에, 비수도권은 상대적인 정

학으로 진입하고 있으며, 매년 6조 원의 재원이 지방을

체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국가 자원 활용

떠나서 서울로 유입되고 있는 실정이다.

측면에서 보면 고비용 저효율의 전형적인 예이다.
규모의 경제 원리에 따라서 산업화 단계에서는 자원

업후 취업에서 유리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주요기업들의

의 선택적 집중이 효율성을 담보할 수 있었으나, 이제는

본사를 비롯해서 모든 사회 영역의 의사결정기구가 서울

오히려 한 지역의 과밀화 현상은 물류이동의 비용을 증

에 있기 때문에 고용기회 선택에서 유리하다고 보는 것

가시킬 뿐만 아니라 기반시설확충에 대한 재정적 부담을

이다. 실제로 지방대학 출신자들의 취업난은 방치할 수

가중시키고 있다. 쉬운 예로써, 교통체증은 경제적 손실

준을 넘었으며, 이는 지역경제의 불황과도 직결되어 있

과 삶의 질 하락을 가져오지만, 이를 해결하기 위한 투자

는 문제이다.

는 엄청난 재원을 요구하는 것이다. 게다가 다른 부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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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학생들이 서울로 진학하려는 가장 큰 이유는 졸

세계화시대에서 지역경제를 살리는 길은 지역의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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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를 혁신하여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키우는 일과 다
름 아니다. 국가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전국 곳곳의 지
역사회를 혁신하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하지 않을 수
없는데, 그 가운데 저비용 고효율의 방법이 바로 지역 대
학을 중심으로 한 지역교육을 균형 발전시키는 것이다.
분명 지식기반사회는 고급 과학지식과 첨단 산업기술
이 부가가치와 고용창출을 제공하는 주요 원천으로 작용
하는 사회를 일컫는다. 이러한 고부가가치와 새로운 고
용기회 창출은 대학의 연구활동과 인재양성을 바탕으로

설혹 자기능력개발을 위해 국내외의 다른 지역으로 잠시

할 때 가능한 현상이다. 한 마디로, 지식기반사회에서 어

떠난다 해도, 전문인으로서의 실력을 쌓은 다음에는 다

느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의 대

시 돌아와 살고 싶은 지역이어야만 할 것이다.

학을 발전시키는 것과 직결된다. 역설적으로 말하면, 이

둘째, 지역 학생들이 지역내 학교기관을 통해서 자기

제 대학이야말로 지역사회의 혁신을 위한 비전과 인력을

개발과 행복추구가 가능하도록 시민연대운동 전개를 장

제공함으로써 그 생명력을 담보할 수 있는 시대에 들어

려해야 한다. 초등학교 시절부터 수도권의 특정 대학 입

선 것이다. 세방화(

)시대가 도래하면서 대학과 지

학을 목표로 선행학습을 시킨다는 얘기가 나돌 정도로,

역사회는 불가분의 공생관계를 형성하지 않을 수 없는

우리나라 교육은 소수의 수도권 명문대학 진학을 위한 입

환경에 처해 있다.

시중심으로 진행되어 왔다. 명문대학에 진학한 졸업생수

우리나라의 국가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무엇보

를 기준으로 명문고등학교가 정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학

다도 지역 대학들이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지역 인재를

생들은 이른바‘입시지옥’
에 갇혀 있고, 학부모는 사교육

양성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이를 위해 지역

비 부담이라는 멍에를 지고 있으며, 심지어 공교육의 현

대학에 우수 인재들이 몰려들 수 있는 여건 조성 마련이

장인 교실이 무너지고 있다고 걱정이다. 이와 같은 파행

시급하다. 이러한 여건을 현실화하기 위한 정책방향으로

적 형태의 교육에서 탈피하기 위한 범사회적인 노력이 필

서 다음과 같이 다섯 가지 제안을 할 수 있다.

요하다. 궁극적으로는 지역 주민의 교육 수요를 해당 지

첫째,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문화 환경적 욕구

역사회 자체에서 충족시켜 가는 것이 마땅하다. 이를 위

가 충족되는 방향으로 지역개발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해 교육계의 연대 활동이 필요하고, 나아가 각급 학교들

지금까지 지역발전은 공단유치와 같은 산업단지조성이

은 지역사회의 NGO단체와 네트워킹하여 시민사회운동

나 주민유치와 같은 주택단지조성을 통해 달성하려는 경

에 동참하는 파트너십 자세가 요청된다. 일반적으로 대학

향이 짙다. 이제부터는 지식기반사회에 적합한 지역발전

은 시민의식 개혁과 사회문화 혁신의 진원지로서 그 기능

비전을 공유하는 것이 절실히 요청된다. 주민들 가운데

을 수행해 온 바가 있기 때문에, 지역대학은 앞으로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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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을 위한 허브(Hub) 역할을 담당해가야 할 것이다.
셋째, 지역 교육기관은 세계적 표준을 지향하면서 국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제적 경쟁능력을 함양하는 교육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

돌이켜 보면, 기존 산업체(특히 대기업)의 구조조정에

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대학이 단순히 취업준비기관으

의한 실직자들은 우리나라 근대화의 주역으로서, 직무수

로 전락해서는 곤란하겠지만, 현행처럼 지역사회의 수요

행과정에서 상당한 수준의 전문성을 지닌 고급인력인데,

와 동떨어진 교과과정 편성이나 전공인원 배정은 대학교

이들에 대해 과거 부역과 같은 형태의 공공근로서 취업

육 불신 풍조를 초래하기 십상이다. 지역사회의 경제적

을 알선하기보다는 교육기관과 연계하여 새로운 직종을

사정과 문화적 환경, 그리고 산업적 특성을 고려한 교육

발굴하도록 지원하였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아무

과정을 개설하여 해당 분야에서는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래도 지식기반사회라는 것은 연구와 교육 활동을 통해서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기관으로 지역 대학은 거듭나야 할

부가가치를 창출해가는 직업을 확장해 갈 때 한 걸음 더

시점이다. 해외봉사활동, 해외인턴쉽, 해외연수 등과 같

빨리 우리 곁에 다가올 줄로 믿는다. 예컨대, 대학 사회

은 국제화 프로그램을 통해서 지역학생들의 세계감각과

가 필요로 하는 각종 테크니션, 컨설턴트, 강사, 조교, 연

인식의 지평선을 확장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지역대

구원 등이야말로 지식기반사회에 어울리는 직업에 속한

학은 자신의 학생들뿐만 아니라 지역민 전체를 구성원으

다고 본다. 이러한 직종이 젊은 사람들 사이에 선망되는

로 인식하고 전문지식과 정보기술력을 향상시키는 평생

하나의 직업으로 인식되고 있지 않은 까닭은 그에 상응

교육체제를 구축하는 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선도적

하는 사회적 대우가 뒷받침되지 않기 때문이다. 지식근

으로 수행해가야 할 것이다.

로자로서의 당당한 권리와 타당한 의무를 부여하는 정책

넷째, 지역 대학 출신자들이 해당 지역에서 취업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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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재원은 상대국에게 고부가가치의 산업을 안겨다주는

적 배려가 요청된다.

있는 기회를 확대하는 정책이 시행되어야 한다. 굴뚝 중

마지막으로,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으로, 지역교육 균

심의 소품종 대량생산체제가 만들어낸 일자리와는 질적

형 발전을 위한 지원육성책이 정치적 목적에 따라 배분

으로 다른 고용기회를 창출하는 것이 필요하다. 왜냐하

결정되어서는 곤란하다. 그렇다고 모든 지역이나 교육기

면, 소비자의 취향과 기호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맞춤형

관에 대해서 1/n의 기준으로 동등한 배분이 되어서도 곤

서비스 직종이 유망한 시대이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지

란하다. 명백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의거한 자원배정을

역사회의 교육기관이 세계적 경쟁력을 갖출 경우에, 이

통해 전략적인 차등화를 원칙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이

러한 교육부문도 주요 서비스산업 분야로서 자리매김하

는 곧 저비용 고효율의 교육 운영시스템을 선택하여 집

게 됨에 따라 새로운 고용기회를 창출하는 것이다. 사실,

중 지원하는 일이다. 비수도권 지역을 권역별로 나누어

교육산업을 제대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교육기관을 소비

거점대학을 선정하여 수도권 명문 사립대학교의 예산을

주체라기보다는 생산 주체로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능가할 정도의 투자를 통해 지원 육성하는 것이다. 예를

요즘 조기유학붐을 타고 해외로 유출되는 인적자원과 물

들면, 지방으로부터 서울로 유입되는 6조 원 정도를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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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권역의 지방대학에 6천 억씩 매년 투입한다면 5년 이

수 있는 최적기라고 판단한다. 대학 입학 지원자수보다

내에 지역교육 균형 발전의 터전을 확립할 수 있다. 그

도 대학 입학정원이 더 많은 현실이 도래하였기 때문에,

투자효과에 따른 지역의 경제적 기반도 확충될 것으로

거의 모든 지역 대학들은 생존을 위한 자구책 마련에 진

예상한다. 이러한 정책의 시행은 새로운 행정수도 건설

력을 다하는 상황이다. 이처럼 구성원 스스로 조직체의

을 통해서 현재의 수도권 공룡화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

변화를 추진하려고 몸부림칠 때에 최소의 외부 지원으로

다 더 현실적이라고 본다. 신수도 건설비보다 훨씬 더 적

최대의 기대효과를 거두는 것이 가능하다.

은 비용으로써 여러 지역에 투자하기 때문에 저비용 고
효율의 국토 균형 개발 정책인 것이다.
물론 성패의 관건은 집중 지원할 만한 교육기관의 선

아무튼 이상의 다섯 가지 제안들은 개별적으로 다루
어져야 하는 사안이 아니라 유기적인 연관성을 갖도록
정책 입안이 필요하다.

정에 달려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90년대 중반 이후
갖가지 방식과 다양한 기준으로 대학에 대한 본격적인

지방분권에 앞서 지역교육 균형발전이 먼저

평가가 이루어져 왔다. 그런데, 출발선상의 차이나 달성

수도권에 집중한 자원과 고용기회 취업을 위한 수도

목표의 차별성을 고려하지 않은 측정 잣대 때문에 평가

권 대학으로의 진학 증가 지역인재와 자원의 이탈로 인

의 공정성과 보상의 형평성에 대한 실망감 해소가 미흡

한 지역경제의 침체 자원부족에 의한 지역사회 발전 한

하였다고 본다. 그 바람직한 대안은 투입(Input)에 대한

계 지역내 고용기회의 제한 지역 교육기관 졸업자의 취

산출(Output)의 양과 질을 기준으로 비교하는 측정방식

업률 하락 수도권 대학으로의 진학자 증가, 이러한 악순

을 평가의 원칙으로 정하는 일이다. 한 예로써, 해당 교

환의 고리를 끊고 호순환의 구조를 구축하는 일을 어디

육기관의 학생들의 입학 성적과 졸업성적을 측정 대비하

서부터 시작할 것인가에 대해 새 정부의 정책 입안자들

여 그 학습 효과를 평가할 수 있다. 아니면, 학생 1인당

은 최우선적으로 고민해야 할 것이다.

교육비 및 학교시설물의 공시지가를 기준삼아 학교별 학

지식기반사회에서 우리나라의 국제적 경쟁력을 키우

생들의 성취도를 측정하여 비교평가가 가능한 것이다.

기 위하여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지방분권 추진을 통

입학당시 비교적 재능이 뒤쳐진 학생들을 선발하여 상대

해서 중앙의 권한을 이양하려고 노력하는 것도 하나의

적으로 열악한 교육여건에도 불구하고 적극 지도하고 철

방책일 수 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앞서 고려해야 할 사

저히 교육시킨 결과로서 졸업시에 취업률이나 진학성적

항은 지역교육을 균형 발전시키는 일이라는 점을 적극적

이 높게 나타났을 경우, 이를 실현한 교육기관은 저비용

으로 수용해 주기를 기대한다. 헝클어진 실타래처럼 엉

고효율의 대표적인 사례에 속할 것이다.

킨 수도권 비대와 지방 공동화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실

모든 일의 시행은 때가 중요하다. 같은 정책이라도 집

마리는 지역교육의 균형 발전에서부터 찾을 수 있다. 지

행 시기에 따라서 효과가 달리 나타난다. 새 정부가 들어

역교육 균형 발전을 위한 획기적인 투자와 진취적인 조

서는 시점은 지역교육 균형 발전을 위한 정책을 수립할

치, 이것을 새 정부에게 바라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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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 배우지 않는 개인과 국가는 사라질 것이다
- 지금은 평생학습 국민운동을 전개해야 할 때
이희수 ｜한국교육개발원연구위원, heesu@kedi.re.kr

흔히들 평생교육하면,‘오래된 아이디어, 새로운 가치

다가오고 있다.‘지식이 없는 개인과 국가는 사라질 것이

발견’
이라고 표현한다. 평생교육은 우리 인류 역사만큼

라는’지식 집약적 경제의 도래로 평생학습은 개인과 국

이나 오래된 것이지, 1960년대 어느 교육 천재가 만든

가의 생존/번영을 담보하는 사회의 보루로서 개인의 책

작품은 아니라는 것이다. 하늘에서 어느 날 갑자기 뚝 떨

임을 넘어선 21세기 국가의 고유 임무로 자리매김하고

어진 것은 더더욱 아니다. 단지 그 가치와 중요성만이 확

있다. 지식이 가치창출의 원천이 되는 지식경제에서는

대된 데 불과하다. 지식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지식의

평생학습은‘돈 잡아먹는 하마’
가 아니라 인적 자본, 사

생명주기가 짧아지고 인간의 수명은 길어지는 오늘날과

회적 자본, 문화적 자본이란 이 시대 3대 황금알을 낳는

같은 세상에서는 평생학습을 하지 않고서는 개인이든 국

거위로 재인식되어야 마땅하다.

가든 지구상에서의 생존이 담보될 수 없다는 것은 자명

지식경제 시대에는 한국은행의 외환보유고 못지 않게

하다. 특히 지식기반사회의 도래와 함께 너나할 것 없이

만인을 위한 평생학습을 통하여 국민의 지식보유고와 학

평생학습, 인적자원개발을 강조한다. 인적자원개발은 평

습역량을 챙겨야 한다는 것이 IMF 환란이 우리에게 가

생에 걸쳐서, 삶의 다양한 장에서 이루어지는 평생학습

르쳐 준 교훈이다. 지금은 국가가 학교교육을 넘어 전국

활동이다. 지식기반사회, 평생학습사회, 국가인적자원개

민의 평생학습을 챙겨주어야 할 때이다.

발은 각기 다른 것이 아니라 삼위일체이다. 그러기에 최
상의 평생교육이 품도 높은 인적자원개발을 보증한다.
평생학습에 대한 올바른 인식의 확산, 그것이 우리가 해

여가사회를 학습사회로 전환시키는 일, 평생학습의 몫
이다

야할 첫 번째 일감이란 전제 위에 21세기의 키워드인 평

인구의 급속한 고령화, 주5일 근무제 및 주5일 수업제

생학습에 대한 읽기부터 시작한다. 새 정부가 해야 할 일

도입으로 학습사회의 필요조건인‘여가사회’
는 도래하였

도 때 읽음과 대응을 제대로 하는 일이다.

으나 평생학습시설 및 기회가 빈곤하여‘학습사회’
의충

평생학습에 대한 새로운 가치를 발견할 때이다

사람도, 문화도, 사회도, 지식도 자본으로 표현되는 글
로벌 자본주의의 천하제패, 생산의 절대적 요소로서 지
식의 급부상, 학습과 경제가 융합된‘학습경제’
(learning
economy)와 시민사회(civil society)의 출현은 1960년대
유토피아로서의 평생학습에서 21세기 실재로서의 평생
학습으로의 전환을 요구한다. 꿈꾸는 자에게 꿈은 이루
어진다. 평생학습 자체가 유토피아로서 출발했다. 평생
학습은 더 이상 유토피아가 아니라 우리 삶의 실재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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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조건은 요원하다. 인간 수명은 늘어나고 있으나 지식의
수명은 짧아지고 있으며, 근무시간 단축에 상응하는 생산
성 증대 요구로 평생학습 활성화 없는 여가 증대는 자칫
재능낭비 및 지불유예 상태의 여가사회로 전락할 위험이
상존한다. 늘어난 여가를 학습으로 발전시켜 문화수준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키고, 경제적 생산성을 늘리고, 세
대간∙지역간 사회적 결속을 증진시키기 위한 열쇠로서
평생학습에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 평생학습사회는 각 개
인의 삶에 학습, 일, 여가가 균형을 이루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생애단계별 학습↔일↔여가가 교차적으
로 일어나는 균형 안배가 요구된다. 우리 사회의 과제는
경제적 경쟁력 제고 못지 않게 사회적 통합을 이루는 것
이 시급한 과제이다. 경제적 경쟁력과 사회적 통합이란

네트워크로의 변화는 정보사회에 맞는 학습 네트워크를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일, 평생학습의 본업이다.

중핵으로 한다는 것이 OECD의 교육혁신 기본 시나리오
이다. 학교는 기존의 관료제적 현상유지형(status quo)에

지금은 대체의학 못지 않은 대체교육학을 개발해야 할

서 지역사회 학습센터 및 학습조직형으로(re-schooling),
그리고 네트워크형 및 탈학교형(de-schooling)으로 발전

때이다

공교육 내실화는 평생학습 패러다임으로라는 캐치프

한다는 OECD의 미래학교 시나리오는 궁극적으로 앞으

레이즈를 내걸 때이다. 학교교육 위기를 해소하고자 출

로의 학교는 평생학습의 실현체인 학습망(Learning Web)

발한 평생교육 이념에 맞게 평생학습의 관점에서 학교교

그 자체이어야 한다는 것을 암시한다.

육의 잘못된 점을 바로잡아 사교육을 이기는 공교육 내
실화를 이루었다는 평가를 받고 학교자체를 평생학습학
교로 리모델링해야 할 때이다. 평생학습은 학교교육기회

일자리 창출과 사회적 통합은 평생학습을 통해서 가능
하다

연장론이 아니라 학교교육의 병폐를 바로잡으려는 대체

평생학습의 궁극적 목적인 삶의 질 유지, 향상을 위하

교육학으로 출발했기 때문이다. 산업사회에서는 관료화

여 자아실현, 경제적 경쟁력 제고, 사회적 포용을 3대 축

+ 산업화 = 공장제 학교를 낳았다면 지식사회에서는

으로 하는 평생학습 이념을 바로 세워 학습경제와 시민

정보화 + 세계화 = 학습망으로서 학교체제 혁신을 도

사회를 동시에 이끌고 가는 양대 견인축으로서 평생학습

모할 때이다. 가르쳐주는 관료제 공장형 교육독점 학교

정책을 추구할 때이다. 평생학습은 자신을 알고 가장 자

에서 스스로 생각하며 배우는 지역사회의 교육분점 학습

기다워지는 학습이며 자아실현에 이르게 하는 지름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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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arning to be)이란 점에서 국가발전의 도구이기에 앞서

야 할 때이다. 인적자원개발기본법 공포로 기존의 신직

평생학습은 삶의 질 향상을 향한 성장의 여정이는 것이

업교육체제 구축을 위한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자격기본

첫 번째 이념이다. 두 번째 이념은 개인의 고용가능성

법, 한국직업능력개발원법이라는 직업3법과 관련 직업

(employability)과 경제의 경쟁력 제고이다. 평생직장의

교육법령 정비가 현안 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인

시대에서 평생고용가능성의 시대로 전환함에 따라 평생

적자원개발기본법, 직업교육훈련촉진법, 평생교육법 등

학습의 주요 이념으로 고용주 편에서의 생산성과 근로자

관련 법령정비와 평생교육의 정체성 및 필드 확보 노력

편에서의 고용가능성 증진을 통한 경제적 경쟁력 제고가

이 절실하다. 더욱이 민주시민교육법 제정 논의가 일고

평생학습의 주된 이념으로 자리한다. 세 번째 이념은 사

있는 가운데 평생교육과 민주시민교육간의 관계 설정도

회적 포용(social inclusion)으로서의 평생학습이다. 포용

새로운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시민교육과 직업교육이란

적 사회는 모든 구성원들이 사회적 출신성분, 성별 및 민

필드를 별도의 법으로 내주고 나면 정작 평생학습의 영

족성 등에 관계없이 완전히 참여할 수 있고 사회의 복지

역과 필드에 대한 정체성 위기가 대두될 수 있다. 평생교

를 공유할 수 있는 사회를 말한다는 점에서 평생학습은

육법이 안고 있는 주요 문제점 해결과 유관법간의 관계

바로 포용사회를 포용하는 평생학습정책, 낮은 자리로

설정과 함께 모법의 지위를 견고히 하려는 노력이 요구

임하는 평생학습정책, 패인 골을 메워주는 역할을 추구

된다.

한다. 끝으로 시민사회(civil society)에서의 적극적 시민
정신(active citizenship)으로서의 평생학습이다. 평생학습
은 인적자본 생산을 위한 직업교육으로 그칠 것이 아니
라 무너지는 폴리스를 떠받치는 역할, 적극적 시민정신
을 키우는 역할을 부여받고 있다.

평생학습행정 관련 취약한 정부조직을 효율적인 강한
지원 정부조직으로 개편해야 한다

인적자원개발기본법 공포로 기존의 신직업교육체제
구축을 위한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자격기본법, 한국직업
능력개발원법이라는 직업3법과 관련 직업교육법령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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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법 중심으로 관계법 정비부터 서두를 때이다

가 현안 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인적자원개발기본

평생교육법의 시행으로 시발점은 마련되었으나 지식

법, 직업교육훈련촉진법, 평생교육법 등 관련 법령정비

사회로 가는 길목에서 평생학습은 개인이 알아서 할 일

와 평생교육의 정체성 및 평생직업교육국 조직 위상 정

또는‘하면 좋고 안 해도 그만’
인 정도로 인식되어 평생

비가 필요하다. 현재 교육인적자원부로의 개편, 인적자

학습에 대한 국민체감도 및 인식도 저조, 평생학습 참여

원정책국 설치, 내부 조정기능 미흡 등으로 유사업무의

율 저조, 국민 총학습역량 저조라는 빈곤의 악순환을 초

중복 및 소관업무 불분명, 평생교육 관련 정책 사각지대

래하여 개인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 경쟁력 향상으로 가

발생 등으로 내부 기능 및 조직 재편이 필요하다. 더욱이

는 디딤돌로서보다는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국가

주5일제 근무로 인한 여가사회, 인구의 고령화, 지식사

평생학습 인프라 다지기로 선순환 구조로 전환을 도모해

회의 가속화, 생애에 걸친 인적자원개발 요구의 증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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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학교교육정책에 버금가는 또 하나의 축으로서 평생
교육정책 서비스 요구가 국내외적으로 절대적으로 증대
하여 이에 대한 조직적 대응체제 구축이 요구된다. 평생
학습에 대한 수요 증가와 평생교육법 시행으로 평생학습
행정 및 정책 서비스 업무가 크게 증가한데 비해 평생학
습행정 조직은 실제 평생학습정책과라는 1개과에서 수
행되어 과거 사회교육시절보다 줄어든 실정이므로 정부
조직 개편 차원의 획기적인 평생학습정책/행정조직 역량
강화가 절실하다.

교육인적자원부 예산 1%를 평생학습정책 예산으로 확

리를 주면서 전국민을 위한 평생학습이란 소꼬리 곰탕을
내놓으라는 것은 지나친 요구가 아닌가? 지금은 립 서비

보해야 한다

전 세계적으로 평생학습에 대한 수요가 확대되고 정
책 서비스도 확장되는데 비해 우리나라에서는‘열린교

스는 그만하고 쥐꼬리만한 평생학습정책 예산을 소꼬리
만한 예산으로 대폭 확충해야 할 때이다.

육, 평생학습’
이란 구호가 말해주듯이 주로 립 서비스만
요란할 뿐 지원예산은 낯부끄러울 정도로 미미하다.
2002년도 기준으로 교육인적자원부 예산 대비 평생학습

평생학습의 지표 체계화와 수익률 분석을 통하여 평생
학습투자의 사회경제적 효과를 입증해야 한다

정책과 예산은 교육인적자원부 전체 예산 약 22조 2천7

평생학습이란 낭만의 노래를 구가하던 시대는 지났

억원 중 약 0.025%인 약 56억원, 평생직업교육국 예산

다. 주먹구구식 평생교육행정을 하던 시대도 지났다. 지

대비 평생학습정책과 예산 약 2.2%로서 전국민을 대상

금은 평생학습지표 체계화를 통하여 대국민 정책 메시지

으로 평생학습정책 서비스를 제공하기에는 역부족이다.

를 통하여 직접 설득해야 할 때이다. 현 경제 체제에서

평생학습에 대한 공공 행정 서비스와 공적 기반이 취약

평생학습문화가 꽃피려면 사회적∙경제적∙개인적인 경

한 가운데 평생학습에 대한 개인책임 논리와 시장경제논

쟁적 이해관계가 조율, 통합되어야 한다. 평생학습은 고

리가 급속히 침투하고 경제적 결정주의가 평생학습 담론

용선이란 마지노선이기도 하다. 학습격차를 줄이는 사회

을 주도하는 가운데 평생학습은 과잉시장, 제2의 과대

적 안전판이다. 학습격차는 공공부문이 투자를 줄이고,

성장 사교육시장을 형성하고 있다.“Lifelong Learning for

민간부문에서는 투자우선 순위를 높게 책정하지 않음에

All”구호에 맞게 평생학습예산 확충 10개년 계획을 수

따라 발생한다. 그러므로 평생학습선을 따라 개인들이

립하여 교육인적자원부 전체 예산의 100분의 1, 1% 평

중단없이 학습해 나갈 수 있도록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생학습예산을 확보하려는 노력이 전개되어야 한다. 쥐꼬

영역이 좀더 가까워질 필요가 있다. 이제 우리는 정부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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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에 바란다

원에서 평생학습정책지표를 개발∙체계화하고, 평생학

어서 평생교육법이 명하는 각종 기능을 수행하기에는 역

습 투자의 금전적∙비금전적 효과, 사적 수익률과 사회

부족 및 정부투자가 부족한 실정이다. 평생교육센터∙지

적 수익률을 분석함으로써 투자유치에 적극 나설 때이

역평생교육정보센터∙평생학습관간의 수직적 연계 및

다. 공공부문의 투자를 증대하여 학습격차를 줄여야 할

전담지원기구를 중심으로 한 수평적 연계가 미약하며, 3

때이다. 다음 그림은 최상의 평생학습 투자 정책이 일자

대 지원기구들에 대한 운영예산/사업예산/인건비 지원

리 창출과 사회적 통합을 증진시킨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아 운영의 내실화 및 활성화에

평생학습의 긍정적 외부효과가 주는 사회적 효용이 큼에

많은 애로가 있다. 평생교육센터, 지역평생교육정보센

도 불구하고 사회적 비용이 사적비용에 비해 적어 학습

터, 평생학습관이 중앙 수준, 광역자치단체 수준, 기초자

격차를 유발하므로 이의 해소를 위해 평생학습이 경제활

치단체 수준에서 평생교육 전담기구의 역할을 할 수 있

동인구와 비참여인구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의 규범이 되

도록 신설 등 조직 역량 강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도록 하며, 개인, 고용주, 정부 모든 관계자들의 투자를

평생교육센터는 단순한 사업소가 아니라 국가의 중요한

요구한다.

평생교육정책연구를 수행하는 중심이라는 사실을 인식,
이를 확대 육성할 필요가 있으므로 단기적으로는 한국교
육개발원의 인큐베이터 기능을 선용하여 명실상부한 국
가 수준의 평생교육센터로서 조직 확충이 요구된다. 장
기적으로는 평생학습진흥종합계획에 나와 있는 대로 독
학사제 운영, 학점은행제 운영, 평생교육센터 운영 등 관
계법을 모법인 평생교육법으로 통합정비하고, 기구도 평

<그림 1> 평생학습의 경제 모델
명목상의 평생교육 전담 지원기구를 실질적인 전담지
원기구로 내실화 해야 한다

평생교육을 전담 지원하는 기관으로서 국가 수준의
평생교육센터와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 및 평생학습관을
설치∙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기존 기관을 지정 운
영하는 관계로 부가적 기능 수행에 머무르고 있다. 평생
교육센터는 평생교육법에 의거하여 연구, 연수, 정보제
공 등 3대 기능을 수행하는 국가기구로 설치∙운영하도
록 하고 있으나 현재로서는 실 단위 형태로 운영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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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교육센터로 일원화하고, 여기에 민주시민교육센터/문

보센터, 평생학습관 설치 운영, 평생교육법상의 각종 평

해교육센터 기능을 부가하여 국가평생교육센터로 발전

생교육시설 및 단체의 활동, 주민자치센터의 설치∙운영

하는 방안을 구상해 볼 수 있다.

으로 평생학습동아리가 활동할 수 있는 시스템과 둥지는
마련되었으므로 지역평생학습/민주시민교육 활성화와

‘ 민’
의 학습 에너지를 촉발시킬 국민기초학력 업그레이
드/학습동호회 운동을 전개할 때이다

평생교육 시스템 구동 차원에서 학습동아리 활성화 정책
을 주도적으로 전개할 시기이다.

OECD의 조사도구를 활용한 문해실태 조사 결과 우

지식을 기치로 내걸고 새 세상을 열 것 같았던“국민

리나라의 성인 문해수준은 고학력의 성인 비율이 높음에

의 정부”
의 해도 저물고 있다. 한 가지 인상에 남는 것은

도 불구하고 낮은 편이며, 실제로 절대 한글 비문해자가

지식을 유난히 강조하였다는 점이다.‘창조적 지식기반

적지 않게 잔존하고 있다. 학습참여율은 17.2%로서 낮

국가’
,‘신지식인’
,‘지식경영’
,‘지식기반경제’
,‘지식기

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20세 이상 성인 중 중졸 미만

반사회’등에서 보듯이 정치∙경제∙사회∙교육 등 사회

21.2%, 20세 이상 성인 중 고졸 미만 33.9%가 말해 주

구석구석에 지식 열풍이 불고 지나갔다.‘지식’
은 어둠침

듯이 적지 않은 비문해자의 잔존뿐만 아니라 지식사회에

침한 학자들의 서고에서 샹들리에로 빛나는 기업의 이사

서 학력의 양극화 문제가 심각하다. 이는 국민의 평생학

회와 권력의 심장부인 청와대로 자리를 옮긴 지 오래다.

습에 대한 낮은 인지도와 체감도를 반영할 뿐 아니라 이

지식은 어느새‘국민의 정부’
를 이끌어가는 국가 이데올

들을 위한 공적 지원기반이 부족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로기로 자리하였다. 근면과 근육 노동을 강조하던 새마

지금은 기본에 충실할 때이다. 문맹자 없는 한국 건설,

을 노래는 지식과 지식 근로자를 강조하는 제2건국의 신

전국민 기초학력 업그레이드 운동을 전개할 때이다. 이

지식인 노래로 바뀌었다. 짧은 생애나마 우리는 농업사

와 관련하여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성인 의무교육 이수

회, 산업사회, 지식사회가 지나간 변화의 풍상을 온몸으

인증제 도입 방안 검토, 성인 방송통신학교 과정 도입 방

로 이겨냈다. 우리의 지친 몸을 살펴보라. 아직도 근대

안 검토, 실업계고등학교의 성인직업교육기관/성인고등

화, 정보화, 세계화의 상흔이 남아 있지 않은가. 우리가

학교로 운영 방안 검토가 요구된다. 또한 제도주의 접근

겪은 근대화, 세계화, 지식화는 사회적 풍향계일 뿐 아니

에서 학습동호회 접근으로 나아가야 한다. 스웨덴의‘스

라 정치적 견인차이기도 했다. 다음 정부는 어떠한 캐치

터디 서클’
, 미국의‘스터디 그룹’
, 일본의‘자주학습집

프레이즈를 내걸고 나올지 자못 궁금하다. 21세기의 키

단’등 세계는 과거 평생교육제도 및 기반 조성이란 공급

워드는 학습과 공동체이다. 제2건국에 이은 제3건국 운

자 중심의 제도주의, 물량주의 접근에서 벗어나 학습자

동 할 때가 아니라 학습과 공동체를 결합한 학습공동체

들의 동기를 유발하고 학습에너지를 촉발시키고 모으는

운동, 제2의 새마을 운동인 평생학습마을/도시 만들기

학습조직 중심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

운동을 전개할 때이다. 다음 정부에서는 평생학습운동이

다. 평생교육법 시행으로 평생교육센터, 지역평생교육정

국민운동으로 승화, 확산되기를 꿈꾸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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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서비스 시장개방,
양허(
)자체를 기피할 필요는 없다
- 교육서비스 시장의 개방화 시대와 선택
이만희 ｜한국교육개발원부연구위원, mhlee@kedi.re.kr

교육, 공공 소비재에서 사적 소비재로 바뀌어야

on Trade in Services, GATS)을 전환점으로 국제적 표준

전통적으로 교육 서비스는 무상 또는 그것을 생산하

(global standard)으로 되고 있다. GATS는 교육 서비스 상

는 데 투입된 비용에 훨씬 못 미치는 가격으로 공급되는

품이 국내외적 시장 경쟁을 통하여 공급됨으로써 공급자

공공 소비재(public consumption item)로 간주되어 왔다.

에게는 혁신, 효율, 질 향상을 촉진하고, 소비자에게는

교육 서비스를 공공 소비재로 정의할 경우, 소비자는 저

보다 질 높은 상품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비용으로 교육기회를 포착할 수 있다. 그러나 교육 서비

있다는 신념에서 출발하고 있다. 교육 서비스는 질( )에

스는 질( )에 관계없이 동일 수준의 가격으로 공급됨으

따라서 가격이 결정되고, 그 선택은 소비자에 위임하는

로써 공급자로서는 서로간에 경쟁할 필요가 없고, 질을

사적 소비재(private consumption item)로 되어야 한다는

높여야 하는 인센티브를 찾을 수가 없게 된다.

것이다.

이러한 공급 체제에서는 구조적으로 교육 서비스의

교육 서비스 시장의 개방은 2001년 11월 WTO 제4차

질이 개선되기가 어렵다. 또한 다양한 서비스를 창출할

각료회의(카타르, 도하)에서 일정이 합의됨으로써 현실

수 있는 동기를 상실하게 됨으로써 소비자의 선택 폭은

화 단계로 접어들었다. WTO 회원국은 2002년 6월 30

제한될 수밖에 없다. 결국 공급자로서는 도덕적 해이의

일까지 교육 서비스의 개방 요청 목록(request list)을 제출

함정(trap)에서 벗어날 수 없고, 소비자로서는 질 높은 교

하고, 2003년 3월 30일까지 개방 요청에 대한 수용 목록

육 서비스를 갈망하게 된다.

(offer list)을 제출한 후, 2005년 1월 1일까지 협상을 완

80~90년대 전세계적으로 확산되었던‘분권화, 경쟁,

결 짓도록 결의한 것이다.

선택’
의 교육 이념은 이러한 공급체제에 대한 반작용이

이 일정에 따라서 우리나라는 6월 30일까지 11개국에

었다. 단위별로 강력한 리더십에 의해 운영되는 다양하

교육 서비스 시장의 개방을 요청했고, 10개국(EC는 인

고 자유로운 학교, 그리고 소비자 선택의 시장 민주주의

문사회계 R&D만 개방 요구)으로부터 그러한 요청을 받

에 입각한 교육 시장의 원리가 전통적 교육체제를 대체

았다. 우리나라는 고등교육, 성인교육, 기타교육(초∙중

해야 한다는 논리였다.

등 과정 과외 교육) 등에 한정하여 개방 요청을 하였으

교육기회를 평준화하려는 전통적 교육체제는 교육 수

나, 10개국은 초등교육, 중등교육을 포함한 전 교육부문

준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개인 선택의 자율권을 침해하

을 망라하여 완전 개방을 요청하고 있어 교육 서비스 시

기 때문에 교육체제는 시장력(market forces)에 맡겨져야

장의 개방화는 그 범위와 시점만 결정되지 않았을 뿐, 거

한다는 것이다. 즉 학부모의 선택권을 인정하고 공급자

역할 수 없는 국제적 물결로 확고하게 굳어지고 있다.

보다는 소비자의 이익을 조직화하는 시장에서 교육 서비
스가 공급될 때 성과도 커질 수 있다는 논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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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세계 교육 서비스 시장은 글로벌 단계에 진입했다

이러한 교육 이념은 1995년 1월 WTO 체제의 출범과

교육 서비스 시장의 개방을 위해서는 WTO 회원국이

함께 발효된 서비스 무역에 관한 협정(General Agreement

유지하고 있는 국내 관련 규제가 완화되든지, 철폐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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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한다. 그러나 이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뿐만 아니
라 국가 주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 그 대안으로
GATS는 교육 서비스와 관련되는 각국의 규제를 시장접
근(market access), 내국민대우(national treatment), 국내
규제(domestic regulation) 등으로 구분하면서, 교육 서비
스 시장의 개방을 위해서 전자(

)의 두 가지를 완화,

또는 철폐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국내 규제는 객관성, 합리성, 투명성을 갖추어야
하고, 필요 이상으로 규제적이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만일 이러한 원칙에 위배될 경우 WTO 회원국은 국내
규제를 완화하거나 철폐하도록 요구할 권리가 있고, 해

GATS가 발효될 당시 4개국(미국, 일본, 호주, 뉴질랜

당국은 그 요구를 수용하여 추가적으로 개방을 하거나,

드)이 교육 서비스 양허 협상에서 반영되어야 할 희망 사

수용하지 못할 경우에는 WTO의 분쟁 해결 절차를 밟게

항을 담은 제안서를 제출하였다. 그 중 미국은 초∙중등

된다. 그리고 개방 요구를 수용하지 못하는 회원국은 최

교육 서비스야말로 그 특성상 정부의 고유 몫일 뿐만 아

악의 경우 WTO로부터 퇴출될 수도 있다. GATS는 교육

니라 GATS가 공교육체제를 대체해서는 안 된다고 공표

서비스 시장의 개방화를 촉진하고 감독하는 국제적 규범

하고 있어 WTO 회원국은 이 부문의 양허에 소극적일 것

인 것이다.

으로 예상되었다.

GATS의 규범에 따라서 WTO 개별 회원국은 시장접

그러나 실제로는 적극적으로 양허하고 있는 것으로

근, 내국민 대우 부문에‘개방’
,‘부분 개방’
,‘완전 개방’

나타나 교육 서비스 시장은 학교급별을 막론하고 본격적

등으로 회원국들에 약속을 하게 된다. 이것이 양허안

으로 개방화될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이미 교육 서비스

(commitment list)이다.

시장은 글로벌화 단계로 접어들고 있는 것이다.

국내 규제에 대해서는 개방 요청을 받을 경우, 해당국

양허가 반드시 개방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이것은 단

이 추가적으로 양허할 수 있다(additional commitment

순히 약속에 불과하다. 그러나 이들의 양허 현황은 교육

list). 2002년 4월 144개의 WTO회원국 중 42개국(EC

서비스 시장 개방화의 글로벌 트랜드를 보여주는 것으로

12개 회원국은 한 국가로 간주)이 양허하였는데(우리나

우리나라의 양허 방향을 설정하는 데 중요한 기준점이

라는 양허 안 함), 학교급별로는 초등교육 30개국, 중등

될 수 있다. 42개국의 학교급별 개방화 현황은 다음과 같

교육 35개국, 고등교육 32개국, 성인교육 32개국, 기타

다.

교육 20개국 등이 양허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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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시장접근 분야 개방률(완전+부분)

<그림 2> 내국민대우 분야 개방률(완전+부분)

<표 1> 42개 양허국의 학교급별 교육 서비스 시장 개방화 현황
자료: OECD(2002),“Current Commitments under GATS in

이것은 교육 서비스 제공자의 무분별한 유입으로 인
하여 나타날 수 있는 서비스 질의 저하를 우려하고 있기

Educational Services,”Background Document, Washington, DC.

때문이다.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제인 것이다. 특정

U.S.A. pp. 9~18. 각 공급유형의 사례로는 M1: 원격교육, M2: 해외

국은 이러한 우려에서 개방하되, 교육 서비스 제공자의

유학, M3: 학교 설립, M4: 원어민 교사 파견 등을 제시할 수 있음.

자격을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예컨대 중국은 자국의 학
교 또는 기타 교육기관이 초청하거나 채용한 경우에 한

58

유형별 개방화 정도(완전+부분)는 다음<그림 1∙2>와

하여 입국을 허용하고, 그 자격도 학사 이상의 학위, 전

같이 나타나고 있다. 이 그림에서는 교육 서비스의 공급

문성 소지 또는 2년 이상 전문 분야에서 경험을 쌓은 자

유형별로 몇 가지 특징을 보여준다. 두드러진 것은 학교

격증을 소지한 경우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같은 맥락

급별을 막론하고 시장접근, 내국민 대우 부문에서 자연

에서 일본은 자격증의 상호인정을 불허하겠다고 명시하

인 주재(M4)의 개방률이 현저하게 낮다는 점이다.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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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소비(M2)는 초등교육을 제외하고는 개방률이 가

소비자 보호 등의 이유에서 개방률이 낮을 것으로 예상

장 높다. 이것은 각국이 국내에서는 공급하기 어려운 교

되었다. 그러나 이와는 달리 개방률이 높은 것은 각국이

육 서비스를 해외에서 대체 소비하기를 허용하고 있음을

공공재원만으로는 교육 서비스를 충분히 제공할 수 없기

의미한다. 예컨대 세계화는 외국어 교육, 국제 이해 교육

때문에 외국(법)인의 투자 유치로부터 대체 재원을 찾고

등에 대한 수요를 창출하고 있으나 이것은 국내의 공급

자 하기 때문이다.

으로는 충족되기가 어려운 부문이다. 이러한 수요를 보
완하기 위하여 개방을 확대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상업적 주재의 개방이 필요한 것도
이러한 논리에서 찾을 수 있다. 공교육비 투자는 매년 증

한편 선진국은 이러한 교육을 포함하여 경쟁력이 있

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래 <그림 3>에서 보는 바와

는 교육이 중요한 수출 상품일 수 있다는 점에서 적극 개

같이 1999년 현재 공립 부문은 학교급별을 막론하고

방하고 있고, 또한 적극 개방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OECD 주요국의 평균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교육

현재 중국은 중의학, 중국어 교육, 뉴질랜드 및 호주는

경쟁력이 왜 취약한가를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다.

외국어 교육 서비스 제공을 확대하고자 해외 소비를 완
전 개방할 것을 우리나라에 요구하고 있다. 국경간 공급
(M1)의 개방률도 비교적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이
부문이 유망한 수출 품목으로 부상하고 있는 한편, 국내
규제의 실효성이 매우 낮기 때문이다. 사이버 교육 시장
은 2001년 63억 달러에서 2004년에는 230억 달러로 급
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만큼, 교육 비지니즈의 유망
부문으로 간주되고 있다.
선진국은 학생들이 자국 밖으로 여행하지 않고도 사
이버 교육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공공 교육 시스템을 통
하여 이루어지는 교육을 보완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그림 3> OECD주요국의 GDP대비 학교급별, 공∙사립별 교육
투자비율(1999)

실제로는 수출 유망 품목으로 인식하고 있어 개방률이

따라서 교육투자를 획기적으로 확대하거나, 대체 재

높은 것으로 이해된다. 특히 호주와 미국은 PC를 통하여

원을 발굴해야 하는 과제에 직면하게 된다. 2002년 현재

대학 학위를 수출한다는 야심 찬 계획을 갖고 있다.

교육예산이 국가 예산의 19.6%에 육박하고 있는 현실에

상업적 주재(M3)의 개방률은 기타 교육을 제외하고

서 전자(

)의 대안은 한계가 있다.

는 대체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상업

우리나라의 교육체제는 특정 부문, 예컨대 고등교육

적 주재는 교육기관의 설립과 직결되는 것으로 교육 서

이상의 단계에서는 상업적 주재를 대폭 확대하여 외국의

비스의 독점적 공급 필요성, 교육 서비스의 질 관리 및

교육기관을‘보완재’
로서 활용하고, 그 여력을 초∙중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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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단계에 투입하는 이른바,‘선택과 집중’
의 원칙을

자료: http://www.wto.org/wto/english/thewto_e/acc_e/tn_a4_specifco-

수용해야 하는 시점에 있는 것이다.

mmt4(검색일: 2002. 11.2); OECD(2002),“Current Commitments

WTO 양허국들의 개방률이 높다고 해서 시장접근과

under GATS in Educational Services,”Background Document,
Washington, DC. U.S.A. 등에 게재된 규제를 참조로 작성. ※ a : 공

내국민 대우를 완전히 개방하는 것은 아니다. GATS에

급자 수, b : 거래 가치 또는 자산 총액, c : 서비스 영업 총수, d :

서는 교육 서비스 시장의 자유화로부터 유발될 수 있는

자연인의 수, e : 법인 유형, f : 외국 자본의 참여, g : 기타 시장

시장실패(market failure)를 방지하기 위하여 점진적, 자

접근 조치, h : 내국민대우 제한

발적 자유화를 보장하는 한편, 국가의 정책적 목적을 달
성하기 위하여 규제가 필요한 경우 양허 일정을 조정할
수 있는 권리, 이미 취한 양허를 수정하거나 철회할 권
리, 시장접근을 허용하거나 허용 조건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 등을 보장하고 있다. 회원국이 능력과 국가목표 및
우선순위에 따라서 다자간 무역체제에 통합되도록 허용
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서 양허국들은 국가 규제주
권을 행사할 수 있다. 2002년 4월 현재 양허한 국가들이
행사하고 있는 규제는 양적으로 다음과 같이 나타나고
있다.

<표 3> WTO 양허 회원국의 공급 유형별 규제 수(내국민대우 부문)
자료: 위와 동일 ※ a : 세제 조치, b : 보조금 및 증여, c : 기타 금
융 조치, d : 국적 요건, e : 주건 요건, f : 인허가, 기준, 자격, g :
등록 요건, h : 인가 요건, i : 실적 요건, j : 기술 이전 요건, k :
교육내용, 훈련 요건, l : 자산 및 토지의 소유, m : 기타 내국민 대
우 조치, n : 시장 접근 제한

시장 접근, 내국민 대우를 막론하고 학교급별로 규제
는 M3, M4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이 가장 두드러지게 나
타난다. 이 중 M3는 개방률이 높은 부문이다. 이것은 개
방을 하되 국내 규제를 통하여 교육 서비스의 질을 관리
하겠다는 의지를 반영하고 있다. 그 반면 개방률이 가장
<표 2> WTO 양허 회원국의 공급 유형별 규제 수(시장접근 부문)

낮은 M4는 규제도 많다는 점에서 각국이 교육 서비스
공급자의 질을 중시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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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 국적 요건, 인허가∙기준∙자격, 보조금 및 증여
등의 순서로 많다. 이것은 우리나라가 교육 서비스 시장
을 개방하되, 질 관리 차원에서 다각적인 규제를 활용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지금까지 42개의 양허국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공
<그림 4> 교육단계별, 공급유형별 규제 총수(시장접근 부문)

급유형별로 개방률과 규제 수는 다음과 같은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5> 교육단계별, 공급유형별 규제 총수(내국민 대우 부문)
<표 4> 개방률과 규제 수와의 관계

개방률이 높은 M1, M2는 규제도 가장 적다. 그 만큼
국경간 공급, 해외 소비에 대해서는 양허국들이 국가정

M2는 개방률이 높은 반면, 규제도 적다. 양허국이 교

책상 개방을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또한 다음

육 서비스의 해외 소비를 시장에 맡겨, 촉진하려는 의사

의 <그림 4∙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시장 접근 부문에서

를 반영하고 있다. M4는 개방률은 낮으면서 규제는 많

는 고등→중등→초등 교육의 순으로, 내국민 대우 부문

다. 양허국이 자연인의 자격, 국적 요건 등을 통하여 국

에서는 중등→초등→고등 교육의 순으로 규제가 가장 많

내 교육 서비스의 질 관리를 엄격히 실시하겠다는 의지

은 반면, 성인 및 기타 교육에 대한 규제는 상대적으로

를 반영하고 있다.

적다.

그리고 M3는 개방률이 높으면서 규제가 많다. 양허국

이것은 각국이 정규 교육에 대한 국가 책무성을 고려

이 자국내 학교 설립을 허용하되 국내규제에 따라서 질

하여 개방을 하더라도 질 관리 차원에서 규제를 강화하

관리를 엄격히 실시하겠다는 의지를 반영하고 있다. M1

는 한편, 비정규 교육 서비스의 제공은 시장에 맡기고 있

는 개방률이 상대적으로 낮으면서 규제는 가장 적다. 개

음을 보여 준다. 구체적 규제로는 시장 접근 부문의 경우

방률이 낮은 것은 사이버 교육이 표준화되어 있지 못하

기타 시장 접근 조치, 내국민 대우 제한, 법인유형, 외국

기 때문에 이것이 국내 교육 서비스의 질에 기여하는 데

자본의 참여, 자연인의 수의 제한 등의 순서로 많다. 내

는 한계가 있음을 반영한다. 그 반면 규제가 적은 것은

국민 대우 부문의 경우에는 기타 내국민 대우 조치, 인가

규제의 실효성이 적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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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체제, 국제화하는 쪽으로 가닥 잡아야

급유형이다. 교육 서비스의 질 관리를 지향하여 자연인

국제적으로 우리나라의 교육체제는 경쟁력이 매우 취

의 자격 요건을 엄격히 한 후, 국내 수요가 발생하는 부

약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2002년 5월 지방대학 졸업

분만(예: 원어민 교사) 개방한다.

자가 호주에서 소정의 교과과정을 이수했음에도 불구하

③ 상업적 주재(M3)는 개방률이 높으나 규제가 많은

고 국내에서의 학력을 인정받지 못하여 대학원 진학이

공급유형이다. 따라서 개방하되, 파급효과가 적은 외국

좌절된 바 있다. 우리나라의 교육체제에 대한 국제적 신

인 학교, 각종학교 등으로 한정하고, 각국의 양허 현황에

뢰도가 매우 낮음을 분명히 보여준 사례이다. 한편 이것

서 나타난 바와 같이 국내 규제를 적용하여 정체성 있는

은 우리나라의 교육체제가 국제적 표준에 못 미칠 뿐만

교육 등 질 관리를 엄격히 한다.

아니라, 정부가 승인한 학력이라도 그 질은 국제시장에
서 평가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교육체제를 국제화하지 않고서는 그 성과의 신뢰를
받을 수 없는 것이 오늘날 교육 시장의 엄연한 현실이다.

④ 국경간 공급(M1)은 개방률이 높고, 규제도 적은
공급유형이다. 이 부문은 규제의 실효성이 없을 뿐만 아
니라 질 관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따라서 개방하
되, 그 성과를 자격으로보다는 경력으로 인정한다.

이 점에서 GATS는 우리나라의 교육체제를 개방함으로
써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GATS

� 고등 교육 서비스

를 통하여 교육체제를 개방하고, 이로부터 국내의 교육

① M2는 개방률이 높을 뿐만 아니라 규제도 매우 적

체제를 보완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때 신뢰도도 향상

다. 이것은 양허국들이 M2를 명실상부하게 개방하고 있

될 수 있다. 또한 개방을 하더라도 국내 규제를 통하여

음을 의미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도 개방되어 있고,

질 관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양허 자체를 기피할 필요는

고등교육의 경우 규제도 없다. 따라서 개방을 원칙으로

없다. 42개 양허국의 개방률과 규제 수와의 상관관계는

한다.

이러한 방향성을 시사하고 있다. 이에 기초할 때, 단기적
으로는 다음과 같은 양허 태도를 제시할 수 있다.

② M1은 개방률이 높을 뿐만 아니라 규제도 상대적으
로 적은 편이다. 이 부문도 양허국들이 명실상부하게 개
방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서비스의 특성상, 규제의

� 초∙중등 교육 서비스

실효성을 거두기가 어려운 부문이다. 교육 서비스 공급

① 해외 소비(M2)는 개방률이 매우 높고 규제도 매우

의 다양화를 추진한다는 측면에서 이 부문을 개방하더라

적은 공급유형이다. 오히려 규제의 사회적 비용, 단기 연

도 교육과정이 표준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질 관리가

수 및 유학 장려의 필요성에서 학력에 관계없이 해외 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따라서 개방하되, 그 성과를 자

비(M2)를 개방하되, 중졸 미만 학력자의 해외 소비에 대

격으로서보다는 시장에서 경력으로 인정할 필요가 있다.

해서는 규제를 긍정적 방향으로 보완한다.
② 자연인 주재(M4)는 개방률도 낮고 규제도 많은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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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표준 및 경쟁체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점에서 현행 제
도에서 개방하되, 국내 규제를 통하여 질 관리를 엄격히
한다. 그런데 현행 제도가 외국 기관을 유인하기에 불충
분할 경우 별도의 인센티브를 명문화한다.
④ M4는 개방률도 낮고, 규제도 많은 부문이다. M3
와 마찬가지로 고등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자연인
의 국제적 표준 및 경쟁체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점에서
개방하되, 자격 요건을 엄격히 한다.

제하기보다는 전면적으로 개방하여 M1이 원활하게 이
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그 성과를 자격 또는 경력
으로 인정하는가에 대해서는 시장에 맡기는 것이 합리적

� 성인 및 기타 교육 서비스
① M2는 개방률이 높을 뿐만 아니라 규제도 거의 없
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중졸 이상의 학력자 및 성인에
대한 규제는 전혀 없다. 그렇다고 중졸 미만 학력자의 유
학에 대한 규제가 실효성을 거두고 있는 것도 아니다. 따
라서 M2는 전면적으로 개방하되, 중졸 미만의 학력자에
대해서는 장기 체류보다는 1년 이하의 단기 해외 연수
프로그램을 장려하는 제도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

일 것이다.
④ 여타 교육 서비스 부문에서와 마찬가지로 성인 및
기타 교육 서비스의 M4는 개방률도 낮고 규제도 많은
특징을 보이고 있다. 이것은 자연인의 자격과 관련되어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대졸 이상의 외국인 학력자
는 외국어 교습에 한하여 학원 강사가 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고 있다. 그러나 개방을 하되, 강사의 자격을 엄격히
규제하는 양허가 필요하다.

② M3는 시장접근에서 개방률이 높은 반면, 규제가
많다. 내국민 대우에서는 개방률이 낮고 규제가 많은 특
징을 보이고 있다. 이것은 개방하되, 질 관리를 고려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일정 조건을 갖
출 경우, 설립 허가가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현행의 제도
대로 개방을 양허한다.

기타 교육→고등 교육→초∙중등 교육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날 것이다. 그러나 우려되는 것은 국내 교육체제의
발전을 위해서는 외국 기관의 국내 시장 진입이 필요함
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의 양허로는 충분한 유인이 될 수

③ M1은 성인교육 서비스의 경우, 시장접근에서는 개
방률은 낮으나 규제가 적은 반면, 내국민 대우에서는 개
방률이 높으나 규제는 적은 편이다. 사실 정보화시대에
서 M1의 공급과 소비는 개방률, 규제의 수 등과 상관관
계가 낮다. 규제가 이루어진다고 해도 이에 대한 접근은
얼마든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고려하여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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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다는 점이다. 예컨대 성인 및 기타 교육, 고등교육의
경우 제도적으로는 이미 개방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성인 및 기타 교육 부문에만 9개의 기관만이 진출
하고 있을 뿐이다. 외국 기관의 진입이 필요한 이상, 점
진적으로 개방률을 높이면서 외국의 교육 서비스를‘보
완재’
로 활용할 수 있는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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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성, 원초적 본능으로 착각하는 사람 많다
- 창의성 교육을 다시 생각한다

난무하는 말‘ 창의성’
, 지레 지친다

제로 하는 사설 연구소들도 최근 들어 계속 늘어나고 있다.

우리나라의 창의성 교육은 양적으로는 비약적인 발전을 이

이런 외형적인 변화를 보면 우리의 창의성 교육은 정책과

루었다. 제7차 교육과정의 중심 목표가 창의성 교육이고, 이에

연구, 그리고 실천 측면에서 큰 발전을 했다는 결론을 내려도

맞추어 편찬된 교과서는 창의성과 직접 관련된 내용을 많이 담

좋을 것이다. 그러나 이런 양적인 증가가 꼭 질적인 향상을 담

고 있다.

보하는 것은 아니라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양적 성장이

초등학교 1학년 2학기 국어 쓰기 교과서의 경우 첫째 마당

질적으로 변환되어야 창의성 교육의 수준이 향상될 것이고, 그

의 제목이‘상상의 날개를 펴요’
이다. 이 마당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을 통해서 길러지는 인간상도 미래 지향적인 역량을 가진

활동은 그 동안 창의성 교육자들이 주장해 온 창의성 교육의

사람이 될 것이다. 이 글은 창의성 교육의 준비와 실천 과정에

구체적인 활동 상황과 비슷한 형식을 하고 있다. 학년이 올라

서 발견되는 문제점들을 추출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

가면서 더 구체화된 창의성의 내용으로 발전된다. 중학교 생활

을 제시하려는 것이다.

국어 첫째 단원은 창의적 사고이다. 교육과정과 교과서를 창의
성의 기준에 맞춰 개발한 교육 시행청에서도 창의성 교육을 중

처음부터 잘못됐다

요한 정책 과제로 삼아 활발한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교육은 현장에 적용되기 전에 충분히 준비되지 않으면 안

현직 연수 내용에 창의성 교육이 일정 시간을 차지하고, 창

된다. 공장에서 물건을 생산하는 시설을 할 때와는 크게 다르

의성 교육 시범학교나 연구 학교를 지정하여 학교교육 현장에

다. 준비가 잘못되어 문제가 생기면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주는

서의 연구 및 실천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에는

것이다. 따라서 교육은 열심히 뛰는 것보다는 충분히 준비하고

처음으로 교육인적자원부 지정 창의성 교육 시범연구 학교를

천천히 뛰는 것이 더 좋은 정책일 것이다.

선정하고, 학교 단위의 정책 대안 마련을 위한 기초 자료 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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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나서고 있다. 이런 열기는 계속 확산되고 있다. 창의성 또는

�반성 1 - 위험한 창의성 정의가 판치고 있다

창의성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출판되는 책이나 자료의 양도 최

창의성 교육 논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창의성의 개념 정

근 들어 파격적으로 늘어났다. 전문가들이나 교사들이 창의성

의 문제이다. 개념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교육적으로 그

을 주제로 쓰는 논문의 양도 늘었다. 창의성을 연구와 사업 주

대상을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현실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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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보아도 현장의 교사들은 창의성의 어지러운 개념 때문에 개

이 교육 상황에서 다루어질 때에는 교육적으로 접근되어야 한

념의 덫에 걸려 고민하는 경우가 많다. 창의성의 개념 정의에

다. 이런 점에서 보면 지금까지의 창의성 교육 관련 도서는 엄

따른 문제점을 살펴보자.

밀히 말해 창의성 도서일 뿐이지 창의성 교육 도서가 아니다.

가. 창의성의 정의 속에 창의성의 지향점과 요소가 혼동되
고 있다. 창의성의 지향점은 새로움(즉 독창성)에 있고, 유창성

창의성에 관한 심리학적인 논의가 주를 이루고, 교육에의 적용
부분은 생색만 내는 경우가 많다.

이나 융통성은 이 새로움에 도달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일 뿐임

마. 우리나라 학자들이 제안하는 창의성의 개념은 창의성의

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창의성 이론가들의 정의에서는 이들

내용과 연결시키기 어렵다. 창의성의 개념화 작업에 따른 후속

이 평면적으로 대등하게 다루어지고 있다. 창의성의 정의에서

조치로 당연히 이루어져야 하는 개념이 포함하는 내용 확보 노

그것이 지향하는 이상으로서의 새로움(독창성)을 강조하는 창

력이 없다. 이는 우리나라의 창의성 교육연구 역사가 짧다는데

의성 교육은 유창성이나 융통성을 자극하는 교육으로 끝맺는

도 기인하지만, 창의성이라는 주제를 필생의 업으로 설정하고

창의성 교육의 한계를 벗어나게 해줄 수 있다.

몰입하는 학자들이 적다는 데 그 근본 원인이 있다.

나. 낭만주의적 정의가 적지 않다. 마음껏 생각하고 말하는

이런 문제점들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으로 임선하(1993)는

것이 창의성이고 아무렇게나 하도록 허용하는 것이 창의성 교

창의성을‘새로움에 이르게 하는 개인의 사고 관련 특성’
이라

육인 것처럼 낭만적으로 정의하는 경향이 있다. 창의성을 이렇

정의하고 있다. 이 정의에는 새로움이라는 최종적인 지향점이

게 정의하면 인간의 원초적 본능과 창의성을 동일하게 받아들

있다. 이 지향점을 향해서 나아가는 조직화된 활동을 창의성

이는 것과 다름 아니다. 창의성은 하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하

교육의 줄기로 파악한다.

는 것이 아니라 단련되고 절제된 구조화된 사고를 통해 도달되
는 이상이다. 창의성은 인간의 사고 중에서 가장 최상의 위치

�반성 2 - 많이 알면서도 문제해결능력이 떨어지는 이유는

에 존재하는 만큼 엄밀하게 접근해야 할 대상인 것이다.

창의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인지구조를 상정해야

다. 환상주의적 정의를 하는 경우가 많다. 정신분석학의 토
대를 가지고 있는 학자들은 창의성을 환상적이고 무의식적인

한다. 이를 기반으로 아이디어가 작용하는 과정을 정신적으로
시뮬레이션할 수 있게 된다.

사고과정이라고 정의한다. 이들의 정의에 따르면 창의성은 우

인지구조론 중에 판이론(Plate Theory)이 있다. 인간의 인지

리의 건전한 이성으로는 접근하기 어려운 것이 된다. 창의적인

구조를 일종의 독서카드 개념으로 파악하는 이론이다. 우리는

사람을 언급할 때 주로 위인들만을 떠올리는 사람도 마찬가지

하나하나의 정보나 지식을 접할 때 하나하나의 독서카드를 기

이다. 위인들의 설명하기 힘든 창의적인 성취를 보통 사람들의

록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독서카드가 많은 사

창의성과 연결짓는 것은 문제가 있다. 창의성은 환상으로만 이

람은 지식과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받아들이는 것

해되는 것이 아니다. 환상으로 받아들여 일부의 사람들만이 관

처럼 인지구조의 판이 많은 사람은 공부를 많이 하고 아는 것

심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창의적인 관

이 많은 사람으로 받아들여진다.

심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판이 이렇게 많다 보니 특정한 문제상황에서

라. 교육과 관련된 창의성의 정의가 드물다. 교육과 관련된

요구하는 판을 다 꺼내지 못한 채 문제를 해결하고 마는 사례

창의성의 정의는 교육의 실제에 도움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가 자주 나타난다. 문제해결이 끝난 다음에야 비로소 자신이

창의성 교육의 실천과는 별로 관련이 없는 정의가 많다. 창의

알고 있는 것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했다는 탄식을 하는 사람들

성을 심리학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창의성을 이해하는 하나의

은 이의 사례이다. 이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여러 장의

방법일 뿐이다. 심리학적인 접근이건 철학적 접근이건 창의성

판을 하나로 만드는 작업이 필요하다. 여러 조그만 판에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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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는 지식이나 개념을 하나의 커다란 판에 위치지우는 작

잘못 시정됐다면 이젠‘ 어떻게’
를 말해 보자

업이 필요한 것이다. 이렇게 해야 문제 상황에서 빠뜨리고 활

어떤 일을 통해 지혜를 얻고 철학을 갖게 되는 사람은 뛰면

용하지 못하는 지식이나 개념이 없어진다. 이런 생각은 곧 단

서 생각하고 생각하면서 뛰는 사람이다. 창의성 교육을 실천하

일공간적 사고(Homospatial thinking)로 연결된다. 로센버그

는 과정에서 점검하고 해결해야 할 문제들을 정리한다.

(Rothenberg)는 하나의 공간에 모든 지식이나 개념을 배치시키
는 사고가 곧 창의적 사고라고 말한다. 단일 공간적 사고의 개

�실천 1 - 경험에서 빨리 벗어나야 독창성이 고개를 든다

념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해 준다. 아이들에게 창의성 교

창의적인 아이디어는 언제 나오는가? 경험과 지식이 소진

육을 할 때에는 다양한 경험의 소재(place)를 하나의 공간에 모

된 후에 진정으로 아이디어를 생성하는 사고 작용이 일어난다.

으라는 멋진 실천 아이디어로 나타난다.

따라서 경험이 가능하면 빨리 소진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

그런데, 지금까지는 비교적 단일 공간적 사고 이론과 무관
하게 논의되어 온 오스벨(Ausubel)의 인지이론인 그물망 이론

다. 이를 더 쉽게 설명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구조화된 체제를
활용한다.

(net theory)이 단일 공간에서 의미있게 논의될 수 있음을 발견
하였다. 그러니까 단일 공간적 사고로 모든 정보나 지식을 모
으는데, 어떻게 모아야 할 것인지를 그물망 이론이 설명해 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물망 이론은 인간의 인지구조를 그물로 받아들인다. 그물
의 눈과 코에 습득한 지식이나 개념을 위치지운다. 이 때 새로
운 개념이나 지식은 이전의 개념이나 지식에 비추어 그 위치를
잡게 된다. 바로 이 과정이 개념이나 정보를 조직하는 하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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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일 수 있다. 정보를 서로 유기적이고 촘촘하게 배치해야

여기서 목표와 소재를 고정시키는 이유는 경험의 소진 현상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런 방식으로 조직된 지식이나 정보가

이 생기므로 이것을 촉진시켜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창출하게

연합이론(association theory) 즉 서로 다른 것 사이의 연합 차원

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이다. 그러나 유아는 아직 경험이

에서 해석될 수 있다. 정보를 저장할 때 연합 이론의 관점에서

부족하기 때문에 조금은 융통성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유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서로 멀리 떨어진 것들 사이의 연결이 더

교육에서는 목표와 소재를 고정시키기는 하되 어느 정도는 유

고차원적인 사고라는 관점에서 경험을 확대함으로써 창의적

동적인 상황을 허용해도 된다. 초등학교로 이어지면서 목표와

사고의 가능성의 범위를 넓힐 수 있는 것이다.

소재를 고정시키는 강도를 높여야 한다.

필자가 이런 생각을 정리하는 이유는 창의적 사고의 과정을

이 표를 토대로 해석할 수 있는 또 한 가지 시사점은 교육은

월러스의 절차적 모형이나 문제해결 모형에서 설정하고 있는

목표와 소재를 고정시켜야 한다는 점에서 생활 자체가 교육은

것처럼 거의 자동화된 하나의 흐름으로 파악하는 것보다는 인

아니라는 점이다. 생활은 목표와 소재가 하나로 고정되는 것이

지구조 속에서 어떤 작용이 어떤 경로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아니라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이다. 생활을 어느 정도 일정하

지를 미시적으로 정리할 필요성을 느끼기 때문이다. 이런 작업

게 조직하고 규제하는 것이 교육이다. 즉 의도적인 상황이 전

이 창의성을 교육적으로 접근하는 사람들에게는 피할 수 없는

제되는 것이 교육이다. 이런 논의는 창의성 교육을 교과 독립

중심 과제라고 생각한다.

적으로 해야 한다는 또 다른 근거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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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천 2 - 프로그램과 워크시트의 구별을 해야 한다

결된 자극 상황에 처하게 될 때에만 실제 삶과 연결된 사고를

창의성 교육의 상황에서 활용되고 있는 자료들은 크게 기존

하게 된다. 활동지 2 시장 관련 활동은 시장 상황이 주어져야

의 기본 교재를 보충해주는 성격을 갖고 있는 것과 자체의 목

만 아동들은 이미 학습하여 형성한 개념이나 체험을 자극하게

표와 내용에 의해 구성된 자기 완성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 구

된다. 활동 3 문구, 활동 4 집안, 그리고 활동 5 악기의 경우도

분된다. 전자는 워크시트(worksheet)로서, 그 활동 자체의 의미

마찬가지이다. 정리해서 말하면 아동들은 학교에서 공부했던

를 다른 기본 교재와 관련지어 찾아야 하는 것이다. 후자는 프

것과 동일한 자극 상황에 처하게 될 때에만 이미 공부했던 것

로그램(program)으로서, 자체의 목표와 내용을 중심으로 구성

을 회상하여 사고하게 될 것이다.

된 교육 자료이다. 이런 구분은 창의성 교육의 실천 상황에서
요긴하게 쓰여진다. 창의성 교육 프로그램이라면 그에 맞는 실
천 행위가 따라야 한다.

�실천 3 - 활동지 간에‘스토리’
가 연결돼야 전체사고가 가능
하다

교육 기관에서 활용하고 있는 창의성 교육 자료는 대부분
교사 자작의 학습지인 경우가 많다. 물론 상업 출판된 자료도
있지만 이들은 대체적으로 활동들 간에 서로 유기적인 관계가
없는 낱장들의 묶음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교사들은 이들 낱장

활동지 1이 신체 활동과 관련된 학습 활동을 포함하고 있는

의 자료들을 무작위적으로 지도한다. 이 과정에서 검토해야 할

경우 그 프로그램으로 공부한 아동은 실제 생활에서 그 활동과

것들이 적지 않다. 창의성 교육을 낱장짜리 활동지로 하는 경

직접 연결된 자극상황에 처하게 되지 않고 시장이나 문구 관련

우 활동들 사이에 스토리(즉 의미있는 줄거리)가 형성되지 않

자극을 받더라도 교육받은 삶과 연결된다. 그러니까 서로 연결

기 때문에 아동들의 실제 삶의 장면에 연결되기 어렵다. 그 이

되어 있는 활동지의 묶음, 즉 전체 교육 활동을 하나의 중심되

유를 살펴보자.

는 주제로 계열을 정해 가르치는 프로그램은 학습 상황에서 서
로 달리 접한 자극의 경우에도 언제나 전체가 자극되어 회상된
다. 창의적 사고력은 직접 사고 활동에 개입하는 경우와 이미
경험한 것을 회상하여 반성하는 경우 외에는 거의 자극되지 않
는다고 할 때 프로그램으로 공부하는 것이 훨씬 더 창의성 증
진에 효과적일 것임은 이런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다. 이런 방식
으로 가르치면 가르치는 교사의 노력은 훨씬 적게 들지만, 교
육 효과는 클 것이다.

�실천 4 - 사고결과 나타내는 표상방법, 다양하게 시도돼야

위의 다섯 가지 활동지로 공부한 아동의 경우 활동지 1이 신

창의적으로 사고하는 것은 다양한 사태를 전제하고 있다.

체 활동과 관련된 학습 활동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그 프로그램

머리 속에서 이루어지는 사고 과정이 다양한 구조를 자극해야

으로 공부한 아동은 실제 생활에서 그 활동 즉 신체와 직접 연

하지만, 사고 결과를 나타내는 즉 표상하는 방법도 다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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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말이라는 표상은 가장 일반적이기는 하지만, 참신성과

하기 전에 실시한 창의성 검사와 창의성 교육이 실시된 후의

자극성은 떨어진다. 따라서 머리로 생각한 것을 몸으로 나타내

창의성 검사 점수를 비교한 것이다. 창의성을 가르치고 났더니

보게 한다든지, 상징이나 기호로 나타내 보게 하는 활동을 유

일반적으로 창의성이 증진된 것이 아니라 창의성의 특정 요인,

도함으로써 다양한 표상방법을 실천할 수 있게 된다. 어떤 경

즉 융통성과 독창성이 증진된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경우

우에는 하나의 소재를 다양한 방식으로 표상하게 하는 것만으

에 이런 경향을 보인다.

로도 훌륭한 창의성 교육 활동으로 이끌 수 있다. 하나의 특정
한 소재를 가지고 말, 그림, 몸, 상징, 기호, 음악 등 다양한 방
식으로 표상하게 하면 사고 작용이 다양하게 이루어진다.

학생들의 창의성 증진, 성급히 확인하려다 위험 따른다

창의성 교육을 하고 나면 학생들의 창의성이 증진될 것이라
는 일반적인 예측을 확인해 보고 싶을 것이다. 이 때에도 문제
는 있다.

�위험 2 -‘마음껏 상상해 보자’식으로는 사고구조변화 어
렵다

학교에서 활용되는 창의성 교육 자료들을 분류하면“마음껏
상상해 보자”
는 형식의 창의성 학습지들이 지배적으로 활용되
고 있다. 이런 형식의 활동은 일부로 제한되어야 한다. 거의 모

�위험 1 - 창의성 증진에도 분명히‘과정’
이라는 게 존재한다

든 활동이 이런 형식을 띠고 있다면, 학습자들이 사고의 구조를

창의성을 가르치고 나면 창의성이 증진된다는 매우 원시적

변화시킬 수 없다. 학습자들은 제한된 자기만의 정해진 방식으

인 주장이 아직도 주를 이루고 있다. 창의성을 가르치고 나면

로 상상 행위를 할 것이다. 위와 유사한 활동지를 여러 번 접해

창의성이라는 일반적인 요인의 복합체가 증진되지는 않을 것

도 상황이 달라지지는 않는다. 소재를 바꿔도(이를테면 나무에

이다. 창의성의 구성 요인들 중에서도 먼저 다루어지는 요인들

서 자동차로) 상상 방식은 구조적으로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

이 있다. 대체로 창의성 교육을 시작할 때 유창성을 먼저 자극

이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상상의 다양한 구조를 제시

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 다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독창성

해 주어야 한다. 임선하(1998)의‘창의성의 DESK 모형’
은하

을 강조한다.

나의 지침이 될 수 있다. 추상적인 교육 목표를 매우 구체적인

유창성과 독창성은 사고 과정이 다르다. 유창성은 플러스

교육 목표로 세분화한 이 자료는 상상을 비롯한 창의성의 모든

개념이라면 독창성은 마이너스 개념이다. 유창성은 무엇이든

영역을 조직적으로 구성하여 다룰 수 있게 해준다. 위의 문제

지 합하는 것이지만, 독창성은 합하기보다는 자질구레한 것을

는 현재 존재하는 것을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 상상의 한 활동

배제하고 얻는 또 다른 생각인 것이다.

이므로, 이 활동을 끝내면 또 다른 상상의 길을 안내해 주어 자

아래의 표는 서울의 어느 초등학교에서 창의성 교육을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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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현재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생각하기(활동 예 ;
상상의 동물인 용을 꿈속에서 진짜로 본 것처럼 생각하고 말하
기)”
나“현재 존재하는 것을 축소하여 생각하기(활동 예 ; 큰
비행기가 축소되어 파리만큼의 크기를 가졌다면?)”또는“현
재 존재하는 것의 위치를 바꿔 생각하기(활동 예 ; 얼굴 중앙에
있는 코가 머리 꼭대기에 있다면?)”
과 같은 상상의 다양한 길
을 체득시켜야 하는 것이다.
가 필요한 프로그램인가?
�위험 3 - 이 정도 기준을 충족시킨다면 좋은 프로그램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 활동들이 서로 연계된 프로그램인가?
창의성 교육이란 주장하는 것 아니라 실천하는 것

진정으로 좋은 창의성 교육 프로그램은 어떤 조건을 충족시

지금까지 함께 생각한 문제들은 창의성 교육을 실천하는 사

켜야 하는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교사들은 창의성 교육

람에게는 의미있는 것들이지만, 창의성 교육을 주장하는 사람

프로그램을 선택할 때 특별한 기준을 참고하지 않는다. 참고할

들에게는 의미가 덜할 것이다. 창의성 교육은 이론도 주장도

기준이 없기 때문이다. 좋은 창의성 교육 프로그램의 기준으로

아니다. 실천이다. 실천하는 과정에서 본 적도 들은 적도 없는

포함시키기에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검토 가능한 요소들을 몇

문제에 직면하고 좌절하는 경험을 통해 얻어진 지혜가 이론이

가지 제시한다.

고 주장이 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 무엇인가 새롭고 기이한 아이디어를 산출하도록 유도하는
가?

이런 관점에서 필자는 창의성 교육이 기법 중심으로 이해되
어 온 기존의 패러다임을 변환시켜 내용 중심으로 이해하려는

- 확산적 사고를 강조하는 문제로 이루어져 있는가?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창의성이라는 소화하기 어려운 큰 덩어

- 창의적 사고를 하려는 감정적 긴장을 강하게 조성하는 방

리를 잘게 쪼개 소화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화시킨 창의성의

안이 있는가?

내용 구조가 가진 창의성 교육의 실천 방안을 가지고 현장에서

- 학습자의 사전 경험이나 사고를 활용하는가?
- 학생은 자신의 아이디어를 산출하고 발전시키려 하는가?

얻은 지혜들이다.
필자가 제시한 문제와 간략한 대안들이 창의성 교육을 실천

- 사고 과정이나 결과가 창의적인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는가?

하는 사람들의 고민을 해결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

- 교사가 아이디어를 수용할 수 있는 체제인가?

면 하는 바람으로 이 글을 썼다. 우리나라 창의성 교육 역사 50

- 건설적인 비판과 평가가 허용되는가?

여 년에 이제는 우리의 학교에서 얻은 지혜가 이론이 되고 모

- 창의성 발달에 유용한 기법이 활용되었는가?

델이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 창의성 이론을 바탕으로 한 체계적인 프로그램인가?
- 창의성의 다양한 요인과 요소들이 고루 자극되는 프로그
램인가?

임선하, 창의성이란 무엇인가?‘세계화시대의 창의성 교육’학술대회발표
논문, 한국어린이육영회, 1995.9.28
임선하, 창의성에의 초대, 서울:교보문고, 1993

- 창의성 요인과 활동이 조화를 이룬 프로그램인가?

임선하, 창의성의 틀 -DESK 모형-, 서울:현대창의성연구소, 1998

- 탐구 범위가 목표에 맞게 구체적인가?

임선하역(Mansfield and Busse 저), 창의적인 사람은 무엇이 다를까?, 서

- 생활 속에서 재구성하고 재생할 수 있는 프로그램인가?
- 아동 혼자서 해결하는 문제보다는 적절한 때 교사의 참여
Educational Development ː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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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하우, 1993
Boden, M.A., What is creativity?, M.A. Boden(Ed.)Dimensions of Creativity,
Cambridge, Massachusetts:MIT Press, 1994. pp.75-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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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터스쿨, 학교인가회사인가
- 미국의대안공립학교차터스쿨, 어떻게실천되고있나?
김영주(시카고통신원, ykim30@uic.edu)

지난 2002년 미국교사연맹(American

역교육위원회와 학교 간에 차터나 계약을

Federation of Teachers)은 차터스쿨(Charter

맺는 것은 학교로 하여금 새로운 교육 접

School)에 대한 설문 조사를 실시하고 이

근과 시도를 촉진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

에 대한 연구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 연구

라는 것이다. 이로부터 약 20년이 지난

보고서에서 미국교사연맹은 공교육에 신

1988년 미국교사연맹의 전 회장이었던

선한 바람을 일으키며 개혁을 주도할 것

알버트 쉥커(Albert Shanker)가 학교의 자

이라는 애초의 기대와는 달리 오히려 교

율권과 학교교육 개선이라는 부드의 아이

육의 질적 저하를 초래할 여지를 많이 안

디어에 착안해서 차터를 유력한 대안 학

고 있다며 앞으로 차터스쿨 설립 허용을

교 형태로 공식 제시한 후 1992년 그 첫발

보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을 내디뎠다.

또한, 미국교사연맹은 본래 학교교육을

쉥커의 당시 차터에 대한 생각은 수업

현장에서 직접 부딪히고, 덕분에 학교 현

과 학습을 개선하기 위해 새로운 교육과

실을 바로 이해하는 교사, 학부모, 지역사

정이나 교수법의 개발이 필요하다는 생각

회에 의사 결정권을 주고 좀더 교육적이

을 같이하는 교사집단이나 혹은 학부모와

고 혁신적인 학교교육을 이루려는 본래의

교사가 뜻을 모아 지역구의 허가를 받아

의도와는 달리 오늘날 차터는 학교 선택

새로운 학교를 세우고, 지역 교육 위원회

과 학교 사이의 경쟁이라는 것으로 그 이

는 진보적 교육과정을 이행하고자 하는

해가 변질되었다고 지적했다.

이 집단에게 일정 기간 동안 자율적으로
학교 운영과 결정권을 부여하고 일반 공

목표성취시 존속, 그 반대 경우 폐교를
원칙으로

차터스쿨은 일종의 대안 공립학교로
1970년대 교육자 레이 부드(Ray Budde)
가 처음 제안한 바 있다. 부드에 따르면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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립학교와 다름없는 재정적 지원을 함으로
써 교육과정이나 교수법에 다양한 시도를
하고 이런 실험을 통해 질적 향상을 가져
오자는 것이었다.
쉥커가 제안한 차터스쿨에 대한 비전에

71

World’s Education U.S.A.

서 알 수 있듯이 공립학교이지만 기존의

기 때문에 학교 수준에서 참신한 교육 아

텍사스 주 등에서 비교적 많은 확산을 보

공립학교와는 다른 특색을 지닌다. 다시

이디어를 시도하기 용이하고 학교가 교육

이고 있다. 차터는 새로운 학교 설립뿐 아

말해 정부의 교육비 예산을 통해 학생들

과정의 제반 결정을 내리기 때문에 교사

니라 기존의 학교가 차터로 전환한 경우

에게 무상교육을 실시하는 공교육 기관이

로 하여금 자연스럽게 전문적 자질을 발

도 상당한데, 미국 교육부의 발표에 따르

지만 주(State)나 지역교육위원회가 정해

달시키도록 유도하는 이점이 있다고 말한

면 전체 차터스쿨 가운데 40퍼센트가 이

놓은 규정에 의한 구속을 받지 않는다. 재

다. 또, 차터는 학교로 하여금 관료주의 구

미 존재하고 있던 공∙사립학교가 차터로

정 보조는 정부로부터 받지만 제도적 규

속에서 벗어나고 자율성을 극대화함으로

전환한 것이라고 한다. 그리고 차터스쿨

율에 얽매이지는 않고 자율적인 학교 운

써 교사, 학생, 지역사회에 돌려주고 이들

로 전환하려는 기존 학교들의 둘 중 하나

영을 보장받는 것이다.

이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교육 주체가 되

는 차터제로 바꾸려는 이유에 대해 학교

차터스쿨은 차터라는 학교 운영 전반

게 하는 효과가 있다며, 차터제도를 극찬

에 주어지는 자율성 때문이라고 밝히고

계획을 담은 청사진을 토대로 세워지는데

하는 사람들은 심지어 차터스쿨이야말로

있다.

설립을 원하는 이가 차터라는 학교 운영

공교육의 개혁을 이끌어갈 진보적 대안이

목표와 비전, 실천 방법 등을 담은 계획서

라고 적극 홍보한다.

를 작성하고 주나 지역학구교육위원회,
혹은 차터스쿨 전담 부서의 허가를 받아

72

최근 몇 년 사이 급속한 성장세를 보이
고 있으며 앞으로도 차터스쿨의 증가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차터가 빠르게 번

‘ 자율성’
의 매력이 차터스쿨 확산 도와

져나가는데 차터스쿨 설립자에 대한 제약

설립∙운영하게 된다. 따라서 주마다 차

알버트 쉥커의 차터와 같은 계약 학교

이 거의 없다는 것이 작지 않은 요인으로

이가 있지만 차터스쿨은 보통 3년에서 5

운영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 이후

작용했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 차터 계

년 동안의 자율적 교육활동 기간을 부여

1992년 미국미네소타 주(Minnesota State)

약제 학교는 교사, 학부모, 지역사회 주민

받고 이 기간 동안 교육활동 평가 결과 차

에 처음으로 차터스쿨이 선을 보였으며,

은 물론 누구나 원한다면, 그리고 차터라

터에서 제시한 교육 목표와 비전을 성취

지난 십여 년 동안 38개 주가 차터스쿨의

는 학교에 대한 청사진만 올바로 세운다

할 경우 학교는 국가 재정 지원 속에 존속

설립에 관한 법적 규정을 마련하는 등 차

면 학교의 설립자가 될 수 있다. 심지어 많

하게 되지만 그 반대의 경우 폐교를 원칙

터는 공교육의 새로운 언어로 등장하게

은 주에서 이윤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들

으로 한다.

되었다.

에게까지 차터스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이렇듯 차터는 정부의 재정 지원 속에

아직까지는 비록 차터스쿨에 다니는

서 교육과정 계획과 실천, 교사 고용, 재정

학생이 아직 전체 학생의 2퍼센트에 채 미

에 이르기까지 학교의 제반 교육과 행정

치지 않지만 차터의 수는 2002년 10월 현

결정 권한을 갖고, 완전히 독자적 운영을

재 약 2,700여 개의 학교가 운영되는 등

하는 공립학교이다. 차터를 옹호하는 사

약 십여 년 사이에 많은 증가를 가져왔으

미국교사연맹이 앞서 지적하고 있듯이

람들은 지역교육위원회의 간섭을 받지 않

며, 특히 애리조나, 캘리포니아, 미시건,

차터는 학교의 새로운 모델과 교육혁신이

허용하고 있다.

140여 개 학교를 운영하는 학교 주식회
사 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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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근본 취지에서 벗어나 오늘날 교육

래 서로 크게 다를 바 없는 공립학교 중 하

터스쿨 사이에 학생을 유인하기 위한 자

수요자의 학교 선택과 학교간의 경쟁이라

나를 가든지 아니면 자신이 교육비를 부

연스런 경쟁을 유발한다는 것이다. 그리

는 교육에 있어 자본주의 시장경제 구축

담하면서 사립학교를 가든지 하는 양자택

고 이 경쟁이 좀더 나은 학교교육을 실현

차원으로 왜곡된 경향이 없지 않아 있다.

일을 할 수밖에 없었다. 차터는 과거에 찾

하기 위한 원동력으로 작용하여 궁극적으

일부 차터 옹호자들이 내세우는 학교 선

아볼 수 없었던 공립학교 내에서의 선택

로 차터스쿨과 일반 학교 모두의 교육 효

택과 경쟁은 자본경제 시장원리에서 도입

의 폭을 넓혀준다는 것이다.

과를 높이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주

된 개념으로 서로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

다시 말해, 학생들은 일반 공립학교에

장이다.

먼저, 차터는 그 동안 학생과 학부모들

다니고 싶지 않은 경우 사립학교 외에 정

차터를 선택과 경쟁이라는 측면에서

에게 주어지지 않았던 학교 선택의 범위

부의 교육 예산으로 무상교육을 실천하는

보는 이들은 경제가 자본주의 자유시장

를 넓혀준다는 것이다. 학령기에 접어든

차터라는 또 다른 선택의 여지가 있다는

경쟁을 통해서 발전하듯이 교육도 자유

아동은 지역 학구로부터 자신의 거주지에

것이다. 이런 점에서 차터는 재정적 희생

경쟁의 원리를 도입함으로써 발전하게 될

따른 학교를 배정받는다. 차터가 존재하

을 감수하지 않아도 되는 진정한 의미의

것이라고 믿는 사람들이다.

기 전 자신이 속한 학구의 공립학교에 이

학교 선택권을 학부모와 학생에게 부여한

러저러한 이유로 가고 싶지 않은 경우 학

다는 것이다.

한 회사가 독과점이 되어 소비자 시장
을 잠식할 때보다 여러 회사가 소비자의

부모와 학생에게는 개인이 학비를 부담하

더 나아가 차터제도는 교육 수요자에

욕구를 만족시키려는 경쟁을 함으로써 저

면서 사립학교에 가는 것이 거의 유일한

게 공립학교 내에서 선택권을 행사할 수

가의 고품질 제품을 생산하게 되듯이, 학

선택이었다. 즉, 주와 지역 학구의 관할 아

있도록 할 뿐 아니라 일반 공립학교와 차

교교육도 마찬가지 원리가 적용되어야 한
다고 본다.
다시 말해, 학생과 학부모를 제품의 소
비자와 같은 교육 수요자로 보고, 학교는
제품 생산 공장과 같은 개념의 교육 공급
자로 보며, 교육 공급자인 학교간에 교육
수요자의 기대를 충족시키고 유인하는 경
쟁 과정에서 교육이 발전한다는 입장이다.
그리고 이런 학교교육의 자본주의 자유 시
장 경제화를 통해 교육의 수준을 향상시킨
다는 논리가 설득력을 얻으면서 차터 확산
에 적지 않은 공헌을 한 것이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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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O란?

차터는 그 선을 보이면서 EMO(Educational Management Organization)라는 교육
경영 조직도 더불어 출현하게 했는데,
EMO는 영리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기관
으로서 차터스쿨을 운영함으로써 돈을 벌
어들이는 일종의 회사이다.
공교육 기관인 학교의 운영에 사기업
인 회사가 관여를 하고 이를 통해 이익을
추구한다는 것이 우리에겐 다소 생소한
이야기지만 에디슨(Edison)이나 어드벤티
지(Advantage) 같은 차터스쿨 주식회사가

표적 EMO인 에디슨학교주식회사는 22

되는 것은 사기업에 의해 운영되는 학교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더불어 이들

개 주에서 약 140여 개나 되는 학교를 떠

들이다. 학교를 경영하고 기업에게 돌아

EMO에 의해 운영되는 차터스쿨의 수도

맡아 운영하고 있다.

갈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는 학생들에게

해가 거듭할수록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EMO가 공교육에 관여하게 된 여지를 준
것은 지역교육위원회의 지도와 감독을 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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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하는 교육 서비스의 질은 낮아질 수
시장경제원리 스며들면서 변질되는 차
터스쿨

밖에 없다는 이론이다. EMO는 교장, 교
사와 같은 학교 인력의 고용, 교육 대상 학

나 학교를 운영하면서 도움을 필요로 하

차터스쿨은 관료주의와 제도의 불합리

생 집단의 결정은 물론 학교 활동까지 결

는 이들이 많다는 것이고 차터에 관한 주

하고 비능률적인 규율과 제약에서 벗어나

정하는 막강한 힘을 갖게 되었다. 그 동안

의 법안이 사기업체의 차터 운영을 허용

자율 속에서 수준 높은 공교육을 성취하

EMO에 의한 차터 운영에 반대하는 교육

하고 있기 때문이다.

도록 한다는 이상적인 비전 속에 출발했

자들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재정 속에서

많은 차터 설립자들이 장대한 교육에

다. 하지만 차터에 선택과 경쟁이라는 시

최대한의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는 보충학

대한 비전을 가지고 학교를 시작한다 하

장경제원리가 스며들면서 그 누구보다 도

습이 필요한 아동이나 학교가 좀더 많은

더라도 처음부터 학교를 일구어나가는 데

움의 손길이 필요한 학업 부진아동을 학

비용을 지출해야 하는 특성을 지닌 아동

적지 않은 어려움이 따르게 마련이다. 이

교 전체 학업성취도를 저하시킨다는 이유

을 기피하게 되는 현상을 낳게 되는 부작

런 과정에서 많은 차터들은 학교행정이나

로 외면하는 풍토를 조성하고 있으며, 차

용은 불을 보듯 뻔한 것이라고 경고해 왔

전반적인 경영에 도움을 필요로 하게 되

터로 빠져나가는 교육재정은 일반 공립학

다.

는데 EMO는 차터에 학교경영과 교육 서

교의 재정사태를 더 악화시킨다는 것이

교사연맹이 차터의 지난 십여 년을 점

비스를 제공하고 소득을 벌어들인다. 대

다. 차터 중에서 특히 많은 비난의 대상이

검하는 차원에서 실시한 이번 연구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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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안 차터정책을 실천하는 과정 속에서

�행정에 소요되는 액수가 더 많고, 일

진정한 학교되려면 새로운 접근 모색해야

차터가 원래 표방했던 학교의 자율성 확

반학교보다 수업을 위해 사용하는 재정이

미국 교사연맹이 밝혀낸 차터의 문제

보라는 순수한 교육의 목적이 자본주의

더 적다.

점은 이미 선행 연구들에 의해서도 많이

경쟁과 이윤이라는 경제원리에 휩싸이면

�월등한 학업성취도를 보이리라는 기

지적되어 왔다. 물론 차터스쿨 정책이 주

서 차터정책에 우려를 표명하던 교육자들

대와는 달리 표준학력검사에서 거의 비슷

는 기회를 이용해 뚜렷한 교육적 신념을

이 제기했던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음을

한 점수를 보인다.

가지고 학교에 적응을 하는 데 어려움을

�새롭고 혁신적인 교육을 시도를 하

겪는 학생이나 학업 성취도가 낮은 아동

도록 믿어져 왔지만 교육과정과 여러 활

을 위한 학교 운영자도 많다. 하지만 미국

교사연맹에서 밝힌 차터스쿨의 문제점

동이 실상 다른 공립학교에서 실시하는

차터정책은 경쟁 논리의 강조와 학교 기

교사연맹의 연구 결과를 간략히 요약

것과 별반 다름이 없다.

업화로 인해 학교로 하여금 도움이 절실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히 필요한 아동에게 보이지 않은 문을 걸

해 보면, 차터스쿨은 일반 공립학교에 비
해

교사연맹이 발표한 이번 보고서는 위

어 잠그게 하는 부정적 측면이 적지 않게
나타나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미국 학교교육의 심

에서 열거된 문제점들은 이윤을 목적으로

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 학교에 따른 학생

하는 기업이 운영하는 차터스쿨의 경우,

교육 수요자에게 학교 선택의 폭은 넓

의 인종 분리 현상이 더 크게 나타나고 있

그 정도가 더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혀주었을지 모르나 인간을 기른다는 신성

다. 즉, 학교가 지역 주민의 인종 분포도를

밝혔다. 또 차터에서 제기된 교육성과를

한 일에 학교가 성취도 경쟁에 이기기 위

반영하지 못하고 한 학교의 학생집단은

거두지 못할 경우 자동적으로 폐교 조치

해 학생집단을 선별하고, 이윤을 추구하

거의 백인인 반면 다른 학교의 학생은 흑

된다는 원래의 계약과는 달리 교육에 부

기 위해 자격증 없는 교사의 손에 아이들

인이라거나 히스패닉이 대다수를 차지하

진함을 보이는 많은 차터스쿨 가운데 실

을 맡기게 하는 일부 차터를 결코 성공적

는 성향이 더 심하다.

제로 교육 실패에 책임을 지고 문을 닫은

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더구나 관료

경우는 극소수에 이른다고 보고했다.

주의의 팽배로 인해 감독자에게 보이기

�별도의 교육과정이 추가적으로 필요
한 특수교육 대상 아동이나 이민자의 자

이로써 차터스쿨이라는 개념을 발달시

위한 가시적 행정과 틀에 박힌 교육활동

녀로 영어 보충이 필요한 아동, 그리고 무

키고 그 보급에 앞장섰던 미국 교사연맹

에 치중하는 폐단이 만연하는 학교현실

상으로 점심 제공되는 저소득층의 자녀

은 오늘날 변질된 차터는 바람직하지 않

을, 자율권 회복을 통해 극복하고자 했던

등 학교가 보다 많은 교육경비를 부담해

다며 차터가 공교육에 이롭다는 체계적인

원래의 의도가 선택과 경쟁이라는 모토

야 하는 특성을 지닌 아동의 수가 더 적다.

연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담당자들은 새

아래 변질되면서 낳는 부작용을 낳고 있

�교사 인건비를 절감할 수 있는 교사

로운 차터 설립 허가를 유보해야 한다며

는 미국 차터의 모습은 우리에게 교육은

차터 팽창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경제의 논리가 아닌 교육의 논리 속에서

경험이 적은 교사나 자격증을 소지하지
않은 교사의 수가 훨씬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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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기난사사건발생한그학교엔
종교수업이없었다
권미연(베를린통신원, miyun65@hanmail,net)
학교범죄 예방의 길, 종교수업이냐 윤리
수업이냐

장에서 교육이 어떻게 변화되어야 할지,

학교교육은 모름지기 지식 전달에 그쳐

또는 지금까지의 가치 또는 인성교육에서

서는 안 되고, 가치 전달과 조화를 이루어

무엇이 문제인지에 대해서는 의미 있는

야 하며, 이것이 건전한 사회의 밑바탕이

지적이 없었다.

된다는 것은 너무나 평범한 진리이다. 그

그런 와중에 지난 여름 연방헌법재판소

러나 이것은 어느 나라에서도 쉽게 잘 이

는 수년간 진행되어 온 브란덴부르크 주

루어지지 않는 어려운 과제이며 동시에

의“생활태도-윤리-종교 교과”
(Lebensg-

사회 전체가 머리를 맞대고 풀어야 할 과

estaltung-Ethik-Religionsku nde, LER)라는

제임에 틀림없을 것이다.

긴 제목의 수업을 둘러싼 헌법 소송건에

2002년 4월 26일 튀링엔 주 구텐베르

대해 판결을 내렸다. 통일 이후의 브란덴

크 김나지움에서 성적이 부진해 아비투어

부르크 주에서는 그 동안 독일의 다른 모

를 치르지 못하고 학교를 떠나야 했던 19

든 주들이 (카톨릭 또는 개신교의) 종교수

세의 한 청년이 모교에서 총기를 난사해

업을 정규 과목으로 규정하고 주당 2시간

자신을 포함하여 17명의 사상자를 낸 불

수업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과는 달

행한 사건이 발생한 이후 독일의 정치인,

리 종교수업이 없었다. 그 대신 종교적으

교육자, 학부모들은 독일의 교육상황과

로 중립적이며, 내용적으로 보편적인 가

학교폭력에 대해 극심한 우려를 표명하였

치와 규범을 가르치는“생활태도-윤리-종

다. 당시 연방 수상 슈뢰더는 그 사건의 원

교 교과”
라는 제목의 과목이 1992년부터

인은 교육제도의 문제뿐 아니라, 텔레비

3년간 시험적으로 도입된 후, 1995년부터

전과 컴퓨터 등의 매체에서 접하는 폭력

학교법에 의해 정규 필수과목으로 지정되

과 사회 폭력, 그리고 가정문제 등에 복합

었다.

적으로 얽혀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그

이에 대해 카톨릭교회와 개신교회가 강

후 6월에 이루어진 교육에 관한 정부 성명

한 비판을 하였을 뿐 아니라, 브란덴부르

에서 교육에서 가치전달과 지식전달의 조

크 주의 기민련(기독교민주연합, CDU)은

화를 강조하였다.

이 조치가 이전 동독시절의 탈기독교화

그러나 현재까지 독일 사회에서는 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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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또는 인격 도야와 관련하여 학교 현

경향을 부추길 것에 대해서 지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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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교회와 기민련은 세계관적으로 중립적

단의 교리에 맞추어서 교수된다는 것, 반

관적 차별화가 증대하고 사회운동도 노동

인“생활태도-윤리-종교 교과 대신에 종

면 교사는 누구도 자신의 의지에 반하여

운동뿐 아니라, 반핵운동 또는 환경운동,

교가 정규 필수과목이 되어야 한다고 요

종교수업을 가르칠 의무가 없다는 것을

여성운동, 소수민족운동, 나아가 성적(

구하였다. 다년간의 줄다리기가 이어진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헌법의 내용에

) 소수자운동으로까지 더욱 다양하게

후, 양 교회와 브란덴부르크 주 의회 내의

바탕을 두어 독일에서는 현재 브란덴부르

확산되어갔다. 이로 인해 사회는 더욱 다

기민련 원내 교섭단체 및 많은 학부모와

크를 제외한 모든 주에서 종교수업이 공

원화되고, 한편 학교 현장에서 종교수업

학생들은 연방헌법재판소에 소송을 제기

립학교에서 정규과목으로 운영되고 있다.

은 학생, 교사, 학부모 집단의 문제제기로

하였고, 2001년 상반기에 칼스루에의 헌

그러나 역사적으로 종교수업은 여러

인해 학교에서 반드시 모든 학생이 참가

법 재판관들은 합의안을 제출하였다. 그

번의 변화를 겪었다. 1933년에 나치 정부

해야 하는 교과목의 지위를 잃게 되었다.

안은 생활태도-윤리-종교 교과가 정규 필

는 종교수업을 구조적으로 제한하여, 학

그리하여 1969년 잘란트 주를 시발로 하

수과목으로 존속되며, 종교는 필수과목이

교에서 종교수업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여 모든 주가 종교수업과 관련된 학교법

아닌 선택과목으로 도입된다고 규정하였

조치하였고, 또한 분단 시기 동독 지역의

을 개정하게 된다.

다. 아울러 종교수업안이 개선되어야 하

모든 주에서는 학교에서 종교수업이 금지

고 종교수업 참가 등록이 수월해져야 한

되었다.

다고 규정하였다.

그 즈음 개정된 학교법은 모든 주에서
종교수업이 정규과목이라는 것을 규정하

한편, 1945년 이후 모든 서독 주에서는

고 있지만, 그와 동시에 학부모나 법적으

향후 종교수업을 가능하게 한 이 절충

개신교 및 카톨릭 종교수업이 부활되었

로 종교적 성년이 되는 14세의 학생 스스

안에 결국 교회와 기민련이 동의를 하였

다. 종교 교사들의 교육내용은 단순히 종

로가 학기 시작 전에 학교장에게 서면으

고 2002년 6월 말에 주의회에서 가결된

교를 가르치는 데 머물지 않고, 복음을 전

로 종교수업 불참 의사를 밝혀 종교수업

학교법에 따라 브란덴부르크에서도 종교

달하고 신앙을 일깨우는 것이었다. 이러

에 참가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수업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종

한 종교수업의 내용은 민주주의적-공적

이러한 사회적 상황의 변화로 인해 이

교수업에서의 성적도 새 학년도부터(비록

사회의 형성 및 사회적 변화에 어울리지

미 1969년에 함부르크대학의 개신교 신

상급 학년 진급 사정 자료가 되지는 않지

않는다는 지적과 함께 사회의 다양한 곳

학부 구성원들은 공립학교에서의 종교수

만) 등급으로 매겨질 수 있게 되었다.

에서 비판의 목소리를 받게 된다.

업의 과제와 목표를 비판적으로 재고할

60년대 말에 보수적인 기성의 권위를

것을 요구하였다. 그들은 종교수업이 자

인정하기를 거부하였던 68학생운동은 종

신이 살고 있는 세계와 삶의 상황에 대한

교 영역에서도 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진정한 자기 이해를 바탕으로 고유한 사

독일 헌법(Grundgesetz, 기본법) 제7조

벗어나 사고하고 행동하도록 영향을 미쳤

회적, 문화적, 종교적 전망을 가지며, 아울

(학제) 3항은 무종파 학교를 제외한 공립

다. 더 나아가 68학생운동의 영향으로 유

러 타문화와 타종교를 이해함으로써 자신

학교에서 종교수업이 정규과목이라는 것,

럽 사회에는 서로 다른 가치, 종교∙문화

의 문화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할 수 있도

국가의 감독권과 무관하게 종교수업은 교

적 정체성을 가진 집단들의 사회적∙세계

록 인도한다는 목표를 가져야 한다고 주

1933년 나치정부가 들어서며 종교과목
금지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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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하였다. 또한, 그들은 종교수업이 이러

78

참가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었다.

1984년부터 무종파 이익 동맹인 독일 휴

한 목표를 가짐으로써 개인과 사회의 문

또한 그와 아울러 각 주는 학교법이나

머니즘동맹(Humanistische Verbands

화적 정체성을 인식하고 나아가 그것이

각 주의 헌법을 통해 윤리(바덴-뷔르템베

Deutschland, HVD)이 담당하는 생활교과

보완되어야 할 필요성을 인식하도록 하는

르크, 바이에른, 헤센, 라인란트-팔트, 잘

가 교수되고 있다. 이 과목은“세계-휴머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이

란트), 철학(함부르크, 슐레스비히-홀슈

니즘적 바탕 위에서 의미 부여와 윤리적

러한 종교수업의 방향 제시는 현재에도

타인), 가치와 규범(니더작센) 등의 과목

가치 형성”
을 꾀하고자 한다. 여기서 윤리

종교수업이 후속세대에 가치관과 규범을

을 종교수업에 참가하지 않는 학생들이

적 핵심원리와 이념은 휴머니즘과 보편적

교육하는 바탕이 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반드시 참가해야 할 대체과목으로 규정하

인권 및 인간에 대한 사회적으로 책임 있

그리고 독일이 통일된 이후 과거 동독 지

였다. 또는 종교와 윤리를 복수의 필수 선

는 자기 규정이다.

역의 주였던 메클렌부르크-포르포메른,

택과목으로 제시해, 둘 중 한 과목을 듣도

이러한 생활교과의 내용은 종교적 윤

브란덴부르크, 작센-안할트, 튀링엔, 작센

록 하였다. 이처럼 종교의 다원성이 증가

리가 아니라 다음과 같은 칸트 철학의 4가

의 다섯 주에서 브란덴부르크만 제외하고

하고 많은 학생들이 종파적으로 중립적인

지 근본 물음에 방향을 맞추고 있다.

모든 주에서 일제히 종교수업이 다시 정

입장을 취하는 경향이 증가하는 와중에서

1. 나는 무엇을 알 수 있는가?(인식론)

규과목으로 편성되게 된다.

각 주는 종교수업에 참가하지 않는 학생

2.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윤리)

들에게 위와 같은 과목을 통해 올바른 가

3. 나는 무엇을 바랄 수 있는가?(미래

대체 과목으로서의 윤리수업

치와 규범의 문제를 교육할 수 있도록 하

종교수업이 독일 사회에서 학생들에게

였다.

형성/형이상학)
4. 인간은 무엇인가?(인간학)

단지 신앙교육뿐 아니라 가치관과 규범

그런데 국가적으로 비종교적인 윤리

그렇지만 이 생활교과는 베를린에서

을 형성하는 데 기본적인 역할을 한다고

교육을 하고자 하는 요구는 68운동 이후

종교수업의 대체과목으로 규정되어 있지

인정할 수 있다 하더라도, 기독교적인 신

의 70년대에 처음 등장한 것이 아니라, 이

는 않다.

앙을 가지지 않는 사람에게 성경에 바탕

미 이념적으로는 제1차 세계대전 후 나치

베를린과 아울러 브레멘, 노르트라인-

을 둔 종교 교육을 일괄적으로 의무화시

정권 수립 전까지의 바이마르 공화국

베스트팔렌에서는 68년 이후 학교법이 개

킬 수 없다는 것 또한 사회적 합의이다. 즉

(1919~1932) 시절로 거슬러 올라간다.

정될 때 학생들이 종교수업에 참가하지

신앙과 양심의 자유는 헌법에 명시된 기

당시 베를린의 사회민주주의 교육 개혁자

않을 수 있다는 규정이 첨가되었을 뿐, 그

본권이며, 따라서 종교수업에 참가하지

는 종교수업에 참가하지 않는 모든 학생

대체과목으로서 윤리나 그와 관련된 과목

않을 권리는 헌법에 바탕을 두고 있다. 이

들이 생활교과(Lebenskunde)의“세계의

의 도입이 규정되지 않았다. 따라서 베를

에 따라 대부분의 주에서 앞서 밝힌 바대

학교”
라는 수업을 듣도록 제안하였다.

린과 브레멘,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에서

로 1968년 이후에 학교법의 종교수업 조

현재 이러한 전통은 여러 주에서 시행

는 종교수업에 참가하지 않는 학생은 그

항이 개정되었으며, 그 내용은 학생들이

되는 윤리수업의 모태가 되었고, 또한 베

시간 동안 휴식을 취하거나 다른 것을 할

신앙과 양심의 자유에 따라 종교수업에

를린에서는 10년 간의 시험기간을 거쳐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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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판결은 종교수업의 손을 들었다

이러한 내재적 차이가 브란덴부르크 주

법안에 대해 판결을 내린 후에 다시 그 법

독일 사회에서 종교가 차지하는 역할

의 학교법을 둘러싼 대립으로 나타난 것이

안이 헌법에 불합치한다고 판결하는 것은

은 사회의 다원화 현상에도 불구하고 여

라고 할 수 있다. 브란덴부르크의 종교와

현실적인 가능성이 희박할 것이라고 보는

전히 큰 위력을 가지고 있다. 독일의 총인

윤리수업에 대한 개정 학교 법안이 제출된

것이 중론이다.

구는 2000년 현재 82,259,500명이며, 그

이후 개신교 신자인 15명의 학부모와 학

그리고 베를린 대주교 대변인 안드레

중에서 카톨릭 신자는 전체 인구의

생들은 양대 교회가 위헌 항고를 철회하였

아스 헤르치히(Andreas Herzig)는“비록

32.6%에 해당하는 26,817,342명이며,

음에도 종교수업의 가치를 더 확대할 것을

최선의 것이 달성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개신교 신자는 32.3%에 해당하는

고집하였다. 그리하여 그들은 개정법안이

우리들의 분쟁은 조정되었다”
고 설명했

26,601,595명에 해당한다. 또한 외국인

공립학교에서 종교가 정규과목이라는 헌

다. 브란덴부르크 주의 카톨릭교회는 향

출신이 대부분인 이슬람 신자도 2001년

법조항을 위배하고 있고, 그로 인해 기본

후 학교에서도 종교수업을 할 수 있게 된

현재 3,200,000명에 달한다.

권이 침해받고 있다는 주장을 바탕으로 그

것에 대해 기뻐한다.

이렇게 인구의 절반을 훨씬 넘는 카톨

법안의 효력 발생을 정지시키고자 하는 가

또한, 브란덴부르크 주 지방의회의 기

릭 및 개신교 신자의 수는 독일의 성당이

처분 신청안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연방헌

민련 원내교섭단체도 마찬가지로 최소한

나 교회가 한국의 성당이나 교회처럼 활

법재판소는 해당 관계자들이 어떻게 하여

잠정적으로나마 평온을 유지하고 있다.

기차 보이지는 않지만, 많은 영역에서 국

기본권의 침해를 받는지에 대해 충분히 밝

원내교섭단체의장 베아테 블레힝어(Beate

민들의 정서와 여론의 형성에서 중요한

히지 못했다고 지적하면서 그 가처분 신청

Blechinger)는“우리들은 국회의 임기 중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런 바탕에서 학

안을 기각하였다.

에는 그 싸움이 세간에 나타나지 않을 것

교 교육에서도 종교수업이 윤리관과 가치

이렇게 하여 관계자들은 브란덴부르크

관 형성의 원천으로 기능하고 있으며, 또

주의 학교법, 구체적으로는 세계관 문제,

많은 학부모들은 자녀들이 기독교적 윤리

궁극적으로는 국가와 교회의 관계에 관한

관을 지니기를 희망하는 것도 사실이다.

헌법 소송은 끝이 났다고 본다. 브란덴부

이라고 본다”
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남아 있는 종교냐 윤리냐
의 갈등

그러나 한편으로 독일 사회는 가치와

르크 주의 교육부 장관 슈테판 라이헤

학교법에 의해 윤리과목이 종교과목을

문화적 다양성을 존중하고자 하는 층들도

(Steffan Reiche, SPD)는 종교수업을 둘러

대체할 수 있는 교과목으로 아직 지정되

넓게 존재한다. 그들 중 일부는 진보적인

싼 논쟁이 최소한 향후 몇 년 더 나아가 몇

어 있지 않은 베를린에서 교육 관계자들

성향을 띠고 또 일부는 자유주의적 성향

십년 동안 더 이상 논제가 되지 못할 것이

은 최근에 종교수업의 역할에 대해서 토

을 띠고 있다. 이들은 획일적인 종교적 윤

며, 이로써 지속적인 갈등은 사라졌다고

론을 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가운데서

리관으로 자녀들이 교육받기를 원치 않

파악한다. 만약 소송인들이 포기를 하지

2002년 11월 23일자 <타게스슈피겔

고, 무종파적으로 다양한 문화와 가치 속

않는다면, 헌법재판소는 다시 한 번 최종

(Tagesspiegel)>지는 베를린의 새로운 학교

에서 보편적 가치와 규범을 통해 교육받

적인 판결을 내려야 할 수도 있겠지만, 헌

법을 위한 사민당(SPD)∙민사당(PDS) 연

기를 원한다.

법재판관들이 그들 스스로 절충하여 어떤

정 정부 내의 토론에서 가치 교육을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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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새로운 교과목을 신설하는 문제에서

호받지 못하는 경향을 지적하였다. 그 대

러한 녹색당의 주장에 사민당도 동조를

아직 합의가 도출되지 않았다고 보도하였

표적인 사례가 동성애자의 결혼과 가족

하고 있다. 나아가 베를린 사민당은 베를

다. <타게스슈피겔> 지는 베를린에서는 종

구성에 관한 것이다. 그들은 전통적 기독

린 학교법의 개정에서 기존의 종교수업

교수업의 대체 과목으로서 브란덴부르크

교 윤리는 변화하는 사회의 역동적 다양

대신 윤리∙종교∙생활 교과를 통합한 과

주처럼 생활태도-윤리-종교 교과가 종교

성을 담아내지 못한다고 지적하며, 나아

목을 도입하고자 시도하고 있다.

대신 필수과목으로 도입되지 않을 것이

가 기존의 종교수업은 사회의 다양한 구

한편 기민련은 그들이 9.11 테러와 에

며, 또한 윤리/철학, 종교, 생활 교과 중 한

성원 모두를 포괄하여 사회의 통합에 필

어푸르트에서의 비극적 사건이 일어나기

과목이 선택 필수가 되는 방식이 채택되

요한 민주주의적 가치를 전달하지 못하고

전부터 학교에서 가치교육이 강화되어야

지도 않을 것이라고 전하고 있다.

있다고 주장한다. 그들은 후속 세대가 다

한다고 주장하여 왔음을 지적한다. 그들

단지 기존의 종교수업 외에 그것과 병

양한 가치와 타문화에 대한 이해∙비교

은 무엇보다 전통적인 기독교적 가치의

행되거나 그것을 보완하는 새로운 교과목

능력과 수용 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

보존에 바탕을 둔 다양성의 수용이 사회

이 도입되는 데에는 좀더 많은 토론과 합

하는 것이 미래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

의 안정적 통합에 더욱 필요하며, 단순한

의가 필요하다는 데에만 인식이 모아졌

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가치 중립적인 윤리수업만으로는 독일 사

다. 베를린 사민당 교육정책 담당자 펠리

이에 따라 2002년 초반에 바이에른 주

시타스 테쉬(Felicitas Tesch)는 이러한 결

의 녹색당은 종교수업을 폐지하고 종교적

정의 배경에는 공립학교에서 새로운 과목

으로 가치 중립적인 윤리수업을 도입하고

따라서 베를린의 기민련은 학교법의

을 신설할 때 필요한 재정이 확보되지 않

자 하는 법안을 제출한 바 있다. 그리고 이

개정에서 윤리수업이 종교수업을 대체하

회에 필요한 통합에 도움이 되는 교육이
이루어지기에는 부족하다고 주장한다.

은 것이 커다란 이유로 작용하고 있다는

여서는 안 되며, 윤리 또는 유사 과목이 도

것을 솔직히 시인하였다.

입된다 해도 종교수업 자체가 축소되어서

그러나 내용적으로는 그 이면에 엄연

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개신교회

히 정치적∙이념적 견해의 대립이 드러나

에서 2,500명의 시민을 대상으로 한, 기독

고 있다. 그 중에서 주목할 만한 견해는 종

교와 윤리의 의미를 가르치기 위해서 종

교수업에 대한 비중을 줄이고 그에 대한

교수업이 필요한지를 묻는 설문조사

대안으로 다양한 가치와 문화에 대한 이

(2001. 11. 13)에서 85%가 종교 수업이

해를 도와줄 수 있는 수업이 도입되어야

필요하다고 대답하고 있는 것도 그들의

한다는 주장이다. 이러한 주장을 내세우

주장의 근거가 되고 있다.

는 이들은 교회가 현재 독일 사회에서 문

종교수업인가 윤리수업인가? 그것은

제가 되고 있는 다양한 가치와 문화의 관

독일 사회에서 잠재되어 있는 또 하나의

용(Toleranz)에 대해 보수적인 입장을 취

이념 대립이다.

함으로 인해 사회적 소수자의 권리가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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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때는러시아교육, 세계수준이었다
- 러시아 교육 시스템의 자유주의적 개혁과 위기
김계환(모스크바통신원, kevinmoscou@hanmail,net)

문맹률 0.5%, 평균 수학년수 11년, 대

분의 다른 경제 분야의 경우보다 월등히

학 이상 학생수 인구 10,000명당 327명.

높은 반면, 보수 수준은 경제 전체 평균 수

수치상으로 러시아는 세계 어느 선진국에

준보다 낮았다. 교육 종사자의 평균 보수

못지 않게 교육수준이 높고, 많은 사람들

수준은 1980년 경제 전체 평균의 80%였

은 이를 러시아가 갖고 있는 잠재적인 성

던 것이 1985년 79%, 1991년 71%로 낮

장 가능성의 제일 중요한 요소로 꼽고 있

아졌다.

다. 그러나 지난 15~20여 년간 진행되어

교육 시스템의 운영이 전적으로 정부

온 러시아 교육 시스템의 변화과정은 이

재정에 의존하는 제도하에서 이는 무엇보

러한 희망적인 전망을 어둡게 만들고 있

다 교육에 대한 정부 지출의 불충분함에

다. 소비에트 시대에 누적되어 온 구조적

원인이 있었다. 대부분의 OECD국가들이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1970~80년대를 거쳐 교육에 대한 정부

개혁의 혼란 속에서 새로운 문제들이 누

지출을 늘여 1990년 평균 국민총생산의

적되어 왔기 때문이다.

4.8%에 이른 반면, 1980년대 러시아의
교육지출은 국민총생산의 3.8~4.0%를

1990년 초 이런 문제들이 러시아 교육
의 발목을 잡았다

소비에트 교육 시스템의 문제 중 하나

1+2

들어서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또 하나의 문제는 전문가의‘과잉생산’

로 지적되었고, 특히 지난 세기 1980년대

이었다. 상당수의 전문인력이 전공한 분

들어 더욱 악화된 문제는 기준에 미달하

야와는 다른 부문에 종사하는 경향이 강

는 기자재 수준이었다. 예컨대 1990년 도

화되었다. 1988년 조사에 따르면 고등 전

시 8~9학년 과정의 49%, 농촌 학교의 경

문가의 40%, 중등 전문가의 반 이상이 이

우는 27%만이 컴퓨터 실습실을 갖추고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등 전

있었고, 컴퓨터 보급은 학생 70명당 1대

문교육 이수자가 단순 노무직에 종사하는

에 지나지 않았다.

경우도 1980년 126,000명에서 1987년

교육계 종사자들의‘숙련’수준은 대부

Educational Development ː2003

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1980년대 후반

350,000명으로 3배 가까이 증가했다.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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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디로 전문 인력의 공급 구조가 경제 시

반에 불과할 정도로 낮을 뿐만 아니라 최

로 교육과 관련된 지역간 차등화를 심화

스템의 요구에 적응하지 못하는 불균형

저 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수준으로 떨어

시키고 있다.

현상이 강화된 것이다.

졌다. 학교의 기자재 공급 수준도 악화되

여기에 교육의 유료화, 관리기능의 분

어 학생 500명당 현대식 컴퓨터 1대로, 정

권화, 교육기관의 조직적 형태의 다양성

부의 컴퓨터화 계획은 훗날의 이야기가

확대, 교육내용과 방식 선택의 자유의 확

되어 버렸다.

대로 지역간, 사회계층간 차등화가 가속

‘ 자유주의적 교육모델’
로 급진개혁 추
진돼

1990년대 초반 시작된 급진개혁은‘전

경제사회위기와 자유주의 교육모델의

체주의로부터 시민의 해방’
,‘민주주의와

도입은 차등화의 심화라는 또 하나의 예

다양성’
의 원리를 실현하기 위한‘자유주

상치 못한 결과를 초래했다. 지역간∙소

의적 교육모델’
의 방향으로 나아갔다. 우

득 계층별로, 상이한 교육수준에 대한 접

선 교육에 대한 정부지출이 대폭 축소되

근가능성의 차등화, 교육의 질적 수준의

1990년대는 대학 등록자의 수가 급속

었다.

차등화가 그것이다. 이는 우선 재정조달

히 증가한 반면, 한편으론 중등교육과정

사회경제 시스템의 전반적인 위기라는

의 책임이 상당부분 연방정부로부터 주,

(8~9학년) 미이수자의 숫자도 증가한 것

정세 속에서 특히 교육계의 재정적 위기

지방정부로 이전되면서 나타나는 현상으

으로 조사되었다. 다시 말해 1989~1994

는 다른 어떤 사회경제분야보다 심각한

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년 사이에 15~19세 연령그룹에서 초등

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최고 수준의 교육으로 꼽혔던 러시아,
세계 10위권 밖으로 밀려나

2000년의 경우 교육재정 부담 비율은

교육(1~4학년) 미이수자의 수가 두 배나

이 시기에 동유럽의 다른 이행기 경제

지방정부 62%, 주정부 20%, 연방정부

증가했고, 20~24세 연령그룹에서는 중

에서는 국민총생산 대비 교육지출의 규모

18%로 교육에 관한 한 완전한 지방분권

등교육 미이수자의 수도 1.2배 증가했다.

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교육계 종사

화가 이루어졌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

또한, 1990년대에 경제활동인구에 편

자의 평균임금 수준도 경제 전체의 평균

역간 경제발전 수준이‘중세-탈현대’
의

입된 연령층에서 중등교육 미이수자도

보다 높았던 반면, 러시아의 경우는 교육

차이라 할 만큼 심대한 상황에서 연방정

10%로 기존 취업인구의 경우보다 5배나

계 종사자의 임금 수준이 전체 평균의 절

부의 재분배 정책의 포기는 필연적 귀결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것이었다.

이는 지난 10여 년 동안 현대적 의미에
서의 문맹자가 증가하는 현상이라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이야기되던 초∙
중등학생의 수학∙과학 수준도 저하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1995년~1999년까지 38개국을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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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실시한 테스트 결과(TIMSS)에 따르

경우 가장 열악한 처지에 처해 있다. 기자

분야의 교육에 전혀 경험이 없는 학교도

면 러시아는 일본, 한국, 싱가포르, 타이

재의 수준은 말할 것도 없고, 교사는 비전

이 신생분야에 참여하는 경우도 많았다.

완, 체코 등에 뒤떨어질 뿐만 아니라 10위

공 과목을 가르치는 경우가 많을 뿐만 아

이제 러시아에선 교육비를 부담할 능력이

권 밖으로 밀려난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니라, 낮은 보수수준으로 말 그대로 생존

있는 학생이면 누구나 대학에 들어갈 수

테스트 결과에 따르면 평균 수준의 저하

의 위기에 처한 경우도 많은 것으로 말해

있는 상황이 되었다고 말해지고 있다. 대

와 동시에 학교간 차등화가 심화되는 것

지고 있다.

학교육에 필요한 기초교육이 충분치 못한

으로 나타났다.

경우에도 말이다.

이러한 현상은 단일 교육 시스템이 붕

넘쳐나는 전문인력, 러시아만의 문제인가

러시아에서 고등전문교육에 대한 수요

괴되어 상호 연관성이 결여된 엘리트 교

고등전문교육기관 학생 수는 양적으로

증가의 원인은 전문지식의 습득에 있다기

육과 대중교육이라는 두 시스템으로 분할

폭증이라 할 만큼 급속도로 증가했다.

보다는 졸업장이 취업에서 결정적인 역할

되는 현상이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1990년 2,824천 명이던 학생 수가 2000

엘리트 교육은 사립학교의 등장, 특정

년 4,742천 명으로 1.68배 증가했다. 이

과목 교육에 특화된 학교의 등장으로 표

러한 양적 확대는 고등전문인력의 질적

현되고 있다. 이러한 유형의 학교는 1991

수준의 저하를 동반하고 있다. 고등전문

년 7,200개에서 1997년 9,700개로 증가

교육기관 수가 1991년 519개에서 2001

했다.

년 965개로 증가하는 과정에서 경험이 없

이 엘리트 학교는‘부유한’지역에 집

는‘빈 공간’
에 세워진 학교가 많을 뿐만

중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학부모가 추가

아니라, 항상직 교수진이 없는 학교도 많

적인 학비를 부담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

이 생겨났다. 현재 사립대학 교수진의

서 학생 1인당 지출 규모에서 사립학교의

3/4(전체 고등교육기관 교수진의 1/3)이

경우 국립학교보다 10배 이상 높다. 교육

겸직인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국립대학

용 기자재의 수준이 높을 뿐만 아니라 우

들도 지난 10여 년간 분교를 몇 배로 신설

수한 교사를 경쟁을 통해 채용하고, 또한

하여 현재 1,200개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

국립학교의 경우 교사 1인당 평균 학생수

되고 있다.

가 12명인 반면 사립학교의 경우 4명에

시장경제로의 이행과정에서 경제학,
법학 전공자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면서

지나지 않는다.
대중 교육의 상황은 정부 교육지출의

지난 5년간 이 분야 졸업생 수는 2배로 증

축소로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 특히 재

가했다. 대부분의 대학이 경제학, 법학 전

정 수입원이 빈약한 농촌, 중∙소도시의

공을 신설했지만, 이 과정에서 이전에 이

Educational Development ː2003

1+2

83

World’s Education RUSSIA

을 하는 상황에서 고소득 직업을 확보하

두지 않고는 1990년대의‘새로운’경향을

는 데 있다고 많은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올바로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유료 교육의 확산, 학교 설립의 용이함은

다른 한편으로 러시아가 현재 겪고 있

공급의 증가를 낳고 이 과정에서 양적 증

는 문제들은 크고 작은 정도의 차이는 있

가와 동시에 교육의 질적 수준 저하가 초

지만 세계의 많은 나라가 직면하고 있는

래되고 있다.

문제라고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적어도

1980년대 문제였던 전문인력의‘과잉

산업화과정을 이미 경험한 나라들에게 물

생산’
도 다른 형태로 재생산되고 있다. 경

넘쳐나는 전문인력,

질적 재화의 생산이 지난 시대의 과제였

제∙사회시스템의 위기 속에서도 상업,

러시아만의

다면 아마도 다가오는 시대의 과제는‘인

중개 부분(은행∙보험 등)의 인력수요가

문제인가

간의 생산’
, 특히 교육문제의 해결에 있다

급증, 이 분야의 전문인력이 급증한 반면,
엔지니어 기술자의 수는 감소하고 있다.

각 나라가 이런저런 교육 시스템을 갖

엔지니어, 기술자보다 상업, 중개부문 종

고 있지만 아직 일반적으로 적용 가능한

사자를 선호하는 사회적 가치 기준의 변

가장 효율적인 시스템을 어떤 나라도 찾

화도 물론 이 경향을 강화하고 있다.

아 교육 시스템의 개혁 과정은 소비에트

아내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경향이 지속된다면

시대로부터 물려받은 뿌리깊은 모순에 개

한 러시아 학자는 20세기초 산업화과

가까운 장래에, 500만에 달하는 퇴직, 혹

혁과정의 온갖 오류들이 겹치면서 문제가

정의 온갖 문제들이 중첩되어 나타난 곳

은 준퇴직 연령층이 종사하고 있는 실물

심화되는 모습을 띠고 있다.

이 러시아이며, 러시아가 가장 극단적인

생산분야에 엔지니어 기술자의 부족이라

그러나 이런 모든 문제들은 소비에트

형태의 해결책을 세계에 보여줌으로써 위

는 문제를 야기할 것이라 예견하고 있다.

시대의 교육 시스템에 대한 나름대로의

기에 처한 세계자본주의를 구했다고 말하

또한 퇴직 혹은 준퇴직 연령층이 50%에

평가를 전제로 해서만 올바로 이해될 수

고 있다.

달하는 전문과학연구 분야의 인력 부족도

있을 것이다. 즉 각국 교육 시스템의 역사

현재의 러시아 교육 시스템의 상황은

심각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를 이해함이 없이 외양적 유사성만의 비

또한 많은 나라의 교육 시스템이 직면한

교는 잘못된 평가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이

문제를 가장 극적인 형태로 보여주고 있

다.

는 것은 아닐까? 따라서 또한 다른 나라에

1990년대 러시아 교육 시스템의 특징
은 평균적 수준의 저하, 차등화, 구조적 불
균형의 심화로 요약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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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봐야 하지 않을까?

소비에트 교육 시스템의 특징인 전 교

하지만 러시아 교육 시스템이 직면하

육과정의 무료화, 즉 교육기회의 균등화,

고 있는 이러한 문제는 러시아에만 독특

혹은 일반교육과정에서 교사 일인당 학생

한 문제로만 보기는 힘들어 보인다. 러시

수 12명 등, 이전 시스템의 특징을 염두에

해결의 실마리를 적어도‘부정적인’형태
로 보여주는 게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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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장관사임시킨
영국의A-Level 시험
하태욱(런던통신원, tae.ha@kcl.ac.uk)

수학능력시험이 끝나고 난 후 난이도

시험관 로저 포티스는 시험 감독 기관인

에서부터 출제경향과 진행과정까지 논쟁

자격증 및 교육과정 감독원(QCA:

의 대상이 되는 것은 한국같이 대입이 모

Qualification and Curriculum Authority)이

든 것을 결정하는 나라에서만 일어나는

A-Level에 대해 대대적인 수정을 가해야

일은 아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대

만 한다고 경고한 바 있다. 그렇지 않으면

학입학을 목표로 하는 수험생들에게 이

엄청난 성적 인플레 현상이 벌어지거나,

문제는 인생을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사

이를 막기 위해 성적을 임의로 하향 조정

건이 아닐 수 없기 때문이다. 영국에서도

하는 사태가 벌어질 것인데, 이 둘 중 어떤

올 하반기 교육계는 이 문제로 매우 뜨거

것도 수험생들과 학부모들에게는 받아들

웠던 한 해였다. 교육부 장관을 비롯해서

이기 어려운 것이 될 것이라는 지적이었

무려 세 기관의 단체장을 해임 혹은 사임

다. 놀랍게도 이 경고는 2002년 고스란히

시킨 이 사건은 도대체 무슨 문제가 있었

현실로 드러나게 된다.

던 것일까? 이 사건을 거슬러보면서 이 사

경고는 그때 한번만이 아니었다. 2001

건이 우리의 수학능력시험제도와 그 운영

년 8월 첫 번째 A/S Level의 시험 결과가

에 던져줄 수 있는 시사점이 많을 것 같다.

나오자 전문가들은 다시 한 번 시험성적
인플레를 우려하기 시작했다. A/S Level

영국 역사상 최고 논란 일으킨 A-Level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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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기존의 A-Level에 비해 쉽기 때문에 그
성적에서 A나 B를 받는 학생이 상대적으

올해 2002/2003학년도 대학 신입생들

로 더 많을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올해 보

이 치렀던 A-Level 시험은 영국 역사상 최

았던 A2의 경우에도 식스폼 저학년에서

고로 논란이 심했던 대입 시험이라고 해

공부한 것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지 않

도 과언이 아닐 듯하다. 어느 정치평론가

기 때문에 이전의 A-Level 시험에 비해서

는 이 사태를 두고‘교육 분야의 구제역

는 쉽게 출제될 수밖에 없었다. A2가 쉽게

사태’
라고까지 표현한 바 있다(영국은 지

출제된 데는 고등교육 진학률을 50%까지

난 한해 구제역으로 엄청난 경제적∙사회

끌어올리려는 영국정부의 의지가 원인이

적 손실을 보았다). 문제의 심각성은 이번

되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 형편이다.

사태가 단순히 일회적인 실수로 벌어진

어쨌거나 이전 A-Level보다 쉽게 출제된

것이 아니라는 데 있다. 이미 1998년 수학

두 시험은 이전보다 훨씬 더 많은 고득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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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를 양산해 냄으로써 시험으로서의 변별

제지로 밝혀지고, 시간이 지날수록 유사

태는 새 시험제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

력을 상당 부분 상실하게 된 것이다.

한 문제를 호소하는 학생과 학부모들의

한 교사들이 학생지도를 올바르게 하지

전화, 이메일이 쏟아지자 이 언론사는 이

못한 데서 벌어진 것이라고 책임을 전가

사건을 파헤쳐 보기로 결정했다.

함으로써 수험생과 학부모, 교사들의 분

언론사에 걸려온 전화 한 통화가 그 시

이 언론사가 담당교사와 접촉하자 이

노를 불러일으켰다. 감독기관인 자격증

밝혀지지 않을 것 같던 사실은 예상 외

와 비슷한 더 많은 케이스가 쏟아져 나오

및 교육과정감독원(QCA) 역시 이러한 항

로 너무 낮은 점수를 받은 딸의 시험 결과

기 시작했다. 심리학 교사인 베로니카 보

의가 세계 여러나라에서 벤치마킹되고 있

를 이상하게 여긴 학부모가 언론사에 건

러(Veronica Brough) 교사의 경우는 그녀

는 A-Level의 명성을 추락시키는 일이므

한 통의 전화로부터 그 껍질이 벗겨지기

의 담당학생들 20명 중 무려 14명이 U를

로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고 밝히는 등 안

시작했다. 물론 시험 결과가 잘못 나왔다

받았던 것이었다. 그 중 10명은 그녀가 A

일한 사태 인식으로 원성을 샀다. 유명 사

는 항의 전화 따위는 결과가 발표나면 으

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던 학생

립학교 교장들의 연합회인 교장회의

레 나오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번 일에는

들이었다. 그 중 한 학생인 제임스 레시

(headteachers’and Headmistresss’Confer-

조금 이상한 부분이 있었다. 이 여학생의

(James Lacey)의 경우는 그 결과 자신이

ence)는 독립기관의 감사를 요구하면서

경우 단순히 점수가 낮게 나온 것이 아니

첫 번째로 원하던 옥스퍼드와, 맨체스터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법정으로

라 최악의 점수인‘U’
를 받았기 때문이다.

대학을 진학할 수 없는 처지에 이른 것이

이 문제를 끌고 갈 것을 시사했다. 여론이

이 U라는 점수는 전혀 알아볼 수 없는 답

다. 보러 교사는 주변의 다른 동료 교사들

이토록 악화되자 교육기술성(Department

안지나 평가물이 제출되지 않은 경우에만

과 연락하게 되었고, 다른 학교에서도 비

of Education and Skill) 장관이던 에스텔 모

부여되는 점수이기 때문에 세 가지 평가

슷한 경우들이 발생한 것을 확인했다. 이

리스(Estelle Morris)는 전 수석 장학감사관

물 중 하나에서 A를 받은 그녀가 다른 두

언론사가 시험채점이 의도적으로 낮게 이

(Schools’Chief Inspector) 마이크 톰린슨

가지 평가물에서 U를 받게 된 것은 납득

루어졌을 수도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는

(Mike Tomlinson)을 수장으로 하는 독립

하기 어려운 처사였다. 그녀 자신이나 지

기사를 내자 더욱 많은 전화와 이메일들

감사위원회를 발족하게 된다.

도교사 모두 A를 예상했었음에도 두 가지

이 쏟아졌다. 이를 통해 문제는 단순히 심

독립 감사위원회의 1차 조사 결과 OCR

평가물에서 U를 받은 그녀는 결국 평균점

리학 과목에 국한된 것이 아니었으며,

이 과제물에 대한 채점 기준을 갑자기 높

수 C를 받았다. 그녀가 원하던 대학에 진

OCR이 출제 채점한 것 외에 AQA가 출제

인 것으로 나타났음에도 OCR은 이것이

학하기 힘들어진 것은 자명한 일이다.

채점한 시험에서도 유사한 사건들이 발생

직권으로 가능한 범위 안에서 이루어진

했음이 밝혀졌다.

것으로 법률적으로 하등의 문제가 되지

작이었다

이 사건을 접수한 언론사는 이 일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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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에 국한된 채점 오류나 컴퓨터 오류

여론에 떠밀려 자체 조사를 실시한

않는다고 발뺌을 했다. 그러나 조사가 계

정도로 생각했다. 그러나 이 학생이 본 시

OCR의 조사결과 발표는 악화된 여론에

속되면서 채점에 참여했던 채점위원들이

험지가 4년 전 엉뚱한 시험지를 학교로 배

불을 지르는 격이었다. OCR은 조사 결과

압력을 받은 사실을 털어놓게 되었고, 마

달한 전력이 있었던 OCR에서 출제한 문

채점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으며 이번 사

침내 주요 시험 주관기관들인 OCR과
Educational Development ː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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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evel이란?

Admission Service)에 자신이 원하는 학교를 6개정도 지원한다. 일반적으로 성적보다

영국(England)에서 1952년부터 대학입학시험으로 쓰이고 있는 A-Level의 공식

높은 대학 2개, 비슷한 대학 2개, 안전한 대학 2개 정도를 지원하는 것이 통례이다. 유카

명칭은 GCE A-Level이다. GCS A-Level은 General Certificate of Education

스로부터 학생들의 지원서를 접수한 각 대학들은 지원서와 추천서, 내신성적, 자기소개

Advanced Level의 약자이니 중등학교 졸업증명(GCSE : General Certificate of

서 등을 기준으로 일차 사정한 후 인터뷰를 거쳐 입학 조건을 제시한다. 만약 한 학생이

Secondary Education, 10~11학년에 치룸)과 비교해 볼 때‘상급 중등교육 이수 증명

‘가’
라는 대학의 경제학과에 지원한다면 이 학교는 그 학생에게 A-Level 수학에서 A,

서’혹은‘고등교육 입학 자격증’
쯤 되는 셈이다. 이 시험을 준비하고 치르는 과정을 식

사회과학 과목 중에서 택일하여 B, 영어에서 B 이상의 성적을 받아오라고 요청하게 되

스폼(Sixth Form)이라고 하고, 12학년을 식스폼 저학년(Lower Sixth Form), 13학년

는 것이다. 학생들은 6개 대학들이 제시한 성적 조건들을 8월에 발표된 자신의 최종 성

을 식스폼 고학년(Upper Sixth Form)이라고 부른다. GCSE를 마친 후 대학 진학을 원

적과 비교해 보고, 자신이 그 조건을 만족시킨 대학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게 된다.

하는 학생은 이 식스폼 과정이 개설된 학교들(식스폼 칼리지 Sixth Form College, 개방

A-Level은 세 과목만을 선택하므로 너무 어린 나이에 협소한 학문 범위만을 다루도

대학 Community College 등)로 진학하여 세 과목을 선택, 공부한다. 시험 성적은 물론

록 만든다는 비판을 지속적으로 받아왔다. 따라서 영국 교육 당국은 21세기를 맞이하는

이년간 공부하면서 제출하는 글쓰기, 발표가 모두 종합적으로 채점되어지며, 성적은 A

2000년부터 A-Level을 식스폼 저학년에서 다루는 A/S Level과 식스폼 고학년에서 다

부터 F, 그리고 U(Unclassified)로 구분된다. 시험 문제와 채점은 출제위원회(Exam

루는 A2 Level로 분리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즉 2년간 세 과목으로 지속되는 A-Level

Board)들이 개별적으로 시행하며 학교마다 과목마다 교사들의 협의에 따라 적절하다고

을 대신하여 A/S Level에서 선택한 세 과목은 상대적으로 쉽게 문제를 출제하고, A2

생각되어지는 출제위원회의 시험 문제지를 선택한다. 출제위원회 중 가장 핵심이 되는

Level에서 선택한 세 과목을 통해서는 좀 더 심화되고 어려운 시험을 마련한다는 것이었

곳으로는 런던대학교가 중심이 된 에덱셀(Edexcel), 옥스퍼드와 케임브리지 대학교가

다. 이를 통해 식스폼 학생들의 공부하는 영역을 늘려보겠다는 복안이었다. 따라서

중심이 된 오씨알(OCR), 그리고 에이큐에이(AQA)의 세 곳이 있다. 이 출제위원회들에

2002~2003학년도 대학 신입생들은 2000~2001학년도에 A/S Level을,

대한 감독은 자격증 및 교육과정 감독원(QCA: Qualification and Curriculum

2001~2002학년도에 A2 Level을 처음으로 접한 학년이었다. 그러나 시범운영을 통한

Authority)이 맡아서 하도록 되어있다.

문제해결이 사전에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졸속으로 도입된 이 제도는 교사들과

식스폼 고학년에 들어간 학생들은 유카스(UCAS:Universities and Colleges

일선 학교에 혼란을 일으켰으며 결국‘교육적 재난’
으로 귀결되고 말았다.

AQA, 에덱셀(Edexcel)이 채점 직전 긴급

급 재검토가 과연 얼마만큼 자신의 성적

나타났다. 또한 이 168명의 학생 중 15명

회의를 통해 채점기준을 높여 고위 득점

을 실질적으로 올려줄지 모르는 상태에서

만이 등록했던 학교를 포기하고 자신들이

자들을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자는 대책회

합격이 된 학교 등록을 포기할 수도, 그냥

1~2지망으로 원했던 학교로 옮겨가게 되

의를 했던 것이 드러나게 되었다. 이 대책

등록할 수도 없는 도박 상황에 놓인 것이

었다. 교육고용성과 자격증 및 교육과정

회의에서 에덱셀을 제외한 두 기관이 이

다. 많은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등급 재검

감독원은 전체 수험생을 생각했을 때 이

에 동의했고, 그 결정과정에 감독기관인

토가 아닌 전체적인 시험 재채점을 요구

는 아주 작은 숫자에 불과하다고 주장하

QCA 역시 개입했던 것으로 드러나면서

했지만 결국은 등급 재검토로 결론이 났

면서 사건의 파장을 최소화하려 했지만,

OCR과 QCA의 수장들이 사임되거나 해

다. 이는 처음 성적 발표로부터 6주가 지

실질적으로 재채점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

임되는 결과에 다다른다.

난 후였다. 결국, 이미 대학 입학시기를 훨

태에서 등급 인상을 혜택받을 수 있는 학

마침내 등급 재검토가 결정되었지만

씬 지난 10월 중순 등급 재검토에 대한 결

생은 많지 않은 것이 당연하다는 비판에

수험생들은 혼란에 빠지게 되었다. 자신

과가 발표되었고, 168명의 학생이 B나 C

서 그들은 자유로울 수 없었다.

의 성적이 낮게 나왔다고 생각되지만 등

에서 A로 등급 상승혜택을 받은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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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이던 에스텔 모리스의 사퇴를 야기하
� 영국이 고려하고 있는 세계의 대입제도들 �

게 되었다. 교사출신으로 강성일변도이던
전임 데이비드 블런킷(David Blunket)과
비교했을 때 비교적 교사들의 처지를 잘

인터내셔널 바깔로레아

대입시험 자격증 제도

- International Baccalaureate

- Matriculation Diploma

이해하고 정책을 펴나갔던 그녀가 이번 사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외국인 학교(International School)

최근 사임한 에스텔 모리스 교육기술성 장관이 관심

태로 불명예 퇴직하게 된 데 동정의 여론

학생들이 이 시험을 통해 전 세계의 대학으로 지원한다.

을 보였던 제도로 기존의 시험제도를 놔 둔 채 직업교육

이 없는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사태의 심

학생들은 2년에 걸쳐 영어, 제2 외국어, 수학, 과학 중 한

을 추가한다는 측면에서 웨일스 바깔로레아와 유사하다.

과목, 인문학 중 한 과목 등 총 여섯 과목을 공부하게 된

현재 야당인 보수당이 정권을 잡았던 1980년대에 적극

다. 여섯 과목 중 세 과목은 심화과정(Higher)을, 세 과목

적으로 검토되었으나 대학들이 소극적으로 나오는 바람

은 일반과정(Standard)을 선택한다. 실제 지필고사는 2년

에 논의가 유야무야된 바 있다.

각성이 너무나 컸고, 초기에 소극적 대응
으로 사건을 무마하려고만 했었던 각 기관
들의 총 수장으로서 어떤 형태로든 책임

째 마지막 학기에 치루지만 논문작성, 발표, 60시간의 봉

을 지지 않을 수 없었다. 그녀는 자신이

사활동 등이 평가에 포함된다. 현재 제1 야당인 보수당이

웨일스 바깔로레아

이런 형태의 개혁을 지지하고 있다.

- Welsh Baccalau reate

‘교사들과 대화하고 정책을 이끌어나가는
데는 장점이 있었지만 대규모의 정부부처
를 장악하고 미디어를 다루는 데 철저하게

영국 A-Level을 따르던 웨일스는 내년부터 6년간 19

프랑스 바깔로레아

개 학교를 대상으로 바깔로레아 시험을 시범 운영한다.

- French Baccalaureate

학생들은 기존의 GCSE, A/S, A-Level 시험을 치루는 한

실패했음’
을 솔직하게 인정하면서 토니

프랑스 학생들은 일반 바깔로레아와 기술 및 직업 전

편 좀 더 광범위한 교육과정을 통한 평가도 받게 된다. 여

블레어(Tony Blair) 수상을 비롯한 내각의

문가 바깔로레아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일반 바깔로레

기에는 필수 기능, 웨일스 문화, 유럽과 세계, 외국어, 직

만류에도 불구하고 사임의 뜻을 밝혔다.

아는 문학(Baccalaureate L), 경제 사회과학(Baccalaure-ate

업관련 교육, 개인과 사회 등의 과목이 포함된다. 여기서

ES), 과학(Baccala ureate S)으로 나뉜다. 어떤 바깔로레아

강조점은 어떻게 학생들의 커뮤니케이션 능력, 정보통신

시험을 택하는가에 상관없이 프랑스어, 역사, 지리, 외국

능력, 문제해결 능력, 자기 학습 능력을 길러줄 것인가 하

선순위 첫 번째임을 천명했던 블레어 정

어, 철학, 수학, 과학 과목을 공부해야 한다. 물론 자신이

는데 있다. 이 시험은 중등교육(14~19세) 수료를 위한

부에 커다란 타격이 되고 있다.

선택하는 진로에 따라 점수에 가중점이 부과된다.

필수과정이 될 예정이다.

이번 사태는‘교육, 교육, 교육’
이 정책 우

이 사건 이후 영국에서는 A-Level을 폐
미국 수학능력시험

유럽 바깔로레아

- US Scholastic Assessment Tests

- European Bacca laureate

다양한 과목들에 대한 지속적인 평가를 하는 제도이

유럽연합 내에 있는 10개의 유럽학교는 유럽연합의

이번 사태를 독립감사했던 마이크 톰린슨

다. 영국이 A-Level 결과가 나오기 이전에 응시학생에 대

각종 기구에 소속된 사람들의 자녀들을 위한 곳으로, 그

역시 보고서를 통해 교육기술성 제도의

한 각종 자료들을 통해 나올만한 성적을 예상하고 입학허

학교에서 보는 시험이 유럽 바깔로레아이다. 형태는 인터

전면적인 개혁을 조언한 상태이다. 실제

가를 내리는 반면, 이 제도는 확실하게 나온 숫치로 당락

네셔널 바깔로레아와 유사한데, 차이점은 13~18세 학

을 결정한다는 장점이 있다.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라는

생들에게 제2 외국어가 필수로 부과된다는 것이다. 평가

측면에서 대학들이 선호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단답식/

는 내부시험, 외부시험 그리고 네 번의 구두 시험과 각종

객관식 시험문제로 사고력이나 문제해결 능력을 평가하

과제 평가에 의해 이루어진다.

지하고 프랑스나 미국식 대입제도를 도입
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로 적지 않은 학교들이 인터내셔널 바깔
로레아로의 전환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
가 나오고 있다. 영국이 이번 사태를 딛고

기보다는 단순 지식을 평가한다는 비판이 강하다.

어떻게 대입제도를 개혁해 나갈지 주목이
되는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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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학교를따로세우는것이남녀평등?
- 남녀공학에 관한 논쟁
강영민(북경사범대학교수, j_ym@263.net)

1996년, 북경시 선무구에 사립학교 성
격의 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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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현저한 교육효과를 거두고 있음을 강조

)여자중학교(중국의 중학

하였다. 선택과목의 설치에서 학교의 특징

교는 중∙고등학교를 같이 운영하는 경우

이 잘 나타나고 있는 바 이 학교에서는 현

가 많다)가 설립되어 사회적인 이슈가 되

대여성 수양, 정보기술, 과학탐구, 예술감

었다. 북경사범대학 이의여(

) 교수

상 등 4가지 영역의 40여 선택과목들을 운

를 초대 교장으로 한 이 여자 중학교는 사

영하고 있다. 특히 여성들의 자주의식 양

회주의 중국 건국 이래 처음으로 북경시에

성 교육에 역점을 두어 여성심리 카운셀링

나타난 여학교이기도 하다.

등도 진행하고 있다.

“전인교육, 성별교육, 개성중시”
를 운영

북경시의 화하여중은 전국에서 처음으

이념으로 하는 화하여중에 대해 이의여 교

로 설립된 여학교가 아니다. 상해시 제3

장은 남녀공학 학교에서 보편적으로 존재

여자 중학교는 일찍이 1981년부터 여학교

하는 남성 우선 교육의 영향을 피하고 여

를 운영해 왔다. 이 학교의 전신은 1881년

학생들의 자주의식과 독립성을 양성하는

미국의 교회단체에서 설립한 성마리아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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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쇄성 결함을 극복하고 그 단점을 보류
하는 것이 목적인 상해시 제8 중학교는 재
작년부터 실험적으로 남녀학급을 따로 운
영하여 지금까지 이미 적잖은 경험을 쌓
아오고 있다. 수업 이외의 그룹활동, 학급
활동, 교내활동 등을 같이 진행하기에 남
녀학생 교류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교
장선생님의 새로운 발상이다.
여학교와 남녀 학급의 출현은 중국사
회에 적잖은 파문을 일으켰다. 교육전문
가, 학부모, 교사, 학생 본인을 비롯한 각
계인사들이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고 신문
등 매스컴을 통해 열렬한 논쟁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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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중학교였다. 문화혁명 기간에 남녀공

남학생들의 존재로 인하여 오히려 자신을

예를 들면 전문적인 여학교와 남녀 공

학 학교로 합병되었다가 다시 여자 중학

더욱 자유롭게 어필하지 못하는 문제가

학의 중간상태로 볼 수 있는 상해시 제8

교로 개정된 이 학교는‘복고’원인을 다

있어 왔다. 이런 여학생 기죽이는 교육보

중학교의 남녀학급 실험 운영에 대해서도

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다는 완전한 여학교가 여성들의 독립성

학생, 교사, 전문가들의 의견은 각기 다르

많은 중점고등학교(중국 지방교육청의

양성에 유리하다고 주장하는 이 학교의

다. 당사자인 학생들조차도 찬반이 섞인

검정을 거쳐 우수학교로 인정된 고등학

초대 교장 설정 여사는“우리의 목표는 대

의견을 표시하여 개혁이 갖고 있는 복잡

교, 입학시험 요구가 보통 고등학교에 비

사부인을 양성하는 것이 아니라 대사를

성을 어느 정도 나타내고 있다.

해 높고 교육수준이 높은 편)에서는 입학

양성하는 것이다”
고 학교 교육목표를 밝

“여학생들의 눈이 없으니까 교실에서

성적이 같을 경우 남학생을 우선적으로

히고 있다. 모든 여성들이 남성들에 의해

나 운동장에서나 훨씬 자유롭게 자신을

취하는 경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위축되지 않고 당당하게 자신을 발휘할

표현할 수 있어서 좋다.”
,“성적이 옛날보

는 입학성적이 20~30점이나 낮더라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하는 것이 바로 이 학

다 좋아졌다. 특히 외국어는 여학생들에

향후 발전성이 크다는 이유로 남학생을

교의 이상인 것이다.

게 비교가 안 되어 자신이 없었는데 지금

더욱 선호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 밖에 생

전문적인 여자 중∙고등학교 설립과는

은 자신의 상황에 맞춰 공부할 수 있다.”
,

리적으로 감수성이 비교적 섬세한 편인

다른 형식으로 남녀공학 학교에 남녀학생

“여학생들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적

여학생들은 남학생보다 주위의 평가 특히

학급을 따로 갈라 운영하는 학교가 있다.

어졌다. 나중에 어떻게 여학생들과 교류

는 이성의 평가를 민감하게 받아들이기에

여학교 혹은 남학교에서 나타나기 쉬운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
,“남학생들의 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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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를 의식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을 자유

상황에서 현재 2~3년간의 경험으로 어느

재 남녀공학 교육에서 의식 혹은 무의식

롭게 이야기 할 수 있어서 좋다.”
,“물리나

쪽이 더 좋다고 단언하기는 어렵다는 것

간에 존재하고 있는 여성차별 현상이 남

화학 교과 선생님이 이전처럼 남학생만

이 교사들의 공통된 결론이다.

녀공학 혹은 분학만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질문하시지 않고 우리랑 많이 토론을 해

본 실험에 대해 가장 우려가 많은 사람

것이 아님을 강조하였다. 즉 사회전체가

주시니까 이과 성적이 많이 올라갔다.”
,

들은 학부모들일 것이다. 남학생을 둔 학

남녀평등을 인식하고 평등한 제도를 운영

“남학생들이 없으니까 화장이나 옷차림에

부모들은 남학생들끼리만 있는 학급이 더

한다면 남녀학교 논쟁은 불필요한 것에

신경 쓰는 애가 훨씬 적어졌다.”
,“여학생

욱 까불고 공부에 원동력이 적어질까 걱

지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들은 사유방법이 이성적이지 못하고 안계

정하고 있으며 여학생들의 부모들은 여학

“남녀공학”
은“남녀평등”
의 이념 아래

가 좁아서 수업시간에 따분하다. 남학생

생들의 넓은 시야와 사고방식 양성에 영

운영되는 교육형식으로 지난 세기 초반부

들이 있으면 더욱 많은 답을 생각해낼 수

향을 주지 않을까 우려한다.

터 중국에서 대대적으로 발전해 왔다.

있을 텐데.”
,“남학생들과 관계가 아주 좋

학생, 학부모와 교사에 비해 전문가들

1915년에 건립된 사립 영남학교가 처음

았었는데 학급이 갈린 후 많이 서먹서먹

은 비교적 이성적인 입장에서 여학교 설

으로 남녀공학의 선구를 개척한 후 남녀

해졌다.”

립과 남녀학급 운영을 평가하고 있다.

공학이 성행하여 1930년대에는 대다수

본 개혁이 실험이니만큼 교사들의 과

북경사범대학 교육학부 정신용 교수는

제도 적지 않다. 학교에서는“나를 알기”
,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어떤 형식으로 교

“여성 심리”
,“남성 심리”등 남녀 학급을

육을 운영하느냐가 아니라 어떤 내용으로

사회주의 중국이 건립된 후 모택동 주

위한 특수 교과과정을 설치하였고 수업

교육을 진행하느냐인 것이라고 하면서 현

석은“여성들도 하늘 절반을 떠 인다”
는

초∙중등학교와 대학들이 남녀공학제도
를 실시하였다.

중에서도 될수록 남녀학급의 특성에 맞는

이념을 주장하여 기존의 남녀 학교를 모

교수법을 채택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두 남녀공학으로 합병 개조했었다. 중국

예를 들면 남학급의 담임교사인 주 선
생님은 동시에 남녀학급의 화학교수를 담

역사상 남녀공학은 남녀평등의 일종 상징
으로도 간주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당하고 있는데 여학급에서는 의식적으로

이런 남녀공학 이념이 지금 흔들리게

강의 속도를 늦추며 난점 강의에 역점을

된 것은 전문가의 예리한 지적과 같이 시

두어 강의를 한다. 외국어 교수를 담당한

장경제제도 도입 후 여성들의 사회적 지

김 선생님은 여학급의 수업진도가 여느

위가 날로 낮아지고 있는 현실과 적잖은

남학급이나 남녀혼합 학급보다 훨씬 빠른

연관이 있다.

상황에 근거하여 여학생들의 특징에 맞는
수업내용들을 첨부해서 강의하기도 한다.
하지만 남녀학급의 교육경험이 부족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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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진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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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점자란많을수록좋은것이다
- 학업성적관련법규와동점자(

) 문제
박재윤/ 한국교육개발원교육통계정보센터소장, jypark@kedi.re.kr

최근 대학수학능력시험( 能)의 난이도(難

) 문제,

관련 법규를 좀더 자세히 살펴보자. 법률은 각급학교

그리고 고등학교에서 내신성적의 산출에 있어서 성적 부

(대학 제외)로 하여금 상급학교를 위한 전형 자료를 작성

풀리기 논란 등 학업성적과 관련된 문제들이 쟁점이 되고

하도록 규정하였다(초∙중등교육법 제25조). 이는 임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초∙중등학교 학업성적 관리에 관한

규정이 아니라 강행규정(强 規 )으로 되어 있다. 좋든

규정들은 지필고사(

考 )에서 동점자를 내지 못하도

싫든 각급학교는 상급학교가 그 신입생 선발을 위해서

록 하고 있다. 이 글의 목적은 그러한 규정들의 내용과 타

사용할 전형자료를 작성해야만 한다. 그리고 세부적인

당성여부에 관하여 검토해 보는 것이다.

성적 작성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관리지침(위에 인용된
초등학교 등 학생생활기록부 관리지침을 말함)은 학교는
지필고사에서 동점자가 나오지 않도록 하라고 규정하였

동점자를 내지 못하게 하는 까닭

다. 단, 초등학교에서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않을 수도

학교에서는 중간고사, 기말고사 등 시험을 본다. 시험

있다」
고 규정하였다. 요컨대 법규에 따르면 각급학교의

결과 나와 같은 점수를 받은 사람들을 동점자(

)라

고 부른다. 동점자! 라고 가만히 불러보라. 친근감이 들
지 않는가? 인생의 역정에서, 학교를 같이 다니는 우리
의 동배(

성적평가는 상급학교에 줄 자료를 작성하되, 상대평가에
의한 것이 되어야 한다.
각급학교가 학생들을 평가하면서 상급학교가 신입생

), 거기에다가 시험성적까지 같다면 얼마나

선발을 위해서 필요한 전형자료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

정다운가?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 관련 규정들은

고, 한편으로는 지필고사에서 동점자가 나오지 않도록

시험 출제에서 동점자가 나오지 않도록 정하고 있다(
「초

하고 있는 제도가 학교에서의 학생 생활에 미치는 결과

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생활기록부 전산처리 및

는 무엇일까? 학생들 사이에서 몇 등이라도 상위 등수를

관리지침」
, 별지(

) 제6호 서식, 1999. 4. 29. 교육부

받기 위한 경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동점자가 되어서

훈령 제587호 ; 시∙도 교육청의「시행지침」및 동지침

는 선발되기가 어려우니 어떻게 하든 남보다 상위 등수

의 해설자료 ; 각급학교의「성적관리규정」등).

를 받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와 같이 시험에서 동점자가 나오지 못하도록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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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한 까닭은 무엇일까? 동점자가 나오면 서열 혹은 등

많을수록 좋은 고득점(高

수(차례를 매겨 붙인 번호)를 줄 수가 없기 때문이다. 그

그러나 사실은 고득점 동점자는 많을수록 좋은 것이

렇다면 서열이나 등수가 왜 필요한가? 상급학교에서 신

다. 각급 학교가 학생들을 교육하는데 있어서 학생들이

입생을 선발하려면 등수에 따라 자르지 않으면 안되기

높은 점수를 받게 되면 그 교육은 성공적인 것이 된다.

때문이다(사실은 상급학교에서 신입생을 선발하는 경우

이것은 누구라도 납득할 수 있는 이야기이다. 고득점을

에도 꼭 등수가 있어야만 하는 것도 아닌데 우리나라는

한 학생들이 많다는 것은 그 학교가 해야 할 일을 잘한

등수를 과도하게 강조한다).

것이 된다. 고득점 동점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 학교는

) 동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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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너와 내가 미구( 久)에 진출할 고등교육기관이나 사
회에서 치열한 경쟁이 있고 그러한 경쟁에서 이기고 지
게 되겠지만, 학교에 다닐 때 우리들은 정말 서로 격려하
고 서로 붙잡아주며 행복한 시절을 보냈다. 이러한 추억
을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고득점 동점자를 많이 내야 한
다. 더욱이 고등학교만 마치고 사회에 진출하는 학생들
도 적지 않다. 이들에게 상급학교 내신제에 의한 상대평
가 성적제도가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 상급학교 내신제
에 의한 성적평가제도가 현행과 같이 상대평가제로 일관
하는 한 이들에게 이 제도를 적용하는 것은 불필요한 고
칭찬을 받아야 할 것이다. 나아가 교육정책의 일차적인

통을 주는 것이다.

목표는 바로 고득점 동점자들을 많이 나오도록 하는 것
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할 것이다. 그래서 그렇지 못한 학

상급학교 입학생 선발은 하급학교 아닌 상급학교에서

교에 대해서는 지원을 더하거나 혹은 운영체제를 개선하

고득점 동점자가 양산(

)되어야 한다고 할 때 예상

는 일이 필요하고 잘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보

되는 반론은, 그렇다면 상급학교 입학생 선발은 어떤 방

상을 해주어야 할 것이다. 다만 여기서 고득점이라고 할

법으로 해야 하는가라는 것이다. 서열이 없고, 모두 성적

때 성적은 누가 보아도 이의가 없을 정도로 타당한 방

이 좋으니 어떻게 신입생을 뽑아야 하느냐 하는 것이다.

법—즉 일정한 도달 기준이 설정되고 그것에 비추어 평

그런데 이 반론은 정말 이상하다. 각급학교의 교육목표

가하는 방법—에 의해서 부여된 것이어야 한다. 난이도

에 비추어서 학생들을 평가하겠다고 하고, 그 가장 바람

(難

) 조절이나 기타 출제의 방식을 조절해서 나오는

직한 방향은 모든 아이들을 거의 다 좋은 성적을 받도록

상대적 점수는 고득점이라고 해도 의미가 없다. 각 학교

노력하겠다고 하는데, 상급학교 입학생 선발은 어떻게

나 학과별로 합리적으로 일정한 기준을 설정한 다음, 이

해야 하느냐는 질문이 왜 나오는 것일까? 그 문제는 일

것을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한 결과에

단 상급학교의 문제가 아닐까?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한

서 고득점이라야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고득점 동점자

연구와 답변은 해당 상급학교에서 해야 하는 것이 아닐

는 많을수록 좋은 것이다.

까? 그 문제를 왜 하급학교에다가 제기하는 것일까?

고득점 동점자가 많아질수록 학생들의 심리적 상태는

다른 이유가 없다. 오랫동안 하급학교가 상급학교 신

협동적이 될 것이고 이것은 정서적 안정을 가져온다. 학

입생 선발을 도와주어 왔기 때문이다. 하급학교들은 학

급에서 너나 할 것 없이 우리 모두가 높은 점수를 얻었을

생들의 성적을 서열화해서 등수를 매기고 이 자료를 정

때 그 학급의 심리적 상태는 행복한 것이 될 수 있다. 비

성껏 상급학교에 제출해 왔다. 상급학교는 등수를 가지

Educational Development ː2003

1+2

93

이슈진단 >>>>
이슈진단

고 신입생을 선발해 왔다. 이것이 시험 출제에 영향을 미

는 뜻이다. 각급학교는 자체적인 평가제도를 설정하고,

치고 있는 것이다. 상급학교 입학 자료를 만들다보니 학

현행 생활기록부 중심의 평가는 진학지도용 자료로 작성

교시험이 입학경쟁시험이 되고, 동점자가 나오는 것을

해야 한다.

막게 된다.

「상급학교」
는 고등학교도 될 수 있고, 대학도 될 수 있

동점자가 나오지 못하도록 기문난문(奇 難

94

: 이상

다. 어떤 고등학교나 대학이 있을 경우에 그 학교의 신입

한 질문이나 대답하기 어려운 시험문제)을 통해서 시험

생을 어떻게 뽑을 것인가에 대한 방법은 바로 그 학교의

의 난이도를 조절하고, 변별력을 최대화하면서 아이들의

능력을 나타내주는 지표의 하나이다. 신입생을 뽑는 방

성적을 서열화시키고, 이것이 다시 학생들로 하여금 더

법을 구상할 때는 여러 가지를 고려하게 되겠지만 학교

격렬한 시험준비공부를 하게 하는 악순환의 과정을 초래

에 따라서 상당히 다른 방법이 나올 수도 있고, 공통적인

하고 있는 것이다. 학생들은 무엇이 진정한 교육이냐를

것도 많이 나올 수 있다. 어쨌든 원칙적으로 학교 신입생

물을 여유가 있을 수 없다. 당장 치러야 할 중간고사나

을 뽑는 데 필요한 노력이나 업무의 부담은 그 학교가 지

기말고사가 있기 때문이다. 학부모도 우선 당장 점수를

는 것이 올바른 것이지 하급학교로 하여금 자료를 작성

올려야 한다는 강박관념 때문에 어떻게 자녀를 길러야

하게 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하면 하급학교는 상급학교

할 것인가를 생각할 여념이 없다.

의 대리기관에 불과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는 시정되어야 할 현상이다. 학교에서 본래

현행 대학수학능력시험에 관해서도 개선방향은 여러

실시되어야 할 시험과 평가는 그것대로 해야 한다. 초등

가지이다. 만약 수능시험이 대학에 입학하여 성공적으로

학교, 중학교, 그리고 다양한 고등학교에서는 그 학교들

학업을 이수하는 능력과 관련 깊은 능력을 측정하고자

혹은 그 학과나 교육 계열에 따라서 평가기준을 합리적으

하고, 실제로 상관관계가 높은 것으로 입증되었다면 이

로 설정해야 한다. 그리고 그에 따른 평가를 하되 고득점

시험에서 동점자가 많이 나오면 안 될 것이다. 그러나 수

동점자를 최대한 많이 내야 한다. 만약 그렇지 못한 경우

능시험이 전국의 다양한 고등교육기관에서 입학 후 성공

에는 정부와 협의하여 장애 요인을 밝히고 정부는 공공재

적인 수학능력과 밀접한 관련을 가진 것으로 된다는 것

원을 충분히 지원하면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그리고

은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한 것으로 생각된다. 아마도

나서 상급학교 진학에 사용되는 전형자료를 생각하는 것

최소한의 수학능력을 측정하는 것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 올바른 순서이다. 현재는 이와 같은 구조가 아니라 모

만약 그렇다면 수능시험에서도 고득점 동점자는 많을수

든 학교가 먼저 상급학교가 사용할 전형자료를 작성하는

록 좋은 것이다. 이 선발된 학생들을 각 대학에서 어떻게

것이 유일한 사명(

신입생으로 받아들일 것인가 하는 것은 별도로 연구해야

)이 되어 버리지 않았는가?

고득점 동점자가 많아지는 평가가 있어야 한다는 의

할 과제이다. 즉 이 문제는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고 각

미는 현재의 생활기록부 중심의 평가는 진학지도용으로

대학들이 연구를 통해서 그들의 부담으로 개발해야 할

사용하고 기본적인 평가제도가 별도로 마련되어야 한다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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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학위자, 여전히White Color인가?
- 교육과일의세계간의연계와고학력실업
진미석/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연구위원, diana@krivet.re.kr

고학력 실업문제, 접근부터 달라야 한다

최근 1~2년간 언론의 집중적인 관심과 더불어 고학
력 실업, 특히 박사실업문제는 주요한 사회문제의 하나
로 논의되어 왔다. 고학력 취업난이 어느 정도 심각한
가? 전반적으로 실업률이 높은 상황에서 고학력 실업의
문제가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사회문제인가?
어떻게 개선되어야 할 것인가? 이와 같은 문제들을 본
격적으로 논의하기 앞서 고학력층의 실업문제를 보는 기
본적인 관점의 정리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이 문제에 대
하여 상이한 시각들이 존재하고 그 시각에 따라서 현실
에 대한 진단이나 처방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우선, 고학력 실업은 복지의 차원에서가 아니라 국가
인적자원 활용이라는 관점에서 접근되어야 한다는 점을

개인의 불이익이라는, 개인적인 측면에서 접근해서는 근

지적하고자 한다. 일부에서는 석박사까지 학업을 지속할

본적인 개선책 마련이 어렵다는 점이다. 박사실업은 개

수 있었다면, 먹고사는 문제에서 일정한 정도 비껴나갈

인적이고 미시적인 문제로 보여질 수 있고 최종 선택한

수 있었던 상대적으로 혜택받은 집단이므로 고학력 실업

개인의 책임을 피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그 근저에는 사

문제는 당장 먹고사는 것이 문제가 되는 소외계층의 실

회의 다른 부문과의 연계를 고려하지 않은 교육부문의

업문제에 비하면 배부른 걱정이라고 한다.

폐쇄성, 단절성, 그리고 자가발전적인 성장에서 야기되

사실 고학력 실업의 문제를 복지적인 차원에서 접근

는 구조적인 문제가 깔려 있다. 이와 같은 구조적인 문제

할 때 이 문제는 정책적인 중요성이 떨어진다고 보는 것

는 교육정책, 대학, 학력지향의 사회문화적 요인 등이 복

이 옳을 것이다. 그러나 세계화가 진전되고 경제구조가

합적으로 작동한 것이며, 이 구조적인 문제에 대한 통찰

고도화되면서 고급의 인적자원의 확보를 위해 필사적인

없이는 어떤 정책도 실효성을 발휘할 수 없다고 본다.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OECD 각국의 움직임에서 명확히
볼 수 있듯이, 우수한 인력의 양성과 활용은 급변하고 있

가장 취업이 잘된다는 공학박사도 절반은 실업자

는 지식기반산업사회의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관건이

박사들은 어느 정도 취업난에 시달리고 있는가? 90년

되며, 고급인적자원의 실업문제는 비효율적인 인력의 양

도 이후 배출된 6만여 명의 박사학위 소지자 가운데

성과 활용이라는 문제로서 대단히 심각하게 다루어져야

2000년 현재 기준으로 볼 때, 약 1만 3천여 명이 불완전

할 문제라고 본다.

취업 상태에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둘째, 고학력 실업의 문제는 개인의 선택과 이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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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7%, 이학계열 41.5%, 공학계열 18.0%가 미취업상

하고 있다. 또한, 대학은 학문을 연구하는 곳이지 학생들

태에 있다. 그리고 현재 박사과정의 재학자들이 이탈하

의 취직자리를 마련해 주는 곳이 아니라고 강변하는 교

지 않고 그대로 박사과정을 계속한다고 가정할 때, 향후

수들도 흔히 볼 수 있다. 사실, 교육과 직업영역에서 주

5~6년간 배출되는 박사는 7만여 명으로 90년대 배출된

고받는 인력간에는 완전한 일치는 바람직하지도 그리고

박사숫자를 상회하는 규모이므로 앞으로 박사들의 취업

가능하지도 않다. 그러나 적어도 교육과 직업세계와는

전망은 더욱 어둡다고 예측된다. 인문계열의 경우, 신규

서로 연계를 가질 수 있도록 조응하도록 노력하여야 하

배출되는 박사들의 취업이, 이 분야 대학교수의 대폭적

며 정부의 정책은 그 연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지

인 증원이나 민간기업에서의 이들 인력의 대규모 채용과

원할 수 있도록 수립되고 시행되어야 한다.

같은 특단의(그러나 현실적으로 기대하기 어려운) 조처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작금의 박사취업난은 두 영역에

가 없는 한, 매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며, 가장 현재 취

대한 연계의 중요성을 소홀히 한 정부 정책 아래에서, 대

업이 잘 되고 있는 공학계열 박사의 경우에도 향후 약 절

학들이 자신들이 배출한 인력들의 직업시장에 대한 고려

반 정도가 취업난에 시달릴 것으로 예측된다.

없이 팽창 일변도의 운영을 해 온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특히 직접적인 계기가 된 것은 불과 5년 사
이에 대학졸업자들을 5만 명에서 12만 명으로 급증시킨
81년도부터 4~5년간 지속된 졸업정원제라고 할 수 있
다. 졸업정원제는 대학생들의 사회 정치적 참여를 일정
정도 통제하고자 하는 정치적 요인과 더 이상 억누를 수
없는 대학진학의 열기라는 사회적 수요의 압박 때문에
도입되었으므로 애초부터 경제 부문의 수요증가에 대응
한 것은 아니었다.

<표1> 1990~2000 배출된 취업대기 박사의 미취업 비율

졸업정원제는 매우 짧은 기간 존재하였으나, 우리나
라 고등교육을 대중화단계로 전환시키고 전반적인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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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학력자들이 이토록 취업난에 시달리는 이유는 무엇

인플레이션을 가져오는 크고 긴 영향을 남겼다. 졸업정

인가? 이것은 교육영역이 직업부문과의 연계를 고려하

원제로 인하여 대졸자들의 대량 배출을 낳게 되었고, 대

지 않고 자가발전적인 성장을 지속해 왔기 때문에 비롯

량 증가한 대학졸업자들은 대학의 석박사과정의 풍부한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입학자원이 되어 주었다. 그리고 대학졸업자들의 급증에

일부의 학자들은 교육이란 개인의 자아실현을 도와주

비해, 대졸자들의 일자리는 그에 못 미치게 되어 대졸자

는 활동으로 그 자체가 목적이 될 수 있으므로 교육과 산

들이 취업난에 봉착하게 되고 학력에 대한 무조건적인

업(직업)과의 대응관계에 대하여 부정적인 견해를 피력

선호 문화에 힘입어 많은 학생들이 석박사 과정으로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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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을 계속하게 되었다. 실제로 박사학위취득은 대학 졸
업이후 7~8년이 소요되므로 졸업정원제 이후 급증한
학사배출의 효과는 90년대의 급증하는 박사배출로 나타
나게 되었다.

<표3> 박사배출규모와 교수증가규모추이(1980~2000) 비교

넘쳐나는 박사들, 어떻게 할 것인가

박사취업난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 박사
실업의 문제가 과도한 공급으로 인한 비롯되었고, 박사
<표2> 시기별 박사인력의 배출규모

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직업시장이 상당히 제약되어 있
다는 점을 고려할 때, 배출된 인력이 자신의 전문성을 충

수요를 고려하지 않은 공급량의 확대는 박사학위 소

분히 활용하고 또 이에 상응하는 사회경제적 처우를 받

지자들의 주요 직업시장인 대학의 교수 충원의 추세를

을 수 있는 정책방안을 모색하기란 대단히 어렵다는 것

분석해 볼 때, 극명하게 나타난다. 박사학위소지자중

이 현실적인 전망이다. 충분하고 근본적인 대안이 될 수

95%가 박사과정 진학동기로 대학교수를 희망하였다는

없을지라도 정부는 임시직의 위치에 머무르고 있는 시간

통계를 굳이 빌려오지 않더라도 우리나라에서는 박사학

강사 박사들의 처우 개선과 아울러 연구할 수 있는 환경

위는 곧 교수라는 등식이 성립되었던 상황이다.

과 연구비의 지원 등의 방안을 적극적으로 시행하여야

다음 표에서 보듯이 1980년대 전반에는 박사배출량

한다.

이 신규채용 교수규모를 상회하였으나, 1980년도 중반

고급인적자원의 취업난의 진단은 이미 배출된 인력의

이후부터 배출된 박사에 비해 충원되는 교수는 절반수준

활용측면보다 인력 양성정책에 보다 유용한 정책적 시사

에도 이르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공급과 수요간의 격차

점을 줄 수 있다. 고급인적자원의 취업난이 교육과 직업

는 해가 갈수록 커지고 있었다. 국내대학들은 이와 같은

시장간의 연계의 부족이라는 근본적인 문제에서 비롯된

상황에서도 박사학위 과정을 빠르게 증설하여 1980년도

다면, 교육영역과 산업영역간의 조응도를 강화시키는 방

에 649개였던 개설학과수가 1985년에 이미 1,000개를

향으로 정책기조가 설정되어야 하고 이에 따라 대학등

넘어서고 1990년에 1,602개, 2000년에 2,412개의 박사

관련주체들도 구체적인 운영방안을 시행하여야 할 것이

과정이 개설하였다.

다. 정부는 종합적으로 향후 경제발전과 직업시장의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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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에 대한 그림, 그리고 이에 따라 요구되는 인적자원의
질과 양에 대한 체계적인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양
한 직업영역에서 대체로 흡수할 수 있는 최대한의 인력
과 최소한의 인력의 규모와 질적 특성에 대한 정보를 제
공하고 이를 교육기관의 가이드라인으로 활용할 수 있도
록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편, 교육영역과 직업영역간의 연계강화라는 측면에
서 간과할 수 없는 최근의 현상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1~2년간 본격적으로 논의된 박사실업문제 등 고학력
취업난은 개인 수요자들에게 박사학위 인력수요에 대한
시그널링의 역할을 하게 되어 박사과정에 진학하고자 하
는 개인들로 하여금 자신의 선택에 대하여 신중히 따져
보도록 하는 긍정적인 역할을 일정 정도 하였다 하겠다.

98

모색 등, 시장의 실패 부문이 일어나는 부문에 대하여 적

그러나 IMF 이후 불안정한 고용시장의 변화 추세와

극적으로 개입하여야 한다. 또한 개개인의 진로선택이

더불어 고학력취업난의 부각은 우수인력의 기초학문분

이제는 무조건 장래 취업이 보장되는 곳으로 달려가지

야의 박사과정 지원자의 급감, 우수학생들의 이공계 기

않도록 개인의 합리적인 진로선택을 지원하는 보다 적극

피 및 의약학계 집중, 사범대 및 교육대에 대한 선호도의

적인 진로지도정책을 시행하여야 할 것이다. 교육과 직

급증 등의 새로운 현상을 낳고 있다. 고학력자들조차도

업영역간의 연계를 강화하는 정부의 정책적 방향아래 각

미래가 불확실하고 제대로 된 곳에 취업하지 못할 수도

대학들은 시장의 수요에 보다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공급

있다는 사실은 많은 학부모들로 하여금 자녀들이 좀더

량을 조정해야 할 것이며, 인력을 활용하는 산업체는 방

확실한 미래를 가질 수 있는 분야로 몰고 가도록 하고 있

관자적인 입장에서 있다가 배출된 인력에 대하여 비판만

다. 이 과정에서 기초학문과 같은 장기적인 투자가 요청

할 것이 아니라, 산업부문에서 요구하는 인적자원의 규

되는 부문에 대한 기피로 지적 인프라가 취약해지고 자

모와 자질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시그널링을 보내야 하

신의 적성과 소질에 대한 고려가 무시된 채로 안정되어

며, 또한 교육부문에 대한 지원과 협력을 아끼지 않아야

보이는 직업전망을 유일한 고려요인으로 삼게 되는 부정

할 것이다. 그리고 최종 선택자인 개개인들은 졸업이후

적인 결과를 낳게 된다.

6~7년의 시간과 적지 않은 경비를 투자하여야 하는 박

이와 같은 현상에 대하여 정부는 전체적으로 교육부

사과정에 대하여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그 가능한 결

문과 산업부문과의 조응을 강화하되, 기초학문 분야로의

과에 대하여 꼼꼼히 따져 보는 자세로 선택에 임하여야

우수인력 유치를 위한 교육 내∙외적으로 다각적인 방안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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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이 본 외국 교육 << Viewed By Korean…

UNICEF는한국교육을세계1위로꼽았다는데…
일본은2위

김광조(세계은행국장, gkim@worldbank.org)

유니세프(UNICEF)는 최근 5가지 국제학력평가 결과에 기초
하여, 한국교육이 세계 부국 중에서 가장 효과적인 교육체제라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이 발표에 따르면, 일본은 한국에 이어 2위
를 차지했고, 미국과 독일은 거의 꼴찌에 해당한다. 한국의 교육
이 그간의 급속한 경제사회 발전의 주동인이었으며, 학력 외에 취
학률 등의 지표로 보더라도 세계 상위의 수준이라는 상찬을 아끼
지 않는 국외 문헌은 이 밖에도 허다하다. 한편, 나라 안에서는 교
육개혁의‘실패’
로 학교와 교실이‘붕괴’
되어 공교육이‘위기’
에
처해 있다는 인식 아래 이에 대한 원인과 처방을 둘러싼 논의가
매우 뜨겁다. 왜 이렇게 상반된 인식이 공존하는가? 이 글의 목적

<표1> 국제 학력평가 개황
주 : TIMSS(Third International Mathematics and Science Study, IEA 주관),
PISA(Programme for International Student Assessment, OECD 주관),

은 그 대답을 구하는 데에 있지 않다. 우리 교육의 현주소에 대해

IALS(International Adult Literacy Survey, OECD 주관), ALL(Adult Literacy and

매우 다른 시각을 가진 나라 밖의 사례에 비추어 주요 교육정책을

Lifeskills, ETS/NCES/ OECD 등 컨소시엄 주관).

새롭게 인식해 보고자 하는 데에 있다.
그 결과로, 교육당국이나 교사의 책무성 확보도 이러한 성과 달
외국에서 우리 교육 최고라 해도 믿는 사람은 거의 없다

성 여부에 초점을 두고 있다. 영국이나 네덜란드에서는 단위학교

지난 10여 년간 세계 각국의 교육개혁 동향을 살펴보면, 교육

의 교육성과, 즉 성적 비교표를 공개함으로써 학생과 학부모에게

의 결과, 즉 학생의 학업성취도를 높이는 개혁이 대세를 이루고

학교 선택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학교나 교사에게 압박

있다. 영미, 유럽 등 선진국은 물론 루마니아, 칠레 등 수많은 개도

을 가하는 정책을 쓰고 있다.

국들도 지식경제사회에 적합한 능력, 특히 평생학습 역량의 배양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바람직한 교육결과에 대한 사회적

에 역점을 둔 다양한 개혁을 시도하고 있다. 국가 교육과정의 개

합의가 거의 없는 실정이다. 최근의 초등3년 학력평가의 사례에

혁, 국가 교육표준의 개발, 능력 인증제도의 도입, 교사능력 발전

서 보듯이 국가 수준의 성취기준 개발과 표준 학력측정은 난관에

체제의 확립 등이 그 좋은 예이다. 국제적인 학력평가 프로그램도

부닥치고 있다. 평준화 정책 시행 이후 지역별, 학교별 성적격차

이러한 추세를 반영, 단순한 교육과정 중심의 평가에서 경제∙사

공개는 언제부터인가 금기시되어 왔다.

회가 요구하는 능력 중심의 평가로 바뀌고 있다(표1 참조).

교육의 성과에 대한 정보와 공감대가 없는 상태에서 대학진학
그것도 명문대학에의 진학 여부가 개인, 학교, 지역단위의 교육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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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패를 가늠하는 잣대로 이용되고 있다. 이에 따라 사회 공동선을
위한 교육의 기능, 특히 인적자본(human capital) 및 사회자본
(social capital) 형성축적 기능은 간과되고, 교육투자는 개인의 학
력(

)∙간판을 획득하는 수단 가치로만 이용되고 있다. 이러한

인식과 함께 과도한 사교육으로 말미암아 우리 학생들이 각종 국

�교원정책은 집권∙분권화 논의의 예외 - 대부분 국가들이 교사채용
은중앙정부가담당
�분권화가 다음 효과를 가져오는 지는 경험적으로 확실치 않음 - 추
가재원 발굴, 교육성과(학생 성취도) 고양, 효율성 증대, 교육혁신,
불평등의시정등

제학력 측정에서 평균적으로 가장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있다고
해서 공교육이 제기능을 하고 있다고 믿는 사람은 거의 없는 실정
이다. 도리어 PISA나 TIMSS의 관련 자료는(언론 등에서) 우리

<표2> 분권화의 시사점
자료:Marlaine Lockheed (2001), Decentralization of Education : Eight Lessons
for School Effectiveness and Improvement.

교육의 실상, 특히 열악한 교육여건∙현실을 비판하는 자료로 쓰
이는 경우가 적지 않다. 그러나 국제학력평가에서 나타난 결과는

분권화의 형태 중에서도 학교단위 경영제도(School Based

교육개선을 위한 논의, 무엇보다 바람직한 교육결과가 무엇이어

Management) 도입이 가장 일반적이다. 학교단위 경영제도의 핵

야 하는지를 공론화하는 훌륭한 도구로 이용될 수 있음을 지적하

심은 학교차원의 재정 운영권과 학교운영위원회의 활성화이다.

고 싶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이를 바탕으로 학교교육의 결과에

OECD 국가 중에서는 캐나다의 빅토리아 주, 미국의 일리노이 주

대한 국민적 공감을 이루어나가는 일이 긴요하리라 생각한다.

(시카고), 호주, 뉴질랜드 등이, 개도국 중에서는 브라질, 엘살바
도르 등 중남미권 국가들이 이를 도입 운영하고 있다.

교육자치 논의,‘ 교육해체론’
같은 과격한 주장은 이제 그만…

OECD 국가의 경험으로 볼 때, 학교단위 경영은 학교단위 혁

나라의 규모나 발전수준과 무관하게 교육통치 구조에 관한 한

신을 촉발하고 경영능률을 높이는 등 순기능이 있는 반면, 학교간

분권화 또는 교육자치가 대체적인 흐름이다. 분권화는 지역화∙

형평(특히 학생 성취도)을 저해하고, 그 자체만으로는 괄목할 만

지방이양, 민영화, 학교단위 경영 등 다양한 형태로 추진되고 있

한 성과를 가져오지 않는다는 점이다. 개도국의 시행성과는 이보

다. 각국의 분권화 경험을 토대로 본 시사점을 요약하면 다음과

다 긍정적이어서 학교(특히 부실학교)의 책무성을 높이고, 지역사

같다.

회의 참여와 재정확대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그러
나 교사의 교수방식 개선에는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으며, 교육의

�어느 나라에서든 교육의 집권∙분권은 고정적이 아니고 가변적임 분권에서 집권화로 이동(미 뉴욕, 시카고), 집권에서 분권으로 이동
(뉴질랜드, 헝가리)
�대부분 나라들은 집권, 분권의 중간 형태를 채택 - 분권화된 뉴질랜
드도교사채용은중앙정부가담당
�분권화 정책의 성공 요인 - 목표에 대한 공감대 형성, 법적 토대 구
축, 적정재원지원, 지방의역량개발
�분권화해야 할 기능 - 지역 공동체의 재정 분담, 지역실정에 맞는 교
수법, 학교∙학부모파트너십, 특정역무의계약
�집권화해야 할 기능 - 공정한 재정 배분, 교육의 질 관리(자격증 제
도및교육표준의설정,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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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보장, 형평성의 확보 등 특정기능은 학교에 이양되어 좀더 상
위 수준에서 수행되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요컨대 중앙과 지방
정부는 교육성과를 측정하고 모니터하는 한편, 지속적으로 교육
현장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관계∙역할 정립이 필요함을
보이고 있다.
우리의 경우에도 지방 교육자치를 본격적으로 실시한 지 10여
년, 단위학교의 자치를 위한 학교운영위원회를 도입한 지도 벌써
5년여가 되었다. 그 동안 교육자치를 둘러싼 논의는 교육부 해체
론을 비롯한 과격한 주장에서부터 지방 단위에서 일반자치와 통
합 주장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논의가 있어왔다. 논의는 언제나 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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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일방적인 권한 이양이 중심이 되어 온 듯하다.

라 규모에 비해 수많은 전문가, 국제 컨설턴트를 배출하고 있으

외국의 사례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이제는 좀더 차분하게 단순

며, 노벨상 수상실적(2000년 현재 11명, 세계 7위)을 보아도 이를

한 집권-분권간의 길항적 논의보다 앞서 말한 바람직한 학교교육

잘 알 수 있다. 개도국 중에서는 최근 우리와 자유무역협정(Free

의 결과를 창출하기 위해 중앙-지방-학교간의 기능과 교육자원 배

Trade Agreement : FTA)을 맺은 칠레가 시장기제를 이용한 다

분을 어떻게 조장, 조화시킬 것인가에 논의의 초점을 두어야 할

양한 개혁정책을 쓰고 있다. 예컨대 지방차원에서 실시하는 평생

때라 생각한다. 중앙-지방간, 지방-학교간 교육기능의 수직∙수평

직업기술교육도 지방정부는 재원만 지원하고 교육훈련 프로그램

적인 배분체계, 기능 통합, 정책의 조정, 조율체계를 시대에 맞게

은 거의 민간이 결정 공급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중남미 국

재구조화하는 것이 보다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동시에, 학

가 중 칠레는 학력평가에서 쿠바 다음으로 항상 우수한 성적을 거

교운영위원회제의 발전을 위해 교사와 학부모의 자율역량을 증진

두고 있다.

하면서 상생, 상보(

)하는 학교문화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 나

우리의 경우, 사교육의 번창과 세계 최고 수준의 사교육비 부

아가 교육성과에 대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한 교사와 학교의 책무

담, 교육 이민 등 공교육의 위기, 정부의 교육개혁의‘실패’
를질

성 제고와 더불어 지역사회와 학부모의 역할이 더욱 증대될 필요

타하는 소리가 거의 한계점에 도달하고 있다. 그 원인으로, 경제

도 크다.

학자는 지나친 평균화 지향 정책과 시장원리의 부재를, 교육학자
는 그 반대로 교육에 지나친 시장원리 도입, 일부 교원단체는 정

우리 교육은‘ 정부 실패’
와‘ 시장 실패’
의 합작품

부의‘신자유주의’정책 탓으로 돌린다. 공통적인 점은 목전의 온

어느 사회건 그 사회 구성원이 필요로 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대

갖 교육병리 현상을 정부의‘잘못된’교육개혁 정책, 관료집단의

부분은 정부 아니면 시장에 의해 공급된다. 재화나 서비스의 성격

규제와 간섭 탓으로 돌리는 것이 일반적인 흐름인 듯하다.

상(공공재) 시장기제로 충분히 공급될 수 없을 때(시장 실패), 정

교육문제에 대한 해법도 문제를 진단하는 시각에 따라 다르다.

부가 시장 역할을 떠맡을 수밖에 없다. 교육, 특히 초∙중등 교육

네덜란드나 칠레의 사례로 미루어 볼 때, 우리 교육의 해법을 단

은 바로 그러한 서비스에 해당한다.

순히 관료체제냐 시장이냐, 교육 논리냐 경제 논리냐, 평준화냐

초등교육을 완전 시장기제에 맡기고 있는 나라는 단 한 나라도

비평준화냐 등의 이분법적 사고로 접근하는 것은 슬기롭지 못한

없다. 다만, 정부가 공급하는‘공교육’
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시

일이다. 네덜란드의 경우만 하더라도 중앙정부는 3,000여명의 직

장성을 부여하는 정책을 쓰고 있을 뿐이다. 시장성을 도입하는 정

원으로 앞서 언급한 재정기능 외에 교육 질 관리를 위해 공사립에

책의 핵심은 자유로운 시장 진입 및 퇴출, 그리고 경쟁과 선택을

관한 규제틀(예컨대 강력한 장학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음을 상기

보장하는 것이다.

할 필요가 있다.

교육에 시장원리를 가장 일찍 도입한 나라는 네덜란드이다. 네

엄밀히 말하여 우리의 교육문제는‘정부의 실패’
와‘시장의 실

덜란드는 이미 1917년에 학부모에게‘교육의 자유’즉 교육 선택

패’
가 함께 만들어낸 것이라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교육문

권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헌법을 개정한 바 있다. 누구든지 자유로

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시장, 공교육과 사교육, 공급측과

이 학교를 설치 운영할 수 있고, 학교단위에서 교육원칙과 교수법

수요측을 모두 고려하여야 한다. 개발 연대를 거치면서 값싸고 저

을 채택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가는 공립이든 사

열한 교육으로 교육의 양적인 팽창을 거듭해 온 점, 사교육 의존

립이든 동일하게 재정지원을 하고 있다. 그 결과 거의 70퍼센트에

도가 과도하게 높은 점 등에 비추어 공교육에 대한 투자확대는 당

가까운 초∙중등학교가 사립으로 운영되고 있다. 네덜란드는 각

연한 수순이다. 한편 교육규제의 틀과 질을 보다 과감하게 손질하

종 국제학력평가에서 유럽 국가 중에서는 성적이 상위권이며, 나

여, 미시적인 관리보다 거시적인 관리, 교육의 과정 관리보다 교

Educational Development ː2003

1+2

101

<<Viewed By Korean…

육의 성과를 관리하는 쪽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 한마디로 시장

voucher)는 미국 (위스콘신, 버몬트 등 5개주), 뉴질랜드 등은 선

기제의 장점(

있는 교육풍토 형성, 건강한 품질 경쟁과 서

진국뿐만 아니라 케냐, 엘살바도르, 방글라데시 등 후진국에서도

비스 개선)이 살아나도록 하는 한편, 그 단점(사회 계층간 지역간

제한적이지만 광범하게 채택되고 있는 제도이다. 태국에서는 농

교육격차, 취약계층의 학력저하, 교육 소외)을 보완해야 한다. 이

촌학생에게 자전거를 사주는 형태의 준Voucher를 운영하고 있다.

와 병행하여, 수요자가 참여하고 목소리를 내며, 교육에 관한 슬

Voucher와 성격이 비슷한 학자금 융자제도, 특히 장래 소득과 연

기로운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정책이 필요하다. 좀더 근원적

계한 융자제도(income-contingent loans)도 호주, 스웨덴, 콜롬비

으로는‘이권추구’수단으로서의 교육에 대한 가치기준이 바뀔 수

아, 베네수엘라 등 선진국과 개도국에서 두루 활용되고 있다.

있도록 사회의 각종 신호체계를 바로잡아야 한다.

우리의 경우 장학금과 대여장학금 제도가 있긴 하나 거의 대부

또한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은 교육 시장개방 문제이

분의 교육재원을 일괄적으로 교육행정기관과 교육기관에 직접 배

다. 현재 초∙중등 교육을 외국의 교육 공급자에게 개방한 나라는

분하고 있어 지금까지 재정 집행방법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지 못

없다. 고등교육의 경우, 시장 개방을 주도하는 미국 내에서조차

했던 것이 사실이다. 여러 나라의 다양한 교육재정 지원방식은 재

이에 반대하는 움직임이 만만치 않다.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영

정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고, 교육기관의 책무성을 강화하며, 교육

국의 고등교육 단체도 시장개방을 반대하고 있다. 따라서, 일부

수혜자의 재정기여를 확대하기 위한 재정개혁의 방향타를 제시해

논객들의 주장처럼 시장개방에서 우리 교육문제의 해법을 찾고자

준다고 본다.

하는 것은 너무 앞질러 간 논의라고 생각한다.
외국 정책을 베껴 올 필요는 없으나…
한국 공교육비 규모, OECD수준보다 적으나 싱가포르, 일본에
비해 적지 않다

흔히 우리 교육은 높은 교육열과 지나친 평균주의 등으로 매우
독특하다고 믿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미국이나 일본 등 기타 외

나라간의 교육투자 수준은 대개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교

국으로부터 정책을‘베껴 올’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대

육비(또는 총교육비)나 국가재정 대비 교육관련 예산규모로 비교

부분이다. 필자도 이에 동의한다. 다만, 외국의 다양한 사례에서

한다. 우리의 경우 공교육비 규모는 OECD 평균 수준보다 적으나

난마처럼 얽힌 우리의 교육문제를 푸는 실마리는 찾을 수 있다고

싱가포르, 일본 등 이웃나라에 비해선 결코 적지 않다. 단위교육

본다.

비 또는 교육단가도 이를 반영하여 OECD 평균을 하회하는 수준
이다. 어떤 지표로 보든 공공재정의 역할 증대는 불가피하다.

이 글에서 간단히 살핀 대로 타국의 사례에 비추어 우리의 교육
이 고쳐 나가야 할 여지는 많다. 반면, 각종 개발문헌이나 국제 학

한편, 교육단계별 자원 배분을 보면, 우리의 경우 초∙중등에

력평가를 통해 객관적으로 들어 난 우리 교육의 성과를 우리 스스

대부분의 공교육 재원을 할당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고등교육

로 지나치게 폄하하고 자조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교육부문에서

과 취학 전 교육에 인색함을 알 수 있다. 지식경제에 대비하고 평

우리는 분명 선진국 반열에 들 수 있는 잠재력이 있음을 확인했기

생학습체제를 실현하기 위해 앞으로 추가 재원을 어디에 투자해

때문이다. 앞으로 보다 긍정적이고 생산적인 정책논의가 있기를

야 할지를 가늠할 수 있게 해주는 대목이다.

기대해 본다.

교육재원의 집행방법을 보면, 상당수 국가들이 교육기관에 직
접 예산을 배분하기보다‘돈이 학생을 따라가는(money follows
students)’이른바‘수요자 재정(demand-side financing)’
지원방
식을 많이 도입하고 있다. 교육비 지불 보증제도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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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등학교교사의생활과문화
이혜영 ｜한국교육개발원연구위원, lhy@kedi.re.kr

연구문제와 개념모형
이 연구에서는 중등학교 교사들의 생활과 문화를 구체적이고 심층적
으로이해하기위하여 다음의연구문제를규명하고자하였다.

교사의 의식

교사의 의식은 교사의 직업정체감, 자아효능감,
성향 및 교직의 특성과 매력, 교직지원체제, 근무조
건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을 통해서 분석하였다. 학

첫째, 교사가수행하는교직활동의성격은어떠한가?

교 소재 지역과 설립 유형별 교사수의 비례에 따라

둘째, 교사는 자신의 일과 교육 현실에 대해 어떤 성향과 신

표집한 중∙고등학교 교사 1,560명을 대상으로 실

념, 사고방식을가지고있는가?
셋째, 교사의교직활동을이끄는원리는무엇인가?
넷째, 교사의 의식(성향, 감정, 사고 방식)과 교직활동을
이끄는원리는어떠한조건속에서형성되는가?

시한 질문지 조사에서 드러난 교사의 의식의 특성
을 간추려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직업정체감에 대한 조사에서 교사 중
75.4%는“교직을 선택하기를 잘했다”
고 응답하였
으며, 62.8%는“교직을 수행하면서 성취감을 느낀

이 연구 문제를 규명하기 위하여 교사문화의 개념과 기능, 교사

다”
고 응답하였다.“다른 직업을 얻을 수만 있다면

문화의 특성, 교사문화의 형성 조건 등에 관한 선행 연구 결과를

교직을 떠나고 싶다”
는 문항에 대해서 37.9%의 교

토대로다음과같은개념모형을설정하였다.

사가‘그렇다’
고 응답하였다.
둘째, 자아효능감에 대한 조사에서“담당 교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
는 문항
에는 75.5%의 교사가‘그렇다’
고 응답한데 비해서
“나의 수업 방법에 만족한다”
는 문항에 대해서는
53.2%의 교사가‘그렇다’
고 응답하였으며,“나는
학생들을 다루는 데 어려움을 느낀다”
는 문항에 대
해서도 51.0%의 교사가‘그렇다’
고 응답하였다.
셋째, 교사들은 교직의 특수성을 상당히 강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교사의 능력을 객
관적으로 평가하기 어렵다”
는 문항에 대해서 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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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인 86.9%의 교사가‘그렇다’
고 응답하였으며,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교사들은 경력 이외의 것에 의해 차별적인 보수를
받아서는 안 된다”
는 문항에 대해서 60.8%의 교사

교사의 생활과 문화

가‘그렇다’
고 응답하였다.

교사의 생활과 문화를 분석하기 위해 활용한 연

넷째, 교직사회에 개인주의가 만연되어 있는 것

구방법은 학교 관찰과 면담 조사이다. 서울시내의

으로 보인다.“교사들은 다른 교사의 수업, 생활지

중학교 1개교와 고등학교 1개교를 선정하여 교사와

도, 학급경영 등에 관여하지 않으려 한다”
는 문항에

같이 학교에 출퇴근하며 교사의 일상적인 일을 관

대해 91.6%에 이르는 교사가‘그렇다’
고 응답한 점

찰하고 면담함으로써 교직활동의 성격과 교직활동

이 이를 입증한다. 교사들은 보수주의 성향도 강하

을 이끄는 원리를 찾아보고자 하였다. 중학교 교사

게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교사들은 변화보다

와 고등학교 교사 각 1명씩을 대상으로 교사의 하

안정적인 것을 선호하는 편이다”
는 문항에 대해서

루 생활을 총체적으로 기술하였으며, 관찰과 면담

84.0%의 교사가‘그렇다’
고 응답하였다.

을 통해 교사들이 교과수업, 담임활동, 행정업무,

다섯째, 교사들이 교직에 만족감을 느끼는데‘직

인간관계 등 교직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어떤

업의 안정성’
과‘시간적인 여유’등 교직의 부수적

문제에 직면하며, 그 문제에 어떤 방식으로 대처해

인 요인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교직의 본

나가는가를 분석하였다. 학교 관찰을 통하여 수집

질적 요인 중에서는‘학생들이 나를 통해 배우고 깨

한 자료 항목에 대한 보다 많은 교사들의 인식을 확

우친다는 점’
,‘학생지도 및 학급경영’등 학생 관련

인하기 위하여 전국에서 24명의 중등학교 교사를

요인이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선정하여 면담 조사를 실시하였다. 관찰과 면담 조

여섯째, 학교와 교육행정기관의 행정 행태에 대
해서는 대부분의 교사가 학교와 상급 행정기관이
교사를 돕거나 본질적인 교육활동을 지원해 주지
않는다고 느끼고 있다는 점이 두드러진다.

사를 통해 분석한 교사들의 교직활동 수행방식은
다음과 같다.
교사는 집단의 학생을 상대로 수업을 진행하여
야 하기 때문에 질서 유지를 통해 수업 분위기를 조

일곱째, 교직지원체제 중 교사들의 직업능력 발

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학생 통제가 일차적

달에 대해서 교사양성 교육, 공적인 연수나 장학지

인 과제로 다가온다. 최근 들어 교사는 이전보다 교

도보다는 개인 수준의 시행착오나 연찬활동(독서∙

실의 질서를 유지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는다. 그러

인터넷) 및 동료들과의 비공식적 대화, 모임 등이

면서도 과거와는 다른 대응 전략을 모색하지 못한
채 힘들어하고 있는 듯하다. 체벌이 사회적으로 부
정적인 것으로 간주될 뿐만 아니라 그 효과에 대해
서도 회의적이기 때문에 체벌 대신 요즈음은 벌점
제를 통하여 수업 시간에 학생들을 통제한다. 수업
시간 내에 중요한 부분을 강조하고 교과서에 밑줄
을 긋는다. 또한 암기하기 좋은 방법들을 알려준다.
일부 교사들은 학생에게 먼저 다가가서 관심을 표
현함으로써 수업 시간의 질서를 유지하는 전략을
사용하기도 한다.
교사들이 교직의 보람을 학생들과의 인간관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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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에 가까이 갈 수 있게 된다. 그러나 행정업무에
신경을 쓸수록 실질적인 교육활동에는 둔감하게 된
다.
학생들과의 관계와는 달리 상급자, 동료 교사, 학
부모와의 관계는 성인들 사이의 관계이며, 전달하
여야 할 지식을 매개로 하지 않는다. 교사들은 다른
어떤 관계보다 학생들과의 관계에 몰두하고자 하는
성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동료 교사와는 친밀하
게 지내되 간섭하지 않으려 하며, 학부모에게서는
간섭받기를 원하지 않는다. 상급자와의 관계에서
교사들은 상급자가 교사를 신뢰하고 교사들의 의견
을 들어주기를 원한다. 이때 교사에 대한 신뢰란 교
사가 학생들을 열심히 가르치고자 하는 의욕을 가
서 찾는다면 담임이라는 역할은 교직생활의 보람을

진 사람이라는 점을 인정하는 것이다. 이에 기초하

가져다주는 원천이 된다. 대체로 학교에서 학생들의

여 교사들의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을 모아 학교를 운

생활지도는 담임의 몫으로 돌려진다. 담임교사는 학

영해 주기를 바라는 것이다.

생들의 기본적인 생활습관 전반에 관하여 지도를 하

교직활동 수행 과정을 토대로 추출한 교사문화

여야 한다. 담임의 일을 열심히 하는 교사들은 학생

의 특성은‘인간관계 지향’
,‘경계 유지’
,‘방어와

들로 하여금 담임교사가 그들을 늘 바라보고 있다고

보수’
,‘무력감과 체념’등이다.‘인간관계 지향’
은

느끼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학생들의

교과수업보다도 학생들과 정서적인 교감을 통해 더

건강, 심리, 성적 등에 관하여 마치 부모와 같이 관

큰 보람을 느끼는 것을 의미한다. 교사들과의 관계

심을 가지고 챙겨주는 일을 한다. 또한 담임교사는

에서는 공식적인 업무에 관한 협의와 협력보다 친

문제 행동을 일으키는 학생이 튀어나가지 않도록 울

목을 중시하는 성향으로 나타난다.‘경계 유지’
는

타리가 되어 주고 문제 행동이 다른 학생들에게 파

자신의 교육활동에 간섭받기 싫어하는 동시에 다른

급되지 않도록 차단하는 역할을 한다.

교사의 교육활동에 대해서도 관여하지 않으려는 성

교사들은 행정적인 업무처리를 매우 부담스러워

향을 말한다.‘방어와 보수’
는 학생지도와 평가 등

하며 불필요한 일로 인식한다. 교사들은‘보여주어

에서 자신에게 부담을 주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

야’하는 일,‘증거를 남기는’일에 대해서 강력하게

록 일을 처리하는 성향을 말한다.‘무력감과 체념’

비판하면서 동시에 이러한 현실에 익숙해지기도 한

은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으며, 해봤자

다. 시간이 흐름에 따라 학교의 일상생활에서 이러

소용없다고 생각하며 현실에 안주하려는 성향을 의

한 관행에 대하여 부딪치기보다 빨리 요구에 부응

미한다.

함으로써 그 일에서 빨리 벗어나게 된다고 생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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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된다. 교사들은 그런 일들로부터 벗어나고 싶어

교사문화의 형성 조건

하지만 벗어날 수 없는 것은 그런 일이 상급자와의

이상과 같은 교사문화가 형성되는 조건은 크게

관계를 맺는 매개체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보이

내재적 조건과 외재적 조건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는’일을 잘함으로써 권력에, 더 나아가서는 성공의

내재적인 조건은 교직활동을 수행하려고 하면 피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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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없는 조건, 즉 교직 자체의 구조적 특성을 말한

존중하지 않는 관료주의적인 행정 행태, 전문성 신

다. 교사는 다양한 특성을 가진 집단의 학생들을 대

장을 위한 지원체제의 미흡, 입시제도를 비롯한 교

상으로 교육을 해야 한다는 조건으로 인해 수업과

육정책 등을 들 수 있다. 획일적인 교육과정 운영

생활지도 등의 활동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에 직면

체제와 다인수 학급 상황에서 교사들은 모든 학생

하며, 이런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나름대로의 전

들이 만족할 만한 성취 수준에 도달하도록 가르칠

략을 만들어간다. 교과수업 시간에 지식전달 이전

수 없으며, 수많은 학생들을 가르치는 상황에서 개

에 질서 유지가 우선되어야 하므로 학생들을 통제

별 학생의 특성에 주목해야 하는 수행평가를 본래

할 수 있는 방식으로 지식을 전달한다. 또한 개별

의 취지대로 하기 어렵다. 이런 조건은 교사들로 하

학생을 가르치는 것과 달리 집단의 학생을 가르칠

여금 무력감을 느끼게 하거나 방어적인 태도를 가

때에는 학생들이 상황에 따라 다르게 형성해내는

지도록 하는데 영향을 미친다.

집단 역동에 대처해야 하므로 상황에 대한 통찰력
과 순발력 있는 대처가 중요한 것으로 간주된다.

교사들은 자신들이 자율적으로 활용할 있는 자
원이 부족하다. 시간 자원을 볼 때 교사들은 학생들

교육활동의 성과는 장기적이며 가시적으로 잘

에게 끊임없이 잔신경을 써야 하며, 틈틈이 공문 처

드러나지 않는다는 내재적 조건은 교사가 동료 및

리 등 행정업무도 해야 하기 때문에 집중하여 무엇

상급자와 인간 관계를 맺는 방식과 어떤 업무에 우

인가를 연구하고 개발하기가 쉽지 않다. 교육활동

선 순위를 두는가 등에 영향을 미친다. 교사들이 각

에 필요한 예산도 자율적으로 활용하기 어렵다. 관

교사가 가지고 있는 기준과 방법에 대하여 왈가왈

료주의적∙형식주의적 행정 행태는 성과가 쉽게 드

부하지 않는 것은 그것이 어떤 효과를 가져올지 모

러나지 않는 교육활동보다 눈에 보이는 일에 우선

르기 때문이다. 교육활동의 성과가 장기적이고 확

순위를 두도록 함으로써 교사들의 교육 역량을 분

인하기 어렵다는 조건은 빠른 결과를 얻고자 하는

산시킨다. 또한 교사들에 대한 불신을 전제로 하기

요구와 갈등할 때 우선 순위에서 밀리는 결과를 초

때문에 교사들로 하여금 그들이 신뢰와 존중을 받

래하기도 한다. 수업 등 본질적인 교육활동보다 행

고 있다는 인식을 가질 수 없게 한다. 교사 양성 교

정업무를 우선시하는 행정관행은 이런 조건과 관련

육의 현실 적합성 결여, 장학 및 연수의 기회 부족

이 있다.

과 적합성 부족 등 교사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지원

교사문화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외재적 조건으

체제의 미흡으로 인해 교사들은 각자 시행착오 속

로는 획일적인 학교의 교육과정 운영 조직과 교육

에서 자신들만의 방법을 터득하게 되므로 교사들

환경, 교사가 이용할 수 있는 자원의 부족, 가시적

사이의 경계 유지는 견고해지며, 새로운 시도를 할

인 성과를 우선시하며 교사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준비와 자신감의 부족으로 변화를 추구하기보다 현
상 유지에 급급하게 된다. 교사들은 자신들의 통제
밖에 있는 입시제도 등의 교육정책으로 인해 발생
하는 문제에 대해 방어적으로 대처하는 경향이 강
하다.

교원정책에의 시사점

교사문화에 대한 분석을 통해 교직사회에 개인
주의, 고립주의가 만연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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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주의는 각자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존중해 주며

학교 현장의 실정과 요구에 밀착된 교사 양성 교육

외부적인 제약 속에서 교육활동에 몰입할 수 있도

과정을 구축하는 일이 절실하게 필요하다. 또한 교

록 해준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없는 것은 아

사들의 고립주의와 개인주의를 타파하고 상호 협력

니다. 그러나 개인주의는 교사의 전문성 확립과 신

을 강화하기 위해 공동 연구 및 작업에 대한 지원과

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일반적으로 전문직

보상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교사들은 공식적인

종사자들은 상호협력을 통해 직업 수행에 필요한,

연수, 장학보다는 동료 교사와의 대화, 교과 연구 모

그리고 직업 수행 성과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전문적

임 등이 더 도움이 된다고 한다. 그러므로 교사들 사

지식과 기술체계를 형성해 간다. 교사 집단은 이 점

이의 자생적인 연구 모임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에서 취약하다. 교사들은 신임 교사 시절부터 교직

행∙재정적으로 지원해 주는 노력이 필요하다.

을 떠날 때까지 혼자서 모든 일을 고민하고 해결해

이 연구에서 밝혀진 교사문화의 또 다른 특성은

간다. 그래서 교사들 스스로 표현하듯이 시행착오

‘방어와 보수’
이다. 교사들이 교직활동을 방어적으

를 반복한다.

로 수행한다는 것은 교육활동을 그 본질적 의미를

교사들의 개인주의는 어떤 면에서 보면 교수 행

실현하는 방식보다는 학생과 학부모 등 자신의 준

위 자체가 독립된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고립성을

거 집단으로부터 문제가 제기되지 않는 방식으로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불가피한 면이 있다. 그러나

수행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방어적 태도는

교사의 개인주의는 전문성 신장을 위해 극복되어야

교직사회의 보수주의로 연결되어 학교교육의 혁신

할 특성 중의 하나이다. 그것은 교사 양성, 연수 등

을 막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따라서 이런 방어

교직지원체제를 제대로 갖추고 학교조직을 교사들

적 태도를 변화시키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 교사

의 협력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구축함으로써 어느

문화의 방어적 특성은 교사들이 이용할 수 있는 자

정도 가능하다. 이런 점에서 우리나라의 교직지원

원의 부족, 교사들이 자율적으로 활동하기 어려운

체제와 학교조직은 많은 개선이 요청된다. 많은 교

학교조직과 운영 방식, 교사와 학생 모두를 제약하

사들은 대학의 양성 교육이나 교육행정기관에서 제

는 교육정책 및 제도 등에 기인하는 것이다. 예컨대

공하는 장학, 연수 등이 전문성 신장에 크게 도움이

학생들의 안전을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하는 대규모

되지 않는다고 말한다. 대학의 양성 교육은 학교 현

학교, 다인수 학급에서 학생들의 교내외에서의 자

장의 실정과 동떨어진 경우가 많으며, 장학지도는

유로운 활동이 필수적인 다양한 체험학습을 실시하

형식적이라고 한다. 교원연수원 등에서 제공하는

기는 어려울 것이며, 수백 명의 학생을 동시에 지도

연수 중에는 직무 수행에 도움이 되는 내용도 있으

해야 하는 교사가 수행평가를 그 본래의 취지대로

나 연수 기회가 충분하지 않다고 한다. 학교 수준에

실시하기도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교사들이 교육

서는 교내장학이나 교과협의회 등을 실시하고 있지

의 질을 발전시키려는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교

만 교사가 너무 바쁘거나 내용이 충실하지 못해서

육활동을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교육활동에 필

효과를 거두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요한 교육시설, 학습자료 등의 자원을 확충하고, 학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대학의 양성

교조직과 운영 방식을 교사들의 자율과 참여를 확

교육과 현직연수체제에 대해 그 적합성과 효과 측면

대하는 방향으로 개선하며, 교사들의 현실적 조건

에서의 전면적인 재검토와 이를 토대로 한 재구조화

을 충실히 고려한 교육정책과 제도를 형성∙집행하

가 필요하다고 본다. 특히 교사들이 교직에 첫발을

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디딘 순간부터 시작되는 시행착오를 줄여주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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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동서패러다임의협연

아빠가 사준 자전거를 도둑맞지만 형편이 어려워 신문 배달하는 친구가 가져간 것을

이계학외지음/ 청계

알고 이를 숨겨주려는 민우(자전거 도둑), 새엄마를 너무나 미워했지만 목숨까지도

「지혜 동서패러다임의 협연」
은‘덕성’
과‘지혜’
를 중심 화두로 선가와 유가, 노장

아낌없이 내놓으려 한 새엄마의 사랑에 감동해 처음으로 새엄마를 엄마라고 부르는

과 불가, 기독교와 플라톤 사상을 두루 고찰한 책으로 각 분야를 전공한 학자들이 이

은지(새엄마), 말썽쟁이로늘부모의꾸중을듣지만가족모두잊어버렸던엄마의생

들사상에대해논한글을엮었다.

일을혼자기억하고작은선물을준비하는민기(말썽꾸러기의꽃다발)….

인간성을 함양하는 덕성교육을 연구해 보면 인류의 위대한 교사들의 가르침은 그

이야기의 주인공들은 전부 우리 주변 어디선가 볼 수 있는 요즘의 우리 아이들이

것이어느시대, 어떤교학사상이든지덕성과지혜는‘동전의양면’
과같이밀접한관

며, 이책의중심에흐르는정서는‘슬픔’
이라고할수있다. 그리고몇가지정서를더

련을맺고있다. 저자는동서양을가로질러덕성과지혜가어떤관련성을맺고있는지

들자면사랑과이별, 우정과동정심이다. 이러한정서들이슬픔과어우러져서여러가

구명하기위해이연구를추진하기로하였다고말한다. 또한덕성과지혜에대한이상

지 아름다운 이야기를 빚어냈다. 물론 그 중에는 가족간의 우애와 환경 문제 같은 소

의 잠정적인 개념 정의를 기반으로 연구자들은 家와 家, � 과 家, 基家(기독

재를다룬이야기도한두편있다.

교)와플라톤의교학사상을중심으로덕과덕성그리고지혜에대한개념을전공분야

그래서한장한장넘길때마다맑은눈물한방울고이게되지만, 다읽고나면가

별로 더욱 구체화하고, 덕성과 지혜가 구체적으로 어떤 논리적인 관련성을 맺고 있는

슴이 환해지며 한 움큼의 행복이 온몸으로 퍼져가는 것을 느낄 수 있다. 게다가 본문

지를 구명하였다. 이 책의 결과는 인간성을 함양하고 창의성을 기르는 우리 교육의

삽화로 실린 섬세한 수채화들은 이야기를 더욱 따뜻하게 보듬어 안는 느낌을 주며 읽

발전에크게공헌할것으로보인다.

는이에게또다른울림을주고있는것같다.

아빠의수첩

교육의미래

양해원지음/ 전필식그림/ 주니어김영사

김용길지음/ 문음사

「아빠의수첩」
은오랫동안소설과어린이들을위한글을써왔던저자가그동안살

「교육의 미래」
에서 필자는 교육정책의 근본적인 방향전환이 필요하다는 점을 역

면서 보고 들은 짤막한 소재들을 모아 18편의 아름다운 이야기로 엮은 책이다. 실화

설하고있다. 이것은우리교육의미래를위해서고,“시장화에서민주화로”
, 제시된부

를바탕으로한감동적인이야기는이미여러권책으로나온바있지만, 이책은어린

제에 필자의 주장이 응축되어 있다. 저자는 우리 자녀의 교육에 있어‘시장’
은 독( )

이의세계에서일어난일들이라는점에서좀더특별한것같다.

이라고주장하면서교조적인논객들은“그럼국가냐”
고‘공허한논쟁’
을일삼지만, 대

말을심하게더듬는데다다리까지절어아이들에게놀림을받았지만공부도잘하
고 인기도 많은 정아와 가장 친한 친구가 되는 종태(안녕, 나의 천사), 어렵게 사는 학

답은“교육의 민주화를 통한 공공성 제고”
이고, 공교육을 내실화하고“공정한 게임”
조건을창출하는것이긴요한과제라는점을재차강조하고있다.

급 친구를돕기 위해 집에서 엄마 몰래 돈을 가지고 나오다 들키는 준호(난 도둑이 아

이책은크게두부분으로나누어져있다. 제1부에서는주로신자유주의개혁정책

니에요), 오염된장사강을연어가돌아오는맑은강으로만들기위해노력하는석준이

의실체와그실천적의미를살펴보고있다. 제2부는정책대안탐색을중심으로한5

아빠와장사강에연어가돌아오면좋아하는여자친구와사귀기로약속하고설레는석

개의 글로 이루어져 있다. 그런 점에서 이 책은「위험한 실험 : 교육개혁의 정치학」
의

준이(장사강이야기), 늘바쁜직장생활로가족들의원망을듣다가뜻하지않은사고

연작적성격을지닌다. 동일한문제의식에서출발했다고볼수있다.

로 죽음을 맞으며 가족들에게 보내는 마지막 사랑의 편지를 쓰는 아빠(아빠의 수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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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는 정책 대안 탐색이 주관심사고 마지막에는“교육 본연의 가치”
에 대한 천착

이를 위해 저자는 주한미군 없는 통일 한반도의 영세중립화를 향한 동북아시아의

이 필요할 거라고 필자는 말한다. 이 책들을 통해서 새로운 세기에 우리 교육이 지향

다극적 협력관계,‘납치문제’
로 암초에 부딪힌 북한∙일본관계를 국교수립과 분리해

해야할모습에대한논의를완성할수있을것이라고밝히고있다.

처리하는 이른바‘투 트랙 시스템’
, 일본의 한국에 대한‘햇볕정책’
, 한국과 일본간의

그는 서문에서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교육의 민주화와 우리 교육현장에 교육

이중국적 인정, 한∙중∙일간의 역사인식 공유 기반 확립 등을 구체적인 방안으로 제

본연의가치를구현하는과제는결코별개의사안이아니다. 사실을말하자면, 동시적

시한다. 이밖에 한국과 일본 배우가 출연하는 합작영화‘안중근과 이토 히로부미’제

이며 하나의 연속적인 과제다. 교육의 민주화를 통한 공공성 제고와 참다운 인간교육

작, 한국어와일본어를동시사용하는위성방송설립등흥미로운발상에대해서도살

의 실천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는 뜻이다. 그럴 때 높은 수준의 지식교육도 활로를

펴볼만하다.

찾을 수 있다. 이 점에 관해서는 특별히 이 책의 제6장에서 다루고 있지만, 듀이의 말
을빌려‘훗날의작업’
에필요한상상력을공유하였으면하는바람이다”
.

야생초편지
황대권지음, 그림/ 도솔

동북아시아공동의집을향하여

날조된간첩죄로13년간의옥살이를거치며서른살의유학생은젊음과꿈을송두

강상중지음/ 이경덕옮김/ 뿌리와이파리

리째 박탈당하고 40대 중반이 돼서야 출소했다.「야생초 편지」
는 시대의 피해자였던

「동북아시아 공동의 집을 향하여」
는 재일 한국인 2세로, 한국 국적자로는 최초로
도쿄대 교수가 된 <오리엔탈리즘을 넘어서>의 저자 강상중이 2001년 3월 일본 중의

저자가절망을딪고실낱같은희망을붙들기위해고혈을짜내주변에보냈던옥중서
간이자생존기록이다.

원에서제시한‘동북아시아공동의집’구상을담은책이다. 50년후동북아시아가평

감옥에서100여종의잡초를직접키우고한평의감방에서궁상맞게특미야생초

화와 공영을 이룩하기 위해서, 지금 일본과 한국은 과연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요리와차를개발한‘잡초인생’
, 세계감옥사에새이정표를마련하기까지그는교도

저자의 통찰이 빛나는 저서이다. 특히 장기불황, 우경화 경향, 대미의존 외교 정책 등

소에서 풀이라는 풀은 죄다 뜯어먹어‘토끼’
라 불린 괴상한 양심수였다. 노르웨이 국

냉전 체제 붕괴 이후 일본이 겪고 있는 총체적 방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국, 중국

영방송(NIR)은 98년 출소한 뒤 전남 영광에서 생태공동체를 가꾸는 농사꾼이 된‘잡

과의밀접한협력관계확립이무엇보다중요하다는것이이책의주요골자이다.

초박사’
의삶을다큐멘터리로제작, 노르웨이전역에방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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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에는 인류 최초로 삭막한 감옥 운동장 한쪽에‘야생초 화단’
을 일군 황씨의

에 어떤 변화를 일으켰는지, 어떻게 농업혁신을 일으켰는지를 사례를 들어서 설명하

야생초 생장기록과 감옥살이의 사색이 담겼다. 미대 지망생이던 황씨가 직접 그린 야

고 있다. 이를 위해 저자는 고기후학과 기후사학이 이루어 놓은 연구성과와 성직자와

생초 세밀화는 차원 높은 야생초 도감이자 자연관찰일기로 정겹게 다가온다. 잡초에

연대기작가들이개인적으로기록한기후관련자료, 화산폭발, 포도수확량, 곡물가

열정을 쏟고 치열한 사색을 하면서 얻은 삶의 철학은 생태주의 공동체 사상을 키우는

격 변동 등과 같은 광범위한 자료들을 인용해 기후가 어떻게 역사를 만들어 왔는가를

토양이됐다.

실증적으로보여주고있다.

서울농대 졸업 후 뉴욕 사회과학대학원에서 제3세계 정치학을 전공한 황씨는 왜

우리가살고있는이세상은기후와밀접한관련이있다. 아무리21세기최첨단시

하필‘잡초’
에인생의승부수를걸게된것일까. 간첩으로몰린데대한분노로징역초

대라고 하지만, 아직까지 자연과 기후를 무시할 수는 없다. 기후의 족보를 통해 과도

기 단식투쟁과 난동을 부리다 모진 고문과 지옥같은 징벌방 생활을 겪은 그에게 돌아

한 추위나 강우가 유럽에 어떤 파문을 일으켰는지, 독재 군자에게, 귀족에게 그리고

온 것은 지친 영혼과 망가진 몸뿐. 만성기관지염 등을 자연요법으로 치료하면서 그는

평민들에게 각각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영향을 주었는지, 전쟁의 운명을 어떻게 바꾸

교도소 운동장에 난 풀을 먹기 시작한다. 투사에서 징역생활을 즐기는 생태주의자로

어놓았는지, 어업에 어떤 변화를 일으켰는지, 어떻게 농업 혁신을 촉진했는지를 엿볼

바뀐것은그때부터다.

수 있다. 사람들은 지나간 기후 현상들을 쉽게 무시해버리지만, 오늘날 전례 없이 지

야생초 재배 경험을 토대로 출소 후 황씨는 우리 농업을 살릴 생태공동체 구상에
몰두해 있다. 농산물시장이 전면 개방되면서 기존 농사방식으로는 우리 농촌의 활로

속되는 온난화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대단히 중요한 역사이다. 거기에는 우리
의미래기후를엿볼수있는많은선례가있기때문이다.

는 없다는 것이다. 그는 제대로 밝혀지지 않은 온갖 약효가 들어있는 야생초의 용도
개발을 위해 정부에서 야생초연구소를 만들 것을 제안한다. 우리 농촌이 살아남을 유

네정신에새로운창을열어라

일한 길은‘야생초와 더불어 짓는 자연농법’
이라는 것이다. 멸종되는 종의 다양성을

최승호외지음/ 민음사

지키고토양침식과오염을막는전위로야생초를내세우는잡초박사의꿈이가을햇살
에영글고있다.

「네 정신에 새로운 창을 열어라」
는 20세기 문화예술계의 거장 30인의 삶을 통해
‘고정관념에 도전하는 분방한 상상력’
의 모델을 보여주는 책이다. 선정된 30인은 문
학, 미술, 음악, 철학, 건축, 영화, 패션, 사진, 비디오아트, 퍼포먼스등다양한분야에

기후는역사를어떻게만들었는가

서 보통 사람들이 감히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길을 시작한 인물들이다. 시를 통해

브라이언페이건지음/ 윤성옥옮김/ 중심

세상을 바꾸려 했던 마야코프스키, 클래식 음악의 엄숙주의를 버리고 자신의 숨소리

「기후는 역사를 어떻게 만들었는가」
는 역사학의 낙하산병임을 자임하는 저자가
중세 온난기(900~1200), 소빙하기(1300~1850), 현대 온난기에 걸쳐 1,100년 동

나흥얼거림을끼워바흐를녹음했던글렌굴드, 캔버스대신브라운관을택한백남준
등이풍부한사진자료와함께소개되었다.

안기후가인류의역사에미친영향을흥미있게분석한역사서이다. 그렇다고기후가

이책에더주목하게되는이유는대상과함께그들의삶을풀어간필진이다. 우리

농업발전의주된원인이라든가, 기후가정권을전복시키고프랑스혁명을가져왔다는

문화계각분야를주도하는인문들이직접참여해흠모하는사람들에대해글을썼다.

식의환경론적결정주의입장에서서술한것은아니다. 대신혹독한기후변화가유럽

글렌굴드, 프리다칼로, 제백석의 삶을 함정임, 김승희, 김병종의 글로 만난다면 이미

의역사에어떤파문을일으켰는지, 독재군주에게, 귀족에게그리고평민들에게각각

일상적인 전기물은 아니지 않을까 싶다. 필자가 여럿이다 보니 글을 풀어가는 방식에

어떤방식으로어떻게영향을주었는지, 전쟁의운명을어떻게바꾸어놓았는지, 어업

도 차이가 있어, 시인 최승호는 자코메티의 조각을 시와 같은 산문으로 묘사했고,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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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의유혹
에바헬러지음/ 이영희옮김/ 예담
21세기는 색채의 시대다. 색은 도처에 널려 있으면서도 우리를 강렬하게 유혹하
고 있다. 흔히 색채는 개인 감성과 연관된다는 점에 초점을 맞추어 생각한다. 그러나
헬러는 색채가 과학임을, 그것도 역사적 경험과 심리학적인 상징을 통해 재미있고 풍
부하게보여주고있다. 색채감성의시대를사는현대인에게꼭필요한교양서이다.
코카콜라는 왜 빨강을 주조색으로 사용할까? 모나리자가 초록색 드레스를 입은
이유는? 저자는 다양한 직업의 독일인 2,000여 명을 대상으로 색채에 대한설문조사
를 행한 후, 그 결과를 역사적인 전통과 심리학적인 이유 안에서 재미있게 해석하였
다. 색채관련종사자뿐아니라색에얽힌흥미진진한이야기를알고싶은일반인까지
폭넓게읽을수있는책이다.
그리움의색파랑, 사랑과증오의빨강, 뾰족한웃음소리노랑, 마법의색검정, 삭
막한청결함의흰색, 모나리자의녹색드레스, 삶의기쁨주황, 달콤한죄의궁전보라
설가 김미진은 자신이 워홀의 작업실 팩토리를 방문한 어느 날부터 시작하는 단편소

와 다정한 에로스 분홍, 빛의 탄생 금색과 차가운 거리감의 은색, 바삭바삭한 갈색과

설형식을빌었고, 영화학전공자김성태는고다르에게부치는편지로그의영화를소

망각의회색까지여러가지색깔을다루었다.

개하였다. 40여 년을 출판계에 몸담은 그가 젊은 세대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바로 고

항상 우리 주의를 둘러싸고 있고 우리의 생각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이지만 한

인 듯 답답한 머릿속, 게으른 일상에“새로운 창”
을 여는 것이다. 조각가 자코메티, 피

편으로는 일상에서 너무 흔하게 접하게 되는 것이어서 별다른 관심을 받지 못한 색에

아니스트글렌굴드, 시인김수영, 패션디자이너장폴고티에, 20세기를뒤흔든이들

대한 놀라운 이야기이다. 기독교를 기본으로 하여 성립된 서구 국가 독일에서 쓰여진

국내∙외예술거장30인의삶과예술세계를최승호, 김승희, 박성창, 김병종, 백미혜,

책이라 우리 정서와는 맞지 않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 색에 대한 느낌도 자라온 문화

정병규 등 국내 30~40대 학자와 문인, 예술가들이 에세이로 써냈다. 사진과 그림이

에따라많이달라지는모양이다. 비전공자들도쉽게이해할수있게구성되어있고,

풍부하고대담하다.

내용도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어 심도 있는 색채학에 대한 공부보다 색채에 대한 통합

1부‘나의 혁명을 위하여’
는 가우디, 고다르 등 전통적인 가치에 의문을 제기하고

적인이해에도움이되는책이다.

기존의 방식을 뒤집으려 했던 정신의 혁명가들을 소개했고, 2부‘사유의 숲을 가로질

쉽게 알 수 없었던 내용들이 역사와 사회와 더불어 설명을 붙여서 이해가 쉽게 된

러’
는랭보카프카등세상을바라보는새로운시각을제시하려했던위대한영혼들을

다는것이이책의최대장점이자단점이다. 전문지식인들의책에서보이는자신의학

기록했다. 마지막 3부는‘새로운 세계를 향하여’
는 쇤베르크, 백남준, 김수영 등 예술

문에 대한 맹목적 추종이 보이지 않고 오히려 색채에 대해서 객관적 입장을 유지하도

각분야에서새로운형식과사고를도입한문화와예술의파이오니아들의예술세계가

록 하는 내용은 전문지식인이면서 자신의 아집에 잡혀 사는 고지식한 지식인들의 모

담겼다.

습과대비되어신선하게다가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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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관련 세계의 연구

inding

김은주 ｜한국교육개발원도서자료운영팀장, bonnyk@kedi.re.kr

<능력별 그룹편성>

을 받기를 원하고, 우수한 학생들의 학부모

<교육과 책무성>

학습능력에 따라 학생을 그룹핑하는 경

들은 능력별 그룹핑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

미국 공교육네트워크(PEN)와 Educati-

우와 능력과 무관하게 학생들을 함께 그룹

타났다.

on Week이 2002년 1월15일~21일까지

핑하는 경우 어떤 효과가 있는가에 대한 연

- 반면, 열등한 학생그룹에 배치된 교사

1,050명의 유권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

구 결과들을 종합한 연구를 소개한다. 이 연

들은 열의를 적게 나타내며, 학업 성취로 인

조사 결과를 소개한다. 조사는 백인 800명,

구는 미국 애리조나 주립대학교의 교육정책

해 생기는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물질적인

아프리카계 미국인 125명, 라틴계 미국인

연구회(EPRU)가 제시한 학교개혁에 대한

면에서, 수업방식에 있어서의 지원을 원하

125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으며, 자녀가 있

정책제안 가운데 수준별로 그룹핑하여 수업

는 것으로 나타났다.

는 경우와 없는 경우를 고려하여 표본 추출하

할 경우에 대한 연구결과들을 개괄한 보고
서이다.

였다. 이 조사는 미국민의 교육에 대한 여론
제언

은 어떠한가를 파악하기 위한 것뿐 아니라,

- 학습능력이나 학업 성취면에서 차이가

어떤 후보가 어린이들을 위한 후보인지를 판

연구 결과

있는 학생들을 함께 그룹핑할 경우, 열등한

- 비슷한 학습능력을 가진 학생들을 그룹

학생이 비난을 받거나 열악한 교육과정으로

핑하는 경우와 학습능력이 차이가 있는 학

수업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은 줄일 수 있으며,

조사 결과

생들을 함께 그룹핑하는 경우, 교육과정이

전체 학생에 대한 교사의 기대가 보다 높아

미국민들에게 있어 교육은 높은 순위를

동일할 경우에는 능력별 그룹핑이 학업 성

질 수 있고, 학습능력이 우수한 학생들이 열

취면에서는 의미있는 차이를 보이지 않는

등한 급우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

단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실시되었다.

차지하는 관심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 교육은 경제와 직업에 이어 주요 관심

- 교사들에게는 학교에서 대규모로 부족

사이며, 모든 이를 위한 교육의 질이 국가적

- 학습능력이 보다 우수한 학생들을 다른

한 연수, 자료 등을 지원하며, 학교 행정가들

인 우선순위를 두어야 하는 일로 생각하고

학생들과 분리하여 보다 집중적으로 수업을

은 기존 시스템의 한계를 파악하고, 이들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킬 경우에는 학업 성취면에서 보다 나은

해결을 위해 정책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성과를 나타냈었다.

해야 한다.

것으로 나타났다.

- 반면, 보다 우수한 학생들을 제외한 열
등한 학생들은 더욱 열등한 교육과정을 가
지고 교육을 받게 되고 전체적인 학업 성취
가 저조해지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 교사들은 보다 우수한 학생그룹에 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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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신들이 속한 지역사회의 학교의 질에
대해 우려를 나타나고 있으며, 교육의 질적
향상에 대해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공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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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질적 향상이 가족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
키고, 지역 경제의 개선과 범죄율을 낮추는
데 기여하며, 학교의 질이 삶의 질에 깊은 영
향을 미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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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답자 가운데 42%는 지역사회에 있는

- 응답자의 1/3이 교원의 질이 학생들의

학교의 질에 따라 어디에 거주할 것인가를

학습능력 개선에 가장 중요한 요소이며, 그

- 커뮤니케이션 기술을 훈련받은 그룹의

인가를 결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학교간의 빈부격차 해소, 조기유

학생들이 훈련을 받지 않은 다른 급우들보

교육예산을 삭감해야 할 경우에 이로부

아교육을 통한 학습능력개선, 학급당 학생

다 협동적이고, 상호간에 필요한 설명을 보

터 최우선으로 보호되어야 할 예산은 조기

수의 감소, 적어도 4학년까지는 모든 어린이

다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아교육을 위한 예산이라 생각하는 것으로

들이 읽기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순으

조사되었다.

로 나타났다.

- 미국민들은 경제나 교육에 대한 관심은

- 교원집단은 강력한 유권단체이고 정치

상호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

가들의 교육정책에 따라 투표하는 것으로

며, 조사대상의 80%는 교육에 대한 주 차원

조사되었다.

의 지원이 최우선이거나 우선순위에 있어
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학교에 대해 알고 싶어 하는 정보로 학
교의 성취결과에 대한 평가 정보, 교사의 질

결과

- 반드시 급우들에게 설명을 하도록 했을
때, 학생들 간의 협력이 더욱 활발해지는 것
으로 나타났다.
- 학생의 능력에 따라 효과의 차이를 보
였으며, 능력이 높은 학생이 설명을 하였을
때 보다 협력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 교육예산 가운데서도 조기유아 교육을

에 대한 정보, 학생의 문해능력에 대한 정보

위한 예산이 예산 삭감으로부터 최우선으로

를 최우선으로 알고 싶어하며, 다음으로 교

결론

보호되어야 하며, 다음으로 학급규모의 축

과서를 포함한 학습도구, 학교예산, 주 내의

- 협동학습은 수준이 높은 학생에게 보다

소, 교원교육, 교원의 보수 등의 순이라고 생

다른 학교와의 비교 결과, 학교안전에 대한

각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미국인들은 학

정보의 순으로 나타났다.

을 알 수 있었다.

하기 위해 투표를 하며, 후보자들의 교육에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또한 선거는 학교교육의 질에 대한 책
무성을 행사하는 것이라 생각하며, 선거가

- 학생들에게 반드시 설명을 하도록 한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효과적인 것

교교육의 질에 대한 자신들의 책무를 행사

대한 태도가 투표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

효과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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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동학습을 통해 보다 능력 있는 급우
와 함께 상호작용을 하며 수업을 하는 것이
학습능력을 향상시키는 효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학교의 질을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공립학교에 다니는 자녀를 가진 부모와

<커뮤니케이션과 협동학습>

학교위원회는 교육의 질에 대한 책무성을

커뮤니케이션 기술을 훈련받은 그룹과

가지며, 이들이 변화에 가장 큰 영향력을 가

훈련받지 않은 그룹을 대상으로 커뮤니케이

진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션 기술이 협동 학습에 미치는 효과는 어떠

- 학생들은 학생으로서의 책무를 다해야

한지를 실험한 연구를 소개한다.

하며, 그 한 가지로 학생은 진급하기 위해서

이 연구에서는 상호 커뮤니케이션을 통

기초 능력 테스트에 통과해야 한다고 74%

해서 협동학습을 하는 과정, 급우들을 대상

가 응답하였다.

으로 반드시 설명을 하도록 하였을 때 나타

미국인들은 국가수준의 공교육개선에 지
속적인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이를 위해서
는 교원의 질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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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효과와 두 그룹간의 차이에 대해 비
교∙관찰하였다.
또한 이 연구는 뉴질랜드의 초등학교 6학
년 학생 192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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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의 소리 >>

최상용 (전북 고창시)
안녕하십니까? 추운 날씨에 수고가 많습니다. 이번에 발행된 교육개발 좋은 내용이 많아서 이렇게 소감을 보내드
립니다. 저는 지방에서 대학교육을 받은 평범한 20대 후반의 직장인입니다. 특별기획으로 다루어진‘지역발전과 지
방대학의 활성화’
를 보고 참 느낀 점이 많았습니다. 대학을 다니면서, 혹은 지방대 출신이라서 저 또한 피해를 본 경
우가 있었기에 지방대학의 교육환경 개선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제가 대학을 다닐 때도 이미‘대학설립 준칙주의’
가
도입이된상태여서우후죽순으로대학이생기고있었습니다. 무분별한대학설립과재정난은이미예견된일이아니었나생각
이 듭니다. BK21사업으로 우수대학을 설립한다고는 하나 순조롭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수도권
대학의증원억제정책으로지방대의증원이결국은지방대학의위기를초래하지않았나하는생각도듭니다.
날로 늘어가는 지방대의 위기와 수도권으로의 교육인구 집중을 막고 교육기회의 평등, 획기적인 교육기회제공과 교육인프
라 구축이 지방대학의 활성화를 이루는 중요한 요소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연구진들의 많은 노력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
다.

임연호 (인천 연수구)
며칠 전 우리나라의 많은 학생들이 중국으로 조기유학을 떠나고 있다는 뉴스보도 내용을 봤다. 중국의 국제적
위상이 예전과 달리 상당히 높아졌고, 중국이 개혁∙개방 이후 급속한 경제적 발전을 이루어 중국어의 활용도가
높아진 이유등이그이유라고 한다. 이런이유들외에도 중국의 대학수준이 높은수준이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한∙중간의 경제적∙문화적 교류도 더욱 늘어가는 요즘시기인 만큼 이번 호에 실
린‘특별대담-장신승중국교육부부부장’기사는나이외에도많은사람들의눈길을끌었을것이다.
중국 교육부 부부장이 대담 뒤에 실린‘세계 대학 총장 포럼 축사’
에서 밝혔듯이 지식뿐 아니라 인재와 잠재적 소질은 나라
의 발전에 있어 가장 중요한 자원이다. 중국의 인구는 12억이 넘는다. 이런 어마어마한 자원을 어떻게 양성하고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중국은 많은 사람들이 예상하고 있는 세계의 초대형 강대국으로 급속한 발전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중국을 예전
의중국으로생각해서는안되는또하나의이유이다.
이러한 상상할 수 없는 잠재력을 지닌 중국 교육자들과의 교류는 우리나라 교육의 발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고, 멀리 보
아서는 경제 부문에도 많은 영향을 끼칠 것이다. 서로의 발전 과정에 있어서의 오류와 성과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서로의
장단점을거울삼아각자자신의나라에보다적합한나아갈바를지향한다면일석이조의효과를거둘수있을것이다.
또한 중국뿐만 아니라 다른 동아시아 문화권의 나라 등과 유럽∙아메리카 등의 선진국들의 교육관계자들과의 인터뷰 내용
도실었으면하는바람이다.

이병진 (경남 진주시)
한국사람이라면 특히 자녀를 둔 부모라면 한국의 교육에 대해서 할말이 없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나 또한 그
렇다. 특히 우리나라의 대학입시문제와 대학교육문제는 내겐 가장 큰 관심사이다. 대부분 있는 사람들은 자녀를
외국으로 유학 보내고 생이별을 하면서까지 아이들을 더 나은 환경에서 교육시키고자 한다. 외국어 교육 차원에
서도 한국보다는 미국 또는 영국, 중국에서 교육받으면 적어도 한국에서 교육받은 아이들보다는 더 나을 것이라
는생각에서일것이다. 석∙박사학위문제에있어서도국내학위보다는외국학위를선호하는현상이유학을부추기는것으로
판단된다.
특별기획에서 한국의 대학문제를 다룬다고 하여 뭔가 큰 변화가 있을 거라는 생각은 하지 않지만, 그래도 이러한 조그만한
변화부터시작해서우리나라교육, 대학교육, 유학풍토들을바른길로이끌수있기를기대한다.

>>「교육개발」
에대한소감을keditor@kedi.re.kr로보내주세요. 선정을통해문화상품권을보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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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육시스템의개선을위해슬기로운지혜와
실천하는용기로 年 計를지켜가겠습니다
1972년에설립되어30년의역사와전통을가진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의새로운비전과대안을제시함으로써교육의혁신과발전을이루겠습니다.

한국교육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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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R&D network
「주간교육정책포럼」
은 교육연구기관 및 교육행정기관간의 연계체제를 구축하여 기관간 교육정책에 관
한정보를공유하고, 교육분야의대안적뉴스미디어의역할과교육정책에대한현장의의견을수렴하기위해발행됩니다.

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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究∙開 과의

繫

■ 교육시론은 다문학적 구도에서 교육문제를 조망하고 해석하는 글입니다.
■ 현안문제진단은 최근 교육이슈에 대한 전문가의 고견을 게재합니다.
■ 교육시론은 다학문적 구도에서 교육문제를 조망하고 해석하는 글입니다.
■ 현장리포트는 학교 현장의 선생님들이 교육에 대한 생생한 목소리를 전하는 자리입니다.
■ 연구보고서는 교육관련 기관들의 주요 연구보고서를 소개합니다.
■ 세계교육동향은 세계 각국의 교육 관련된 핵심 기사를 소개합니다.
■ Daily News는 각 신문방송의 모든 교육관련 소식을 한번에 볼 수 있는 곳입니다.
■ 열린세미나는 개최된 세미나를 선정하여 내용 전문을 소개합니다.
■ 독자의소리는 게재된 글 및 교육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는 곳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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