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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육개발원의학술지「한국교육」은2000년9월한국학술진흥재단의학술지평가에

서전문학술지(등재후보학술지)로등재된데이어2001년12월에는“국내학술지등급부

여조사연구”에서국제적수준의A등급학술지로선정된바있습니다. 2003년부터는

학술지의발전을위해발행회수를연3회로증회하 습니다. 「한국교육」제30권에게재

할우수한논문을다음과같이공모하오니, 많은응모바랍니다.

「한국교육」제30권게재논문공모안내

○학술지발행목적

- 한국 교육의 발전에 기여하고, 교육정책 관련

지식과정보의발전및교류촉진하며, 한국교육

정책 개발에 기여할 지적 기반의 확보를 추구하

고있습니다.

○게재논문공모안내

- 공모주제, 논문형태, 투고자격및일정에관한

자세한 사항은 우리원 홈페이지(http://www.

kedi.re. kr/)를참조하시기바랍니다

○「한국교육」제30권발행예정일

- 제1호: 2003년4월30일

- 제2호: 2003년8월31일

- 제3호: 2003년12월31일

○공모마감일

- 제1호: 2003년2월28일

- 제2호: 2003년6월30일

- 제3호: 2003년10월31일

○논문제출처

- 한국교육개발원기획조정팀

담당자 : 정제 (jychung@kedi.re.kr)

담당자 : 정규열(kychung@kedi.re.kr)

전 화 : 3460-0308

전 화 : 3460-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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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사람들은학벌주의에 하여이중적인입장을갖는경우가

많다. 일반적으로 학벌주의를 말할 때에는 아주 나쁜 것이며 없어져야

할 사회적 폐단으로 여기지만, 반면에 자신의 일이나 학부모의 입장이

되면오히려보다좋은학벌을따기위한경쟁에쉽사리열중하게된다.

이러한이중적인구조에서흔히학벌주의는학교교육의중요한문제로

거론되기도한다. 그렇지만학벌주의는학교교육에의해생겨난것이아

니며그문제를학교교육의개선을통해완전히치유하기도어렵다. 오

히려학벌주의라는사회적인식이학교교육을왜곡시키는요인으로작

용하고있다.

우리는흔히학력주의와학벌주의를혼용해서사용하고있다. 그러나

학력( )과 학력( ) 그리고 학벌( )은 다른 의미를 갖고 있다.

학력( )은 학교교육과 본인의 자기주도적 학습에 의하여 형성한 학

업능력을 의미한다. 이 학업능력이 직무를 수행하는 데 탁월한 성취를

보일경우에 학력은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될수 있다. 어떤사람에 한

아무런정보가없을경우에학력( )은우리에게의미있는정보가될

수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학력은 능력을 예고해 주는 정보가 될수 있

고, 이에 한정확한정보는노동의수요자(주로기업)의입장에서고

용에따른비용, 즉적합한사람을선별하는비용을줄여주는신호로서

작용하므로긍정적인역할을한다고할수있다. 

학력( )주의는학교교육을통하여능력을계발하기보다는졸업장

의취득에더중요한의미를부여하는행동원리를의미한다. 학력주의를

따를경우무조건고학력을얻으려는교육수요의상승욕구를유발하게

되고, 본인의 타고난 능력을 계발하기 위한 학교선택보다는 소위 이름

있는 학교에 입학하기 위한 경쟁에 몰두하게 된다. 수직적 학력주의가

전자에 해당한다면, 일류 학에 집착은 후자에 속하는 경우가 될 것이

다. 즉, 일류 학∙엘리트학교출신자를다른학교출신자보다높이평

가하는것이다. 학력( )주의는본인의능력계발에도도움이되지않

고사회적으로도적합한인재를활용하는인재활용의효율성을낮추게

될것이다. 

학벌주의는특정학교출신자들이폐쇄적인공동체를형성하여, 자신

들의 배타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현상과 행동원리를 의미한다. 학력(

)주의가경제적측면에서문제를제기하는행동형태라면, 학벌( )

주의는정치적측면과사회적측면에서문제를제기하는사회현상을유

발할수있다. 특정 학에입학함으로써사회적으로독점적인이익을향

유하게되는이러한현상은지역연고주의와함께우리사회에서없어져

야할뿌리깊은폐단중의하나라고할수있다.

문제가 되는 학력( )주의와 학벌주의는 학교교육을 왜곡시키는

중요한요인으로작용할수있다. 우리사회에서도고등학교교육이보편

화되고이제는고등교육까지도보편화되는추세속에서 졸학력( )

의힘은감소하고있다. 또한, 특정일류 학출신의중요직종과직책에

한점유비율이문제가되고있으나이것은이미30여년전부터점유

한 비율을 반 하고 있을 뿐이다. 일부 급진적인 사람들은 특정 학을

없애면자연히학벌주의는사라질것이라고주장한다. 또일부의사람들

은 학의서열구조를없애기위해 학수준까지평준화를실시해야한

다고주장한다. 그러나이러한단순한처방은문제를더욱악화시킬수

있으므로문제를심도있게분석하고해결방안을모색하는좀더신중한

접근이필요하다. 

가장 먼저 교육을 통해 학력주의를 해소하기 위한 점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앞서나가는소수를억제하고막음으로써모든사람을평등하

게만들어야한다는급진적인접근은오히려문제를악화시킬수있다.

모든사람이자신의소질과적성, 능력에맞게개성을신장해나가도록

교육적지원이이루어져야한다. 이와함께교육적소외계층에 한복

지적접근이필요하다. 예를들어, 방송통신중학교와방송통신고등학교

의운 을통한학력보완체제의구축과, 학점은행제의확 를통한교육

욕구의충족은학력주의와학벌주의의압력을줄여주는 안적통로가

될수있을것이다. 

기업의고용과승진에능력중시의문화가정착되어야한다. 한연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학부모의 33.3%만이 학의 간판이나, 사회

적으로 향력있는학교의동창이되기위해 학에진학한다고 답하

여사회적인의식변화의가능성을보여주고있다. 최근 기업들의고용

과승진결과들에서도과거에비해점차학벌주의가줄어드는통계를볼

수 있다. 그만큼 교육기회가 학교교육에 한정되어 있던 과거와는 달리

졸업후에도여러가지형태를통해서평생교육이이루어짐으로써우리

사회가학력이아닌능력을중시해가고있다는점을보여주고있다.    

이처럼능력을중시하는사회적풍토가정착된다면학력주의나학벌

주의는자연스럽게사라질수있을것이다. 사회적인현상으로서의학벌

주의는실제적인고용∙승진관행과함께국민의의식변화를통해해소

될수있는것이다. 

교육과학벌주의
이종재(본지발행인, 한국교육개발원원장, cjlee@ked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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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인칼럼 -  교육과학벌주의 �이종재

Power Interview -“학부모∙아이들∙선생님, 

모두떠나려고만하는곳이바로황량한벌판‘농촌학교’입니다”

�강원도안흥초등학교덕천분교장부장교사박 서

Fresh Theory 젊은이론

- 한국인은협상을‘전쟁’으로생각해항상패한다- 박노형

Project 특별기획 - KEDI가말하는12 교육정책목표와과제

유아교육과보육의통합제공과5세공교육완성 �나정

의무교육단계에서기본학업성취(학력) 보장을위한과제�현주

교원의사기와전문성제고 �박 숙

고교교육프로그램의다양화와학교선택권의점진적확 �한유경

실업계고등학교의특성화로교육의활력회복 �김 철

학진학경쟁에서사교육 의존도축소�양승실

소외계층에 한교육적배려 �이혜

고등교육기관, 「기능적역할분담」만이살길이다 �이만희

학교운 과교육행정체제의책무성제고 �고전

교육인프라구축 �김창환

평생학습사회를지향하는평생학습체제구축 �백은순

인적자원개발을위한핵심능력육성의현황과과제 �김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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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설명- 세계가주목하는한국교육.  
꿈…꿔볼만하지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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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론기고문

고득점동점자는많을수가없다 �정택희

ER&D network 주간「교육정책포럼」

교사가변해야교육이바뀐다 �박주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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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으로사면돈주고사는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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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선교사는“현생활경제교과서엔증권이나금융등
막상실생활에필요한살아있는교육은아예빠져있다”
며“20 신용불량자가급속히늘고있는것도이같은
부실한경제교육이낳은결과”라고지적했다. 



“학부모∙아이들∙선생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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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wer Interview

담/ 구자억(한국교육개발원연구위원, jogu@kedi.re.kr)

농어촌교육기반의붕괴정도가매우심각한상황이다. 교육여건을개선하기위한‘농어촌교육발전특별법제

정’이 시급한 때이다. 지난 13년간 강원도에서는 296개교가 폐교되었다. 그리고 현재 강원도 초등학교 가운데

42.4%인195개교가2복식또는3복식수업을하고있는실정이다. 선생님한분이2, 3개학년을한데모아놓

고가르쳐야하니가르치는분이나배우는학생들이나그처지가딱한노릇이다. 부모들은자식의장래를생각해

여건만되면도시학교로전학시키려한다. 그결과도시지역은해마다전입학생들이늘어나는반면, 농어촌지역

에서는학생들의 읽는소리가점점잦아들고있다. 현재농어촌지역전체학생수가20명이하인초∙중∙고

교가92개교, 50명이하가204개교, 100명이하가329개교등으로, 소규모학교는모두625개교에달하고

있다. 그러니도시에서는교실이모자라학교를새로세워야하고, 농어촌에서는교실이남아돌아몇개교가통폐

합되는상황이벌어지고있는것이다. 여기에다산간지역이많은지리적여건때문에강원도내학교들은우수한

교원을확보하기는커녕정원을채우기도어려운형편이다. 특히도내농어촌초등학교의교사부족난은아주심각

한 실정이다. 이와 같은 농어촌 교육기반의 붕괴는 필연적으로 주민의 정주의욕을 떨어뜨린다. 그리고 마침내는

공동체의정주기반까지흔들어놓는결과를낳는다. 인구가줄어드니학교가축소되고, 학교가축소∙폐쇄되니자

녀교육을위해주민들이도시로떠나는악순환이이어져농어촌황폐화가가속화되고있는것이다.

위의 은 강원일보 2003년 1월 21일

자 사설 중 일부를 발췌한 내용이다. 현재

농어촌교육의어려운현실과농어촌교육특

별법이얼마나시급한지를단적으로보여주

고 있다. 이에 이번 호에서는 농어촌 학교,

특히 한 분교장을 방문하여 그곳 선생님과

의인터뷰를통해농어촌교육의실상을독

자에게알리고자한다. 

강원도안흥초등학교덕천분교장부장교사박 서



Educational Development ː2003  3+4 7



8 Educational Development ː2003  3+4

Q. 우선안흥초등학교덕천분교의현황부터말 해주시지요.

A. 강원도횡성군안흥면에자리잡고있는저희학교는전교

생이16명인소규모학교입니다. 1948년안흥국민학교소사분

교로 인가받았고, 이듬해 덕천국민학교로 개교하여 1998학년

도까지 이르 지요. 그러다가 1999년에 안흥초등학교 덕천분

교장으로 격하되었고, 2003년 2월 21일 제78회 졸업식에는 4

명의졸업생을배출했습니다. 

현재제가부장교사로근무하고있지만(인터뷰당시), 2003

년3월부터는권순철선생님이오시기로되어있습니다. 내년도

학생 수는 신입생(여) 2명을 포함해 12명(남4, 여8)인데, 김

철선생님이3학년남1명, 4학년여2명, 6학년남3명등총6

명의개나리반담임을맡아주시고, 진달래반은권순철선생님

이1학년여2명, 5학년여2명등총4명의아이들을맡아주실

겁니다. 

Q. 이학교에다니는학생들의가정환경이나생활수준은어떻

습니까?

A. 현재우리학교에는16명(2003년3월현재는12명)의학

생들이 다니고 있는데, 민족사관고 교사의 자녀 4명, 결손가정

의자녀6명, 편부슬하의자녀6명, 기타1명으로구성되어있습

니다. 민족사관고 자녀들을 빼고는 생활환경이 불우한 편이지

요. 아마많은분교의상황이이와비슷할거라생각합니다.

부모들의이직률이높고, 결손가정아이들의경우부모의이

혼으로 인해 할아버지∙할머니에게 맡겨진 아이들이 부분입

니다. 그리고부모와함께사는아이들도부모의수입이일정치

않아경제적으로매우어렵습니다. 물론민족사관고교사의수

입은거기에비할바가아니지요.  

Q. 가정형편이불우하다해서교육열이전혀없으리라생각하

지는않는데요. 

A. 물론그렇습니다. 다만형편에쫓겨바삐왔다갔다하다보

니아이들에게관심을쏟지못할뿐이지요. 틈나는 로아이들

을등∙하교시켜주기도하고어떻게든여건이되면다른곳으

로데리고나갈생각도합니다. 우리분교가있는이곳은지리적

으로덕천∙안흥∙동래세개지역의경계지역, 즉꼭지점지역

이라고할수있습니다. 그래서학부모들중자녀교육에관심이

있거나 여건이 되는 경우에는 아이들을 다른 지역으로 보내는

경우가많이있습니다. 자기자식을좀더잘키우고싶은마음이

야부모인이상다똑같지요. 

Q. 다른지역학교로보내는경우가많다고하셨는데, 그렇다

면이학교의학생수에도많은 향을주겠네요.

A. 그래도 현재 재학중인 아이들은 계속 잘 다니고 있는데,

입학하는아이들이없다는게문제입니다. 작년에도1학년이없

었습니다. 올해도처음조사할때에는6명이었으나, 나중에는3

명으로줄고, 그러다가예비소집을해보니결국2명으로최종

확인되었습니다. 그사이에1명이전출을가게된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분교의 환경조건, 그리고 지역사회 사람들

에게신뢰를심어주는게매우중요하고필요한일이지요. 이곳

분들조차도분교에서공부하는것보다는본교에서공부하는게

낫다고생각하니까요. 

Q. 이학교의수업은 체로어떤방식을취하고있습니까? 수

업의진행상황에 해말 해주시지요.

A. 현재저희학교에서는3개학년이함께수업하는3복식수

업으로개나리반을, 2개학년이함께수업하는2복식수업으로

진달래반을 운 하고 있습니다. 부분의 분교가 그렇듯이 우

리학교의수업형태역시직∙간접수업을병행하고있습니다.

예를들면, 전체가모여이번시간에공부할내용을확인한뒤,

먼저3학년1명을상 로교사가직접수업을진행하고, 4,6학

년은구석에앉아학습할내용을읽는데진행은학습리더가담

당합니다. 그런다음4학년이선생님과함께수업을진행하면3

■ Power Inter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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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년과6학년은스스로학습을진행하지요. 이와같은방법으로

교사가6학년과학습한내용을정리하면3, 4학년이스스로학

습을정리하고, 마지막으로함께모여학습한내용을점검해보

는시간을갖습니다. 일반적으로지금말 드린순서로진행합

니다. 복식수업을최 한줄이기위해예체능교과는학년통합

운 을 하고 있고, 올해에는 미술∙음악∙체육 교과를 전교생

이함께모여수업하고있습니다.

Q. 30~40명의학생을놓고수업하는것보다는복식수업이차

라리개별화가가능하다는의견도있습니다. 설령복식수업이라

고할지라도개별화가된다는얘기는학생들을잘가르치면성적

을높일수있다는얘기도되거든요. 실제로이학교에서는개별

화수업이이루어지고있다고보시는지요.

A. 개별화에 한말 을하시는데물론맞는말 입니다. 공

식적으로저희분교장이3복식수업을하고있습니다만실제적

으론 그렇지 않습니다. 3복식이 아니고 보통 아이들의 숫자가

10명이다8명이다이러면6복식7복식수업을해야된다고생

각하면될겁니다. 그게개별화예요. 같은학년도수준이다안

맞으니까요. 학년마다수준이다다르니까과제가달라져야하

는거죠. 그러나실제적으로정규수업시간에는위와같은세분

화된개별화수업이철저히이루어진다고볼수는없습니다. 3

복식수업을이끌어가는자체만해도버겁기때문이죠. 다만부

진한학생은방과후개별지도를하는게최선책이라고볼수있

습니다.

Q. 농어촌소규모학교아이들의학업성취수준이보편적으로

낮은데요, 그원인은무엇일까요?

A. 학생들의 수준이 올라가기는 하지만 원래 학생들의 수준

이 낮기 때문에 차츰차츰 올라가는 것이지 급격하게 올라가지

는않습니다. 또올라가는것도한계가있습니다. 아이들이학기

초에가르칠때는잘알지만시간이지나반복해보면잘모르는

경우가많아요. 

이건제개인적인생각입니다만, 그원인은입학당시아이들

의 교육수준 자체가 도시의 아이들과는 차이가 있기 때문이라

고봅니다. 이곳에서자주낙심할때가있는데, 그것은도시아이

들이갖고있는다양한학습기회, 예를들면컴퓨터학원, 속셈

학원말고도주위환경이곧학습환경이되는기회를이곳의아

이들에게같은수준으로제공해줄수없다는것입니다. 

요즘아이들같은경우에초등학교입학전부터 부분어린

이집이나유치원에다니고있는데, 이곳아이들은그렇지못합

니다. 보통도시의아이들은이미입학전부터한 도배우고

어까지배우고오는경우가있는데, 이곳아이들은한 을모르

는경우가많지요. 

그런아이들을가르치다보니교육과정이늦어지고또래아이

들에비해떨어질수밖에없죠. 그렇지만이곳아이들은지능수

준이떨어지는것이아니라기초학력이처진다고보는게정확할

겁니다. 결국공부가좀늦어질뿐이지공부를못한다고볼수는

없는거지요. 게다가학교에들어오기전부터결손이있었기때

문에이는어쩔수없이나타나는현상이라고봐야할것입니다. 

학업성취 수준이 낮은 또 다른 이유는 교육여건이 받쳐주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교육여건이라고 하면 보통 학교에서의 교

육여건만을생각하는경우가많지만, 여기에는가정∙학교∙사

회이세가지환경이모두포함된다고생각합니다.  학교에서의

교육여건도중요하고선생님들의노력이어느정도수준까지는

아이들을 올려놓을 수 있지만 가정과의 연계가 없다면 한계가

있다고봅니다.  

학부형들의 관심도 문제예요. 도시지역 아이들은 부모들이

잘챙겨주는데반해여기는챙겨주지못하죠. 그냥열심히하라

고만하지숙제를챙겨줄여유들이없거든요. 즉, 학습이란학교

와 집이 유기적으로 연 가 되어야 하는데 단순히 학교공부만

으로끝나니까어느정도지나면잊어버리게되지요. 다른것은

몰라도아이들의과제물만이라도도움을줄수있다면아주좋

겠지요. 

Q. 이학교학생들의학력수준은어떻습니까?

A. 보편적으로 봤을 때 도시의 아이들보다는 아무래도 떨어

진다고봐야겠죠. 작년에3학년을 상으로시행된국가수준기

초학력평가시험을 기준으로 말 드리면, 상학생이 3명이 있

었는데, 1명은 전학을 갔고, 2명 중 1명만 시험을 보아 시험에

통과했습니다. 아마나머지1명도시험을보았다면무난히시험

에 통과했을 텐데, 가정형편 때문에 보지 못했습니다. 이 아이

같은경우부모님께서이혼하고이곳에오게되었는데, 아버지

가아프셔서자꾸학습결손이생기게되었죠. 그래서그애의담

임선생님이고생을많이했습니다. 안배워서수업결손이있는

경우가아니라아예장결로인한학습결손이기에한학기정도

보충을해서가르쳐야했기때문이죠.

Q. 학습결손이그렇게누적되다보면아예따라가지못할것

같은데요. 



A. 그렇다고 보아야 하겠지요. 예를 들면, 한 학년의 아동이

학습결손이있다면즉시조치를취하고해결해야하는데, 복식

수업사정상한아동만붙잡고수업을할수는없는형편이다보

니제 로해결해주지못하는경우가많습니다.

똑똑하고자기일을스스로잘처리하는아동들은오히려막

힘없이스스로잘공부합니다. 그리고잘안되는점이있더라

도, 학습정리시에는 타 학교의 학생들보다 담임교사에게 지도

받는시간이훨씬많기때문에학습효과가높다고볼수있습니

다. 하지만부진한학생은정해진학습진도를따라가지못하고,

또그렇게할만한능력도갖추지못한상황에서간접지도시에

한동안 스스로 학습해야 한다면 학습결손이 누적될 수밖에 없

습니다. 물론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학습결손이 누적되다

보면학습에서도빈익빈부익부현상이생길수밖에없지요.

Q. 거기에 한 안을강구하고계신지궁금합니다. 

A. 학습결손을막고적어도최소한으로줄이는데는여러가

지방법이있을수있습니다. 하지만우리가할수있는일은아

이들을하루종일가르치는방법밖에없습니다. 더오랜시간학

습을하게하는방법이지요. 우리학교에서는아이들이집에일

찍가더라도함께해줄만한상 가없고또할일도별로없기에

남아서선생님과함께계속해서1:1로공부하고있습니다. 

Q. 선생님들의사명감이 단히요구되겠네요?

A. 그렇습니다. 저같은경우에는큰학교에도근무해보았습

니다. 그런데큰학교에서는가르칠수없는게아이들을남겨두

는 것을 부모님들이 반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가능합니다.

어느 분교장을 봐도 가능합니다. 하려고 하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여건이안되어있기에실천하기가힘든건사실입니다.

저는아이들에게늘이야기합니다. ‘작은학교라고해서마음까

지도, 우리의이상까지도작아져서는안된다. 비록몇명안되

는작은학교에서공부를하고있지만우물안개구리가되지말

자. 늘큰마음으로세계를바라보고큰꿈을갖고살자’라고말

입니다. 저는그말을아이들에게만하는게아닙니다.

혹시제가이곳작은학교에와있다고해서교육까지도작아

진다면 우리 아이들은 그만큼 뒤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교육의질은교사의질을능가할수없다.’저는이말이늘마

음에걸립니다. 왜냐하면가끔접하는다른학교의교사들을보

면참유능한인재들이많다는걸느끼고, 그럴때마다제가가

르치는아이들에게미안한마음이많이들기때문입니다. 그러

나한편으로는그런생각도해봅니다. 내가이아이들에게최첨

단의 신기술을 가르치지는 못해도 바르고 높은 이상만큼은 가

르칠수있지않을까요.

언젠가 이곳을 떠나 더 넓은 세상에 나아갈 때 보지 못하고

듣지못하던것들을접하고나서잠시동안의문화충격이있을

지라도, 뚜렷한가치관과스스로에 한긍지와자존감, 그리고

높은이상이살아있다면능히모든어려움도헤쳐나갈수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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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ower Interview

위 : 모듬학습코너

중간 : 친구야, 생일축하해! 

아래 : 현장학습실시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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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을까라는생각을해봅니다. 사실3복식수업을하다보면이

렇게하는게과연제 로하고있는건지의심도들고, 힘에부

치기도해서가끔손을놓고싶은유혹도생깁니다. 하지만그렇

게때로뒤죽박죽인가싶을때도있는수업이지만너무나도차

분히 자기에게 주어진 학습분량을 해나가고 있는 아이들을 볼

때면다시금힘을냅니다. 여전한모습으로가야되겠죠. 그러고

보니누가들으면무상으로자원봉사하는사람의말같습니다.

사실국민의세금으로급여를받는사람으로맡겨진일에최선

을다하는것이당연한데도말입니다. 부끄럽습니다.

Q. 전형적인 농촌학교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예를들면유휴교실활용이라든지각종교육활동을다양하게운

하고계신것으로알고있는데요.

A. 농촌학교이므로학생들에게는더욱더다양한교육활동이

필요하다고봅니다. 여러가지여건이다른학교에비해열악하

기는하지만현재의조건을최 한활용해다양한활동을운

하려는노력이필요하다는생각이듭니다.  우리학교에서는유

휴교실을 체육실∙컴퓨터실∙강당 등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먼저특기적성교육으로탁구교실과컴퓨터교실을운 하고있

습니다. 탁구교실은 학생들에게 체력향상 및 자신감을 길러주

며, 장래의 여가선용을 하는 데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 합니

다. 그리고컴퓨터교실은열악한교육환경에있는학생들을현

재정보화시 에뒤떨어지지않도록최소한의정보화능력을길

러주는데도움을주고있습니다. 또다양한교육활동을통해소

규모 학교의 학생들에게 부족하기 쉬운 사회성을 길러주기 위

해노력하고있습니다. 

아이들의생일이돌아오면학교에서생일잔치를열어줍니다.

이런것을통해서서로서로위하고아껴주는마음을느낄수있

을겁니다. 그리고방송프로그램에도소개된적이있는데, 아름

다운교정만들기, 체험학습같은것을통해자연을통한수업을

하고있습니다. 또한퀴즈형태로실시되는아름다운도전, 극기

심과자신감을길러주는뒤뜰야 , 사제간의정을돈독하게해

주는사제동행산행, 자신만의작물을스스로가꾸어보는작물

재배 실습체험 등을 통해 학생들에게 최 한의 교육경험 기회

를확 해주려고하고있습니다. 

체험학습으로는 학교에서 여러 가지를 직접 키우고 있어요.

농촌아이들이오히려농사짓는것을진짜모르고자랍니다. 요

즘농촌아이들은부모님들이농사를안시키시려하거든요. 우

리아이는절 농부를만들지말아야한다는생각을갖고계신

경우가많은것같아요. 그래서인지아이들이학교에서옥수수

를키운다든가, 고구마를캔다든가하는등의여러가지활동에

커다란흥미를느끼는걸볼수있답니다.  

보통의소규모학교같은경우선생님들이행사를잘안하려

고 합니다. 과학의 달이면 과학의 달 행사를 한다든가, 아니면

현장학습을 간다든가, 아니면 체육활동을 적극적으로 해야 할

겁니다. 저희분교장에서는여러학교행사를꾸준히추진하려

고노력하고있습니다.

Q. 소규모학교아이들의특성∙성향∙발달상황등을분교장

외의다른학교에서근무하셨던경험과비교해서말 해주시지요.

A. 소규모학교아이들은마음이순수합니다. 착하고예의바

른태도도물론있겠지만타학교어린이의학습된예의말고도

때묻지않은순수함이있다고봐야겠지요. 그러다보니학원이

나기타스트레스에지친아이들이지닌공격적인성향은비교

적없다고봅니다. 조용하고순종적이며내성적인아이들이많

은편입니다.

Q. 학생수가소수라면학교에다니는동안사귀는친구가얼

마되지않아자연히공동생활이나 인관계에문제의소지가있

을가능성도있을것같은데요?

A. 졸업한뒤의아이들을만나보지않아그런문제를정확히

알수는없습니다만, 그문제때문에생겨난 표적인조치가바

로본교와분교장의통합교육입니다. 협동체제로해서1주일에

한번또는2주일에한번본교에가서어떤행사를협동으로같

이하는것인데, 이것도한계는있죠. 우리도사실이것이어떤

효과를주는지는잘알지못합니다. 

그리고소규모학교에다닌다고해서낯선사람을보고거부

감을느끼는경우는없는것같습니다. 하지만가장문제가되는

점은사회성이타학교에비해서결여될가능성이분명크다는

사실입니다. 사회성이사실많은사람과접해야생길수있다는

전제아래서말이지만요. 그래서그보완책으로아이들과다양

한체험활동을하려고애쓰고있습니다. 그런데현장학습을같

이다녀온타분교의학생들을보면우리학교학생보다더활발

한 것을 볼 때 그 원인이 가정환경에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도

합니다. 적은인원에서는누구나할것없이자기에게맡겨진일

도잘하고, 또서로협동하지않으려야않을수없는분위기(좋

은뜻에서)입니다. 하지만이아이들이좀더넓고큰환경에접

했을때에도그런태도를유지할수있는지염려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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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소규모학교의아이들이기때문에도시의아이들보다전인

교육차원에서는더혜택을볼수있을것도같은데, 어떻게생각

하시는지요. 예를들면, 농촌에살기때문에가질수있는자연주

의교육이라든지요.

A. 아이들의순수하고순진한면은이곳아이들이더많습니

다. 이곳아이들은또래들밖에모르는큰학교의아이들과는달

리 저학년부터 고학년까지 모든 학년의 아이들이 함께 지내기

때문에고학년은저학년동생들을잘돌봐주고, 저학년은고학

년선배들을깍듯이모시곤하죠. 같은학년끼리는무슨게임도

할수없으니까1학년부터6학년까지다참여해야되거든요. 크

게 자연주의 교육을 강조하지는 않지만 아이들이 살아가는 환

경자체가자연이다보니자연을닮아가겠죠? 아마우리학교보

다더벽지에있는아이들은더욱더그러하겠지만요.

하지만 생각하는 것처럼 풀잎새 따다가 꽃모자 씌워주며 놀

지는않습니다. 다만그림을그려도밖에나오면있는그 로의

자연을그릴수있고, 시원한산바람, 나무그늘아래에서동시

를지을수있는정도이지요.

Q. 소규모 학교 아이들에게서 가장 부족한 점이 무엇이라고

보시는지요? 

A. 이곳아이들은발표력이나토론능력이좀떨어집니다. 수

업을할때발표력을강조하고또강조하고해도결국은여러아

이들이있는틈에서하는것보다발표력은떨어지죠. 그래서토

론을자주못하니까생긴현상으로다음과같은것이있지요. 토

론할때논리정연하게비판해야하는데한사람이얘기하면그

의견이 전적으로 옳은 것으로 결론지으려고 하는 경우가 있습

니다. 

Q. 이런지역학생들의문화적인측면은어떠한가요? 도시지

역과차이가크지않나요?

A. 부분의학생들이컴퓨터를하고, 그것을통해서바깥세

상을 접하기 때문에 컴퓨터 방면에서는 문화적 차이가 없다고

볼수있습니다. 그러나 화를본다든가스포츠를관람한다든

가하는일들은하나도이루어질수없는것들이지요. 인터넷만

된다뿐이지문화적혜택을다받는다고할수는없습니다. 실질

적인알맹이도없이겉에있는문화만접한다고문화적혜택을

받고있다고말할수는없지않습니까? 

아이들의실제적인놀이문화로학교에서는탁구나기타운동

장 놀이들, 그리고 컴퓨터실 등이 있고, 가정에서는 그렇게 놀

수있는여건도문화도없다고보아야겠지요. 그렇지만컴퓨터

는거의모든가정에서소유하고있습니다.

Q. 선생님학교의학생들이스스로소외받고있다고느끼는지

잘모르겠습니다.

A. 우리학교같은경우, 아이들이그런느낌을갖고있다고

느껴본적은없습니다. 오히려덕천분교장어린이라는것에자

부심을갖고다니는것같습니다. 그래서저희가일부러본교에

서많은행사를하는것보다도그런 안으로다가분교장 분

교장끼리 합쳐서 행사를 하는 방법을 모색하고 추구하고 있습

니다. 그러면그아이들한테도자연스럽게여러사람을알수있

는 안이될것이고요. 이부근에 호분교장이라고있는데요,

가까운데있으면분교장끼리서로함께활동하는방법그것도

하나의 안이될것같습니다. 

Q. 복식수업에 해서는어떤생각을 갖고계시는지요. 또한

복식수업에 한정부의지원에 해서도말 해주시지요.

A. 사실 복식수업은 없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지만 현실에서

는어쩔수없이시행되고있습니다. 특히3복식은없애주는게

가장좋죠. 우선복식수업을하기위해서는복식학급교육과정

의재구성이필요한데, 이를학교차원에만맡겨둘것이아니라

국가차원에서전문연구기관을통해시행하는것이바람직하다

고 봅니다.  또한, 학년통합이 가능한 교과운 (본교에서는 체

육∙미술의전교생통합운 을하고있음)도필요하며, 전담교

사를통한순회교육과보조교사제를도입하여최 한복식수업

을줄여나갈필요가있습니다. 

사실복식수업을최소화하고농어촌학교의교육여건을개선

시키기위해가장시급한것은부족한교원을확보하는일입니

다. 한교사가9개교과목을가르치는초등학교에서복식학급을

운 하는교사는두배이상의노력이필요합니다. 따라서순회

교사가특정교과를지도하게되면부담이많이줄것으로기

됩니다. 순회교사제도를빨리정착을시켜주셔야할것입니다.

교육청별로정원제로하고있을겁니다만, 교육청별로수를나

누다보니분교장, 소규모학교에한분을배정하면다른학교에

가게될수가줄어든다고하더라고요. 그렇기때문에애당초각

교육청별로나눌때강원도같은경우는분교장수를고려하여

다른지역보다는좀더여유있게배정하여교육청단위별로순

회교사를전담시키면좋을것같습니다. 학교별로관리하는것

이아니라교육청에서관리를하는거죠. 그러면저희강원도횡

■ Power Inter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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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교육청같은경우에는분교장이올해10개이기에10개분교

장에4명정도만줘도충분히분교장마다1명의교사가 더있

는것같은효과를기 할수있을겁니다. 그러면경제적인어

려움없이도교사문제가해결되지않을까요? 약간더보충을해

준다면말이죠.

또 복식학급에서는 보조교사가 필수적이라고 봅니다. 한 반

에한학년을직접지도할때또다른학년은간접지도를해야

하는데, 이러한간접지도를통한교육은아무래도교육목표를

달성하기에는부족하기때문입니다. 

Q. 농어촌소규모학교의문제는여러가지가있을것입니다.

그중몇가지만말 해주시지요.

A. 첫번째문제는업무가과중하다는점입니다. 그것도많이

줄기는줄었습니다만, 어차피우리학교같은경우는두사람이

해야하기에힘든점이있습니다. 

두번째는문화적인혜택을받지못한다는점입니다. 교통면

에서는과거와달리많이발전한것이사실이지만, 학교주변이

나마을에변변한문구점하나없고학원은꿈도꾸지못하는등

여전히 분교는 소외된 지역임에 틀림없습니다. 교사들도 승진

시가산되는벽지점수라는인센티브가있기는하지만발령받기

를달가워하지않는것이사실입니다.

그 다음의 어려운 점으로는 지역사회의 협조가 어렵다는 점

입니다. 조금 여유가 있으면 밖으로 나가려고 하고, 그렇게 할

수없는집안의아이들만있다는것이문제겠지요.

지금까지 몇 차례 말 드렸던 것처럼 복식수업의 문제도 있

습니다. 특히 3복식 수업이 쉽지는 않습니다. 복식수업의 문제

점은제7차교육과정의정신과도맞지않을것입니다. 제7차교

육과정교과서를보면토의하도록되어있는데, 두세명으로는

제7차교육과정정신에맞는토론수업이어렵습니다. 1명이있

을 경우에는 선생님이 계속해서 친구를 해줘야 하는 현실이기

에협동수업∙토론수업은어려울수밖에없습니다. 

Q. 업무가과중하다는것은행정쪽문제인것같은데, 사무보

조원의보충이필요하다는말 이신가요?

A. 사무보조원은실질적으로는도움이안될것같습니다. 교

사가와야하죠. 교사가와서업무도나눠지고다른것도나눠서

할수있기때문이죠. 하지만사무보조원은어떤일에있어서건

어차피책임은교사가져야하고단순한워드작업정도의도움

이기에 아무래도 사무보조보다는 교사 수가 늘어야 한다고 봅

니다. 

Q. 한동안소규모학교통폐합을정부차원에서추진해왔습니

다. 여러가지이론이있기는하지만우리나라현실에서경제적

상황도무시할수는없는것같습니다. 소규모학교통폐합에

한선생님의입장은어떠신지요.

A. 반 하는입장이많은데, 저같은입장에서는통폐합에

해서는 별로 관여하지 않습니다. 제 입장은 해도 좋고 안 한다

하더라도괜찮은그런상황이기때문이죠. 물론아이들입장에

서는해야할것이고요. 아이들의생활지도면에서는하지말아

야하는입장도있고요.  아이들이너무어린나이에일찍멀리

떠나야하기에어려움이있을것입니다. 만약1학년아이가안

흥본교로 가야 한다고 하면 통학시간이 길어지잖아요. 그리고

하교후에남는오후시간을어떻게활용해야할지도난감할것

입니다. 제생각에는통폐합에앞서서4학년까지는몇명이다

니건 분교장을 통해서 다니고, 5, 6학년 정도부터는 통합으로

하는방안이가장좋지않을까생각합니다. 그러면앞에서강조

했던3복식도자연히해소가되지않을까요? 그러면2복식만으

오른쪽: 졸업생이4명뿐인깜직한 졸업기념사진

왼쪽: 개별학습코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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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도 가능할 것이니까요. 이것을 법제화시켜서 추진하는 방안

도있지않을까싶습니다. 그 신어떤형태로든정부는아이들

의통학을책임져야되겠죠. 예를들어, 버스가등∙하교시간에

계속적으로다닐수있도록지원을해준다든지등의방법이있

을수있겠죠.  

Q. 소규모벽지지역아이들이도시지역과비교해서세계를보

는시각, 이런면에서의차이는없습니까?

A. 우리분교같은경우아이들에게꿈이뭐냐고물으면, 국

제변호사∙외교관∙카레이서가 되겠다는 꿈을 말하는 경우도

있어요. 인터넷을통한정보의자유로운접근덕에도시아이나

농촌아이나모두다비슷하게사고를하지요. 그런데문제는농

촌아이들의경우도시아이들보다경쟁력에서떨어진다는거죠.

또경쟁의식도떨어진다고볼수있습니다. 꿈은높지만실천은

안하고있다는거죠. 이상을위해서는실천하고열심히해야하

는데말입니다. 

Q. 분교에서고생을참많이하시는것같습니다. 선생님이나

학부모에게부탁하고싶은말 이있다면?

A. 어느선생님이든아이들을가르치면서희열을다느낄겁

니다. 그느끼는희열만큼아이들에게최선을다해서가르친다

면아마도우리교육이훨씬더발전하리라생각합니다.

부모님들도 아이들에게 시키고 싶은 게 있다면 스스로 먼저

모범이 되어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같이 할 수 있는

게자녀교육의첫걸음이자바르게키울수있는방안이라는것

을알아주셨으면좋겠습니다. 

Q. 마지막으로, 우리교육의발전, 특히소규모학교발전을위

해서새정부에바라는점이있다면?

A. 소규모학교를위해서아이들에게여름방학이나겨울방학

을활용해서여러가지경쟁력을키워주는활동을장려해주어

야한다고생각합니다. 예를들면, 원어민강사가있다면방학중

에는 교육청에서 학교버스를 이용해 횡성군 내의 아이들을 한

군데에 모아 회화수업 등을 받을 수 있게 배려해 주는 거예요.

회화파트는회화파트로, 바이올린파트는바이올린파트별로

해서여러가지를할수있는방안도있지않을까요? 이건제생

각입니다만, 특히큰학교는빼고작은학교를 상으로모집을

해서무료로교육할수있는방안이있을것같습니다. 여러가

■ Power Interview

1. 미술수업에열중하는학생들

2. 김 철선생님

3. 체험학습, 옥수수밭에서

4. 우유곽을이용한집만들기

1 2

3 4

한 학년당 학생 수가 2명에서 4명 정도인 안흥초

등학교, 그래서3복식학급으로수업이진행되는전

교생이 12명인 소규모 학교다. 이곳은 외관상 산 좋

고물맑은자연경관으로인해지극히아름다운곳으

로 보이지만, 실상은 지역사회에서조차도 외면당하

고있는작은분교장에불과하다. 

현관에들어서면가장먼저해양탐구라고써있는

작은전시관이눈에띈다. 산골에서자라나는이곳아

이들을위해두선생님께서특별히만드신곳이라니,

아이들에 한선생님의사랑이얼마나지극한지가

히 짐작하고도 남았다. 현관 왼쪽엔 자료실∙운동

실∙도서실∙식당∙컴퓨터실∙강당이있었고, 오른

쪽엔교무실과2개의교실이늘어서있었는데, 복도

곳곳에는 학생들과 선생님들이 함께 만든 작품들로

장식되어있었다. 그러나소규모학교라는인식때문

일까(이부근에주거하는 부분의아이들은멀리본

교로다닌다)? 여러명이힘을모아만들어야하는큰

작품들은-우유팩으로만드는강아지집등-아직미

완성인것들이많아돌아서는발걸음이무거워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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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를할수있는체험학습이바로특기∙적성활동인데, 학기중

에는어렵기에방학을이용해서지속적으로해주면좋을것같

습니다. 

또한요즘많이하고있는도∙농교류도큰학교위주로되

어있어서, 우리같은경우에는데리고는가더라도여기로아이

들을데려왔을때는문제가생겨요. 여기서는도시아이들을재

워주고할만한여건이안되거든요. 그래서도∙농교류도하기

가쉽지않습니다. 그럴경우를생각해서어떤기관에서무료초

청을해서시행해주든가해야지, 분교같은경우는1:1로자매

결연을맺어서하는건시행하기가어렵다는거죠. 따라서감히

우리는도시학교에신청할수가없어요. 가서 접을받으면

접받는만큼해줘야하는데, 결손가정의아이들이나이곳의부

모님들이 해줄 수가 없기 때문이죠. 소규모 학교의 경우, 17명

이상이면3복식이해제가되고교사가3명이됩니다. 교사의수

나복식수업을학생수에제한을두고있습니다. 큰학교의경우

에는 36명이면 한 학급이 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러한 명수

에 한제한을소규모학교에는적용을완화시켜 3복식을해

소해달라고부탁드리고싶습니다. 이문제는관련법을개정해

야만가능하리라고봅니다. 

그리고만약학생수가20명또는30명이되더라도어느한

학년이빠져버리면교사한분을주지못하니까요, 법을완화시

키는것이필요하다고봅니다. 단순히논리에맞춰정원제를딱

정해놓고하다보니까3복식수업을피할수없게되지요. 

이기회에우리의교육정책에 해서말하자면, 교육에 해

정말로진지하게생각하는사람들이있나의구심이들어요. 제

가 생각하기로 학교교육은 교사들이 처음부터 험한 밭을 일구

어가는것이아니라, 행∙재정적인지원이잘된상태, 즉옥토가

된 밭에 좋은 씨를 뿌리고 가꿀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보거든

요. 그런데사실우리나라교육현실은교사들에게아직까지쟁

기를들고밭을일구라고하는수준에있는것같아요. 특히강

원도 농어촌 벽지학교의 실태는 더욱 심각해서 학교가 참다운

교육기관으로발전하기힘든게사실입니다.  늘선진국하고비

교해서 얘기하면 그건 선진국 사정이고 우린 아직까지 멀었다

고들얘기합니다. 하지만기본적인개념부터바꾼다면아마장

기적으로봤을때우리의교육사정도개선될수있을겁니다. 

사실 우리는 옛날부터 학교를 단순히 아이들을 모아놓고 칠

판에다가 써가면서 가르치기만 하면 되는 곳이라고 생각해 왔

습니다. 그렇기때문에지금까지교육에변화가없는것같습니

다. 선진국에서는학교라고하면, 당연히어떤적정한수의학생

들이모여서교사와많은시간동안이야기도할수있고, 또사

회활동같은것도지역사회와연계를맺어시행해나가는교육

단체라는뜻으로받아들여질겁니다. 따라서운동장또는체육

관은마땅히있어야하는것이고, 그것이바로학교라는개념에

포함되는것인데, 우리나라같은경우는학교라는개념자체가

굉장히협소합니다. 교육은그냥‘교실에서아이들을모아놓고

가르치면된다’라고생각하기때문에교육자체가큰범위로발

전할수없는것이지요. 

만약에제가교육정책자가된다면, 그래서교육에투자를한

다면말이지요, 통폐합을한다고하더라도만약아이들이통학

하는데교통이불편하다면, 아이들이먼곳의학교까지가기에

편하도록 어떻게 해주느냐, 그런 점을 먼저 고민할 겁니다. 전

이런게교육에 한고민이라고봅니다. 교육문제에경제논리

의잣 를들이 어서는곤란한것인데, 우리는그렇지못한것

같습니다. 경제논리로‘돈이너무많이들기때문에안돼’라고

말하는 것은 교육을 시장판의 논리로 떨어뜨리는 행위라고 봅

니다. 안타깝게도그런경우가우리교육행정에많이있는게사

실이고요.  여기와같은경우에통폐합이되면아이들한테는더

좋을겁니다. 

제생각에는통폐합이되는게좋은게아니라아이들이좀더

넓은곳에서넓은시각을갖고세상을바라볼수있을거라고생

각합니다. 아이들이 멀리 있는 학교까지 갈 형편이 안 되기에,

그형편을가능하게해주는것이바로교육의실천이라고봅니

다. 그러나이런것을생각하지않고교육은그저당연히가르치

는것만을생각한다면문제가있다고봅니다.

아까말 하셨듯이현장의문제를더많은투자즉, 돈만가

지고해결하려고하는것은곤랍합니다. 그리고복식에 한의

견을 물어보면 그런 것을 없애야 한다고 교사들이 이구동성으

로주장하는것이다만편의위주의발상은아니라는것을알아

야합니다. 일선현장의교사가오랫동안느낀점을솔직하게얘

기하는 것이라면 분명 문제가 존재하는 것이라고 봐야겠지요.

지금형편에다들어주지못한다고하더라도, 현장의소리에귀

기울여줄줄아는자세가우선되어야하고, 그다음중∙장기

적인계획을통해이러한행∙재정적뒷받침을잘해주는것이

교육을튼튼하게세워나가는첫걸음이아닐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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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협상능력은‘ 0’

원래 협상학에 관한 을 부탁받았지만, 우리의 사정은

아직협상학을말하기에는어려운감이없지않아있다. 협

상론이일부 학에서개설되고, 협상을연구하는학자들이

한국협상학회를 중심으로 연구활동을 수행하고 있기는 하

지만, 협상의교육과연구의수준이아직얕기때문이다. 마

땅한제목을찾기도어려워, 단순하게협상교육의필요라고

멋없이달았다. 그럼에도이제목그 로, 현재의우리에게

협상에관한가장중요한메시지는협상교육의필요이다. 

우리의 생활은 협상 그 자체이다. 구체적으로 인식하고

있지 못하지만, 우리 주위에서는 물론 우리들 자신은 부

분의시간에협상을하고있다. 남북이산가족상봉, 한-칠레

FTA, 한-불외규장각도서반환, 한-중마늘수입제한과같

이국가와국가의협상; 마이크론의하이닉스인수, 하나은

행의서울은행인수 등기업과기업의협상; 주5일근무제

도입등사회적성격의협상등일일이소개하지못할정도

로수없이많다. 또한가정에서부부의자녀출산계획, 형제

자매의부모님모시기등다양한협상이진행되고있을뿐

만아니라, 직장에서도연봉제도입등다양한협상이항상

진행되고 있다. 이처럼 우리에게 이렇게 다양하고 많은 협

상이 일상사가 되고 있는데, 우리의 협상능력은 거의 빵점

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이다. 따라서 우리가 항상 협상

에서지는이유는무엇이며또한이러한국가사회적문제를

어떻게해결해야하는지곰곰이생각해볼필요가있다. 그

가운데서도역시그출발은교육일것이다.

협상의어원적의미는‘ 사업’, ‘ 사람다루기’

협상(negotiation)은 교섭, 협의 등 다양하게 불리고 있

다. 협상의 어원적 의미는 라틴어와 프랑스어에서 찾을 수

있다. negotiation의 라틴어 어원은 negotium(neg +

otium)이며, not leisure(휴식이아닌) 즉, 사업(business)을

의미하 다. 따라서서양에서는옛날부터협상은사업이었

으며, 사업은 협상이었던 것이다. negotiation의 프랑스 고

어는negociacion이며, dealing with people(사람다루기또

는사람과의거래)을의미하 다. 이러한의미는반드시기

업들 사이의 사업에 국한하지 않고, 사람들의 관계로서 사

업은물론가정, 사회, 국가내의보다큰관계를포괄하는

것으로이해된다.

협상은 적극적으로는 개인과 개인, 기업과 기업, 정부와

정부등의합의를도출하기위한수단이며동시에소극적으

로는 그들 사이에 발생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이다.

일반적으로협상을분쟁의해결수단이라고이해하지만, 동

-  협상교육의필요

젊 은 이 론 >>>> 박노형 고려 학교교수, wtopark@korea.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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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은협상을‘전쟁’으로생각해항상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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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에적극적으로무엇인가만들어내는합의의수단인점도

인식되어야 한다. 결국 협상은 당사자(협상자)들 사이에서

이해관계의쟁점에 하여상호수용할수있는합의에도

달하기위한과정내지수단이라고이해될수있다. 

WTO 국가간분쟁해결건수의반이상은‘ 협상’이그열

쇠 다

분쟁해결의 수단으로서 협상의 유용성을 확인하는 것은

쉽지않다. 기본적으로국가간협상은공개되지않으며, 그

결과도공개되지않는경우가많기때문이다. 또한일반개

인들 사이의 협상을 통한 분쟁해결은 그 건수가 많겠지만

마찬가지로그결과가달리공개되지않는다. 다만, 세계무

역기구(WTO)에서분쟁이해결되는경우를검토하여협상

의유용성을확인할수있다. WTO가1995년창설된후만

6년 동안 회부된 219건의 분쟁 가운데 100건이 해결되었

다. 그해결된100건중에서45건이분쟁당사국들사이의

협의(consultation) 즉, 협상을 통하여 해결되었다. 일반적

으로 WTO 분쟁해결제도는 패널과 상소기관이라는 제3자

의개입에의한해결로이해되는데, 해결된분쟁건수의반

에가까운건수가분쟁당사국들의직접적인협상으로해결

된 점에서 협상의 상당한 유용성이 확인된다. 이러한 통계

는WTO에서국가간분쟁이해결된경우이지만, 협상의일

반적인유용성을미루어짐작하게하는데무리는없을것

이다.

한국사회는협상문화가발달하기어려운곳

한국은협상을잘못하는것으로인식되어있다. 최근에

일반 국민들의 기억에 남는 협상은 체로 통상과 관련이

되는데, 아마 그 협상 중 성공적이라고 꼽을 수 있는 것은

찾기어렵다. 미국과의투자보장협정협상은스크린쿼터등

의 문제로 좌초했고, 중국과의 마늘 협상은 일방적으로 중

국에게내몰렸다. 칠레와의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은한

국의세계13위라는교역규모에걸맞지않게통상후진국

이라는오명을남겼다.

마침 2002년 여름 한국협상학회에서 한국의 협상 문화

내지수준에 하여논의한일이있다. 뜻밖에도우리의자

랑스런문화와역사가협상에있어서는부끄러운요소로작

용하고있다고지적되었다. 첫째, 우리5천년배달민족의단

일문화와역사가협상문화의발전은커녕존재할여지도주

지않는다는것이다. 5천년역사에서이러한단일성내지일

체성이 유지되어 온 것은 내외적으로 자랑의 상이다.

그런데, 이런 민족의 단일성이 협상과 토론을 통한 문제의

해결에장애가되었다는것이다. 

둘째, 한국의사회적가치의기초가된유교도덕이협상

젊 은 이 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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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의 발전을 저해하 다는 것이다. 유교가 우리 사회의

기본질서가 됨으로써 가정, 학교 및 직장에서 권위주의적

상하관계가오랜기간지속될수있었다. 또한, 유교도덕에

서실리보다는명분이중시되어사안의합리적인해결을위

한토의와협상이요구되지않았다. 문제를해결함에있어

실질을추구한다면, 관련된쟁점을조목조목따지고그장

단점을논의하여야하는데, 권위주의적상하관계에서그러

한과정은존재할수없었다는것이다. 

협상능력도일종의학습, 교육을받으면는다

우리사회에서올바르고현명한협상의필요성이이토록

절실한데도 협상교육이 체계적이며 보편적으로 수행되지

않고있는점은가장큰문제라할수있다. 우리의협상능

력이거의전무하고협상문화의뿌리나내용도없다면, 협

상교육이라도올바르게수행되어야할것이다. 참고로, 미

국은기본적으로협상이생활의일부분이된사회이다. 그

런미국에서법 나경 는물론인문계 학이나지역의

평생교육기관등에서협상이체계적으로교육되고있는것

은우리에게중요한교훈을준다.

다행스럽게도최근에 기업들이협상교육에큰관심을

가지고있다. 그러나협상의기본원칙은일반국민들도이

해하여야하는점에서협상교육은빠르게는초등학교에서

부터시작하여야한다. 이를테면초등학교에서는다투지않

고서로논의하여해결하여야한다는개념정도를교육시키

고, 점차교육시간과내용의수준을높이고, 학에서는교

양과목으로서 협상을 기초이론과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교

육시켜야할것이다. 법과 학이나경 학등사회에진

출하여협상이유용하게활용되는분야에서는좀더깊이있

는교육이체계적으로수행되어야할것이다. 

협상능력은 선천적으로 타고난 재능일 수 있으나, 협상

의기본원칙과기법의교육을통하여협상능력이제고될수

있다. 특히한국과같이협상문화가체화되어있지않고또

한협상문화가발달하기어려운사회에서협상의교육은절

실하다고볼수있다.

협상교육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다. 협상교육의 상 (이하에서 학생이라 함)이

나협상이필요로하는특정분야에따라협상교육의목적

은다를수있다. 그럼에도협상의기본원칙을포함한기본

적인협상교육은적어도다음의세가지목적을가진다. 

첫째 일상생활에서 협상의 존재 인식이며, 둘째 목적을

인식한협상의수행이고, 셋째협상의기본원칙이해및체

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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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인식을하든그렇지않든우리생활의상당한부

분이 협상이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생활이 사실상 협상

이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 협상임을 인식

하는경우와그렇지않는경우의차이는무엇일까? 왜, 우리

는협상의존재를인식하여야할까? 우리가내일또는다음

달 협상을 할 것이라고 이해한다면, 그 협상에서 이루어야

할 목적과 상은 무엇이고, 어떻게 협상을 성공적으로 수

행할것인지등에 하여고민을하게될것이다. 또한협상

의상 방이나름으로협상의성공적인수행을위하여어떤

준비를하고있는지도고민하게될것이다.

따라서협상교육의첫째목적은우리주위에서일어나고

있는 다양한 협상의 존재를 인식하게 하는 것이다. 예컨

학생들로 하여금 어느 한 신문에 소개된 기사를 검토하여

기업들사이또는국제사회에서의협상을파악하게하는것

이다. 우리주위에존재하는협상의사실이파악되면, 그러

한협상에서관련된사람이나기업또는국가가어떻게행

동하고 반응하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학생들이 해당

협상의당사자라면어떻게하 을지또는해당협상의현명

한합의를위하여무엇이필요할지등을생각하게한다.

또한, 협상은크고작든중요하든그렇지않든나름의목

적을 가지고 있다. 협상의 수행은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협상 수행의 전체 과정에서 협상자는

협상의 목적을 항상 기억하고 있어야 한다. 협상자의 일거

수일투족은 협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고, 따라서

협상의목적범위를벗어날수없다. 예컨 , 상 방과의의

사소통에있어서어느정보를얻을것인지어느정보를상

방에게 전달할 것 인지의 판단은 협상의 목적에 따라야

할것이다.

따라서, 협상교육의둘째목적은학생들이협상의목적을

인식하고그러한목적에따라행동을하게하는것이다. 즉,

학생들은협상에있어서상 방에게말하기전에자신이말

하려는의도를협상의목적의관점에서생각하게하여야한

다. 협상을 시작하기 전에 자신의 행동과 말이 상 방에게

어떻게 향을 줄지 생각하게 한다. 협상에서 말과 행동이

목적을 가져야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할 것인지를 인식하고

또한말하려는것이어떻게협상의수행에도움이되는지를

이해하게하는것이다.

또한, 협상교육의세번째목적은학생들이이해한협상의

기본원칙을체화시키는것이다. 체화란의식하지않더라도

협상에임하면자연스럽게협상의기본원칙에따라협상을

수행하게되는것을의미한다. 학생들은교육을통하여, 협

상사안에 한입장이아닌그기저의이해관계를파악하

여검토할수있고, 서로의이해관계를잘충족시키는옵션

을창의적으로개발할수있으며, 협상결과인합의를객관

적기준에근거하게할수있게된다. 이러한기본원칙을학

생들은실제상황에서도그 로활용할수있어야한다. 이

러한 목적으로 협상교육에서 특별한 활동은 협상연습

젊 은 이 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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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mulations)이다. 여러가상의상황에서학생들이실제로

협상을하는것이다. 

협상전문서적, ‘ 상 를 어떻게 제압하느냐’에 한 관심

이지나치다

협상을 설득의 한 유형으로 본다면 선천적으로 협상을

잘하는사람이있다. 그럼에도 학과사회에서협상을교

육하고, 실제협상에참여하면서가지게된생각은교육을

받으면협상을잘할수있다는것이다. 이점에서, 논란의

여지가 있겠지만, 협상을 과학(science) 또는 최소한 기술

(art)이라고생각한다. 또한, 협상에관해여러원칙이주장

되는데, 어느한원칙이나기술이실제세상의모든협상에

그 로적용될수없는것이다. 이점에서어느특정협상원

칙과다른협상원칙을조합하여활용할필요도있다. 

1993년 말 우루과이라운드가 타결될 당시 국내에서는

쌀시장개방등으로우리의협상능력이문제라는등질타와

자성의 목소리가 높았었다. 정부는 중견 공무원들과 일부

학자들을미국의협상교육기관에단기연수를보내는등협

상력의제고를위하여나름의노력을기울이기도했다. 또

한기업은자체적으로국내외협상전문가를초청해협상교

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렇게 협상의 중요성과 협상교육의

필요성에 한인식이높아지게되면서, 국내에서도협상에

관한많은저서들이출간되고있다. 해외의유명저서를번

역한것은물론국내전문가들이직접저술한저서도많이

있다. 바람직한현상임에틀림없다.

그런데 많은 경우 국내에서 소개된 협상 전문서들은 협

상을 일종의 전쟁으로 생각해 어떻게 상 방을 제압할 수

있느냐에지나친관심을가지고있다. 이러한목적에서36

계등중국의전래병법에따른전술을협상의기본으로소

개되기도한다. 이러한관점은당신의협상성공은상 방

의 협상 실패라는 다분히 제로섬게임(zero-sum game)의

인식에기초하고있다. 일반적으로협상에 한우리인식

이실제로그러하다. 물론협상에 한관점, 협상교육에

한시각이서로다를수있기때문에특정한어느하나의원

칙이나접근만이옳다고주장하기는어렵다. 

그럼에도 기본적으로 협상을 적 적(face-to-face)인 것

이아닌협조적(side-by-side)인것으로서문제를공동으로

해결하는방법또는과정이라고이해하는것이바람직하다.

이러한이해에따라문제를공동으로해결하는과학적틀이

존재하고, 이틀에따라협상을수행하면문제가합리적으

로해결될가능성이높기때문이다. 

협상의중요성과협상교육의필요성이인식된다면, 앞으

로 협상교육이 학에서는 물론 초등학교에서도 이루어져

야할것이다. 협상교육이이루어지기위하여협상을교육

하는선생님들이필요하다. 교육당국과일선학교에서의협

상교육에 한이해를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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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획: KEDI가말하는12 교육정책목표와과제
>>유아교육과보육의통합제공과5세공교육완성 >>의무교육단계에서기본학업성취(학력) 보장을위한과제

>>교원의사기와전문성제고 >>고교교육프로그램의다양화와학교선택권의점진적확

>>실업계고등학교의특성화로교육의활력회복 >> 학진학경쟁에서사교육의존도축소 >>소외계층에 한교육적배려

>>고등교육기관, 「기능적역할분담」만이살길이다 >>학교운 과교육행정체제의책무성제고 >>교육인프라구축

>>평생학습사회를지향하는평생학습체제구축 >>인적자원개발을위한핵심능력육성의현황과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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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환경의변화

현재우리나라는유아교육, 보육과관련된주변환경

과 유아기에 한인식이급속하게변화하고있다. 요

약해보면다음과같다.  

첫째, 출산율의감소로인구구조가변하고있다.

2002년현재출산율은1.3명 로감소하고, 65세노

령인구는7% 수준을넘어서는등인구구조에변화가

나타남으로써경제성장의둔화, 노인부양부담의증가

와같은우려가시작되고있다. 

또한혼인율은감소하고이혼율은급증하는등가족

환경의변화폭도크다. 이러한현상을극복하기위해서

는 출산기피 현상을 완화하고 다양한 가족형태에 적합

한아동양육지원정책이필요하다. 

둘째, 육아부담으로여성의경제활동참여율이낮다.

2002년 현재 우리나라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은

50% 수준을 넘지 못하고 있으며, 30세 전후의 참여율

이 낮은 M자형 곡선 형태이다. 육아 부담과 사회적 편

견으로 인해 경제활동에의 참여가 원활하지 못하기 때

문이다. 

여성의경제활동은기혼여성, 저학력, 단순노동중심

의형태로생계유지형이며, 가정의실질생계비증가로

여성의경제활동참여욕구와남성의맞벌이욕구는증

가하고있다. 이러한요구를수용하기위해서는여성의

경제활동참여를지원해줄수있는육아부담해소정

책이필요하다.

나정 ｜한국교육개발원유아∙의무교육연구팀장, nj@kedi.re.kr

유아교육과보육의통합제공과5세공교육완성1)

<그림1> 조출생률과조사망률

주: 조출생률과조사망률은인구1,000명당출생비

율과사망비율을의미함.

자료: 통계청(2002). 인구동태건수및동태율.

<그림2> 성별경제활동인구율

자료: 통계청(2002), 경제활동인구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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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유아에 한사회적인식이변하고있다.

아기는인간발달의결정적시기이며유아기는평

생교육의토 가형성되는첫번째단계이다. 따라서이

시기에는 가정과 기관에서 제공하는 보호와 교육의 질

이 매우 중요하며 만약 양질의 프로그램을 제공받으면

교육적투자가치가높다. 그러나부모의소득수준이나

거주 지역에 따라 교육의 기회가 제한되고, 유아를 둔

가정의사교육비부담이증가하고있다. 반면에조기교

육열의과잉으로발달장애현상이나타나는유아또한

늘어나고있다. 이러한인식의변화는인적자원의조기

개발을 위한 평등한 기회 제공, 질 높은 유아교육을 제

공할수있는정책의필요성을부각시켜준다.  

현황과문제

위와같이유아를둘러싼주변환경은급속하게변화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나라의 유아교육과

보육정책및현장은많은문제를안고있다. 

아와유아에 한양육지원체계가부족하다. 

여성의경제활동참여욕구는증가하고있으나육아

부담으로 여성의 사회 활동이 제약을 받고 있다. 1987

년부터육아휴직제도를실시하고, 2003년부터월30만

원의 체임금이 지급되고 있으나 현실적인 문제로 인

하여 실제 이용자수가 매우 적다. 뿐만 아니라 부모의

요구에부응하는질높은 아서비스가부족하며, 한부

모나 조부모가 양육하는 해체가정의 아동에 한 양육

지원도 부족하다.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도 유아에

한양육책임을여성과각가정에게지우고있는것이다.    

유아교육과보육의기회가제한되어있다.  

유아교육과보육기회를제공받는유아수가매우적

다. 2002년 현재 0~2세 보육률은 10.1%에 불과하고,

3~5세유아의유치원, 보육시설통합취원률은59%에

불과하다. 반면에 비정규기관인 학원이나 선교원 등에

한이용률이상 적으로높다. 이는유치원과보육시

설의사립분담률이높고이들기관에는공적재정의지

원이전무하여비용을부담할수없는저소득층의이용

기회를제한하고있기때문이다. 

부모들이 원하는 수준의 유아 교육과 보육 서비스가

제공되지못하고있다. 

부모들은 유아에 한 교육과 보호가 통합되고 질이

높은서비스를요구하고있으나. 현장에서는질은낮고

교육과보호가분리된서비스가제공되고있다. 또한 교

사 유아의비율이높고, 단위학급규모가크며, 교사

들의학력이낮고처우가매우낮아서질높은교육을제

공하지못하고있다. 특히신고제로운 되는보육시설

의경우질을관리하는제도가전혀마련되어있지않다. 

<< Pro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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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과 보육에 한 공적재정 지원이 적고 부모

부담이크다.  

유아교육과 보육 예산을 모두 합한 공적 재정은 총

7,966억 원으로 교육에 3,666억 원(44.6%), 보육에

4,411억 원(55.4%)을 지원하고 있다. 이는 GDP 비

0.134%로(선진국은0.3-0.7% 수준), 유아교육은총교

육예산의1%, 보육은총보건복지예산의3% 수준에

불과하다.

특히 유아 1인당 지원액을 비교하면 국공립은 연간

약173만, 사립/민간은연간약17만원으로약10배의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지방정부의 재정자립도를 고려

하지않고획일적인재정분담률을적용하고, 인건비비

중이매우높다. 실제로유아교육비나보육비를지원받

는 상이유치원과보육시설에취원하고있는총취원

아의11.9%에불과하다. 이와같이열악한재정여건으

로 인해 수익자 부담으로 운 되는 사립유치원이나 민

간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부모는 비용에 한 큰 부담을

느끼고있으며, 기관운 자들은재정적인어려움을호

소하고, 교사들의급여수준은국공립의50~60% 수준

에불과하다.

유아교육∙보육운 체계의효율성이부족하다. 

유아교육과보육에 한근거법이서로달라서(유치

원은초∙중등교육법유아교육진흥법적용, 보육시설은

유아보육법 적용) 동일 연령에 한 정부 부처간, 중

앙과 지방 정부간 책임과 지원 등에서 차이가 있다. 또

유아교육과보육이중복적인행정체계로운 되어동일

연령에 한정책이중복수립되고, 행정의일관성이부

족하며, 재정이비효율적으로집행되고있다. 이는유아

에 한교육과보육이다르다는관점이기반이된것으

로, 세계적인동향은물론우리나라부모들의요구와도

거리가먼체제이다. 

<그림3> 각국의유아교육재정투입비율(1998)

주: 1. 2000년도 OECD국가 평균 조세부담률은

27.9(37.4)이며, 우리나라는21.8(26.1)임.  

2. 유아교육이란 조직화된 기관/센터 중심 프로그램

을뜻하며, 일본과한국은유치원만포함시킴.     

3. 1인당교육비는공∙사립을합한금액임.

자료: OECD(2000). OECD Revenue Stat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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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앞에서기술한문제를해결하고, 유아교육및보육과

관련된새로운정부의공약, 그리고장기적인비젼등을

고려하여추진과제를제시하면다음과같다.    

유아교육과보육기회를확 하고취약계층을우선지

원하여형평성을추구한다. 

목표:모든유아들은교육과보육을받을권리가있

음을인정하고, 이를위해유아교육과보육의기회를

폭확 함. 특히, 농어촌지역과도시저소득층의자녀등

취약계층의 유아들에게유아교육∙보육기회를우선

적으로제공하여접근기회의형평성을추구함.  

과제:도시저소득층, 농어촌, 해체가정의0~4세아

및장애아우선교육, 보육보장/ 만5세아 무상교육∙

보육비지원완성

유아교육과보육이중요한사회적기반임을인식하고

다양한양육지원체제를구축한다.

목표:유아교육과보육이더이상여성과가정의책

임이아니라중요한사회적기반임을인식하고, 양육을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사회적 기반을 구축함. 특히 취

업모 자녀 양육지원을 통한 여성의 사회활동 참여율을

제고함.

과제:취업모자녀양육비지원/ 취업모자녀(도시,

농어촌) 초등 저학년 방과 후 활동 지원 / 노동 시장에

부응하는 유아교육, 보육기관운 지원/ 기업, 공공

기관의참여유도

유아교육과보육의질을높여서수요자의만족도를제

고한다.

목표:교육과보육통합프로그램개발, 교사자질과

처우제고, 시설∙설비기준및교사 유아비율재검

토, 질관리감독체제도입등을통하여유치원과보육

시설에서 제공하는 교육과 보육의 질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함.  

과제:다양한교육∙보육프로그램제공/ 교사자질

제고/ 질관련기준조정/ 질관리방법도입

유아교육과보육에 한공적책임을제고한다.

목표 : 부모의 책임과 부담이 큰 유아교육과 보육을

국가와부모의공동책임으로인식하고, 이를위해공적

책임과재정투입수준을상향조정함. 

<< Project

아기는인간발달의결정적시기이며유아기는평

생교육의토 가형성되는첫번째단계이다. 따라서이

시기에는 가정과 기관에서 제공하는 보호와 교육의 질

이 매우 중요하며 만약 양질의 프로그램을 제공받으면

교육적투자가치가높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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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유아교육∙보육예산을매년GDP 비0.1%

씩 상향 조정 / 지방재정교부금, 지방교육세, 국고보조

항목신설등을통한재정확보방안마련

민간기관과의 역할분담체계를 확립하고 기관운 의

안정성을확보한다.

목표 : 유아교육과 보육의 높은 사립/민간 분담률과

질높은유아교육과보육을원하는중산층의욕구를고

려하여, 시장체제원리에입각한비용의자율화를허용

하고이를통해기관운 의안정성을도모함.

과제:사립∙민간기관의이용비용자율화/ 부모의

기관선택권보장/ 사립∙민간기관의교사최저임금

제도입

교육과보육의통합서비스를제공할수있는효율적

인체제를구축한다.

목표 : 유아에 한 교육과 보육이 통합된 서비스를

바라는 부모들의 요구에 부응하여 유아교육과 보육 관

련법, 중앙및지방행정체제등을정비. 

과제:중앙부처의 유아교육, 보육관리체제정비

/ 중앙과지방의행∙재정역할분담및편차해소/ 유

아관련법체제정비/ 유아교육∙보육발전을위한

기반구축

지금까지기술한환경변화, 현황과문제및전망을포

괄한과제, 그리고이를잘추진했을때의효과등을도

식화하면다음과같다. 

1) 이 은 유아교육∙보육발전기획단 정책연구팀(나정, 서문희, 유희정, 박

기백)의「유아교육∙보육 발전 방안」보고서 초안을 근간으로, 한국교육개발

원(2003). 「학습하는사회, 함께하는교육」에포함된12 교육정책과제인

‘유아의교육∙보육통합과5세아공교육화추진’을참고하여작성하 음.

<그림4>

<< Pro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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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주 ｜한국교육개발원선임연구위원, hj@kedi.re.kr

의무교육단계에서기본학업성취(학력)
보장을위한과제

특별기획>>>>  KKEEDDII가가말말하하는는1122 교교육육정정책책목목표표와와과과제제

의무교육단계에서의기본학업성취의중요성인식

의무교육은 헌법 제31조에 보장된 교육의 기회균등

을국가가국민들에게보장함으로써국민의기초학력을

향상시키고 교육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제도이다. 헌법은의무교육에 하여국민의권리인동

시에의무로규정하고있는데, 이는의무교육을통하여

학생들로 하여금 민주사회의 책임 있는 구성원으로서

다른 사람들과 조화롭게 살아가는 데 필요한 기본소양

과공동체의식등을함양시키고자하는것이며이를위

해 정규학교에서 국민 공통의 기초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의무교육은 나라마다 의무교육의 연한에 있

어서는 다를지라도 의무교육의 연한 연장과 무상화 경

향, 그리고의무교육의질적강화는세계적인추세라고

할수있다. 

최근들어세계적으로학생들의학력또는학업성취

의중요성을강조하는경향이커지고있다. 

미국의경우부시 통령은“교육을통한기초학력부

진아없애기(No child left behind)”를선거공약으로제

시하고공교육개혁을위한초당적노력으로‘교육개혁

법’을제정함으로써학생들의기초학력을신장할수있

는법적기반을만들었고, 프랑스또한기초학력이갖추

어지지않은상태에서는졸업을할수없도록제도적으

로만들었다. 

우리 정부도 지난해 공교육 진단 및 내실화 책

(2002년 3월)을 발표하면서 기초학력부진학생에 한

단위학교 책임지도와 교육목표 달성 여부에 한 국가

수준의학업성취도평가및결과공개등을골자로하는

“국민기초교육보장을 위한 책임교육체제 구축”을 중요

한내용으로포함시킨바있다. 

또한국가인적자원개발기본계획(2001년12월) 속에

도“초∙중등학교를 통한 국민기초교육보장”이 국가인

적자원정책목표와추진전략의중요한부분으로되어있

고 이의 일환으로 국가수준의 최소 성취기준을 만드는

것이하위목표로되어있다. 

이렇게 우리나라는 물론 선진외국에서 학생들의 학

업성취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은 평생학습사회, 지식

정보화사회로특징지어지는오늘날의사회에서는국가

에속한구성원개개인의지적역량이나학습역량이바

로국가경쟁력과직결되기때문이며동시에평생학습사

회에서개인의자아실현을위한기본이되기때문이다.

지식기반사회형학업성취에 한개념재설정

지금까지학업성취에관한개념은‘교과학습에 해

배운정도’로서의개념이강했다. 그러다보니자연스럽

게지식이나기능중심의측정이용이한내용들만을학

력의중요한요소로고려하게되었고교과를벗어난일

반적인지적기능과태도등은제외되는경향이있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학력에 한 확산적 사고경향이 두

되고있다. 황정규는21세기우리나라학교교육에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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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야할학력의성격으로단순히학교성적또는교과성

적에서 벗어나 창조력, 논리적 사고력, 비판적 사고력,

통찰력(안목) 등과같은고등정신능력과함께자기조절

학습능력, 학습하는 방법에 관한 능력, 학업적성 등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그 동안 상

적으로소홀히되었던자기자신의내면적정서상태와

흐름을이해하고통제하고조절하는힘, 타인의정서상

태를이해하고그들의정서적표현과표출에적절히

처하는능력, 끈기있게추진하는인내와추진력도학교

교육의 중요한 목표로서 인식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외에도 많은 학자들이 학력개념의 변화를 주장하

고 있는데, 이러한 주장들을 종합해 보면 이제 학력은

더 이상 측정이 용이한 지식중심의 교과학습결과에만

초점이 맞추어져서는 안 되며, 앞으로의 사회, 즉 지식

정보화사회, 평생학습사회에서 요구되는 좀더 보편적,

일반적, 상위인지적능력과함께개인의자아실현과민

주시민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다양한 사

회적, 정의적능력까지를포함하는넓은개념으로가야

한다는것을알수있다. 

국가수준의 학년별, 학교급별, 최소 학업성취기준 설

정

현행 학교교육과정은 학교교육을 통해 학습해야 할

다양한 분야의 지식과 태도들을 교과별 목표와 내용으

로구분하여학년별로제시하고있다. 비록교육과정이

교과별로 해당학년에서 학습해야 할 적정 수준의 내용

으로합의된것이기는하나실제로학습능력이낮은아

이부터 높은 아이까지 다양한 능력의 학생들로 구성된

교실상황에서 모든 학생들이 교육과정에 제시된 목표

(수준)에도달하도록가르치는일은결코쉽지않다.

2001년에 교육인적자원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전국의 초∙중∙고등학교 29,566명을 상으로 한 학

업성취도 평가에서 각 교과별로 보통학력에 도달하지

못한학생의비율이 어와수학에서는50%가넘고, 국

어와 수학에서는 20%가 넘으며 보통학력에 도달하지

못하는학생들의비율이학년이올라갈수록전반적으로

증가한다는 결과와 초등학교 4학년에서 고등학교 1학

년까지의학생중초등학교3학년수준의기초학력수준

에 미달되는 학생이 전체 1%라는 보고(교육인적자원

부, 2002)가교실에서의학습상황을잘나타내준다. 

실제로교사가학급에서수업을할때는교육과정을

재구성해서가르치게되는데, 이과정에서교사는교육

과정에 제시된 것 이상으로 심층적이고 풍부한 지식과

태도를가르치기도하고혹은이반 의경우도있을수

있다. 또한학생에따라서는지적능력이나학습전략면

에서비교적앞서가는학생이있는가하면반 로학습

속도가느리고학습전략이부족한학생들도있다. 

그러나 국가에서 의무교육을 실시하는 취지가 학생

들로 하여금 민주사회의 책임 있는 구성원으로서 다른

사람들과 조화롭게 살아가는 데 필요한 기본소양과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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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체 의식을 함양하기 위해 권리이자 의무로 정했다는

점에 입각해서 볼 때, 적어도 특정 학년을 이수하거나

특정학교급을졸업했을때지니고있어야할최소한의

능력과 태도를 상정할 수 있다. 그리고 학교는 학생 개

인에게특별한이유가없는한누구나이를이수하도록

하는제도적장치와함께지원체제를확립할필요가있

다. 

또한 최소 학업성취기준을 정함에 있어서도 최소의

기준을어떻게정하느냐가중요하다. 예를들어학업성

취기준에는보통의학생들이매학년또는매학교급에

서최소한으로성취해야할기준(기본학습능력)과소위

3R이라 부르는 단순한 수준의 읽기와 쓰기, 셈하기 능

력의기준(기초학습능력)이있다. 실제로학급상황에서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학생들은 기본학습능력이

부족한학생들이며기초학습능력이부족한학생은전체

학생의약1% 정도를차지한다. 따라서 상에따른세

분화된성취기준을마련하여학생들의성취수준을정확

하게 파악하고 이에 기초한 지도 책을 마련하는 일이

필요하다하겠다. 

국가수준의주기적학업성취도평가실시

�국민기초교육현황파악과 책수립을위해

지난해 사회적으로 논란이 많았던‘초등학교 3학년

기초학력 진단평가’가 전국의 초등학교 3학년생 70만

명을 상으로하여일제히시행되었다. 이시험의목적

은 전국의 3학년 학생 개개인의 기초학력 수준을 국가

수준의잣 로측정하고, 기초학력미달학생의경우적

절한 교육 프로그램을 적용함으로써 모든 국민에게 기

초학력을보장한다는데있다. 이러한목적은앞에서이

미 언급한 국가인적자원개발기본계획(2001년 12월)안

에 포함된“초∙중등학교를 통한 국민기초교육보장”과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서 국가가 인적자원개발 차원에

서최소한의성취목표를정하고이를성취할수있도록

교육체제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교육체제

구축을 위한 첫 단계로서 국가수준의 학력평가를 실시

하고 확인하고 이를 통해 사후 책을 마련하고 또 그

효과를분석하는일련의활동즉학력관리가필요하다.

매해 연초에 학교 현장에서 전국의 학생들에게 실시하

는학습부진학생판별도구검사라든지교육인적자원부

의위탁을받아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실시하는학력

검사결과는전국, 지역별, 학교급별, 기초학력학습부진

아 실태와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로 가면서 나타나는

교과별 학업성취수준의 경향, 그리고 도시와 농촌간의

학력격차등을잘나타내주며이결과국가수준에서

의 인적자원개발의 방향과 정책수립에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학교교육(정책)의효과분석과교육개선을위해

<< Pro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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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의경쟁력은그나라의교육에의해좌우된다

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중요하다. 최근에 선진 외국

에서 학생들의 학업성취 증진에 지 한 관심을 나타내

고 있는 이유도 지식기반사회에서는 국민의 지력이 국

가의 생존을 결정하기 때문이다. 한 나라의 교육체제,

교육정책들의적합성은학생들의학업성취수준으로판

단될 수 있다. 아무리 좋게 보이는 정책이라도 그것이

학생들의바람직한지적, 정의적학력향상에도움을못

준다면실패한정책이라고보아야할것이다. 

한나라의교육체제가창의적이고건강한국민을길

러내느냐의여부를판단하기위해서는국가수준의광범

위한평가시행과연구를필요로한다. 이때의연구는교

육의제반투입과과정그리고결과와의인과적관계속

에서광범위하게이루어져야한다. 예를들어우리교육

의 근간을 이루는 평준화정책이 과연 학생들의 학력을

저하시켰는지, 또한지난몇년동안시도해온특기적

성 교육이 과연 학생들의 예∙체능 능력을 증진시켰는

지등에 한판단을위해서는매우정교한연구설계를

지닌 다년간의 지속적인 학업성취도 측정과 자료의 관

리를필요로한다.

�국제사회에서의교육경쟁력확인및강화를위해

학업성취에 한국가수준의비교는그나라국제경

쟁력을평가하는중요한지표임과동시에각국가학생

들이 지니는 성취의 특징을 알려준다는 점에서 교육적

으로의미가크다. OECD에서실시하는PISA(Progra-

mm for International Student Assessment)는 부분

의나라에서의무교육이종료되는시점인만15세학생

을 상으로1998년부터2006년까지3년단위로세차

례의 정기적인 평가를 통해서 학생들의 성취추이를 국

제적인 기준에 비추어 점검하고자 하는 국제비교 연구

이다. 

이연구에서우리나라학생들은‘기초적인읽기소양

수준에도달한비율’과‘국가별최상위5%에속하는학

생들의성적비교’결과는최상이거나비교적높은편에

속하는 반면, 학습동기와 흥미도를 포함한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은최하수준이라는결과가나왔다. 이러한국

제비교연구결과는우리나라교육이앞으로어떤방향

으로 변화해야 할지에 해 잘 말해 준다. 아울러 학교

현장과국가에서는자기주도적학습능력과학습에 한

동기를불러일으키는방향으로의교육을새로운정책으

로정하고이러한능력이향상되는지를평가를통해지

속적으로확인할필요가있다.

미국의경우부시 통령은“교육을통한기초학력부

진아 없애기(No child left behind)”를 선거공약으로 제

시하고, 프랑스또한기초학력이갖추어지지않은상태

에서는졸업을할수없도록제도적으로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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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업성취제고를위한체계적인학력관리체제구축

학력관리의 궁극적 목표는 학생들의 현재 학업성취

수준을 이해하고 학생들로 하여금 미래 사회에서 요구

되는 보다 질 높은 학력을 지닐 수 있도록 교육적으로

유용한의사결정을하고이에따른적절한조치를취하

기위한것이다. 이러한학력관리가제 로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학교와 교육청 그리고 국가가 연계하는 학력

관리체제가구축되어야한다. 

�일정수준의학업성취미달학생에 한특별지도

학업성취도검사결과국가가정한최소수준의기준

(목표)에 미달하는 학생들은 보충학습 등의 개별화 지

도를 강화함으로써 학습부진이 누적되어 차기 학습에

지장을주는일이발생하지않도록사전에조치를취하

는일이필요하다. 그리고보충학습지도 상자들의지

적 정의적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형태의 교수학습자료

의개발과함께부진학생지도를위한행∙재정적지원

체제가마련되어야한다. 

�성취도가낮은학교에 한관리

학업성취도 검사 결과 성취수준이 지속적으로 낮은

지역과 학교들에 해서는 면 한 원인분석을 통해 집

중적인 투자와 함께 학교와 교사의 전문성과 책무성을

높이기위한다양한방안들이강구되어야한다. 이러한

방안들에는 단순히 학생들의 성취수준 그 자체만을 문

제삼기보다는 긍정적인 학교풍토, 건전한 학교문화 창

조, 교원의전문성과교수∙학습능력제고등단위학교

의교육개선노력을중요한지표로설정하고이와학생

들의학업성취결과를연결지어평가하는일이필요하다

고본다. 학생들의학업성취수준에 한정보공개또한

이러한맥락에서이루어져야한다.

�학업성취에 향을주는심도있는연구수행

일반적으로한개인의현재의학업성취는개인의학

습능력과 환경적 요인 그리고 선수(사전)학습 정도에

의해 향을 받는다. 개인의 학습능력에는 지능, 적성,

일반적학습전략, 지속적주의력, 학습동기등이포함되

며, 환경적요인에는가정과학교의구조적환경과상호

작용이, 그리고선수학습은특정주제와관련하여개인

이어느정도의지식을얼마나정확하게지니고있느냐

가중요한요인으로포함된다. 

학생의학업성취를높일수있는동기유발이나구체

적인학습전략의개발과적용을통한효과검증, 학생들

의학문적자아개념을높이고학습에흥미를느낄수있

도록하는부모와교사의학생과의 화방법, 학업성취

를 높이는 데 기여하는 가정환경과 효과적인 학교

(effective school)의 특징을 분석하는 연구들은 일정

수준의학업성취에못미친학생은물론이고그이상의

학생들에게있어서학습을보다효과적으로잘할수있

도록하는데기여할것이다.

<< Pro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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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부의‘ 단위학교및교사중심의자율적운 ’의

지는교직활성화의청신호

새정부에서는‘국민이 통령입니다’라는캐치프레

이즈를내걸고있다. 이는국가정책결정과정에서국민

의의사를적극적으로반 하겠다는의지를은유적으로

내포한구호일것이다. 따라서새정부의이름도참여정

부로하고있는데, 국민이정부정책에어떤형식으로든

관여하고참여하게되는만큼그에걸맞은책임이국민

에게 부과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 보자

면, 교원역시국민의일원이므로새정부의교원정책에

자신의 의사를 반 할 수 있을 것이고, 그런 만큼 일선

교육현장에서 요구받는 책임 또한 막중할 것이 틀림없

다. 때문에 교원들에게는 그 어느 때보다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의사개진이 필요해진 분야가 바로 교육 관련

정책이라할것이다.

새정부를이끄는 통령의교육원칙에 한기본관

점은‘실력주의 사회,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육, 단위학

교및교사중심의자율적운 ’등세가지로집약된다.

신임 통령은 선 과정에서“지금처럼 교육부, 시∙

도, 시∙군∙구 교육행정의 중층구조에서는 교사들이

소신껏일할수없기때문에지역실정을반 할수있

도록교육과정및예산전반에걸쳐권한을 폭이양하

겠다”고밝힌바있고, 교사들이소신껏일할수있도록

단위학교의자율성신장에주력하겠다는의지도피력한

바있다.

단위학교의 자율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단위학교

운 중심의 개선 요구를 반 해야 하며, 교원 각자가

전문가로서의높은위상을지닐수있도록지원하는전

략을개발해야한다. 교원이교원정책에서중요한결정

을하고, 결정에따른책임을지는전문성과책임의식이

강한구성원이되도록접근하는전략이필요한것이다.

또한, 구성원집단의고유특성과공유하고있는문화특

성을함께제고하는전략도필요하다. 그리고교육개혁

의필요에 해서는공감하고있어도개혁의방식과속

도 등에 해서는 저마다 관점이 다를 수 있고, 교육개

혁에적응하는양상또한다양할수있으므로이에 한

적절한 응이필요하다하겠다. 

지난5년동안국민의정부에의한교육개혁을되돌

아보면, 국민의정부는새천년을맞이하는준비작업과

함께교육개혁이좀더효율적으로추진되도록하부조직

단위의 구조와 여건을 변화시키는 노력을 기울여 왔던

박 숙 ｜한국교육개발원연구위원, yspark@kedi.re.kr

교원의사기와전문성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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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평가된다. 그러나한편에서는교직구성원의변

화의지를강화시키는데는미흡했다. 즉, 개혁과제를설

정하고 빠른 속도로 추진할 수는 있었지만 교원정책의

개혁을 추진하는 주체와 추진에 관여하는 집단 구성원

들의체계적인훈련과전문성신장을위한지원에는문

제가있었던것이다.

교육개혁 과제는 실천전략을 구체적으로 수립하고

출발했다하더라도그방안이성과있는것으로느껴지

기까지는 지속적인 평가작업과 이에 한 후속적인 지

원체제를갖추어야한다. 교육개혁과제가현장에적용

되는과정에서기 했던효과를거두고있는지, 추진전

략이 효과적인지를 평가하고 그 결과로 도출된 보완요

구를 적절하게 반 하는 지원노력이 미흡했고, 추진과

정에서분담된역할을수행하는데필요한전문성과훈

련체계를확립하지못한점은반성하지않을수없다.

새정부의출범과더불어단위학교에더많은지원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기 감이 고조되는 가운데, 교원의

사기와전문성제고를촉진할수있는정책지원과제를

제안해보면다음과같다.

‘ 우수교원확보법’의 제정과‘ 근무여건 개선’을 통한

교원사기진작시도

교원정년단축이후교원의사기가저하되고교직분

위기가전반적으로침체되고있다.  교사의사기와헌신

성에관한교사인식조사에따르면, 86.5%에달하는

부분의 교사가 사기와 헌신성이 저하되고 있음에 동의

하고있다. 초등학교와중학교에비해고등학교교사가

사기저하에 한동의정도가더높게나타났으며, 학부

모보다교사스스로더심각하게받아들이고있다.

교직에서 교원이 수행하는 업무의 특성을 반 하지

않고, 공무원직과 동일선상에서 처우되는 현실여건과

교육과정 개정 등 다양한 교육개혁 정책을 추진하면서

교원 수급과 연수에서의 준비 부족으로 교원에게 부담

이가중되는현상이교사의사기를더욱저하시키고있

다. 교원법정정원조차확보되지않고있는현실이나주

당 수업시수가 교사별로 차이가 심한 실정에서 어떠한

보상도받지못하고있는현실이교사의마음을무겁게

하기에충분하다.

교사의사기를진작시키기위해서는무엇보다도‘우

수교원확보법’을 제정하고 근무여건을 개선하는 노력

이 요구된다. 우수교원확보법은 선 때마다 공약으로

제기되었던것으로, 교직구성원모두가공감하는최우

선선결과제이다. 그리고교원의사기가저하된시점에

서교직의위상제고를위해시급히추진되어야할요구

가 높은 과제이다. 교사 증원이나 보수 인상을 위해서

특별법제정이시급하며, 이러한법적지원없이는약속

한여러과제들의추진을보장하기어렵다. 고학력화추

세와 더불어 초∙중등 교원의 부분이 석사학위를 갖

고 있는데, 다른 전문직이나 민간부분, 그리고 교직 내

에서 학교원의보수에비해열악한수준에있어교원

의사기가저하될수밖에없다는지적이있다. 

우수교원확보법추진에관해서는특별법으로제정해

시행기간을 3년 정도 한시적으로 운 하되, 교원 보수

<< Project

<표1> 교원의사기와헌신이저하되고있음에동의하는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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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특별한우 조치를심의∙조정하는기구로서국무총

리를장으로하는 통령직속의교원처우개선특별위원

회를 설치∙운 하고, 이 위원회에서 심의조정한 교원

보수의특별우 조치가제 로이행되도록지방자치단

체의예산반 의무화를규정해야한다는요구가높다. 

근무여건개선을위해서는교사의주당수업시수차

이를줄이는것이시급하다. 초등학교저학년에서는활

동중심의수업이이루어지고개별화교육의특성이강

해 전문 보조교사의 지원 요구가 높다. 특정 학년과 특

정교과에서는교사의부족현상으로교사의수업부담

이 가중될 수 있다. 수업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는 전

문업무 담당교사 확보와 보조교사제 활용을 위한 지원

이 이루어져야 하며, 표준수업시수를 설정해 초과수업

에 한수당지급규정도마련해야한다.

질높은수업을위해서는교사들이보다많은시간을

수업 준비에 할애할 수 있어야 하나, 실제로는 많은 어

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평소 수업 준비 시간이 충

분한가에 해 조사해 본 연구결과에서는 85.3%에 달

하는 부분의교사들이부족하다고인식하고있다(<표

2> 참조). 학교의급이낮아질수록수업준비시간부족

에 한 인식이 더 강하다. 초등학교의 경우 거의 모든

교사가수업준비시간이부족하다는인식을하고있는

실정이다.

지역별로혹은학교규모별로근무여건에차이가나

는것도개선되어야할과제이다. 단위학교중심으로자

율운 이지원된다면, 교육여건에서차이가나지않도

록 균등한 여건을 조성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 교사나

시설, 재정등의측면에서학교규모가과 하거나과소

함으로 인해 여건에 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점검하고

지원해주어야할것이다. 

단위학교의 교육여건을 균등하게 지원하는 전략을

추진하게되는경우, 단위학교교육과정운 에필요한

교원∙재정∙시설의적정수준을파악하는것이시급하

다. 제7차 교육과정을 운 하는 데 적합한 교원∙재

정∙시설의적정규모는어느정도인지확인하는작업이

필요하다. 이러한작업과정을거쳐교육예산의합리적

배분이이루어질수있을것이다.

교원의수업능력개발및전문적발달을촉진하는양

성∙자격∙임용∙연수체제개편유도

교원의 전문성 신장은 교육개혁의 기본방향 중의 하

나이다. 평생학습사회에부응해교원이지속적으로전문

성을신장시켜나가는것은매우중요한요건이다. 교원

의전문성신장에 한기 는무엇보다도 수업능력 개

<표2> 교사의수업준비부족에 한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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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에 주어진다. 학생은 수업을 잘하는 교사를 선호하고

있고, 교사역시수업을잘하는교사로평가받는것을선

호하고 있다. 교사에 한 다면평가제나 수업평가제를

도입하자는 최근의 주장은 교사의 전문성 저하에 한

인식에기초하고있다.

교사의 전문성 저하에 한 인식조사 보고에서는

43.4%에 달하는 상당수의 교사가 전문성이 저하되고

있다고인식하고있다. 학교급별로보면, 고등학교교사

가 더 많이 동의하고 있으며, 학부모보다 교사 스스로

전문성저하를심각하게인식하고있다(<표3> 참조). 

수업능력은교사가갖추어야할기본능력이다. 수업능

력이부족하다는것은교사로서의권위를잃게되는것

이므로교원의지속적인수업능력개발을위한연수등

의 지원체제가 구축되어야 한다. 양성 과정과 신규임용

과정, 연수 과정에서 교원의 수업능력을 개발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지원해야 하며, 학교운 에 필요한 전문적

능력역시지속적으로신장해가도록지원되어야한다.

교사양성 과정에서는 교사의 수업 행동을 분석하고

지도해주는수업행동분석실과같은전용시설을갖추어

야하며, 수업실기능력을상호평가하는수업시간을강

화해야 한다. 신규임용 과정에서는 임용고사 2차 전형

에서수업시연과정을필수절차로확립해수업실기능

력을검증받도록해야할것이고, 연수과정에서는새로

운교수∙학습기술의이해및활용을중심으로주기적

인연수과정을이수하게하는등수업실기능력을배양

하는 특별한 지원정책이 연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교수∙학습 지원 센터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도 중

요한과제가될것이다. 수업능력을지속적으로유지개

발하기위해일정주기로수업능력을평가인증하는‘수

업능력인증제’를도입하자는제안이제기되고있다. 이

는모든교원의수업능력을일정기준이상갖추게하는

효과가기 되고있다.

교사는전문가로서의위상을갖고교사에 한다양

한역할기 만큼이나전문적책무성을다해야한다. 이

를위해서는양성∙자격∙임용∙연수체제의개편이요

구된다. 먼저, 양성과정에서는현장에서요구하는우수

교원을양성해낼수있도록양성기관의내실있는운

을 촉진할 필요가 높다. 교직발전종합방안에서 제안하

고있는‘교사양성∙연수기관평가인증제’를조속히도

입해양성기관이일정한기준을갖추어질높은교사를

양성해 낼 수 있도록 평가 인증하고, 연수기관 역시 현

장에서필요로하는적합성높은프로그램과교수및시

설환경을갖추고운 되도록인증해야할것이다. 교사

양성기관에 한 평가가 제 로 정착될 경우 교육전문

학원(Ed. D 전문박사 학위과정)의 개설∙운 의 적

극추진을제안해본다. 교육전문 학원은학문중심보

다는 현장 실무 중심의 교육과정으로 편성해 교과교육

전문가를양성하는데기여할것으로기 된다. 

교사자격제도의개편역시교직발전을위해우선적

으로지원되어야할과제중의하나이다. 교사직에서의

성장을 멈추고 학교 행정가직으로 전환하게 만드는 것

은수업잘하는교사를선호하는학교현장의분위기에

맞지않는다. 더욱이학교행정가로전환하는교사가유

<< Project

<표3> 교원의전문성저하에동의하는정도



<< Project

36 Educational Development ː2003  3+4

능한것으로 우받고, 승진이나보수등의측면에서우

를받는현실은잘못된구조이다. 수업능력과인성지

도등교사가갖추어야할전문적능력을더욱신장시켜

나갈수있는구조로자격제도를개편해야한다.

이를 위해서는 교사직과 행정직을 이원화해 교사직

에서의지속적인성장을유도해서교사중의교사(일명,

수석교사)를탄생시켜야한다. 이러한관점에서수석교

사제의 도입은 긍정적으로 검토될 만하다. 수석교사제

는1983년부터도입요구가높았던것이고기 되는교

육효과또한적지않다고본다. 수석교사제는최근에논

의되는교장선출보직제와는별도로우선추진되어야하

며, 교사직의 전문적 성장을 위해 집중 지원되어야 할

과제이다. 교장직은일정한자격요건을갖춘자로양성

되어야하고, 교장으로서특정운 능력이요구되는단

위학교환경에서는교장초빙을통해현장변화요구에

응할수있다. 

기존의 연수제도는 모든 교사가 직무수행에 필요로

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주기적 및 지속적으

로연수활동에참여할수있도록개편되어야한다. 승진

에반 하게되는연수구조가아니라교사의전문적책

무성을이행하는데거쳐야할절차로모든교원이참여

하는것을당연시하는구조로개편되어야한다. 새정부

가 참여정부로 차별화를 추구한다면, 연수제도에서 모

든교원이최고의전문가가되도록참여하는연수환경

을조성하는것이무엇보다중요하다. 모든교원이교육

개혁의 흐름에 뒤처지지 않고 교육발전의 주역이 되도

록전문적훈련과정과능력개발에초점을맞추어야한

다. 교원의 전문적 연구를 위해 일정 기간 동안 안식년

을갖게하는것도교원의전문적성장을촉진시키는동

기요인이될것이다.

이밖에도교사의전문성을신장시키는안정적인근

무환경이조성되어야한다. 교직발전종합방안에서제시

되었던 직무수행 기준 마련은 추진시기를 늦추어서는

안되는과제이다. 직무수행기준은교원의직무분석을

토 로 설정되는 과제이므로 기준 개발을 위한 연구노

력과교원의의견수렴등을거치는상당한노력이요구

되는과제이다. 

교사의근무활동시간에 한분석과업무특성등을

파악해교사로서마땅히수행해야할직무내용과범위

를정하는것은교사양성과정과연수과정, 평가과정

을계획하는데에도참고기준이될것이기때문에교원

정책에서우선과제로추진되어야한다. 

교사간의 장학과 교과협의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교과별교사연구실을더많이확충해야하며, 교과별로

편성된교수∙학습활동을수행하는데필요로하는적

정 규모의 교구와 교재가 확보되어야 하며, 휴게실 등

다양한편의시설을확충할것이요구된다. 교사의전문

성은단기간에확보되는것이아니며일정기한이내에

완성되는것이아니다. 교사의전문성신장은양성과자

격∙임용∙연수∙평가등에서보다체계적이고장기적

인 지원정책을통해그효과를기 해볼수있다. 참여

정부에의해일부교사가아닌모든교사가일정수준의

전문적자격을갖추고유지∙관리되어가는바람직한변

화를기 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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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오는지식기반사회에서는기존의획일적이고표

준화된 보통 수준의 교육에서 다양화되고 특성화되고

질적수준이높은교육을요구하게된다. 또한교육수요

자들의 다양한 요구가 표출되어 교육에 한 선택권이

확 될것이다. 따라서현재의획일화된학교체제를다

양화하고 단위학교의 자율성을 폭 신장시켜야만 한

다. 특목고, 특성화고자립형사립고, 자율학교등과거

에비해고등학교프로그램이상당히다양화∙자율화되

었다고는 하나, 21세기 지식기반사회가 요구하는 인재

를 양성하기에는 현행 공교육체제에 획일적인 성격이

여전히강하게남아있어개인각자의적성, 능력, 흥미,

장래희망등을완전히살려나가는데는미흡하다고할

수있다. 여기서는고교프로그램과학교선택권을중심

으로고교평준화제도및고등학교교육의현황과문제

점을분석하고, 앞으로의과제를제시하도록하겠다.

현황및문제점

지난30년동안도입, 확 , 보류, 해제, 재도입, 확

등의과정을거치면서계속그명맥을유지해온고교평

준화정책은2002년3월경기도안양, 부천, 고양, 과천,

의왕, 군포등6개시지역에서의평준화실시로2002년

현재전국23개지역, 인문계고교의57%, 학생수의약

74%가평준화정책의 역아래에있게되었다.

그간 고교 평준화 제도의 성과를 이야기할 때, 주로

중학교교육의정상화, 과열과외완화및재수생해소,

고등학교간 격차 해소 및 고교 교육기회 확 , 청소년

인성교육전인적발달에기여등을제기했다. 그러나이

질 집단으로 인한 교수-학습의 곤란 및 수업분위기 저

하, 고등학생의학력저하가능성에 한논란상존, 학

생/학부모들의 학교선택권 및 사립학교의 자율적인 교

육권 제한, 재교육 등 수월성 교육의 애로 등 문제점

을들어평준화정책에 한비판의목소리또한계속되

어왔다. 물론양쪽모두실제증거가분명치않으며, 한

조사 결과 등에 따르면 평준화 정책 시행 이후 학력이

오히려상승된것으로나타나기도했다.

평준화와 관련하여 교육 당사자들의 의견은 다양하

다. 교사들은 평준화에 한 찬성 의견이 높으며, 학부

모학생의입장은평준화확 유지의견이높다. 반면,

사학법인들의 입장은 다르다. 명문사학들은 자율성을

주장하면서 비평준화 찬성하고, 부분의 사학이 해당

되는 세사학( 부분사학)은학생모집의어려움등을

우려평준화선호하고있다. 이에교육전문가들은 평준

한유경 ｜한국교육개발원고교체제연구팀장, ykhan@kedi.re.kr

고교교육프로그램의다양화와
학교선택권의점진적확

<표1>  2002년현재일반계고교평준화실시현황

자료: 교육인적자원부(2002),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의 진단과 보완방

안에관한연구, p.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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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정책을 유지하되 문제점 수정 보완해야 한다는 주장

이 강하며, 언론은 평준화 찬반 입장 립의 양상을 띠

며이문제에 한공론화필요성을제기하고있다.

이처럼고교평준화정책에 한논의는끊임없이계

속되어 왔으며 교육쟁점의 한가운데 자리잡고 있었다.

그러나 실제로 지금까지의 논의들은 현행 평준화 정책

을 유지하느냐 아니면 현행 비평준화 지역을 확 하느

냐의 이분법적인 논의에 집중되어 있었다. 학교선택권

을전적으로인정하지않는평준화지역과그렇지않는

비평준화 지역의 양쪽 극단만이 가능한 안인 것처럼

논의가진행되어왔던경향이있다. 이제는고교평준화

정책의 장단점을 엄 히 분석하고 이에 근거하여 개선

방안을다면적으로접근하는노력이필요할것이다.

과 제

현행 고등학교 정책의 기본방향은 고교평준화 정책

의기조를유지하는토 위에고교교육의다양화특성

화를확 하고자하는것이다. 즉중등교육의기회균등

을보장하면서학부모및학생들의학교선택권과학교

운 의자율권을확 한다는것이다. 이를위해서, 학교

체제의 다양화를 추구하고 학교 선택권의 점진적 확

여건을마련하는방향이제시될수있다. 

우선학교체제의다양화를추구하기위하여①국∙

공립학교를 상으로단위학교의자율권을전적으로위

임하는협약학교(charter school)제도를도입하여시범

실시한후그성과에따라점진적확
11))

하고②재정자

립도가높은자립형사립고등학교에 해특색있는교

육프로그램을운 할수있도록허용한뒤그성과를판

단해 점진적으로 확
2)

하며, ③ 현재 특정학교(특성화

고등학교, 특수목적고등학교, 농어촌지역고등학교)로

국한하여운 하고있는자율학교를점진적으로확 하

여일반계와실업계고등학교까지적용하며, ④중도탈

락자, 부적응 학생 등을 위한 안교육의 확 추진한

<표2> 평준화정책에 한찬반의견

자료: 김양분외(2001), 한국교육개발원교육여론조사, p.79.

<표3> 학교선택권이부여될경우학부모의학교선택

자료: 김양분외(2001), 한국교육개발원교육여론조사, p.62.

<표3> 학교선택권이부여될경우학부모의학교선택

자료: 김양분외(2001), 한국교육개발원교육여론조사, p.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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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위의과제를구체적으로제시하면다음과같다.

�자립형사립고시범운 추가확 유도

앞서고교평준화의문제점중하나로사학의자율성

보장문제가제시되었다. 따라서앞으로사립학교본연

의역할을회복시켜다양하고독특한건학이념을추구

할수있도록고교교육의다양화특성화를확 해나가

야 할 것이다. 이러한 방편의 하나로, 재정이 건실하고

건학이념에걸맞는교육프로그램을운 하는사립고교

에 교육과정 운 및 학생선발, 등록금 책정 등에 한

폭넓은자율권을부여하고이에따른책무성을확보하

려는시도가이루어지고있다.

현재 3년간의 시범운 기간을 두고 2002년 민족사

관고, 광양제철고, 포항제철고, 2003년 해운 고, 현

청운고, 전북 상산고 등 6개의 자립형 사립고등학교가

시범운 되고있다. 이러한시도는앞으로지속될예정

이며시범학교운 결과를평가하여확 여부를2005

년에결정할예정이다.

�자율학교지속적확

자율적인학교운 으로학교교육의변화와혁신촉

진및학습자의소질적성능력에맞는교육을구현하는

것은 교육의 당연한 방향이라 하겠다. 이와 관련하여

2002년특성화고7교, 예체능고8교, 통합형고5교등

20개교의 학교가 자율학교로 지정되어 있으며, 앞으로

이를지속적으로확 시켜나가야할것이다. 특히현재

는 자율학교 지정 상이 특성화고 예체능고 및 농어촌

소재고교만지정하도록되어있지만, 앞으로이와같은

자율학교 지정 상 확 하여 실업계고, 국립 부설학

교, 과학고외국어고등지정여부를시도교육청등각

계의 의견수렴을 거쳐 결정해 나가야 할 것이며, 특히,

일반 인문계고의 자율학교 지정 여부도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농∙어촌소재고교의자율성확

또한, 농어촌소재고교의다양화특성화를지원하기

위하여 일정 요건을 갖춘 고교를 자율학교로 지정하여

전국단위학생모집을가능하게하고, 교육과정편성및

운 의자율성을보장하도록해야한다. 특히농∙어촌

소재 고교의 자율성을 확 하기 위하여 앞으로 학생수

용계획등일정요건이충족된농어촌소재고교는희망

<< Project

교사들은평준화에 한찬성의견이높으며, 학부모

학생의입장은평준화확 유지의견이높다. 반면, 명

문사학들은 비평준화를 찬성하고, 부분의 사학은 평

준화를선호하고있다. 이에교육전문가들은…



40 Educational Development ː2003  3+4

학교 모두를 자율학교로 지정하고, 장기적으로 농어촌

교육 발전을 위한 농어촌교육특별법 제정 등이 검토되

어야할것이다.

�직업교육특성화고확

다양한학생들의능력적성흥미요구에맞는특정분

야에서집중적인직업교육을실시하여전문직업인력으

로 조기 양성되는 방안도 마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현재디자인고, 자동차고, 애니메이션고등47개교가직

업교육특성화고로운 되고있으며, 현재전국단위학

생모집, 교육과정편성운 의자율, 납입금자율책정

(교육감의 지정을 받은 사립고교) 등의 범위에서 자율

적운 이가능하다.

앞으로학생들의흥미와적성에맞는전문직업인력

을 양성하기 위한 직업교육 특성화고를 더욱더 확 할

수있도록유도하며, 또한이들학교들을자율학교로지

정하여 학생선발 및 교육과정 등의 학교운 에 자율성

을 최 한 부여해야 할 것이다. 특히 애니메이션, 인터

넷등첨단산업및지역산업과연계한직업학교의특

성화를더욱확 할필요가있을것이다.

� 안교육특성화고확 활성화

정규학교부적응등으로중도탈락한학생들을 상

으로인성교육, 노작교육등자연친화적교육활동을실

시하는 안교육 특성화고도 더욱 확 활성화되어야

할것이다. 현재15개 안교육특성화고가운 되고있

으나앞으로 안학교설립을확 하기위한설립요건

을완화하여 안교육의확 를더욱추진할예정에있

다. 특히 부적응 학생 상으로 위탁 교육을 확 하는

등 지역사회 안교육기관(프로그램)과의 연계 활동의

강화가필요할것이다.

한편학교선택권의점진적확 를위하여①학부모

에게 학교 정보를 제공하고, ②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

선호및요구를최 한반 할수있도록학교배정프

로그램을개선하며, ③학생들의능력과소질에부응하

는 학교내 교육프로그램 다양화와 교육내용 선택권을

확
3)

하며, ④기피학교에 한행∙재정적지원을강화

하여, 학교시설 및 여건의 평준화를 이룰 수 있도록 물

적∙인적자원을배치하고, ⑤학군내추첨배정예외학

교를점진적으로확 한다.

<< Project

1) 인적자원정책위원회(2002). 21세기 지식강국을 주도할 국가인적자원개

발정책보고서III. p. 6.

2) 인적자원정책위원회(2002). 21세기 지식강국을 주도할 국가인적자원개

발정책보고서III. p. 7.

3) 박부권(2002), 고등학교 추첨배정제도 : 쟁점과 책, KEDI 교육정책토

론회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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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산업화시 에 산업역군을 양성하는 핵심적인

인력양성기관으로서각광을받아왔던실업계고등학교

가최근과거의위세는사라지고, 존립자체를염려해야

할만큼위기상황에처해있다. 침체된실업교육에활력

을 불어넣어 산업발전에 필요한 우수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정책개발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런 필요에 따라,

실업고의 제 문제를 진단하고 그 원인을 밝혀, 실업고

재건을위한정책방향을모색해보고자한다.

실업고의문제

현재실업고는여러가지복합적인문제에봉착해있

다. 우선사회적으로실업고교육에 한부정적인식이

만연되어있다. 그래서학생들은실업고진학을기피하

고 있다. 실업고에 진학한 학생들 가운데 적지 않은 수

가본인의사와상관없이실업고에진학하다보니, 학교

에서 제공하는 교육 프로그램에 한 관심이 적다. 그

결과, 학업을중도에포기하는학생들이늘고있다.

또한, 실업고졸업생의경우에도상당수가취업이아

닌 학진학의길을희망하고있다. 과거에는실업고졸

업생들의 취업률이 비교적 높은 수준이었으나, 최근에

는 취업률이 감소하고 학진학률은 현저히 증가하여,

학진학률이취업률을상회하는역전현상을보이고있

다. 2002년의 경우, 실업고 졸업생의 45.1%가 취업을

한데 비해, 49.8%가 학에 진학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기술인력을양성한다는당초실업고설립취지에서

벗어난현상이라고볼수있다.

실업고의 부실한 교육도 실업고 문제를 가중시키고

있다. 우선 실업고의 교육내용이 직업세계에서 요구하

는 내용과 차이가 큰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급속한 산

업발전 추세를 따라가지 못하는 것들로 교과내용이 꾸

며져 있어,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지식과 기술에 한

교육이이루어지지않고있는것이다. 또한, 교육방법의

낙후성이나실험실습시설의낙후성, 현장성을갖춘교

원부족도내실있는실업교육을어렵게하고있다.

실업고의특성을고려해볼때, 내실있는실업교육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실험실습이 강조되어야 하고, 이를

실시하기위한기자재가확보되어야한다. 그러나실업

고의 실험실습 기자재 확보율은 2000년 기준으로

59.1%에불과한것으로나타났다(조웅외, 2001). 더욱

이확보된실험실습시설도현실적으로맞지않는낙후

된기자재인경우가많고, 그나마확보되어있는실험실

특별기획>>>>  KKEEDDII가가말말하하는는1122 교교육육정정책책목목표표와와과과제제

김 철 ｜한국교육개발원선임연구위원, chul@kedi.re.kr

실업계고등학교의특성화로교육의활력회복

<표> 실업고졸업생의진로추이

자료: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 해당연도.



특별기획>>>>  KKEEDDII가가말말하하는는1122 교교육육정정책책목목표표와와과과제제

42 Educational Development ː2003  3+4

습 기자재도 제 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실업고 교육은 형식적인 실험실습과 이론 위주의 수업

으로진행되어실업교육의실효성을낮추고있다.

또한, 실업교육을담당할현장성과전문성을갖춘교

원이 부족한 것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조웅 외,

2001). 실업고 교원이 여러 교원양성 기관에서 양성되

어다양한채널을통해충원되고있지만, 전반적으로전

문성과 현장적응 능력이 특히 부족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실업고침체의원인

실업고가침체한원인은여러가지측면에서찾아볼

수있다. 우선직업세계의변화와 착되어발전해야할

실업교육이사회변화에민감하게적응하지못한측면이

있다. 농∙공∙상∙수산∙해양등으로구분되는실업고

의계열은이미농∙공업사회에서필요로했던직업교

육분야들이다. 우리사회가지식정보화사회로진입하면

서산업구조의변화와함께새로운직종들이무수히창

출되고있다. 그러나실업교육에서는최근새롭게창출

되는 직종과 이들 직종에서 요구되는 직무능력을 배양

하기위한교육체제를적기에갖추지못했다고볼수있

다. 그 예로서, 실업고 교육에서는 최근 급속한 속도로

발전하는정보통신기술을교육프로그램에적절히수용

하지 못하 고, 지식기반사회에서 요구되는 유용성 있

는 지식과 기술을 전수하는 교육 프로그램도 효과적으

로개발하여제공하지못한측면이있다.

실업고 침체의 원인으로 최근 고등교육이 보편화되

면서 실업고를 통한 취업보다는 일반고를 통한 학진

학을 선호하게 되면서 실업교육을 기피하게 된 측면도

들수있다. 취업보다 학진학을선호하는현상은지난

20~30년간의 사회발전에 따른 국민소득 수준이 향상

되면서 교육기 수준이 향상되었고, 동시에 학교육

기회가 확 되면서 학에 한 진학수요가 급증한 데

기인한것이다. 이런현상은실업고기피경향외에도실

업고 졸업생 중에서도 취업자 수보다 학진학자 수가

많다는점에서도확인되는것이다.

실업고가침체하게된또다른원인의하나로국가수

준의일관성있는직업교육정책의부재에따른정책혼

선을들수있다. 그예로서, 1990년 초정부는고교체

제개편방안을통해실업고와일반고의비율을50:50으

로확 하는정책을추진해오다가1999년에는전혀다

른시각에서볼수있는통합형고교의도입을추진하는

시책을 발표하여 추진했다. 또한, 2000년에는 경쟁력

실업고졸업생의경우에상당수가취업이아닌 학

진학의길을희망하고있다. 과거에는실업고졸업생들

의취업률이비교적높은수준이었으나, 최근에는취업

률이 감소하고 학진학률은 현저히 증가하여, 학진

학률이취업률을상회하는역전현상을보이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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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는실업계고교를인문계고교로전환하도록했다. 이

처럼 직업교육 정책을 일관성 없이 수시로 개편하면서

실업고교육정책의정체성에혼란을가중시켜왔다. 이

러한 일관성 없는 직업교육 정책의 추진과정에서 실업

고 확 정책에서는 부실 실업고를 양산하 고, 실업교

육에 한무관심과투자부족으로기존의실업고까지도

부실화된측면이나타나게되었다. 이에따라사회변화

와노동시장변화등에 응할수있는실업교육정책은

제 로추진하지도못한채, 실업고교육은날로부실해

지고그위상도계속추락해왔다.

또다른원인은실업교육에 한부정적인식에서찾

을 수 있다. 과거 우리 선조들은 인문을 숭상하고 직업

을천하게생각하는그릇된전통을지녀왔다. 이런전통

이 실업교육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

는것이사실이다. 최근에는정부의일관성없는직업교

육 정책으로 실업고가 침체되면서 실업교육에 한 인

식을 더욱 나쁘게 한 측면도 있다. 이로 인해 최근에는

실업고가 성적이 낮은 학생들이 진학하는 학교로 각인

되고있다.

실업고활성화방안

1) 사회변화에따른실업고의역할∙기능재정립

실업교육은 산업인력의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므로교육제도, 프로그램및교육내용등에산업체의요

구가반 되어야한다. 지식기반사회의전개로단순기

술의숙련보다는지식의활용과새로운지식의창출능

력을필요로하게되면서기술인력의학력수준도과거

보다는 전반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그래서 과거

1960~70년 에는실업고출신의기능인력이기술인

력의 종을이루어왔지만, 1980년 이후에는전문

학수준의기술인력수요가급속히증가해왔다. 그결

과비교적단순기술의숙련을목적으로하는실업고의

입지는크게줄어들었고, 이런현상은앞으로도지속될

전망이다. 

이처럼 산업구조가 변화되고 인력 수요가 변화됨에

따라실업고의성격을재정립하고, 이러한실업고의성

격 변화에 따라 실업고의 교육체제도 전반적으로 재편

되어야할것이다. 우선실업고의성격이직업준비교육

으로서 종국교육의 성격만을 지녀왔지만, 앞으로는 평

생교육차원에서계속적인교육활동의일환으로이해되

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직업교육의 성격 변화는 독

일등의유럽국가들에서도나타나고있는데, 이들국가

들은 지금까지 후기중등교육단계에서 종국교육으로서

의 직업교육을 실시하던 것을 중등후교육(post-

secondary education)으로이관해가는경향을보이고

있다.

그런경우, 실업고교육은종전과같이고교교육이

수후바로사회에진출하는직업준비교육의성격을가

지기도하고, 동시에상급의직업교육을받기위한준비

<< Pro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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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으로서의성격을가질수도있어야할것이다. 이처

럼 실업고 교육의 성격을 다양하게 이해할 때, 취업을

전제로 한 직업준비 교육으로서의 실업고 교육은 직업

세계와좀더 착시켜세분화된분야에서심도있는직

업기술교육을실시할필요가있다. 반면에상급의직업

교육을받기위한준비교육으로제공되는실업고교육

에서는 전문 학과 같은 고등교육과의 연계 운 을 전

제로 하여 지나치게 세분화된 기술 능력보다는 광범위

한직업세계의일반능력을강조할필요가있다. 

2) 실업고교육의특성화

최근 직업세계는 지식기반경제사회의 전개로 많은

변화가일고있다. 지식정보가폭발적으로증가하고, 정

보통신기술등을포함한과학기술의발달로산업구조가

크게바뀌고, 새로운직종이창출되고있다. 그예로서,

최근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산업이 급성장하고

있다. 이러한산업구조변화및직업세계변화와관련하

여실업고의교육계열을재편할필요가있다.

특히 지식기반사회에서는 지식 자체를 주된 생산요

소로 활용하거나 고부가가치의 지식서비스 그 자체가

상품이 되는 지식기반산업(knowledge-based

industries)이크게부상하고있다. 이처럼지식그자체

가생산요소가되는지식산업분야에서는물론기타산

업분야에서도지식활동의중요성은훨씬더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직무능력으로서 지식을 창출∙활용할

수있는창의성과지식의유용성이강조되고있다. 

이런변화를감안할때, 실업고교육도변모하는직업

세계에서필요로하는직무능력을습득할수있도록교

육내용을 전문화하고 특성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취업을 전제로 한 실업고 교육에서는 직업세계의 변화

와 착된교육으로서특성화가필요하다고볼수있다. 

3) 공비부담에의한실업교육실시

실업교육의주된목적은산업인력을양성∙제공하는

데있다. 실업교육의결과가개인적편익을제공하는측

면이전혀없는것은아니지만, 주된목적이산업체에서

필요한 인력 양성이라는 측면에서 사회적 편익을 추구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런 이유로 중학교 졸업생

들이 실업고 진학을 기피하는데도 불구하고 상당한 실

업고를 설치하여 진학을 유도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런측면에서, 실업고교육에는공비부담원칙이적용

되어무상교육이실시되어야할것이다. 서구국가에서

는 이런 맥락에서 실업교육이나 직업교육을 이미 오래

전부터무상교육으로실시해오고있다.

이처럼 실업교육을 공비부담으로 실시하게 되면, 지

금처럼 인력수요도 많지 않은 실업교육을 과다하게 실

시하는낭비적요소도사라지게될것이다. 인력수요에

맞추어꼭필요한인력만을양성하기위한교육으로실

업고의 규모를 적정화 할 필요가 있고, 그 규모를 축소

하는 신에실업고에 한집중투자와지원으로양질

의실업교육을실시하도록해야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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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실업고교육의내실화

실업교육을 진흥하기 위해서는 실업고 교육을 내실

화하는것이중요하다. 이를위해서는우수교원의확보

와실험실습시설의확보가필요하고, 실효성있는산학

협동체제가구축되어야할것이다.

실업교육의질제고를위해서는우수교원을확보하

여 교원의 전문성을 제고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실

업 교원에게는 현장성이 중요하므로 현장 경험이 있는

교원을확보할수있도록실업교원의임용방식을 폭

개방할필요가있다.

실험실습시설의확보에서는시설기준도현실성이없

는것으로되어있기때문에단순히시설기준에제시된

시설의 확보라는 측면보다는 교육과정 운 에 필요한

실험실습시설이확보되도록해야할것이다.

현장성 있는 실업교육을 위해서는 산학협동이 필수

적이고, 과거의 실업교육 정책에서도 예외없이 산학협

동을강화하기위한정책이추진되었지만, 실효성있게

추진된사례는그리많지않다. 산학협동의당사자인산

업체와 학교간의 자율적인 관계에서는 실효성 있는 협

동체제가구축되기어려울것이예상되므로산학협력업

체에 세제 혜택을 확 ∙부여하는 방안을 포함한 좀더

적극적인지원책이마련되어야할것이다. 

최근의 교육정책에서 위기에 처한 실업고의 문제를

너무오랫동안방치한측면이있다. 실업고문제는실업

고에재학하고있는학생들의진로개척을위해, 그리고

산업역군을 양성하는 실업고의 발전을 위해 조속히 해

결되어야할사안이다. 최근교육문제로고교평준화, 

학입시, 과외와 사교육비, 교육이민 등이 거론되고 있

다. 이런교육문제들은실업고그자체의문제는아니지

만 실업고가 활력을 회복하여 실업교육이 정상화되면

이런 교육문제들도 상당 부분 완화되거나 해소될 사안

이기도하다.

실업고의 발전을 위해서는 실업고를 사회변화에 맞

추어 역할과 기능을 재정립하고 특성화하여 내실있는

실업교육이실시되도록해야할것이다. 이를위해일관

성 있는 실업교육정책의 추진과 실업교육에 한 집중

투자가이루어져야할것이다. 실업교육의중흥을통해

우리나라 교육 전반에 새로운 활력이 회복되기를 기

한다.

<< Pro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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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가새걸음을내딛는2003년이른봄, 지

금도여전히문제가되는우리교육의현안과제는무엇

인가? 지난반세기에걸친교육연구결과를종합해보

면시간의흐름에따라다소문제의유형과강도에차이

가있지만, 교육내∙외적원인과의관계속에서현안과

제로남는문제는바로단편적지식암기위주교육, 창

의적비판적사고능력신장미흡, 교육과정편성운 의

경직성, 교육내용과방법의획일화, 무한경쟁을통한이

기적∙경쟁적인간양성, 교육의도구화∙상품화, 교원

의 전문성 및 헌신 결여, 사교육비 증가, 도농∙성차∙

계층간교육의불평등, 학교시설∙여건의미흡, 특수교

육기회부족, 지역및학교의자율성부족, 학생학부모

의교육선택권부재, 집단따돌림∙자살∙폭력등청소

년비행문제, 그리고평생교육체제의미흡등이다. 

이렇게수십년간되풀이지적되어온교육문제들은

그문제발생원인과결부해논의하다보면현상과원인

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돌고 돌 뿐 어디서부터 해결의

실마리를풀어가야할지난감하다. 그래서귀착되는곳

이 학입학제도이다. 우리교육의문제하면곧연상되

는게암기위주교육이고이것과 접히연관되어있는

또다른문제가창의성과비판적사고능력의결핍이며,

이러한교육으로흐를수밖에없는이유는우리사회전

반이 교육을 자아실현이나 인격완성보다는 더 나은

학진학을 통해 궁극적으로는 출세하기 위한 방편으로

삼아 학생과 학부모를 내모는 교육의 도구화에 몰두해

있기때문이다. 

입시전쟁으로까지 치닫는 극한 상황은 상식적인 원

칙을무색하게만드는법이다. 한등위라도서열이위인

학입학을향한무한경쟁이유발되어비용효과를묻지

않는사교육과사교육비문제가고질난치병이되어어

떤 교육개혁 처방도 잘 듣지 않는다. 학교 현장에서는

창의적이고자주적이며도덕적이고건강한인간육성을

목표로‘새학교문화창조’를하려고해도 학입시때

문에 어렵다고 한다. 세계표준(Global standard)과 기

조를 같이하는 총론에 합의하는 많은 교육개혁안들이

교육현장에뿌리를내리지못하는것도모두 학입시

탓으로돌려져왔다.

시험위주 학입시에모든학생과학부모가매달리

는상황에서학교와교원들이학생과학부모의요구, 필

요, 기 를충족시키지못하고, 서열이명백한 학들은

오직시험성적우수학생선발에몰두하는가운데, 입시

산업이기승을부려온사회가극한입시경쟁과스트레

스를 받고 있다. 이렇게 얽히고 설킨 학진학 경쟁과

사교육의 연결 고리를 어떻게 끊을 것인가? 아니 얽힌

실타래의매듭이라도잡아낼것인가?  

교육적으로의미있는 학진학경쟁의틀짜기

교육은가르치는자와배우는자사이의인간적인교

호작용을통해이전세 의문화유산을전달하고다음

세 의 문화를 창달해 가는 비 화게임의(non zero

양승실 ｜한국교육개발원 입제도연구팀장, ssyang@kedi.re.kr

학진학경쟁에서사교육의존도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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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 game)법칙이통용되는활동이다. 그런데현재

학진학경쟁은그구조와방식이이러한의미있는경쟁

이 어려운 구도이다. 정원 정책으로 인해 소수점 이하

점수에 의해서도 당락이 결정되는 체제로서 적성과 능

력에 따른 진학 가능성에 한 예측이 쉽지 않다. 이렇

게예측이어려운상황에서는요행과불안이따르게마

련이고 신경안정제류의 사교육 요구가 유발될 여지가

많다. 따라서 학정원이탄력화되어야한다. 그런데

학정원의 탄력성이 확보되려면 극단적인 학 서열화

현상이완화되어전공학문분야의교육프로그램으로경

쟁할 수 있는 체제가 확립되어야 한다. 또한 학들이

선발에자존심을걸기보다는진학후교육과정의질관

리에힘을쏟고학사관리를철저히해입학보다졸업이

어려운면학분위기를구축해야한다. 우리 학에서가

장서열이확실한것은교육여건도, 교수의자질도, 연

구역량도, 교육활동의충실도도아닌신입생의시험성

적일뿐이라는냉소적현황에서벗어나야할것이다.  

학교교육중심으로진로개척이가능하도록 입제도

개선

학입시는 학입장에서보면 학수학적격자선

발이주기능이지만, 고등학교입장에서보면학교교육

의방향을가름하는결정적인역할을수행한다. 사교육

수요는 바로 학교 교육내용과 입학 전형내용간의 괴리

에의해발생하고있다. 학교교육내용과입학전형간에

괴리가크면클수록사교육의존도가커지는것은자연

스런 현상이다. 그러므로 사교육 의존도를 축소하려면

입학전형요소와학교교육내용이괴리되지않도록노

력해야할것이다. 

우선적으로 학입학전형과정에서학교교육결과를

충실히반 하도록해야한다. 이를위해현행입학전형

자료중에서고등학교교육활동의결과를가장잘반

하고있다고볼수있는학교생활기록부에의한내신제

도를정착시켜 학입시에의실질적인반 비율을높여

야 한다. 이를 위해 가장 시급한 것은 무엇보다도 학교

생활기록부가학생들의고등학교교육과정과교육활동

의전과정을섬세하게반 할수있도록보완하는것이

다. 특히담당교사의교과평가자율권을인정하고교육

과정의수준과그과정의평균과표준편차를기록해타

당도와신뢰도시비를보완하도록한다. 교육과정수행

과정에서보인학생의특별한재능이나소질그리고태

도등도교사의재량으로기술할수있도록해학교교

육에힘을싣도록한다. 

또한내신성적산출방식과학교생활기록부관리지침

등을개선해학생, 학부모, 교사가준비하는 학입학전

형자료는가능한한간소화하되, 학에서는제출된자

료들을 최 한으로 활용해 선발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제고해야한다. 이를위해서는 학이학생들의다양한

적성과 흥미를 최 한 고려할 수 있도록 입학전형자료

반 방법, 절차, 비율 등의 결정에서 최 한 자율성을

가져야한다. 더불어각 학은입시철우수학생선발

에만 관심을 기울이는 철새 입시행정에서 벗어나 학

입학전형의전과정에 한지속적인연구와경험정보

의 축적으로 선발의 공신력을 높이는 노력을 강화해야

할것이다.   

공∙사교육의역할기능정립과사교육건전발전유

도

지금까지는 주로 국가교육정책이 제도교육으로서의

공교육중심으로전개되었고, 과외와같은사교육에

<< Pro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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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는 포괄적으로 억제하는 규제 위주의 정책이 세

다. 점점다원화되는학습자의요구와필요에 응하

지못하는학교여건에서, 사교육을국가정책에서인정

하지 않는 것으로 일관하면서 일부 사교육은 암시장을

형성하고날로번창해온나머지국가가한편으로는사

교육유발방관정책을쓰지않았나하는의구심이들정

도가 되었다. 따라서 지금까지 음성적인 교육제도

(shadow education system)로 생각해 온 사교육을 공

교육과의관계속에서그역할과기능을정립하고이를

건전한방향으로발전하도록유도해야할때가되었다.

교육수요가 다양화되는 다원화된 평생학습사회에서

모든교육수요를공교육이감당하기는무리이고그효

과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도 사교육의 역할이 요구

되는상황이다. 따라서사교육은공교육에서재빨리

응해수행하기어렵거나, 수행하지못하는기능을보완

적으로수행하는것이바람직하다. 그러나현재는사교

육이 선행학습이나 학교 시험 준비에 몰두해 공교육의

역과 중첩되어 시너지 효과를 내지 못하고 립관계

를유지해왔다. 이제는공교육과사교육모두의발전을

위해서사교육이공교육을보완하는차원에서의발전방

안이모색되어야할것이다. 이런측면에서사교육도특

색있는교육프로그램을개발해발전시킬필요가있다.

나아가 공공적 성격의 사교육기회를 제공하는 것도

필요하다. 개인별로 이루어지는 사교육은 학생과 학부

모에게 과도한 사교육비 부담 외에 교육기회의 불균등

을 초래해 형평성을 비롯한 여러 사회문제를 야기하므

로사교육기회를갖기어려운학생들을위해서방과후

교내 프로그램이나 공공적 성격의 학교외 교육 프로그

램을확 하는방안도필요하다. 여기서도 학이나사

회단체의 초∙중등 보통 교육에 한 리더십이 요청되

는바, 지역의 학이나각종사회단체가준사교육기관

으로서다양한확장프로그램(extention program)을개

설해저렴하고질높은교육활동에참여하도록해야한

다. 또한현재 학진학경쟁에서사교육비부담을줄이

는데 어느 정도 기여했다고 인정되는 교육방송이나 멀

티미디어를활용한 중적과외프로그램의양과질관

리에도관심을쏟아야할것이다.

맹목적 입경쟁을완화할수있는교육풍토의조성

무엇보다학교의학생지도에 한책무성강화가절

실하다. 학교가 학생들의 지식과 인성교육을 책임진다

는마인드를가지고교육활동에임하는전문직업정신을

강화해야 한다. 그 전략의 일환으로 책임지도교사제를

도입해볼만하다. 업무분장상일부행정적인업무가많

은보직교사를제외하고는교내모든교사를학급의담

임과부담임으로배정해교사일인당20명정도의학생

을배정해이들에 한학력, 생활, 진로지도에적극참

여하도록하는것이다. 중등학생들에게학교에가면자

신을알아주고, 이끌어주는친근감있는멘토가있다는

생각을할수있도록하여하고싶고잘할수있는교육

활동을찾아학교에마음을붙일수있도록함으로써학

교교육만족도 제고를 통한 사교육 의존도 축소가 문제

해결의정도임을다시한번새겨야할것이다. 

사교육의존도 축소를 위해서는 학부모교육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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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축도 시급하다. 학부모를 학교교육의 진정한 파트너

로인식하는바탕위에서전반적인교육개혁에 한이

해와 협력을 구하고 협상하는 학부모교육 프로그램을

단위학교, 지역사회, 지역산업체연수프로그램에접목

하여적극적으로실시하도록한다. 특히일터에있는학

부모들을 찾아가는 학부모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기

업체사내연수에‘학부모교육’을교양필수로채택하도

록적극지원하여산업체사내연수인프라를활용한학

부모교육체제를 구축하도록 한다. 이를 통하여 급변하

는교육환경변화에따른새로운우수학생의개념과지

식기반사회가요구하는인적자원에 한이해를기반으

로과거의일류가미래의일류와일치하지않는다는인

식아래익숙한관행과결별하는자녀교육관형성에기

여하도록한다. 

더불어학력학벌주의해소를위한풍토와여건조성

에 힘써야 한다. 언론 등 중 미디어와의 연 체제를

구축해이들의교육개혁에 한참여와협조를구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학벌사회의 폐해, 맹목적 입시경

쟁으로인한자녀교육의문제등을지속적으로기획홍

보하도록하고, 단위학교관련교육문제보도의시각과

수위를조절할수있는기제를마련해야할것이다.        

단호한결단과실천이관건

결론적으로사교육이고질적병폐로우리교육, 사회,

정치, 경제의 암적 존재가 된 것은 교육적 측면에서는

정규 학교교육의 정상적 운 을 방해하고, 정의적∙운

동기능적발달에할애할시간을빼앗는등학생들의전

인적성장에걸림돌로작용하며, 학생들에게경쟁불안

과좌절감그리고의존적학습태도를조장하고있기때

문이다. 사회∙경제적 측면에서는 소득에 따른 사회적

불평등을재생산하고사회통합을저해하며, 국가가용

자원의낭비를초래하고, 가정과국가경제를왜곡시키

고있다는것이다. 이렇게문제가되는과도한사교육을

유발하는 원인은 교육적으로 의미가 적은 무한 경쟁을

유발하는교육제도, 학교교육의부실, 교육열을부추기

는사회구조와의식성향등이다. 

학교교육과 입전형제도사이의괴리, 학서열화,

입시제도의잦은변화로말미암아 학진학경쟁이심

화되었으며, 경쟁력이약한학교수업의질과다양한교

육수요에 한 응력부족등으로학교교육이부실해

사교육열에불이당겨졌고, 학력학벌주의사회의식과

제도∙관행으로인해사교육의존도가격심해졌다.

사교육의존도축소를위한정도( )는학교교육을

내실화해학교의교육력을신장시켜학교교육이사교육

에 해 경쟁력을 갖도록 하는 것이라는 데 이의를 달

수는 없다. 그러나 사교육 수요를 유발한 가장 큰 원인

이사회선발의전단계의미를갖는치열한 학입학경

쟁이므로학교교육내실화만으로는매우약한처방이될

수밖에없다. 과열사교육의근원은유교의 향을받고

식민지 경험을 한 다수 동아시아 국가들에서 공통적

으로발견되는높은학교열과학력과학벌위주의인간

평가관행등에기인한것이다. 그러므로 학진학경쟁

에서사교육의존도를근원적으로치유하기위해서는무

엇보다도사회전반에만연된학교력위주의인간평가

관이시정되어야할것이다. ‘가문의 광’과‘동갑내기

과외하기’가 흥행작인 현실에서 우리 유전인자에 박혔

을지도 모를 극단적인 명문 학 선호인자를 제거하기

위해서는우리사회각계각층의단호한결단과실천이

관건일수밖에없다.

<< Pro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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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40여년간우리나라는급속한산업화과정을통

해세계가주목할만한경제성장을이룩했다. 그러나성

장 위주의 국가 정책 기조 속에서 분배와 복지에 한

관심이 상 적으로 소홀하게 됨으로써 사회적 약자에

한배려가부족하다는지적을받고있다. 특히사회계

층간, 지역간빈부격차가심화되어취약계층은사회∙

문화적 삶의 기회를 향유하는 데 큰 제약을 받고 있다.

사회∙문화적 기회 중 교육받을 기회는 학교교육이 사

회적지위결정에지 한 향을미치는우리사회에서

사회적불평등을초래하는중요한요인이되고있다. 더

구나지식∙기술이부를창출하는원동력으로작용하는

지식기반사회에서는새로운지식∙기술의습득및활용

능력개발을위한교육의중요성이더욱커지고있는만

큼모든국민이평생에걸쳐잠재능력을개발할수있

는교육기회를제공하는일이국가의핵심적과제로

두되고있다. 

그러나 로벌 경쟁체제에 응하기 위한 신자유주

의 정책으로 인해 계층간 소득 격차가 더욱 심화되고

있고, 이에따라지식, 기술격차도점점커지고있다. 따

라서 이러한 지식, 기술의 격차 해소가 세계 각국의 주

요정책과제로 두되고있다. 새로운지식, 기술의습

득기회와활용능력이제한되어있는취약계층의교육

기회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것은 국가 경쟁력 제고뿐

만 아니라, 사회통합을 위해서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국가적과제이다. 

이런 필요성을 인식하여「국민의 정부」에서는‘중산

층육성및서민생활향상 책’의교육부문 책으로

저소득층5세아동에 한무상교육비지원, 중∙고등

학생의 수업료 지원, 학생 학자금 융자, 저소득층 학

생에 한컴퓨터무상보급및교육지원등의시책이

추진되고, 지난 해 수립된‘국가 인적자원개발 기본 계

획’을바탕으로취약계층의인적자원개발을위해학업

중단청소년에 한종합 책마련, 특수교육기관의설

치확 등소외계층의교육기회를확 하기위한다양

한정책을시행하고있다. 

이처럼계층간교육기회의격차를줄이기위한정책

이추진되고있기는하지만소외계층의교육환경을획

기적으로개선하고능력개발을위한기회를최 한보

장하기에는미흡한실정이다. 도시지역에비해낙후된

농촌 지역의 학교교육, 도시 내 저소득 지역의 교육

문제, 장애인의 교육 접근 기회 협소 등의 문제를 해결

이혜 ｜한국교육개발원교육복지연구특임팀장, lhy@kedi.re.kr

소외계층에 한교육적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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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위해서는 좀더 통합적이고 적극적인 교육복지 정

책이요청된다. 

이 에서는소외계층의교육복지실태를살펴보고

이들의 교육복지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정책의

방향을탐색해보고자한다. 

소외계층의교육복지실태

1) 도시저소득층학생의교육복지실태

한국교육개발원이 최근에 실시한 조사 결과를 토

로 도시 저소득층 아동∙청소년의 교육복지 실태를 살

펴보면다음과같다.
1)

①저소득층학생의경우가족해체현상등으로학습

을위한기본여건이충분히마련되지못하고있는것으

로나타났다. 동지역의학교에서저소득층에속하는학

생(중식지원수혜자) 중 34.1%가부모이외의자와거

주하고 있으며, 전체 조사 상 학생중 20.7%가 방과

후집에서부모의보호를받지못하고혼자지내는것으

로 나타남으로써 지역사회 차원의 방과후 보호 프로그

램의 확충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또한 공부를 더

잘하기 위해서 공부 공간(20.2%), 교과와 관련된 책

(12.5%) 등이 필요하다고 응답함으로써 가정의 학습

지원기능이미흡함을보여주고있다. 

② 조사 상 서울 지역 초등학교의 기초 학력 부진

학생 비율은 3.6%~4.5%로 전국 평균보다 3~4배 정

도높은것으로나타났다. 

③해당지역교사중가장많은수인35%가저소득

층학생들이안고있는가장큰문제로‘정서발달문제

(자신감 부족, 무기력 등)’를 지적하고 있다. 실제로

30% 정도의학생이자신의미래가부정적이라고생각

하고있으며, 특히가정형편이어렵다고생각하는학생

의경우는40~50%가자신의미래를부정적으로인식

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④이러한정서적문제는건강한신체발달을위해필

수적인최소한의복지서비스를적절히제공받지못하는

데서 발생하는 현상이라고도 할 수 있다. 가정 형편이

어렵다고생각하는학생의40%가최근에병을앓았음

에도, 그 중의 과반수 이상이 경제적 이유 등으로 치료

를받지않은것으로나타났다.  

⑤가정형편이어렵다고생각하는학생들은무단결

석, 가출, 집단따돌림, 폭력등문제행동을경험한비율

이상 적으로높은것으로나타났다. 이는 부분맞벌

이부모를둔도시저소득지역의아동∙청소년이가정,

학교, 지역사회로부터적절한보호를받지못하고, 각종

비교육적 환경에 노출되고 있다는 점과 가정의 빈곤과

낮은 학업 성취 등으로 겪게 되는 자신감 부족, 심리적

위축, 학업에 한 흥미 상실 등의 정서적 경험과 관련

되어있는것으로판단된다.  

⑥학생들은정서발달을위해필수적인문화활동을

강하게희망하고있는것으로나타남으로써가정에서의

문화활동지원이미흡함을시사하고있다. 37.6%의학

생이“학교는공부이외에다양한활동을하는곳이었으

면 좋겠다”고 응답했으며, 이 경우 하고 싶은 활동으로

스포츠 활동(1순위 24%), 컴퓨터(2순위 23%)를 희망

했다. 

이상의실태조사결과를통해도시저소득층학생은

경제적 빈곤으로 기초 생활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으며, 가정의보호∙지지기능과학습에 한지원기

능이 미흡함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불리한 사회∙경

제적조건과교육환경은학업에 한관심과흥미를떨



특별기획>>>>  KKEEDDII가가말말하하는는1122 교교육육정정책책목목표표와와과과제제

52 Educational Development ː2003  3+4

어뜨려학업성취를저하시키게되는한편, 심리적위축

감과 자신감 상실 등 정서 발달에도 좋지 않은 결과를

초래하게 되며, 이러한 정서 발달상의 문제는 무단 결

석, 가출, 폭력등문제행동으로이어지게될가능성이

적지않다고할수있다.

2) 도시와농촌지역학생의학업성취격차

- 읍면지역학생의학업성적은초등6학년의과학을제외

하고모든과목에서도시지역보다낮게나타나고있으며, 이

러한차이는학년이높아질수록심해지는경향이있다. 

3) 장애인의낮은취학률

- 장애인의취학률은전반적으로낮으며, 학교급이높아질

수록 취학률은 급감하고 있다. 특히 장애인의 학 취학률은

1%에도미치지못하고있다. 

소외계층의교육복지수준향상을위한정책방향

1) 도시 저소득층 아동∙청소년을 위한 교육복지 투

자우선지역사업추진

-도시저소득층아동∙청소년의교육복지수준을획기적으

로개선하기위해저소득계층이 집해있는지역을‘교육복

지투자우선지역’으로선정하고, 이지역에보다적극적인교

육복지 서비스를 제공한다. 아래에서 2003년부터 서울과 부

산의저소득지역을 상으로실시되는교육복지투자우선지

역사업의내용을살펴본다.

①저소득층학생의학습결손치유와예방을위한지원

강화

�동지역을‘교육여건개선우선지역’으로지정하여학급

당학생수축소, 노후시설재건축, 기타교육관련시설확충

등의지원을확 하여도시저소득지역의교육여건을획기적

으로개선(학교복합화시설우선추진)

�학교가 학생들의 학습과 생활의 공간으로서 역할을 할

수있는환경조성

- 학생의생활과문화공간으로서학교도서관기능활성화

�저소득층학생의기초학력제고를위한프로그램확충

- 학생의자아긍정감(self-esteem)회복을통한학습의욕

고취를 위해 기초학력 부진 학생을 위한 방학캠프(catch-up

program)운

②지역사회와의연계를통한문화활동활성화
2)

�지역사회자원을연결하는학교문화활동활성화지원

�투자우선지역 내 저소득층 학생과 교사를 위한 방학 중

문화아카데미운

<표2> 장애인취학률(2001년)

자료：교육인적자원부∙한국교육과정평가원(2001), 전국의 초∙

중∙고교생(초등6, 중3, 고1, 2) 29,566(전체의 1.2%)명을

상으로한학업성취도평가결과

<표1> 지역별학업성취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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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학중부모와여름휴가, 문화활동등가정의적절한지

원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 학생을 위한 방학 문화아카데미

운

�투자우선지역의문화(청소년) 기반시설확충

- 청소년문화활동장소로각지역별공공시설(문화의집,

수련관, 구민회관, 주민자치센터, 정보문화센터등)의활용방

안마련(지자체)

- 동지역에학교도서관과연계되는공공도서관건립을지

속적으로확 추진하되(문화부), 단기적으로는기존공공시

설을통한도서관서비스확충(지자체) 

- 정규교육을받을기회를놓친청소년들을위한학력비인

정비정규학교운 지원확 (문화부, 자치단체)

③투자우선지역내학생에 한복지프로그램활성화

�투자우선지역내저소득층초등학생 상방과후보호∙

교육프로그램(edu-care)운 지원

- 지역의 초등학교 및 기타 여유 시설을 활용하여 지역별

운

�저소득층지역에운 중인공공공부방활성화및민간

공부방에 한지원확

�투자우선지역 내 학교 부적응 학생 예방을 위한 프로그

램활성화지원

- 가정-학교-민간단체(기업등)가연계한멘토링프로그램

운

- 안학급프로그램등부적응학생예방을위한프로그

램활성화

�투자우선지역내학생의신체발달을위한지원강화

- 해당학교의학교급식질제고를위한지원확

- 인근보건소∙민간의료기관과의협력을통한의료서비

스및건강교육지원

2) 농어촌지역학생에 한교육적배려강화

�학교를교육∙문화∙보건∙복지의중심이되는지역학

습센터로구축

�지역특색을고려한농어촌학교운 모델개발및보급

�초∙중등통합운 학교및소규모학교에 한재정지

원확

�복식수업의적합한운 을위해이수시간감축하는등농

어촌소규모학교에교육과정편성및운 의자율성부여

3) 일반교육과특수교육의통합을통한평생특수교육

실현

�장애인을위한종합관리체제구축

�장애아동에 한조기교육담당자의자격및이들이이

수해야할필수적인교육과정규정

�사설조기교육기관의설립기준, 인∙허가기준및제도

마련

�학교교육계획서수립시학교내장애학생교육지원계

획을수립시행함으로써특수통합교육제도구축

�학급 내 특수교육 지원 인력을 배치하여 개별화 교육을

촉진하고학생보호및신변관리지도를효율화

1) 이혜 외, 「교육복지 투자우선지역 선정 지원을 위한 연구」, 한국교육개

발원, 2002.

2) 문화관광부에서 수립 중인 제3차 청소년육성5개년계획('03~'07)과 연

계∙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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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락하는고등교육기관, 날개가없다

한국의고등교육은1965년 비2002년4월현재4

년제 학교의기관수는2.3배, 학생수는16.8배, 그리

고전문 학의기관수는3.3배, 학생수는무려41.6배

등으로양적으로는급격한팽창을거듭해왔다. 그결과

인문계 고교 졸업자들의 진학률은 87%까지 높아지면

서 고등교육 기회는 이미 중화 단계(진학률

15~50%)를지나보편화단계(진학률50% 이상)로접

어든지 오래다. ‘한국주식회사’는 양산된 인력을 밑거

름으로 질풍노도( 怒 )와 같이 세계가 부러워하는

압축고도성장의신화를일구어낼수있었다.

그반면양적팽창의비용도적지않았다. 다양한수

요에 한 비유연적 응, 지식 창출력 저조, 비효율적

경 , 공부하지 않아도 졸업하는 학, 지식 확산 능력

의빈약, 기초학문취약등으로평가

되는고등교육의현재의위상은이러

한양적팽창속에서축적되어온악

성 유산이다. 고등교육의 질은 상

적으로악화되고있었던것이다. 

더욱이고등교육기관은과거의유

산을 청산해야 하는 긴급한 과제에

직면하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팽창을

지속하면서교육여건은개선될조짐

을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다음의

<표1>에서예시하고있는지표는우

리나라4년제고등교육기관, 특히사

립 고등교육기관이 질( )을 외면한

채, 몸집 부풀리기에만 집착해 왔음

을 실증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전문

학의 경우는 이보다 훨씬 악화된

구조를갖추고있는것으로조사되고

있다.

이만희 ｜한국교육개발원고등교육연구팀장, mhlee@kedi.re.kr

고등교육기관, 「기능적역할분담」만이살길이다

<표1> 4년제고등교육기관의설립주체별, 소재지별현황비교(단위: 명)

자료: 한국교육개발원교육통계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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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지표를 통하여 우리나라 고등교육기관의 수준

을설립별, 소재지별로다음과같이적나라하게진단할

수있다. 

1) 몸집만부풀려온 학

우리나라의고등교육기관은지속적으로몸집을키워

왔다. 고등교육에 한초과수요가지속되었기때문에

각기관은질관리없이도몸집을부풀리는것이가능했

다. 특히등록금의존률이높은현실에서몸집을부풀지

지 않고서는 존립을 보장받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었

다. 그러나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2년을 전환점

으로초과수요가초과공급으로전환됨으로써질관리

없이는기관의생존자체가불투명하게되었다. 이제몸

집부풀리기는종말을맞을수밖에없게된것이다.  

2) 비관련다각화의백화점식학과(전공) 경

2002년 현재 1개 고등교육기관이 갖추고 있는 학과

수는 49~88개에 이른다. 이것은 고등교육기관, 특히

지방국공립기관이팽창일변도의비관련다각화경 을

추구해온결과, 그만큼

기관의 역량이 분

산되고있음을

의미한다. 이러

한 구조에서 세계 수

준의 경쟁력을 기 하는

것은 한낮의 꿈에 불과할

것이다. 집중과 선택의 원리를

도입하는결단이요구된다.

3) 초∙중등학교만도못한교원1인당학생수

2002년현재교원1인당학생수는25~45명에이른

다. 그나마 수도권 소재 국공립 기관의 수준은 다소 나

아 보이나, 특히 지방 소재 사립 기관은 초∙중등 학교

수준에도미치지못할정도로악화되어있다. 일본의국

립10.4명(사립25명), 미국의14명, 국의7.8명, 독일

의10명등과비교할때, 우리나라의고등교육기관은인

재를양성하기보다는학위를 량생산하는공장과도같

다. 이러한현실에서우리나라의학위가국제적으로신

뢰를받기는어려울것이다.

4) 가르칠교원이턱없이부족한 학

2002년현재1개학과(전공) 당교원수는3~9명에

이르고 있다. 수도권 소재 국공립 기관의 수준은 나아

보이나, 그밖의기관, 특히지방소재사립기관의수준

은 고등교육기관으로 부르기가 무색할 정도로 교원이

턱없이부족하다. 결국한교원이여러교과목을담당하

게 됨으로써 교원의 전문성을 기 하기 어려운 구조를

갖고있다. 더욱이시간강사의존도가높아짐으로써교

육의책무성은약화될수밖에없는구조를갖추고있다. 

<그림 1> 입응시자 수와 입학정원의 변화

추이(1998~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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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지역별, 설립별수준격차가더욱커지는교육환경

위의 <표 1>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또 다른 현상

은국공립 사립, 수도권 지방등의편차가크다는

점이다. 수도권소재국공립기관을제외하고는교육환

경이 매우 악화되어 있다. 특히 지방 소재 사립 기관은

속빈강정과같이몸집만커져있을뿐, 고등교육기관으

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기는 이미 기초 체력이 소진되어

있는상태이다. 다음에서보는바와같이미충원률이높

은고등교육기관이지방에집중되어있는것도몸집부

풀리기가낳은필연적결과일것이다.

고등교육기관의날개, 「기능적역할분담」

한국의 고등교육이 보편화 단계로 이행함에 따라서

학생 집단이 주류는 아니지만 성인, 파트 타임 학생 등

으로다양화되고있다. 전통적인적령학생수가감소하

는 반면, 새로운 비전통적 수요가 창출되고 있는 것이

다. 이점에서21세기는전통적학습수요보다는미개척

된 학습 수요를 발굴∙유인하기 위하여 격렬한 경쟁을

벌일 수밖에 없는 시 이다. 고등교육기관은 전통적인

학교제도적성격에서벗어나급속히증가하는최 고

객인성인,  고령자, 파트타임학생, 직장인등비전통적

시장을중시해야할것이다. 

고등교육기관이 전통적 시장은 물론이고, 비전통적

시장을 점유하기 위해서는 그 질에 한 소비자(학습

자)의신뢰가전제되어야한다. 현재수준과같이질관

리를 외면한 천편일률적인 구조 위에서의 몸집 부풀리

기는 더 이상 통용될 수가 없다. 각 고등교육기관은 갖

고 있는 잠재력을 분산시키기보다는‘집중과 선택’의

원리에따라서기관간, 또는기관내부에서기능적으로

특화∙전문화함으로써학습자로부터신뢰를쌓아야한

다. 

개별기관수준에서는경쟁력이취약하고, 수요가감

소하는 전공(학과)은 과감히 털어 내고, 특정 전공(학

과)을선택하여기관의역량을집중하는것이다. 국내의

<표2> 고등교육기관의미충원률(200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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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에서는 총정원 내에서 이러한 유연성을 보장하고

있으나 오히려 생존을 위협받고 있는 기관은 이해관계

에얽혀이를외면하고있다. 그러니특히지방소재기

관에서는수요가감소하는전공(학과)에소속된교원이

연구와 강의보다는 전공(학과) 세일에 시달리고, 백화

점에서나볼수있는파격적인경품공세를펼치는진풍

경이연출되고있다. 고등교육기관스스로본연의기능

을포기하고있는듯하다.

고등교육기관은 다음과 같이 교육 서비스의 개인적,

사회적공급과수요를주요변수로고려하여역할분담

의원칙위에서재구조화하는결단이요구된다. Ⅰ(상경

계, 공학계 등), Ⅳ(의약학, 법학 등)에 속하는 전공(학

과)은자립기반을갖추고있기때문에독자생존이가능

하다. 그렇더라도세계수준의경쟁력을갖추기위해서

는 비교우위가 확보되어야 한다는 명제에서 이들의 재

구조화는절 적으로필요하다. 그과정은철저하게시

장원리에맡길수있다.

문제는 그 밖의 두 가지 부류의 전공(학과)이다. 이

부류에 해서는 기관 수준에서 Ⅱ(기초과학, 인문학

등)에속하는전공(학과)을중심으로기관내부에서또

는 기관간에 국가적 또는 지역적으로 통폐합하거나 교

환하여 비교우위를 확보해야 한다. 이것으로도 생존이

불투명하다고 판단되는 Ⅲ(농학 등)에 속하는 전공(학

과)은 과감히 털어내야 한다. 이른바 시장 수요에 따라

서 전공(학과) 구조를 재편하는 것이다. 이러한 결단을

통하여 고등교육기관의 거품 현상, 즉 즐비한 전공(학

과) 구조와여기에서파생되고있는기관역량의분산화

를크게억제할수있을것이다. 

그러나시장지향형구도는Ⅱ∙Ⅲ에속하는전공(학

과)의생존을어렵게할것이다. 특히이부분은교육비

용이 높은 반면, 개인적 편익이 적기 때문에 개인 수준

의수요가적은특징을갖고있다. 최근자연계, 인문계

를막론하고나타나고있는기초학문기피현상은이러

한 특징을 반 하고 있다. 그렇다고 국가, 사회 수준에

서의수요가감소하는것은아니다. 오히려지식기반사

회가성숙될수록국가수준에서의수요는더욱커질것

이다. 따라서사립기관으로서는이부분을떠맡기를꺼

릴수밖에없고, 시장지향형보다는국가주도형의재구

조화를요구한다. 

<그림2> 고등교육기관의전공(학과)별재구조화모형

다양한수요에 한비유연적 응, 지식창출력저조,

비효율적경 , 공부하지않아도졸업하는 학, 지식확

산능력의빈약, 기초학문취약등으로평가되는고등교

육의현재의위상은이러한양적팽창속에서축적되어

온악성유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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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고등교육의 재구조화는 국가개입형과 시

장주도형이병립하는틀속에서이루어져야한다. 고등

교육의재구조화를시장기능에일방적으로맡기는것은

결국제로-섬(zero-sum)게임을유발하기때문에원천

적으로 시장경쟁에 취약한 사립기관의 퇴출을 촉진할

뿐이다. 특히지방소재고등교육기관의존립기반을근

본적으로뒤흔드는결과를낳게된다. 

그렇다면Ⅰ∙Ⅳ에 속하는 전공(학과)의 재구조화는

시장기능에 맡기고, Ⅱ∙Ⅲ에 속하는 전공(학과)은 국

가주도하에재구조화되는이른바「시장-국가병존형」의

역할분담이최선책이다. 고등교육기관의설립별∙소재

지별로볼때, 전자는수도권및지방소재의사립기관,

후자는수도권및지방소재의국공립기관이떠맡는것

이다. 이러한역할분담을통하여전분야의전공(학과)

에서 배출되는 인력의 수급이 시장에서 균형점을 찾을

수있도록공급규모를신축적으로조절해야할것이다. 

전공(학과)의역할분담이개별고등교육기관수준에

서의 생존을 위한 상생(win-win) 전략이라면, 국가 수

준에서는고등교육기관의경쟁력을향상시키기위한역

할 분담이 요구된다. 인적자원을 지식의 생산 집단, 지

식의흡수및응용집단, 지식의상업화집단등으로분

류할때, 고등교육기관은연구를통하여지식을생산하

고, 또한교육을통하여생산된지식을흡수, 응용할수

있는 능력을 갖춘 인적자원을 양성∙배출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전문 학은 직업중심의 교육 기관으로서 자리 매김

되고 있으나, 4년제 고등교육기관의 경우에는 연구 기

능과교육기능이동시에혼재되어있어역량을분산시

키는효과를낳고있다. <표1>은이러한분산효과를실

증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 양성

되는 졸 인적자원이 세계적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는 무엇보다도 다음과 같이 경쟁력을 기준으로 고등교

육기관의중심적기능을특화, 전문화할필요가있다. 

Ⅰ에속하는고등교육기관은연구와교육기능을동

시에수행하되, 연구기능(지식생산)에중점을둔다. 수

<그림3> 고등교육기관의기능별역할분담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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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권소재의소위일류 학, 그리고지방소재의특성화

학 등이 이 부류에 해당될 것이다. Ⅱ에 속하는 고등

교육기관은 교육 기능에 초점을 두는 교육과정을 운

한다. 설립별, 지역별을막론하고 부분의고등교육기

관이이에해당될것이다. Ⅳ에속하는고등교육기관은

해당분야에서고도로특화된구조를갖추고있어야한

다. 과학기술 학, 포항공 등의소수의특성화된기관

이여기에해당된다. 

문제는<표2>에서나타나고있듯이미충원률이높은

Ⅲ에해당되는기관들이다. 부분군소도시에소재하

고 있는 이들은 특성화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교육

여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어 학습자들로부터 신뢰를 상

실하고 있다. 이들은 스스로 엄격한 질 관리를 통하여

기능 교육 중심 기관으로서의 기능을 회복하지 못하는

한, 시장으로부터의퇴출을감수해야할것이다.

이러한 모형에 따른 고등교육기관간의 기능적 통폐

합은생존을위한불가피한선택이다. 현재우리나라에

서는수요기반이불안정화됨에따라서고등교육기관간

통폐합이이루어지고있고, 또앞으로불가피할것으로

보인다. 예컨 지난해부산소재동일재단의성심외국

어 와 산 가통합을발표한바있다. 아쉽게도현재

까지기능적통폐합의움직임은보이지않고있다. 더욱

이 통폐합을 시도했으나 내부적 이해관계가 조정되지

못하여무산된사례가나타나고있다. 

그러나단순히수요기반의축소를고려하여시도하

는통폐합으로는몸집을키우는효과를낳기때문에기

관의생명을연장할수있을지라도생존자체를보장받

기는 어렵다. 최근 일본이 국립 학을 법인화 하는 한

편 학간, 학부간, 그리고 사립 학을 포함하는 인접

학과의역할분담을토 로제휴∙협력을강화하려는

구조개혁을시도하고있는데서보듯이경쟁력없이는

생존자체가불가능하기때문이다.

누가고등교육기관의날개를찾아줄것인가

설립별, 소재지별을 막론하고 고등교육기관은 지식

을생산하고, 또생산된지식을흡수, 응용할수있는인

적자원을양성하는기능을수행하고있다. 학생수를기

준으로77%가사립기관에서양성되고있더라도고등

교육기관은사유재라기보다는중요한공공재적성격을

갖고있다. 더구나적령학생수는감소하는시점에서고

등교육기관의등록금의존률이점차심화됨으로써스스

로는 날개를 찾을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하고 있다. 고등

교육기관에날개를찾아줄최후의주체는바로정부인

것이다. 

그러나고등교육에 한교육투자는위에서보는바

와같이OECD 국가평균의절반수준에도미치지못할

정도로 초∙중등 교육에 비하여 상 적으로 소외되어

왔다. 이점에서고등교육에 한투자를GDP 비1%

이상으로늘려야한다는주장은뒤늦은감이없지않다.

<표3> OECD 주요국의고등교육학생1인당교육비국제비교

자료: OECD(2002), Hal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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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에서는 시장경쟁을 통해서 기관 스스로 날개를

찾게 하자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지방

소재고등교육기관은물론이고, 지식생산의원천인핵

심 학문은 시장경쟁의 제물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림

2>, <그림3>에서제시한기초학문과소외학문, 그리고

연구중심 학등이그것이다. 최근사회적이슈가되고

있는 입생들의이공계뿐만아니라기초학문기피현

상 등은 이러한 단면을 실증적으로 보여 주고 있다. 이

를 그 로 방치한다면 결국 우리나라 지식의 외의존

도는더욱높아질것이고, 선진국과의지식격차는더욱

벌어질 것이 분명하다. 그 결과 지식 강국은 공염불일

뿐, 외환위기이상의제2의위기를겪게될지도모른다.

이와같이우리나라의고등교육기관에는구조적으로

시장경쟁에 맡길 수 있는 부분, 정부의 지원에 의존할

수밖에없는부분등이혼재하고있다. 정부로서도제한

된자원으로전부분을지원할수없다는점에서시장경

쟁에맡길부분, 제한경쟁(controlled competition)원

리위에서지속적으로지원할부분등을구분해야하는

시점에와있다. 정부는모든부분에개입하기보다는후

자( )를선택하여집중적으로지원∙육성하고, 나아

가서는기능적역할분담을촉매하는역할에초점을두

어야할것이다. 

고등교육기관은 설립별, 소재지별을 막론하고 스스

로를국가수준의공공재로인식하고, 몸집을부풀리기

보다는 슬림화하여 기능적 역할 분담에 적극적으로 동

참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기관의 기초 체

력(fundamentals)이전제되어야한다.

<표1>의지표에서나타난바와같이국제수준에는

못미치더라도최소한수도권소재국공립기관수준의

기초 체력이 그것이다. 기관의 준비된 기초 체력 위에

정부의 지원이 부어질 때, 기관의 생존은 물론 국가의

장래를 보장할 수 있는 시너지 효과를 기 할 수 있다.

그반면기초체력이부실한기관은스스로퇴출을결행

하는것이고등교육의발전에기여할수있는최고의공

공선임을인식해야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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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육개발원이 보는 교육행정 혁신 정책의

전도

한국교육개발원의교육정책토론팀은2003년1월정

책 현안 보고서(「학습하는 사회, 함께하는 교육」)를 통

해 교육정책의 기본 방향과 과제를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르면교육정책의기본방향은지식기반사회가요구하

는 학생의 학업성취 보장, 공교육의 내실화, 공동체적

접근으로설정하 다. 특히공교육내실화는개방형교

육체제의 구축과 책무성 확보에 초점을 맞추었다는 점

에서교육행정 역의혁신을그어느때보다도강조하

고있다. 다섯가지추진원칙은평등과수월성의조화,

자율과책무성의제고, 민주성과전문성적용 역의구

분, 자주성의 존중, 효율성의 추구 등인데 자율과 책무

성의균형잡힌추진은교육행정혁신의중요한바로메

터가된다할수있다. 이보고서가밝히고있는10가지

정책추진전략가운데에서도교육행정혁신과관련해서

는 교육행정기관의 역할과 기능을 재정립하는 것이며,

교육체제를다양화시키고학교선택권을확 하며교육

규제의 질적 적합성을 제고하는 것 역시 직∙간접적으

로교육행정정책과관련된것으로보고있다.

교육행정 역에있어서이러한정책방향및전략의

설정은 다가오는 미래 사회의 교육체제가 과거의 중앙

집권적 구조로부터 탈피하여 자율과 책무를 바탕으로

한 교육자치가 가속화될 것이라는 시각에 기초하고 있

다. 역할분담의 방향으로서는 상급 교육관청이 교육현

장운 과관련된사항을하급기관에 폭이양하고, 

신에하급기관이수행하기곤란한국가또는지역전반

에관한기획역할에집중하는한편, 하부기관에위임한

집행의 결과에 해서는 철저하고도 공정한 평가를 통

하여지속적인관리를해나간다는전략이다. 

지금교육행정체제의현황과쟁점은?

1) 단위학교운 상

그동안단위학교자율성신장정책에의하여각종교

육에관한규제가완화되고단위학교회계제도가도입

되는등다소간의재량권이부여되었다. 그러나현장에

서는여러제약조건으로인해재량권의적절한활용이

어려운실정이다. 동시에자율권의부여에걸맞는학교

고 전 ｜한국교육개발원교육행정연구팀장, kojeon@kedi.re.kr

학교운 과교육행정체제의책무성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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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의책무성또한균형있게요구되어야한다는논의

가일고있다. 학교운 위원회제도역시학교자치로가

는기본틀을만드는데기여하고의사결정과정의민주

화에는도움을주고있으나활성화를위한과제를남기

고 있으며, 교육 전문 역의 문제를 해결하고 책임을

지는데는한계를지닌다는점에서문제점을안고있다. 

2) 지방교육행정체제상

현재 교육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상 독자성이 확보되

어있지못해시∙도의회와의기능상중복되어있고, 지

역교육청은지역중심의정책기획능력이나일선학교에

한실질적인장학기능이미약한것으로지적되고있

다. 이것은당해장학관∙장학사가일반교육행정업무

에치중하고있는것과도연관된다. 또한전국의180개

시∙군∙구지역교육청의담당학교수와학생수의불

균형이 심하여 재조정이 요구되는 상황인 것으로 보고

되고있다.  

그리고지방교육행정에있어서쟁점은다음네가지

로종합될수있는바, 시장∙도지사와교육감의관계를

둘러싼 지방교육자치와 일반자치와의 통합 쟁점, 지방

의회에 한 교육위원회의 위상 문제와 관련된 의결기

관의일원화쟁점, 교육위원및교육감선출방법에있어

서주민직선제로의확 쟁점, 끝으로지역교육청의통

합운 문제와기초단위로의교육자치확 쟁점등이

그것이다.  

3) 중앙교육행정체제상

2001년에는 국가수준의 인적자원 개발의 필요성에

따라교육부를부총리급인교육인적자원부로확 ∙격

상하는조직개편이있었다. 이어2002년8월26일「인

적자원개발기본법」이제정되어인적자원개발회의를법

정기구화 하는 등 교육인적자원부의 인적자원 개발 기

능강화를위한입법조치가취해지기도했다. 이후교육

인적자원부 중심의 국가 인력개발 정책의 실효성을 담

보하기위한후속조치의필요성이제기되고있고, 향후

교육인적자원부의진로와학교행정관리체제의역할분

담등에관하여는정부부처내및교육인적자원부내에

서도의견이분분한상황이다. 더불어정책결정구조와

관련하여서는 초당적∙초정권적 교육정책기구(국가교

육위원회등)의도입이논의되고있다. 

중앙단위 교육행정 운 체제의 기능상 문제점으로

서교육인적자원부의집행기능과다로국가수준의교육

정책기획기능및질관리를위한평가기능이미약하다

는 점, 국가∙지방∙학교수준에서의 권한과 책임의 구

분이명확하게규정되어있지않은점, 그리고인적자원

정책국의규모와조직으로국가수준의인적자원정책기

능수행에어려움이있다는점등이지적된다.

노무현정부의이분야와관련된공약

1) 교육인적자원부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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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정부의 통령선거당시공약에의하면, 교육

인적자원부는 기획과 지원 중심으로 기능 전환시키고,

장관의임기를보장하는것을제안했다. 그리고교육정

책의지방분권화를통하여시∙도교육청의교육정책입

안 가능을 강화하며 집행에 있어서는 지방과 단위학교

에자율성을부여한다는것이주요골자이다.  

2) 단위학교의자율권확

단위학교에교육과정편성및운 , 교직원인사, 학

교재정 운 측면에서 자율권을 더욱 확 하여 부여하

고, 학교운 위원회 구성원의 참여를 확 하는 동시에

그권한과기능을강화할것을제안했다. 구체적으로학

부모회나 교사회를 법정기구화 하고, 법령으로 금지되

지않은사항에관해서는원칙상교육활동의자유를보

장하는방안을제시한바있다.  

3) 교육개혁법의제정

효율적이고 실효성 있는 교육개혁의 추진을 위하여

교육개혁법의 제정을 제안하기도 했는데, 주요 내용으

로는초당적∙초정권적인교육혁신추진기구의구성과

운 부분을포함하도록하 다. 또한교육관련법령의

개정 방향에 관하여는 지금까지의 규제 중심 법령에서

조성중심의것으로개편하는방안을제안하 다.

교육행정혁신에서고려해야할일곱가지관점

1) 단위 학교교육 개선을 지향하는 국가 교육행정체

제혁신을!

교육행정의 최종적인 수혜자는 두말할 나위도 없이

학교 현장의 교사와 학생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어떠

한 교육행정 제도의 도입이나 개선도 이러한 교육행정

의 존재 이유에서 이탈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권한의

배분 역시 학교자치를 지향하는 단위학교의 자율성 신

장에종국적인지향점을두고추진되어야한다. 더불어

지금까지중앙∙지방∙단위학교수준에서다소분절적

으로 이루어진 행정 개혁은 국가 전체의 교육행정체제

를혁신하는관점에서재검토되어야할것이다. 또한민

주성을표방하여지속적으로추진되고있는지방분권화

정책과 개혁성과 효율성을 강조하여 두되고 있는 국

가관리체제의강화정책간에도적절한균형점을도출

하도록해야할것이다.  

2) 조직개편에서기능개편으로!

최근의 교육인적자원부로의 중앙교육행정기관의 개

편을비롯하여그간수차례의교육행정조직의개편이

이루어져왔으나일선학교에 한조성행정의측면에

서는별다른변화가없었다. 그러나신정권출범에즈음

하여 두되고 있는 개혁논의의 방향은 조직의 개편보

다는 기능의 개편에 한 주문이 주를 이루고 있다. 교

육행정 조직의 효율화는 조직의 개편뿐만 아니라 기능

의 재조정으로 내실을 기해야 하는 관점에서도 이러한

시각은유효하며, 제도와동시에사람이변해야행정의

산출이 변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조직 내 의사결

정 구조와 과정이 일원적인 방식에서 다원적인 방식으

로개편되어야한다는점에서각교육행정단위에있어

서 기관장 및 부기관장과 각종 위원회간의 기능조정이

필요하다.

3) 조직간지도∙감독에서조성∙지원의역할분담체

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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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중앙∙지방∙학교단위의교육행정은하향

식 지도∙감독방식에 의한 권한 배분으로 일관되어 왔

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앞으로의 교육행정 체제는 중

앙과지방, 그리고단위학교가각각의역할을분담하는

방향으로가야한다. 중앙은국민에게균등한교육기회

를 보장하고 교육제도의 공공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국

가 수준의 교육관리 업무를 최소한으로 수행하되 학교

교육에관한상당부분을지역교육행정단위에게이양

또는위임할필요가있다. 이에 해지방교육행정기관

들은 부여된 권한을 최 한 활용하여 지역의 특수성을

살리는행정에초점을두는한편, 지방자치단체및지방

의회와의 연계∙협조 관계도 구축시켜야 하는 과제를

안고있다. 

특히 지역교육청의 경우 하급교육행정기관으로서의

성격에서 탈피하여 실제 학교 현장의 교육여건 개선에

도움을줄수지원기관(교수∙학습지원센터화방안등)

으로서재구조화할필요가있다. 단위학교에있어서도

부여된자율성에걸맞는권리의식과참여의욕이요구

되는데무엇보다도학교운 위원회구성원에 한학교

운 에 한선이해가전제되어야하고, 관리책임자인

학교장의조정자로서의역할이중요할것으로보인다.  

4) 교육행정가에서교육CEO로!

현행 교육행정기관을 구성하는 방법은 체로 임명

직과선출직으로나누어볼수있다. 중앙단위에서는부

총리급으로격상된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임명이중앙

교육행정의 방향에 커다란 향 요인으로 작용된다고

볼 때, 임용과 면직이 지나치게 정치적인 향을 받지

않도록하여안정적인정책기능을수행할수있도록해

야할것이다. 

지방교육자치제를구성하는교육감과교육위원은선

출직으로서그 표성이향상된만큼, 이에걸맞는권한

의 조정이 이루어져야하고 이들의 정책 기획자로서의

역량이향후지방자치활성화에관건이될것으로보인

다. 단위학교에있어서학교장의리더십이갖는중요성

은아무리강조해도지나침이없는것이며, 이는학교운

위원회의운 및활성화와도직결되는것이다. 이렇

듯앞으로의주요각교육행정기관의장은단순한관리

감독자가 아닌 정책의 기획과 실행을 총괄하고 조정을

통해합의의사결정을도출해내는능력을지닌최고의

사결정자(이른바 교육 CEO ; Chief Executive Offic-

er)로서역할을수행할것이기 되고있다.

5) 퍼포먼스적설명책임에서교육전문가적책무성으로!

교육행정의 책무성이 강조되는 현재의 교육개혁 흐

름으로 인하여 교육행정가의 자질에도 변화가 일고 있

다. 정해진행정지침을충실히수행하는관리능력이외

에도개혁방안에구체적 응책을구안할수있는기획

력과기관내외에이를적절히설명∙설득할수있는자

기연출력도 요구받고 있다. 그러나 교육행정기관의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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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책임은 단순한 브리핑이나 화려한 개혁방안의 수립

과홍보로충분하다할수없다. 여기에는교육전문가적

판단에근거한정책입안능력과시행결과에 해책임

지는전문가적자질과책임의식이요구된다. 

최근이른바유명세를타고있는정책관료나각급교

육행정기관의관계자가운데에는내용보다형식을우선

시한퍼포먼스적지도자의경우도적지않다. 전문적판

단능력이없이연출과기획에만재능이있다는것은결

국당사자가아닌제3자적입장에서탁상공론을일삼는

저널리스트적인 교육행정가의 한계를 드러낼 뿐이다.

그들은 연출가로서 강연이나 회의로 바쁜 일정을 보내

기보다는교육실천가로서현안문제에매달려야한다.

당해 행정기관이 퍼포먼스에 집중할수록 관련 구성 집

단들은 기관장의 화려한 기획에 맞추어 바삐 움직이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내부 집단이

협력자와 비협력자로 분화되는 상황에 빠질 수도 있음

을경계해야한다. 

6) 주장하는교육구성원에서참여하는교육공동체로!  

주지된바와같이현재개혁정책의결정과시행과정

에있어서가장중요한역할을하고있는것은교원집단

이다. 교원개혁 정책 가운데에는 교육개혁의 일환으로

서 교원집단은 개혁의 상으로 위상 지워졌기도 했지

만, 정책결정과정에서여전히교원단체및교원노조는

결정적인중심세력으로부상하고있다. 교원노조가법

제화되어공식적인논의의장이마련된만큼과거와같

은 투쟁이나 반 일변보다는 참여와 안제시로서 정

책과정에서적극적으로역할을분담할필요가있고, 정

책당국역시이들을중요한정책파트너로서인식할필

요가있다. 

교육구성원으로서 목소리를 내고 있는 학부모 단체

나 지역사회 및 시민 단체 역시 역에 모든 역에의

관여를주장하기보다는참가와협력을준별하며참가의

수준을 조절해 갈 필요가 있다. 교육전문가 집단 역시

정책의 안을 마련하는데 비판적인 조언의 견지를 유

지하여 복잡한 이해관계의 해결점을 모색하는 데 내실

있게기여해야할것이다. 이렇듯학교의교육력신장이

라는공통의목표를가지고각구성원들이거기에걸맞

는 역할과 책임을 다하여 교육체제가 하나의 공동체로

서기능하도록하는것이무엇보다도긴요하다.

7) 제도의 도입∙개선보다는 실제 운 의 적합성 진

단∙평가를!

이상의행정혁신을위한제전략들이좀더실효성있

는 것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안들이 교

육행정의 실제 운 측면에서 적합한지의 여부를 실증

적자료분석을토 로진단되고평가된것을기초로했

다는 전제를충족시켜야한다. 1990년 에들어본격

시행되고수차례개선된지방교육자치제도로부터근년

에 도입된 학교운 위원회제도 및 단위 학교 회계계제

도등에이르기까지지금까지의각종교육행정개혁정

책의효과를명확히진단하고문제점에 한원인규명

을 철저히 해야 할 필요성이 여기에 있는 것이다. 준비

가 부족한 상태에서도 개혁이라는 명분과 전시 행정을

좇아‘일단은시행해보고개선해나가자’는식의발상

은최종적인교육행정의수혜자인학생을실험 상으로

치부하는것에다름아니라하겠다. 동시에정책의시행

착오에 한합당한책임을지우는정책의사후관리체

제가정비될때자율성의신장과책무의담보가균형을

이루게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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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인프라는교육을수행하는데필요한인적∙물

적자원을말한다. 교육인프라는교육시설등하드웨어

적인 측면뿐 아니라, 학급의 규모, 교원과 학생의 비율

등소프트웨어적인측면을포괄한다. 여기서는교육인

프라 가운데 한국교육의 현안으로 제기되고 있는 주요

사항을 중심으로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앞으로의

과제를제시하도록하겠다.

현황및문제점

�과 학급

해방 이후 한국교육의 주요현안으로 계속 제기되어

왔으면서도 아직도 해결되지 못한 문제가 과 학급 문

제이다. 과 학급은 교육의 본질적 과제인 개별화교육

을 포함하여 정상적인 교육을 저해하는 주요요인으로

지적되어왔다. 따라서과 학급의해소는현장에서교

육을담당하는교원들의최 숙원이었다. 

<표 1>의 학급당 학생 수를 보면 우리나라 과 학급

의현황을분명히확인할수있다. 학급당학생수는해

방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되고 있다. 원인을 분석해 보

면, 학생인구의 절 규모가 감소한 점과 더불어, 그 동

안정부가교육여건개선을위하여계속적인투자를해

김창환 ｜한국교육개발원부연구위원, chkim@kedi.re.kr

교육인프라구축

<표1> 학급당학생수

자료: 교육인적자원부∙한국교육개발원, 「2002 교육통계분석자

료집」, 2002, p.106.

(단위: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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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결과라고할수있다. 

그간에이루어진학급당학생수의감축노력에도불

구하고 아직 그 여건이 만족스러운 수준은 아니다.

OECD국가들과비교해볼때, 우리나라의학급당학생

수규모는여전히높은수준임을확인할수있다.

�부족교원

과 학급과더불어우리나라교육인프라의소프트웨

어적인측면에서중요한현안과제가부족교원문제이

다. 교원의 부족은 과중한 업무 부담으로 이어지고, 결

국교육을부실하게하는요인으로작용하게된다. 

교원당학생수비율을살펴보면, 우리나라부족교원

실태를파악할수있다. 교원1인당학생수비율은학교

교육의 양적 성장을 우선적으로 추진하여 왔던 정책적

노력에따라해방이후매우열악한수준에서출발했고,

그이후교원확충을위한투자덕분에지속적으로감소

하고있다. 반면, 고등교육분야에서는오히려증가하여

왔다. 우리나라고등교육기관이학생수증가에만열중

<표3> 교원1인당학생수

자료: 교육인적자원부∙한국교육개발원, 「2002 교육통계분석자료

집」, 2002, p.148.

(단위: 명)

<표4> 교원1인당학생수국제비교(2000년)

주: 1) 초등학교과정에는초등학교와공민학교, 특수학교(초등학

교과정)가포함됨.

2) 중학교과정에는 중학교, 고등공민학교, 각종학교(중학교

과정), 특수학교(중학교과정)가포함됨.

3) 고등학교과정에는 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 각종학교(고

등학교과정), 특수학교(고등학교과정)가포함됨.

자료: OECD, Education at a Glance: OECD Indicators 2002,

2002, p.293.

(단위: 명)

<표2> 학급당학생수국제비교(2000년)

주:1) 초등학교과정에는초등학교와공민학교가포함됨.

2) 중학교 과정에는 중학교∙고등공민학교∙각종학교(중학

교과정)가포함됨.

자료: OECD, Education at a Glance: OECD Indicators 2002,

2002, p.292.

(단위: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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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교수 확보에는 소홀히 한 점이 분명히 확인되고

있다.

그동안의교원확충노력에도불구하고OECD국가

들과비교해볼때, 우리나라의교원확보율은아직도미

흡한수준임을확인할수있다. 

�공교육투자부족

교육인프라구축에서가장중요한요인은교육에

한투자이다. 과 학급해소나교원의확충은교육재원

의확보없이는불가능하다. 

우리나라에서교육에 한투자는그규모에있어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정부 예산에서 교육인적자

원부 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

고, 학생에게투자하는공교육비역시지속적으로증가

하고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OECD 국가들과 비교해 볼 때,

학생1인당공교육비규모는크게차이가나게적은편

이고(표6참조), 전체 공교육 재정 중 국가 및 지방자치

단체가 부담하는 공공재원(공부담공교육비)의 비중 역

시상 적으로낮은수준이다(표7참조). 1999년을기준

으로 OECD 비교에 따르면 GDP 비 공부담 공교육

비 구성비에서 전체 평균이 4.9%인데, 우리나라는

4.1%인것으로나타났다.

<표6> 학생1인당공교육비규모국제비교

자료: OECD, Education at a Glance: OECD

Indicators 2002, 2002, p.158.

(단위: PPP환산US달러)

<표5> 학생1인당공교육비

주:1) 1인당공교육비= 국∙공∙사립학교예산총계/ 총학생수

2) 당해연도예산을기준으로한경상가격임.

자료: 교육인적자원부∙한국교육개발원, 「2002 교육통계분석자료

집」, 2002, p.174.

(단위: 천원)

교육인프라는교육을수행하는데필요한인적∙물

적자원을말한다. 교육인프라는교육시설등하드웨어

적인 측면뿐 아니라, 학급의 규모, 교원과 학생의 비율

등소프트웨어적인측면을포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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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있어 관건인 교육

인프라개선을위한과제를제시하면다음과같다.

�학급당학생수감축

- 정부는 2001년 7월 20일 교육여건개선 추진 계획

을발표하고2003년까지학급당학생수를35명이하로

줄이는 정책을 추진 중이다. 이 정책으로 2002년 고등

학교의학급당학생수가현격히줄어들었고, 2003년에

는초등학교와중학교의학급당학생수도줄어들예정

이다. 새정부에서도학급당학생수를점진적으로줄여

OECD 수준(20명 내외)에 맞추려는 노력을 지속해야

할것으로보인다.

�교원1인당학생수감축

- 교원1인당학생수역시지속적으로감축하는정책

을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정부 역시 이의 필요성을 확

인하고 2003년까지 초∙중등교원 23,600명을 증원하

는계획을세우고추진중이다. 이렇게될경우, 교원의

과중한 업무가 감소하고 교육여건이 폭 개선될 것으

로예측된다. 그럼에도불구하고OECD수준(초∙중등

학교의경우15~20명)에다다르려면아직미흡하다는

점, 특별히고등교육기관의교원확보율(교수1인당학

생수)은갈수록악화되고있는추세라는점을고려하여

교수확보를위한노력도지속하여야할것으로보인다.

�교육재정GDP 6% 확보

- 과 학급, 부족교원 등 교육인프라를 개선하려면

교육재정을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이를

위해현재의교육재정을확충하여 GDP 비6% 정도

를 확보하는 것이 요청된다.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지

방교육재정교부금의 교부율을 현행 내국세 총액의

13%에서15%로확 하고, 지방자치단체의교육비전

입금을 폭 확 하고, 지방교육세를 본세에 통합하는

신에 교육세액에 해당하는 단일세원(예: 주민세, 취

득세, 등록세)과 교환하고, 국세 교육세의 세율을 인상

하는것이바람직하다.

<표7> GDP 비공교육비국제비교(1999년)

주: 1) 공부담공교육비는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등공

공기관에의해서지출되는교육비용을의미함. 

2) 사부담공교육비는학부모가부담하는수업료등

으로 공공 회계 절차를 걸쳐 지출되는 교육비용

을의미함.

자료: OECD, Education at a Glance: OECD

Indicators 2002, 2002, p.170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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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학습사회의도래

평생교육∙평생학습은 이제 낯설지 않은 단어가 되

었다. 평생교육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명확히 답변하기

는어렵지만어느정도는안다고생각하는사람들이많

아졌다. 마치사랑이나우정을정의하기는힘들어도그

게뭔지는알고있듯이말이다. 사람들이이해하는평생

교육∙평생학습은“어른들이 무엇인가를 배우는 것”,

“평생동안 교육받는 것”, “학교교육이 아닌 교육”등으

로정리해볼수있다.

평생교육에 한일반인들의이해가어느정도이루

어지게 된 배경으로는 학교교육만으로 이 세상을 살아

가기힘들다는사회적변화가자리하고있다. 과학기술

의발전, 평균수명의연장, 여가시간의증 , 지식과정

보의폭증등이현 인들의삶의양식의변화를초래했

고, 삶의 양식의 변화는 새로운 교육을 요구하게 되었

다. 산업사회에서는학교에서배운지식을가지고일생

동안살아가는것이가능했었다. 학교는한사람이가지

고 있는 능력을 인정해 주는 거의 유일한 수단이

었고, 학교에서의 지식은 사회나 직업

세계에서취득한지식보다우월

한 것으로 간주되었다. 학

교에서 한번 습득한 지

식을 가지고 일생동안

살아가는 것이 가능

하 고 학교교육이

교육의전부로여겨졌었다. 그러나급격한현 의사회

변화는지식의양성및보급의독점원으로서의학교지

위에도전을하게만들었다. 학교는아직까지는우위를

점하고있긴하지만, 지식과정보의유일한취득처가아

닌 여러 가지 취득원 중의 하나로 여겨지게 되었다. 게

다가 한때 학교에서 습득한 지식만으로 일생을 살아가

기에는 사회가 너무나 빨리 변하고 있으므로 사람들은

변화하는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서도 한때의 학습이 아

닌일생에걸친학습을필요로하게되었다.

평생학습: 무엇을위해서인가

평생학습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거나 평생학습을 하

는사람들은크게두가지로그목적을나누어볼수있

다. 하나는 삶 자체가 학습이고, 배우는 것이 즐거우니

까학습을한다는입장이고, 다른하나는살아남기위하

여, 현 사회에서 생존하기 위하여 학습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전자의경우는좀더순수한교육적인가치를

추구한다. 학습의결과를사용하기위하여학습

한다는 입장이 아니라 학습하는 것

자체가 좋아서, 학습을 하고

싶어서라는 내재적인 동

기가 보다 중시된다.

반면후자의경우에

는 학습은 생존을

위한 수단이고, 삶

백은순 ｜한국교육개발원학점은행제운 실장, esbaik@kedi.re.kr

평생학습사회를지향하는평생학습체제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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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위하기위한수단으로서작용한다. 취업을위하여,

돈을 벌기 위하여, 직장에서 쫓겨나지 않기 위하여, 비

싼몸값을받기위하여등학습의목적은보다현실적이

고, 경제관념에근거한다. 

학습에 한두가지상반된목적은개인뿐만아니라

국가적인측면에서도볼수있다. 국가는전체적으로볼

때 국민들의 두 가지 학습 목적을 다 고려하여 양자의

학습유형을다진작시키려는노력을할것이다. 그러나

전자에 치중하느냐 또는 후자에 치중하느냐에 따라 평

생학습진흥정책의초점과강조점이다르게되며, 양자

사이의비중도상이하게된다. 국민들의행복과삶의질

향상, 소외계층을 위한 교육 등에 초점을 두는 국가 정

책이있을수도있고, 그보다는국민들에게경제적번

을안겨주는평생학습및교육체제구축, 세계화에서살

아남기위한경쟁력배양에초점을두는평생학습정책

이있을수도있다. 

국가뿐만 아니라 국제기구에서의 평생학습 정책도

그강조점이다르게나타난다. 평생학습에관한양 국

제기구라 할 수 있는 UNESCO와 OECD는 평생학습

에 관해 색깔을 달리하여 왔다. UNESCO에는 부국들

의모임인OECD와는달리교육수준, 경제수준이낮은

국가가 많다. 모든 이를 위한 교육을 주장하고 있는

UNESCO는평생학습의일차적인목표를가난타파에

두고있지않고이보다는평생학습의본질적인면에주

력하여 왔다. 즉, 평생학습의 일차적인 목표는 자신을

알게 하고 자아를 실현하게 하는데 있다는 것이다.

「Learning to be」로 변되는존재를위한학습은학습

의목표를가난타파와밥벌이에두는것이아니라자신

을알고, 완전한인간, 균형잡힌인간이되게하는학습

을의미한다. 

UNESCO는후에존재를위한학습이외에도, 알기

위한학습, 행하기위한학습, 함께더불어살아가는법

을 익히는 학습을 추가함으로써 학습의 4 기둥을 세

운다. UNESCO의평생학습에 한방향설정은평생학

습을 수단적 가치로 여기는 데 그치지 않고, 쓰임새 있

는교육못지않게존재를위한학습이중요함을일깨워

주고있다. 평생학습이일생에걸쳐필요하지만학습의

목적이 단순한 돈벌이의 수단이 아니라 인간을 인간답

게하는것이라는것이UNESCO의주장이다. 

부국들의경제사회정책협의회인OECD는평생교육

에 해다분히경제결정론적인시각을유지해왔다. 최

근에와서사회적통합을내세우면서사회적포용을포

함하기는 하나 평생교육의 일차적 목적을 국가 경쟁력

제고와평생고용가능성제고에두어왔다. 즉, 급변하는

현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하여, 평생직장이 없어진 마

당에자신의몸값을높이기위하여학습을할필요가있

고, 이러한학습은단순히학교에서의학습에그치는것

이 아니라 학교를 졸업한 이후에도 끊임없이 계속되어

야한다는것이다. 

UNESCO가 존재를 위한 학습에 초점을 두어 소외

계층이나어려운사람들에게도교육기회를제공하는데

관심을두었다면OECD는이미학습을받고교육을받

은 사람들이 계속하여 추가 교육을 받음으로써 개인과

국가의생산력을높이는데관심을두었다.  

말하자면 평생교육의 역사란 개인의 자아발전과 삶

의질향상을위한평생교육과개인의고용가능성증진

및국가발전을위한평생교육정책간의갈등과우선순

위논쟁이었다고할수있다. 

우리나라는 평생교육의 초기에는 UNESCO류의 평

생학습에 한 본질적인 측면을 강조하 으나, 최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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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교육인적자원부로바뀌고사회전반적으로경

제적가치에 한관심이높아지면서개인의생산성향

상과국가경쟁력제고가우선순위를차지하고있는듯

이보인다. 

평생학습과국가의역할

평생학습은국민개개인이하는것이지만국가의책

무가면제되는것은아니다. 국민들에게교육을실시하

는것은국가의의무이며, 이러한측면에서국가는국민

들에게평생교육을실시할책무를지게된다. 평생교육

이라는 용어 신에 평생학습이라는 용어의 등장은 학

습의 주도권을 교육 실시자의 입장에서 교육 수혜자의

입장으로돌린다는긍정적인면이있지만, 반면에국가

의책무성을약화시키는측면이있다. 학습의주도권을

학습자에게이양함으로써평생학습은국민각자가알아

서 하는 일이고 국가는 평생교육기관을 세운다든지 평

생교육기관에 한 행∙재정 지원을 할 책무성에서 해

방될수있다는구실을줄수있는것도사실이다. 

평생교육에 해 아직도 일각에서는 국가의 책임이

아니라고생각하는사람들이있다. 이들에게있어교육

은학교교육만을의미하고, 성인 상의교육은성인각

자가알아서해야한다고주장하기도한다. 국가가평생

교육의진흥에 한책임이없다는주장은교육의혜택

을국민각자가갖게되므로국가는교육을진흥할필요

가없다는주장과동일한의미를지닌다. 헌법에보장되

어있는바와같이국가는국민들에게교육을시킬의무

가있으며, 평생교육은평생에걸친교육이라는측면에

서교육과동의어이며, 국가가교육의의무를갖고있는

이상국가의평생교육에 한책임은면제될수없다. 

우리나라는평생교육법을제정하여평생교육에 한

법적기반을갖추었다. 평생교육법에서는국가및지방

자치단체의임무를규정하고있다. 평생교육법제9조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평생교육시설의 설치, 평생교

육사의양성, 평생교육프로그램의개발및평생교육기

관에 한경비보조등의방법으로모든국민에게평생

학습의기회가부여될수있도록노력하여야하며, 국가

및지방자치단체소관에속하는단체∙시설∙사업장등

의 설치자에 하여 평생교육의 실시를 권장하여야 한

다고규정되어있다.  

평생교육법은또한평생교육을진흥∙조성하기위하

여 평생교육센터와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 평생학습관

을운 하도록명시하고있다. 교육부장관이평생교육

에 한 연구, 평생교육 종사자에 한 연수 및 평생교

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제공 등을 하는 평생교육센터

를운 하고, 교육부장관및교육감이지역평생교육정

보센터를중심으로평생교육시설의상호연계체제를구

축하도록규정하고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평생교육법을 제정하고, 평생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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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센터∙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평생학습관 등을

지정함으로써 평생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기반을조성한것으로보인다. 그러나평생교육의기반

은 아직도 조성단계이고 비록 많은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기는하지만아직도평생학습체제를구축하기위하여

갈길은멀다.

평생학습체제구축을위하여

1990년 이후 열린학습사회, 평생학습사회를 지향

하기위해많은평생교육사업들이수행되어져왔다. 학

점은행제, 독학학위제, 방송통신 학교 등은 학습결과

의인정에초점을맞춘고등교육분야의성인평생교육

으로자리를잡고있다. 특히성인들의다양한학습경험

을인정하는학점은행제는우리나라를 표하는평생교

육제도로서외국에널리알려져있다.

초등 단계에서는 성인기초 교육으로서 다양한 평생

교육기관에서문해교육이이루어지고있으며, 중등단계

에서는 학력인정 평생교육 시설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등이성인들에게제2의학습기회를제공해주고있다.

또한 평생교육을 진흥하기 위하여 평생교육 전문가인

평생교육사 양성과 함께 현직 종사자들의 자격 취득을

위한교육이실시되고있다. 평생학습도시, 평생학습마

을등을지정하여교육청및지방자치단체가함께평생

학습을권장하고조성하는사업을하기도하고, 평생학

습축제를 개최하여 평생학습에 한 시민들의 참여를

높이기도하며, 소외계층을지원하기위한정책, 노인들

의자원봉사지원정책을펼치기도하 다.

한국교육개발원에위임된평생교육센터는각시∙도

에 있는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 평생학습관과 함께 평

생교육을 지원하고 조성하기 위한 다양한 연구, 연수,

정보사업을벌이고있으며, 교육인적자원부와함께평

생교육5개년계획을수립하여평생교육의청사진을제

공하기도 하 다. 한국교육개발원은 또한 학점은행제

및 방송통신고등학교를 운 함으로써 고등 및 중등 단

계의평생교육확장에기여하고있다. 

현재이루어지고있는여러가지형태의평생학습지

원활동은아직은설익고, 또한여러가지문제점을안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교육인적자

원부와타부처와의정책조정및협력이이루어지지않

아평생교육실시의상승효과를내지못하고있으며, 교

육자치와지방자치의이원화로지방자치단체와교육청

과의협조도원활하지못하다. 예산측면에서도매우취

약해교육인적자원부내에서평생교육에할당되는예산

은부처예산의1%에도미치지못하고있으며, 평생교

육을담당하는두국사이에서의업무협조도원활하게

이루어지지않고있다. 또한평생교육의나아갈방향에

관해서도어느정도를학습의본질적인면추구에두고

어느정도를생산성향상등경제논리에우선할지도정

해지지않은상황이다. 모든상황이여의치않고어렵기

는하지만10년전, 20년전과비교하여볼때평생학습

및평생교육에 한국민들의인지도및참여도는많이

개선되었다. 교육청 및 지방자치단체의 평생교육 사업

에 한 인지도도 좋아지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에서

자발적으로 많은 자금을 들여 주민들을 위한 평생학습

관을세우기도하는등평생학습의상황및환경이개선

되고있다. 무엇보다도평생학습체제를구축하기위해

서는개인들의자발적인참여의식과이를북돋울수있

는공적인지원체계가요구되는데, 비록그발걸음이빠

르지는 않지만 평생학습 체제의 구축은 이미 시작되었

고지금건설중에있다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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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정보사회의인적자원개발과핵심능력

‘능력(competency)’은 직업세계에서 업무수행능력

을나타내는개념으로사용되어왔다. 능력의개념을현

장의직무수행능력과연결하여체계적으로정립한것은

맥클리랜드(McClelland, 1973)이다. 맥클리랜드는‘지

능검사에 한 능력검사의 우위성(Testing for

competence rather than intelligence)’이라는 제목의

논문에서 능력을 측정하기 위한 도구로서 학업적성 검

사나성취도검사가안고있는문제점을지적하면서, 현

장에서의직무성과를예측하기위해서는새로운시각의

능력개념을도입해야한다고주장했다. 이에따르면, 능

력은“특정한상황이나직무에서정해놓은기준에따라

효과적이고 우수한 직무수행을 가능하게 하는 개인의

내재적특성”이다. 내재적인특성이라함은구체적으로

다양한상황에서개인의행동을예측할수있도록하는

개인성격의심층적이고지속적인측면을의미한다. 

이와같이직무수행중심의능력개념이부각된이유

는 그 동안 측정의 용이성 때문에 흔히 능력의 요소로

간주되었던지식∙지능∙적성등의요인들이능력의일

부분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을 깨닫게 되면서부터이다.

능력의 구성요인으로서 지식은 개인이 특정 분야에

해 가지고 있는 정보를 의미한다. 능력의 두 번째 구성

요인은기술로, 이는특정한신체적또는정신적과제를

수행할수있는능력을의미한다. 지식만으로개인이가

지고있는능력을정확하게측정할수없는것은인지적

능력이 개인의 과업수행과 연결되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기때문이다. 마지막구성요소는태도요인으로‘사물

에 한감정이나생각따위가겉으로나타난모습’으로

정의할수있다. 그러나태도가능력을나타내는개념적

요소의 하나라고 할 때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가

는간단히정의할수있는문제는아니다.  

이상에서 논의한 능력개념은 최근 개인차원에서의

직무능력뿐만 아니라 조직의 생산성 향상에 도움이 되

는핵심능력으로사용되고있고, 단지작업상황에서요

구되는기능적의미의능력으로해석하기보다는지식사

회에서개인의삶을 위하는데필요한총체적능력의

개념으로확 되고있다. 최근이러한총체적의미의능

김안나 ｜한국교육개발원생애능력개발연구팀장, akim@kedi.re.kr

인적자원개발을위한
핵심능력육성의현황과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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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은지식기반사회로의전환과이에따른산업및고용

구조의변화로개인의삶의어느한시기에국한되기보

다는 평생을 통해 지속적으로 개발되어야 한다는 점이

부각되고있다. 따라서최근의능력개념은각개인이평

생을통해다양하고변화무쌍한삶의장과과정에적응

하기위해요구되는주요능력이있을뿐만아니라, 이러

한능력을연속적인삶의과정과장에서학습을통해개

발할수있도록해야한다는것을전제하고있다. 

학교는전통적으로고유한목표와가치를지향해왔

으며, 산업시 의인력을양성하고선발하는기제로유

지되어왔다. 그러나경직된학문분야간의장벽과이를

반 한 교육과정 및 입시위주의 교육풍토는 사회의 변

화에 유연하게 처하는 데 필요한 주요능력들을 개발

하는 데 한계를 드러내 왔다. 따라서 기존 학교교육의

목표와내용및방법은핵심능력의개발을위해보다포

괄적으로, 유기적으로 재편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

되고있다. 이러한재구조화의방향은학교와지역사회,

노동시장등학교를둘러싼삶의현장이보다긴 한공

조체제를유지하는가운데학력이나학벌보다는능력중

심의사회를지향하는것이어야한다. 이러한경향은이

미인적자원개발의효율화를위해능력중심학습체제로

의 교육개혁을 시도하고 있는 선진국들의 노력을 통해

가시화되고있다.

핵심능력 육성을 위한 선진국의 인적자원개발체제와

교육개혁의동향

인적자원의질향상을통해국가의생산성향상은물

론개인과공동체의보다풍요한삶의기초를마련하고

자 하는 선진국들은 우선 지식기반사회에서 개인이 구

비해야할핵심능력을규명하고, 이를토 로인적자원

의질적표준(Qualification Standard)및국가학습목표

(National Learning Target)를 재설정하고 있다. 또한

국가학습목표를달성하기위해학습체제에 한다양한

질관리시스템을구축하고자노력하고있다. 동시에각

전문분야의특수한업무를규명하고, 그에 한능력과

자격제도를국가수준에서제시하여통일적기준을마련

함으로써, 인적자원 또는 시민의 경제적∙사회적 역량

을제고하고있다. 

표적으로 국의 경우, 국가적 차원에서 인적자원

이 구비해야 할 6가지 핵심능력(6 Key Skills)과 수준

을정하고, 국가적차원에서학습목표를설정하여이를

어떠한 방식으로 달성할 것인가에 한 전략을 수립하

고있다. 특히, 학교교육과직업교육의효과적인활용을

통해 인적자원개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학교교육과정을포함한교육훈련의내용과자격제도의

연계차원에서많은변화를시도해왔고, 그결과국가적

수준의 일원화된 자격체제(National Qualification

Framework)를마련하 다.

국의 국가자격체제의 기본틀 속에는 각종 자격들

과관련되어있는기초직업능력개발및이를평가할수

있는구체적인기준들이명시되어있다. 국에서기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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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능력이라 함은 어떤 종류의 직종에서도 성공을 위

해 반드시 요구되는 주요기술들로, 크게‘의사소통’,

‘수 개념 및 적용’, ‘정보기술’, ‘문제해결’, ‘자기학습

및수행수준의개선’, ‘타인과의협동작업’등6가지

역에 한능력을가리킨다. 이기초직업능력의개발과

응용은 국정부의16~19세를위한교육과훈련에

한계획수립과정에필수적이며, 6가지 역의각부분

에서 획득한 점수는 자격취득에 있어 각각 평가∙기록

된다. 이점수와해당자격이요구하는과목에서취득한

점수를 기본으로 국가자격이 수여되며, 따라서 기초직

업능력은 자격검정을 위한 프로그램의 교수와 학습에

필수적으로기능하고있다.

국의학습체제질관리는이러한능력의표준을반

한국가학습목표와 접히관련되어있다. 이는모든

국민이 생애단계별로 습득

해야 할 능력수준을 국가적

차원에서 목표화한 것으로,

학습단계별로 능력평가를

위한 시험제도를 두고 있으

며, 이와 관련된 기관과 그

들의 역할을 감독하기 위해

각종규제단체, 검정단체및

선도단체를 설치하고 있다.

이와 같은 국가자격체제를

통한 국의 국가인적자원

개발체제의 기본틀을 도식

화하면 위의 <그림1>과 같

다.

국과 유사하게 호주∙

싱가포르∙핀란드 등의 국

가들도전생애를통한인적자원의능력배양을위해핵

심능력을중심으로학력과자격의연계체제구축및학

습체제에 한 국가적 차원의 질 관리체제를 구축하려

는노력을기울이고있다. 미국의경우도 국의자격체

제가 매우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하면서, 국가의 기술수

준을 규명하고 이를 통한 자격제도의 통일성을 유도하

기 위하여 국가기술표준위원회(National Skill

Standard Board)를설치한바있다. 기술수준의규명과

자격제도에 한 주 정부 단위의 독립성과 민간단체의

자발성이매우높은미국에서는국가자격체제를구축하

기위해고용주와노동자, 전문단체와학계가파트너십

을 형성하여 각 산업분야별로 자발적인 노력을 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그 결과, 현재 제조업∙서비스업 등 일

부산업의업무를규명했을뿐아니라, 업무의난이도와

<그림1> 국의인적자원개발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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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되는 전문직 능력 또는 기술과 수준을 표준적으로

제시하는단계에이르고있다. 또한, 최근 OECD 국가

를 중심으로 성인문해력(literacy)과 생애능력(life

skills)에 한새로운접근이시도되고있다. OECD는

지식경제에서요구되는성인들의핵심능력으로산문문

해력, 문서문해력, 수리능력, 컴퓨터 활용능력, 문제해

결능력 및 분석적 판단력, 협동능력 등을 제시하고 있

다. 

인적자원개발을위한핵심능력육성의현황과과제

우리나라의 경우도 인적자원의 질적표준 설정이나

그에따른교육∙훈련체제에 한질관리가전혀이루

지지않은것은아니다. 특히중앙집권화된교육∙훈련

체계와교육과정에 한엄격한통제등으로인하여교

육내용이전국적인통일성을갖추고있고, 평균적인능

력이나기술수준이매우높을가능성이있다. 이에 한

실증적인증거가PISA나TIMMS와같은국제학업능

력또는인지능력시험결과에서나타나고있다. 이것은

높은학습열과사적∙공적교육투자에기인한다고생각

된다. 

그러나 IMF 외환위기이후구조조정과정에서나타

난바와같이노동시장의유연성이강화되고, 청년층은

물론 일반의 실업문제가 전면에 부각되면서 교육과 노

동시장사이의괴리가심각한문제로제기되고있다. 이

는 곧 노동시장에 필요한 자격이나 능력의 기준을 교

육∙훈련기관에서제 로제시하거나갖추어주지못하

고 있다는 징후로 볼 수 있다. 이는 한편으로는 일자리

와노동시장, 그리고사회가요구하는능력이나기술의

변화에 기인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나라의 전통적

교육체제와 교육방식에 따르는 문제에서 원인을 찾을

수있을것이다. 지식기반사회에서는지식의주기가짧

아지고 양이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정규 교육기관에서

받은교육의내용을가지고평생을살아갈수없다. 즉,

평생고용가능성은아동기혹은청년기에받은교육∙훈

련에 의하여 더 이상 보장되지 않는다. 따라서 인생의

어느한시기에특정한지식과업무능력을습득하는것

보다는일생을통해지속적으로자기계발을할수있도

록 하는 기본능력을 육성하고 이를 지속하려는 동기를

부여하는것이보다중요하다.

한편, 현재교육의장( )이다양화되어가고, 전통적

교육의 장이었던 가정과 학교 외에 사회의 무형식적∙

비형식적 채널을 통한 교육이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으

며, 앞으로 이런 경향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

다. 특히, 직업세계에서요구되고이루어지는교육∙훈

련은가장빠르게성장하고있는분야이기도하다. 따라

서전국민의생애를통한능력신장을위해서는우리교

육체제의경직성을완화하고, 교육접근의기회를전생

애에걸쳐확 하며, 국가적수준의학습체제질관리에

한책무성을환기시켜야한다. 그러나선진국의최근

경향과비교해볼때, 우리학습체제는아직도 학입시

를 위한 전통적 교과중심의 교육내용과 방법을 고수하

이와같이직무수행중심의능력개념이부각된이유

는그동안측정의용이성때문에흔히능력의요소로간

주되었던지식∙지능∙적성등의요인들이능력의일부

분에지나지않는다는점을깨닫게되면서부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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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어 사회에서 필요한 능력들을 종합적으로 반 하

지못하고있다. 

이러한문제점은최근핵심능력형성의관점에서우

리학습체제의현황과문제점을조사한한국교육개발원

의 연구결과(연구보고 RR 2002-19)에서도 잘 나타나

있다. 이에 따르면, 초∙중등 및 고등교육을 포함한 우

리학습체제들은유기적인연계체제속에서지식기반사

회에서갖추어야할핵심능력을길러주지못하고있고,

학습단계별로 이의 성취수준에 한 명확한 기준이 없

으며, 따라서성취능력을효과적으로평가하는기제또

한미흡한것으로나타났다. 따라서이러한문제점을개

선하기 위해 현재 지식기반사회에서 강조되고 있는 능

력요인들을규명하고, 이러한능력을신장할수있는방

안을모색하는것이중요하다. 

최근몇년동안의경향을분석해볼때, 인적자원에

강조되고 있는 능력들은 학교교육을 통해 강조되어온

인지능력에국한되고있지않으며, 따라서현재와같은

학력중심의경쟁체제로는장차사회발전에필요한인적

자원개발이제한적일수밖에없음이지적되고있다. 따

라서 각 학습단계별로 분석된 핵심능력을 반 한 교육

과정 개편 및 운 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국가적 차원

의학습목표에 한재설정이이루어져야한다. 또한각

학습체제 속에서 다양한 교육방법을 도입

하는 소프트웨어 측면과 정부의 행∙재정

적지원강화, 관련법제정및개정, 학습체

제질관리를위한평가시스템구축등하

드웨어적인 측면에서의 방안이 같이 모색

되어야 한다. 특히 국가차원의 자격제도

정비, 핵심능력 진단 및 평가체제를 구축

하여 개인의 기초핵심능력이나 전문직업

능력을 향상시키는 체제정비와 그에 따른 자격제도를

전면 재검토해야 할 시점에 와 있으며, 이를 위한 체계

적인연구의축적이이루어져야할것으로생각한다. 

이와같은시도는단시일에이루어질수있는문제는

아니며, 그렇게 되어서도 안 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들이가시화될때, 첫째, 국민들의핵심능력개발에

필요한 각종제도(자격, 평가제도 등) 및 이를 지원하는

시스템을 정비함으로써 비효율적∙산발적으로 운 되

고있는관련제도들을통합, 정비하기위한구체적인방

법론을 개발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궁극적으로 생애

단계에 따른 능력의 표준과 학습목표를 제시함으로써

국민 개개인에게 능력개발의 비전을 제시하고, 학력편

중의사회적능력평가구조의문제점을완화할수있을

것이다. 셋째, 평생학습사회에서 비형식교육과 형식교

육시스템의장벽을허물고, 노동시장과학교시스템을

연계시킴으로써국가인력수급차원에서효율성을기하

고, 국민개개인의내적인의지에기초한능력개발을통

하여궁극적으로는국가전체인적자원개발의효율성을

신장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기 한다.

<< Pro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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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하나의종교수업

권미연 ｜베를린통신원, miyun65@hanmail.net

- 이슬람 종교수업, 그 사회적 배경과 현황

독일에서 종교수업을 둘러싼 논란의

핵심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첫째, 종교

수업이가치교육의역할을제 로담당

할수있는가, 둘째카톨릭또는개신교

에 바탕을 둔 종교수업이 다른 세계관

또는종교를지닌사회구성원들의이익

을침해하지않는가라는문제이다. 종교

수업을둘러싼오래된논쟁과그로부터

도출된 내용, 즉 학생 개인들에게 종교

수업에참가할권리와참가하지않을권

리를동시에부여하는것, 종교 신윤

리, 철학또는그유사과목을편성하는

것 등은 세계관이 다른 다양한 사회 구

성원들사이의합의의산물이었다. 그런

데이와같은종교수업을둘러싼논의의

한편에는그보다더복잡하고다양한문

제가 얽혀 있는 이슬람 종교수업이 있

다. 

독일에서 카톨릭, 개신교다음으로 많은

이슬람교도, 그 부분은터키인이다

독일에서이슬람교도의수는현재카

톨릭신자와개신교신자다음으로많은

인구를차지하고있다. 그인구는1980

년 말에 200만 명 가량에서 2001년

현재320만명가량으로증가하여전체

인구 중 4% 가량을 차지한다. 그리고

독일 학교에서 이슬람 학생의 수는

1980년 말50만명에서2001년현재

약70만명으로증가하여이슬람신자인

학생은전체학생의5.5%를차지한다. 

그런데 이와 같은 이슬람 인구의

부분은터키인으로구성되어있다. 이미

잘알려져있듯이터키인이독일로많이

유입된 것은 1960년 독일 경제의 급

속한성장때문이었다. 당시한국에서도

간호사와광부들이독일로갔고, 유럽과

동남아에서도 많은 노동인구가 독일로

건너왔지만독일에온외국노동자중에

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한 것은 터키

인들이었다. 유럽출신의외국인은문화

적으로도독일과동일한기독교문화권

이어서비교적쉽게독일사회에적응할

수 있었고, 동남아 출신의 외국인들은

그 수가 그렇게 많지 않아 사회 통합에

서크게문제가되지않았다. 그러나터

키인들은 수적으로도 많으면서도 문화

적으로는이슬람이었기때문에독일사

… 베를린 고등 행정법원은 이슬람

연맹이기독교회들과동등하게베를린

의학교에서종교수업을할수있는권

리가있다는판결을내렸다. 그런데베

를린은 다른 주와 달리 종교수업은 의

무과목이 아니다. 학생들은 종교수업

에참가하지않을수있고…

“
”



Educational Development ː2003  3+4 81

회에쉽게통합되지않는어려움을지니

고 있었다. 이질적인 문화는 독일인과

터키인의융화를어렵게만들었고, 독일

의 도시에서는 베를린의 크로이츠베르

크(Kreuzberg)구와 베딩(Wedding)구

와같이터키인들이집중적으로많이모

여 사는 지역이 생겨나게 되었다. 이곳

의 많은 학교에서는 학생들의 70% 이

상이무슬림이다.  

이와 같이 터키인을 중심으로 한 이

슬람 인구의 증가(와 아울러 늘어나는

외국인 숫자)는 독일 사회를 과거와 더

넓은 범위에서 다문화사회, 다종교사회

로이끌어가며이것은독일사회의통합

(Integration)에서 고려되어야 할 가장

큰요인중의하나가되었다. 그리고통

합의문제는현재독일이민법의도입을

둘러싼 논쟁에서 표면상으로 드러나는

중요한문제이다. 그리고이들의2세또

는3세가성장함에따라독일학교에서

이슬람 학생이 많은 수를 차지하게 된

현실은 이미 20년 전부터 독일 사회의

지도층과교육관계자들에게많은성찰

거리를던져주게되었다. 

알다시피터키는케말파샤가20세기

초반에실시한친서방화정책으로인해

다른이슬람국가와달리로마자를사용

하고 정치∙사회제도 전반에서 서방화

의길을걸어온결과, 현재가장서방화

된이슬람국가라고할수있다. 그리고

또한현재에는유럽연합에가입하기위

하여전국가적인노력을기울이고있다.

그렇지만터키는엄연히거의 다수국

민들이이슬람신자인이슬람국가이다.

그리고터키의지속적인친서방화정책

에도불구하고유럽국가들은동유럽보

다터키가유럽과통합되기더어렵다고

파악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여러 동

유럽국가들이곧유럽연합의회원국이

되는반면, 터키는2004년에다시심사

를받아야되는현실에서도잘드러나고

있다. 물론독일내에서도독일의현사

민당∙녹색당연립정부와연방수상슈

뢰더는터키의유럽연합가입을적극옹

호하고후원하지만야당인기민련, 기사

련의입장은이와는또다르다. 

학교에서 이슬람 종교수업을 도입하

는문제에는이와같이복잡한정치∙사

회적, 역사∙문화적배경이가로놓여있

다. 한편터키인2, 3세들이성장함에따

라독일내의이슬람교도들도이슬람위

원회(Islamrat)또는 베를린이슬람연맹

(IFB)을 중심으로 독일 학교에서 이슬

람종교수업을도입하고자지속적인노

력을 기울여 왔다. 그렇지만 이 문제에

는 오랜 기간 동안 고유의 역사와 문화

를 유지해 온 이슬람 전통이 독일의 학

교제도및국가와교회사이에확립되어

있는관계에어떻게융화되고통합될수

있는가라는문제가있다. 

요원하기만한 독일학교에서의 이슬람

종교수업

학자들은 공립학교에서 이슬람 종교

수업을가르치는것은무엇보다헌법에

보장된국민들의기본권에속한다고지

적한다. 그기본토 가헌법제3조「차

별금지」, 제4조「신앙∙양심∙신념의

자유」이며, 모든 학교가 국가의 감독을

받으며, 공립학교에서 종교수업이 정규

과목이며종교수업이또한종교단체의

동의아래서진행된다는것등을규정하

고 있는 헌법 제7조「학제」와 시민권의

향유가종교단체소속여부와관계없이

평등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규정하고

있는헌법제33조가그에덧붙여진다. 

그리고 현행 헌법의 구성 부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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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되어 있는 1919년 독일 헌법(바이

마르헌법)의136, 137, 138, 139, 141

조는국가와교회의분리, 종교의자유,

종교단체결성의자유, 종교단체의권

리와재산보호등을포괄적으로규정하

고, 더세부적인것은각주법에위임하

고있다. 

학자들의 견해에 따르면 종교적으로

다원화된사회에서는기존의가치전달

교육, 특히 카톨릭∙기독교 종교수업이

종교적으로통합되어있지못한사회를

통합해내는능력을가지지못하므로종

교 단체, 신학자, 철학자, 정치가, 법학

자, 사회학자 모두가 새로운 방식으로

공동의 삶에 가장 기본이 되는 윤리적

규칙에 한사회적동의를찾아내고보

장할수있는가능성을찾고발견시켜나

갈책임을져야한다. 

이러한 논의와 아울러 1980년부터

베를린 이슬람 연맹(IFB)은 학교에서

이슬람종교수업을하기위해오랜기간

동안베를린교육청을상 로법정투쟁

을 벌여 왔다. 그런데 교육청당국과 더

불어 이슬람 종교수업이 공립학교에서

시행되는것에 한거부감을가지는사

람들은 다양한 이슬람 종파 중 이슬람

신정( ) 국가의 건설을 궁극적 목표

로삼는극단적인이슬람근본주의종파

가 학교에서 수업을 하게 될 가능성에

한두려움과이슬람의여러교리가헌

법 3조의 평등 조항 중 남녀 평등 조항

을해칠가능성을지적하고있다. 

이들은 이슬람 연맹 속에 이슬람 근

본주의적성향으로인해1998년부터터

키내에서도금지된이슬람복지당의지

파( )가포함되어있으며, 지도급임

원이여러번반유 주의및인종주의적

발언을한터키-이슬람외국인조직「

리 괴루스」(Milli Goerus)와도 긴 히

연계되어있다고비난하고있다.①

그러나이슬람연맹스스로는연맹에

는다양한성향의구성원들이복잡하게

섞여 있어 비정치적이고 친서방적이며

그저종교적성향을지니고있을뿐이라

고 한다. 그들은 자신들의 목적이 아이

들에게 코란과 순나(Sunna, 회교 구전

율법)의 개요를 가르치는 것이며, 기독

교도및비무슬림과의 화도중요시여

긴다고 주장한다. 또한 그들은 이슬람

종교수업은이슬람신자가모두터키인

이지는않으므로, 이슬람종교수업은독

일어로진행되어야하며, 따라서이슬람

종교수업은여러방면에서통합에도도

움이될것이라고주장한다.   

이런 와중에서 1998년 11월 4일 베

를린고등행정법원은이슬람연맹이기

독교회들과 동등하게 베를린의 학교에

서 종교수업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는 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은 그 후

2000년 2월 연방행정법원에서 최종적

으로확정되었다. 특히종교수업자체가

필수과목이아닌베를린에서는종교단

체로인정된모든조직에게는자발적인

토 위에서 종교수업을 할 권리가 있

다. 따라서 이제부터 이슬람 연맹은 자

율적인토 위에서이슬람종교수업을

시행할수있게되었다. 

그런데1998년부터터키에서금지된

복지당의한지파와긴 히연루되어있

다고 의심을 받고 있는 이슬람 연맹이

베를린의두초등학교에서이슬람종교

수업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뉴스는 일

견충격적으로받아들여졌다. 모든정당

의정치가들이각자다른이유에서법원

의결정에유감을표시했다. 

그런데베를린은다른주와달리종교

수업은의무과목이아니다. 학생들은종

교수업에 참가하지 않을 수 있고, 현재

로서는종교수업의 체과목이없기때

문에 종교수업에 참가하지 않는 학생은

그냥쉬거나다른것을할수있다. 그리

고종교수업은전적으로종교단체의책

임에속하며교육청이내용에아무런관

여를하지않는다. 단지명백히헌법조

항에위배되는것만을금지할뿐이다. 

판결을주도한수석법관노이만은이

슬람종교수업이학생들에게자신의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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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 속에서 서로를 비판할 수 있는 가능

성을열어놓지않고있다고비난하는반

자들의견해에 해다음과같이지적

했다. 종교수업의과제는학생들에게자

신들신앙의정당성을의심해보도록가

르치는데있는것이아니다. 남녀평등

에저촉된다고해서무슬림이비난받아

야한다면여성이사제로선택되지못하

는 카톨릭 교회도 공격받을 수밖에 없

다. 이것은명백히헌법3조에위배되지

만, 누구도 그것에 해 문제를 제기하

는사람은없으며, 종교수업에서남자와

여자가국가속에서지니는평등을훼손

하는내용이없는한, 국가가간섭할근

거가 없다. 사람들이 국가를 위해서 존

재해야 하는 것이 아니며, 국가에 반

하지않는것으로충분하다. 

그이후호헌( )청에의해관찰되

어 온 무슬림 조직 리 괴뤼스가 종교

수업에 관여하고 있지 않으며, 이슬람

연맹스스로도지금까지반헌법적인강

령을내세운적이없다고교육청이확인

하고 있다. 재판 진행 과정에서 이슬람

연맹의 행정위원장 부르한 케시키

(Burhan Kesici)는교육청장에게“언제

든지 예고 없이”수업시간에 찾아오도

록요구하 다. 

베를린에서는앞서밝힌 로종교수

업자체가필수과목이아니다. 현재종

교수업을 둘러싸고 기민련, 기사련 및

양 교회는카톨릭및개신교종교수업

을필수과목으로지정하고 체과목으

로윤리나생활교과를병행시키고자노

력하고있으며, 녹색당과사민당은주로

종교적으로 중립적인 가치전달 과목을

필수로지정하고자노력한다. 

이런 바탕 위에서 베를린의 진보적

성향과보수적성향의많은정치인들은

서로다른관점에서법원의판결에유감

을표시했다. 보수적성향의정치인들은

카톨릭또는개신교의종교수업을필수

과목으로도입하고자하며, 독일사회의

정체성의바탕위에서여러문화가통합

되어야한다는관점에서유감을표시한

반면, 진보적 성향의 정치인들도 또 다

른관점에서이문제를바라보았다.  

터키인 2세로서 베를린 시의원이며

베를린녹색당교육정책 변인외츠칸

무틀루(Oezcan Mutlu)에 따르면 50만

명의외국인이사는베를린과같은다인

종도시에서는세계관과종교를표명하

고자 하는 욕구가 크므로, 여기서는 오

히려종교과인권, 코란과성경및토라

(Thora, 모세율법)를 같이가르치는종

교적∙세계관적으로 중립적인 교과의

도입이가장합리적인 안이라고주장

한다. 이렇게 된다면 모든 국적의 학생

이 실제적으로 함께 모여 수업을 할 수

있을것이며, 실제로함부르크와노르트

라인-베스트팔렌에 이에 한 모델이

있다. 이러한견해에 해서는녹색당과

터키동맹의진보적상부조직이견해를

같이하고있다.  

그런데베를린의두학교에서처음으

로이슬람종교수업이행해진날은공교

롭게도 미국에 한 2001년 9.11 테러

공격이있은이틀후인9월13일이었다.

그리고2002년8월19일현재베를린에

서는 15개의 초등학교에서 1600 명 이

상의학생이이슬람종교수업에참가하

고있다. 

한편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에서

는뮌스터 학에서최초로1986년부터

「이슬람교리문답」과목이각해당모국

어 과목의 틀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으

며, 나아가주의24개학교에서1999년

부터 카톨릭∙개신교 종교수업에 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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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독일어로이루어지는이슬람수업

을 제공하려는 시도가 진행 중이다. 그

리고바이에른주에서는여덟학교에서

2002/2003년겨울학기부터독일어이

슬람수업이시작되었다. 바이에른주에

서는 이미 80년 중반부터 많은 터키

학생들이터키어로이슬람교리문답수

업을 받았지만, 그것은“헌법적 의미에

서 종교수업”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었

다. 

그리고 그 이외의 다른 주에서는 잘

란트주의한학교에서이슬람종교수업

이이루어지고있을뿐, 연방행정법원의

판결이후구체적으로진전된계획을내

놓은 주가 없다. 여기에는 학에서 양

성된교사가부족하다는현실적인문제

와아울러다양한종파로나누어진이슬

람단체의요구가잘통일되지않는다는

문제도존재한다. 

이슬람 종교수업이 독일학생에게도 좋

은훌륭한이유, 한가지

이러한 현실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많은학자들에따르면훌륭한종교수업

은종교적사회적관용(Toleranz)을촉

진하고 자기 종교와 타 종교에 해 편

견없는올바른상을가지도록매개하는

데에서 가장 좋은 수단의 하나이다. 그

들은 여기에서 공립학교에서 오랫동안

미루어져왔던, 독일어로이루어지는이

슬람종교수업이실시되어야할근거를

찾고자한다. 그리고그들은신학적이고

실천적으로현 사회의도전속에서성

장한 이맘(Imam, 이슬람 성직자)과 이

슬람 종교 교사를 양성하려는 독일 내

이슬람위원회의노력도지원되어야한

다고본다. 

무엇보다종교간 화를하고자하는

노력에서최고의목표가새로운종교를

확립하는 것이 될 수 없다면 그 목표는

평화와정의를위한, 그리고전지구적으

로피조물, 즉인간의존립을위한공동

의작업이되어야할것이다. 

이러한견해는한스큉(Hans Kueng)

이「세계 에토스 프로젝트」(1993)라는

책에서종교간 화의기본기준으로다

음과 같은 것을 제시한 데에서 그 토

를찾아볼수있다. 

첫째, 무확정 전략(어떤 종교도 자기

종교만이 진리이며 타종교는 비진리라

는 견해를 버려야 한다), 둘째, 무숙명

전략(모든 종교가 설명될 수 없는 것을

설명하고자하는세계설명모델을가지

고있으므로어떤종교가참된종교라고

논쟁하는것은도움이되지않는다),  셋

째, 무포옹전략(모든 종교를 최소한의

공통분모로환원하여, 모든종교가그것

을믿는사람들에게는그것만이유일하

게 참된 종교라는 믿고 있다는 것을 인

정하여야한다)이그것이다. 

여기서는요구되는것은종교간의

화가진지하게이루어지기위해서는자

신의 종교에 한 다른 종교의 비판을

편견없이검토하고진지하게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과 지식이다. 이것은 바로

자기비판이며또한 화상 방이종교

적으로는자기종교만을믿고있다는것

을전제하는것이다. 이믿음은가치기

준의 근원에 한 믿음이며, 가치 기준

이되는경전에 한믿음이며마지막으

로 자기 종교의 가치 기준이 되는 행태

에 한믿음이다. 

이러한 것을 상호 인정하는 것이

화의 전제가 된다. 학교에서 이슬람 종

교수업이이루어져야한다는근본취지

에는 이와 같은 사회적 문화적 통찰이

그바탕에깔려있다고할수있겠다. 

그러나이슬람종교수업이무슬림부

모들과비무슬림부모들을동시에만족

시키면서 사회적으로도 지속적으로 유

용한결과를낳기위해서는아직시간이

필요한것같다.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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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이와 유사한 법정 논쟁으로 주목할 만 것은 무슬림 여교사가

독일 학교의 교실에서 머리수건(Kopftuch)을 쓰고 수업하는 것

을둘러싼법정논쟁에서도표출되었다. 현재많은독일인들은독

일내의이슬람신자중머리수건을쓰고있는여성들은 개이슬

람 근본주의자라고 파악하고 있다. 이러한 이슬람 근본주의는 터

키 내에서도 금지되어 있으며, 실제 터키에서도 공공 장소에서 머

리수건을쓸수없게되어있다. 이법정논쟁에서연방행정법원은

2002년 7월 4일 교사가 국공립학교에서 머리 수건을 쓰고 수업

을하는것이학생들에게특정종교의 향을끼칠수있다고금지

한 바 있다. 그러나 연방노동법원은 같은 해 10월 10일 한 백화점

에서고용주가이슬람신자인여판매원을머리수건을쓴다는이유

로 해고한 것은 개인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 헌법위반이라고 결

정하 다. 전자의 판결에서는 교사 개인의 권리보다는 교사의 교

육자로서의 공공성과 중립성이 강조된 반면, 후자의 판결은 소송

의 상자가 노동자 개인이므로 개인의 권리 보장의 측면을 강조

한것이라고볼수있을것같다. 

②이슬람 종교수업과 관련된 연구 결과 중에 교회 일치 연구소

(Institut fuer Oekumenische Forschung) 표 튀빙겐 학

카톨릭-신학부 칼-요셉 쿠셀(Karl-Josef Kuschel) 교수는 하느

님의 약속이 창세기에서 어떻게 진행되어있는가를 연구하여 다음

과 같이 결론짓는다. 성경에 따르면 아랍 민족의 시조는 아브라함

이 그의 이집트인 여종 하가에게서 나은 첫째아들 이스마엘인 바,

이 이스마엘도 하나님이 축복하시어 열두 통치자를 낳게 하고, 그

를 통해 큰 나라를 세우게 하겠다는 약속과 또한 그가 13세 때 할

례를 받은 것 등은 아랍민족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며 하나님의 축

복 속에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그는 나우만(T.Naumann)의 논

문「이스마엘-아브라함의 잃어버린 아들」(R. Weth 편,

Bekenntnis zu dem einen Gott?, Neukirchen-Vluyn,

2000)의 구절을 인용하여 자신의 주장을 신하고 있다. “내가

이스마엘의 이야기를 옛 이스라엘의 목격담으로 고찰하고 구원사

적 관점을 포기한다면, 여기서 이슬람의 이야기는 관찰되지 않는

다. 문제는 아브라함의 아랍 후손들에게도 해당되고 해당되어야

하는 약속과 축복이다.…신학적 관점에서도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된다. 아랍 선지자 모하마드와 무슬림 공동체

가 약 1000년 후에 이스마엘의 약속이 자신들에게도 해당되는 것

으로청구하고자신들을아브라함의 공동체속에또한아브라함의

하느님의 축복 속에 세운다면, 이것은 토라(Thora) 자체에서 의

미를 가지는 것이 된다.”그는 또 이어 같은 책의 다른 논문(B.

Klappert, “Abraham eint und unterscheidet”)을 인용하고 있

다. “만약 헤브라이 성경에 이와 같이 포괄적인 방식으로 이스마

엘이 아브라함을 위한 축복에 참가하게 하고 있다면 그리고 그를

아브라함과 맺은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서 최초의 할례받은 자로

포함시킨다면, 또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동정심, 즉 하가의 외침

을들으시는자비심으로 이스마엘과 하가에게나타나신다면, 다음

과 같이 물을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왜 오늘날의 예배에서 - 페

미니즘 신학의 올바른 지적에 따라 - 아브라함과 사라의 하나님,

이삭과레베카의하나님에 해신앙고백을하면서똑같은방식으

로 이스마엘과 하가의 하나님에게는 신앙고백을 하지 않는가? 아

브라함과 사라의 하나님은 항상 이스마엘과 하가의 하나님이기도

하다. 아브라함의 하느님, 이삭의 하느님, 이스마엘의 하나님이다

같은 하나님이라는 것은 유감스럽게도 바티칸 2차 공회와 제네바

교회일치 운동에서도 여전한 것처럼 헤브라이 성경으로부터 공론

화되지 못하고 있다. 아브라함의 축복은 이러한 다양한 차원에서

유태인, 무슬림과기독교인이함께받을수있고오늘날모든인류

에게 공동으로 주어질 수 있다.”(Islamischer Religions-

unterricht, hg. Urs Baumann, 2001, Verlag Otto Lemb-

eck, 51~5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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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1월말, 오랫동안논란의 상이

되어왔던 고등교육에 관한 정부백서가

나왔다. 이백서는‘교육, 교육, 교육’을

화두로삼았던토니블레어의신노동당

정부가초등∙중등교육을거쳐이제개

혁의칼끝을고등교육에겨누었다는측

면에서 매우 큰 의미를 가진다. 그러나

이 개혁의 칼끝은 그 상인 학생들은

물론 교수∙정책가∙학교행정가 등으

로부터 공격을 받고 있다. 과연 블레어

정부는거센저항을뚫고원하는성과를

얻어낼수있을것인가주목이된다. 그

렇다면 이 백서의 내용은 무엇이며, 왜

거센반발에직면하고있는가찬찬히살

펴보기로하자.

사실 문제는‘ 교육, 교육, 교육’이 아니

라‘ 돈, 돈, 돈’일지모른다

네 차례나 그 발간시기가 미뤄졌으

며, 마침내 18개월간의 준비기간을 거

쳐 105페이지에 이르는 방 한 양으로

발간된이번고등교육백서「고등교육의

미래(The Future of Higher Educ-

ation)」는 국이급변하는세계에서도

태되지않기위해서는 학교육의정비

가‘필수적’이라고밝히고있다. 교육기

술성장관인 찰스 클락(Charles Clarke)

은이백서에서지금시 에는창의력과

상상력, 기술과 재능이 매우 중요하며,

국의 학들은이러한지식들을경제

적∙사회적가치로환원하는데일조해

왔다고 강조했다. 국의 학들은

1999년348억파운드(약69조원) 정도

의가치와56만2,000명에해당하는직

장인을창출해냈으며, 지난50년간44

명의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해 냈다. 그

러나미래가꼭밝은것만은아니다. 미

국∙프랑스∙독일∙네덜란드가 국내총

마침내고등교육백서내놓은토니블

레어 총리, 왜 거센 반발에 휩싸이고

있는가?
하태욱 ｜런던통신원, tae.ha@kcl.ac.uk

우리에게는 학생이 등록금을 내는

것이 당연한 얘기처럼 들리지만, 정부

가 교육의 부분을 책임지는 유럽의

경우 이번 백서에 도입된‘보충 등록

금’제도는매우생소한것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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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GDP)의 1%를 학의 지원에 쓰

고있는반면, 국은0.8%에불과하다.

노벨상수상은줄어들고있으며, 왕립학

회회원의26%가더낳은조건때문에

해외에서 일하고 있다. 인프라스트럭처

를위해투자해야할돈은80억파운드

정도가적체되어있고, 학을지원하는

기업들은 극소수에 불과하다. 더구나

60%가 넘는 학들이 교수를 구하는

데애를먹고있는실정이다. 따라서나

아가야 할 방향은 자명하다. 세계적인

수준의 연구와 개발에 투자하는 한편,

학교육의 혜택을 확 하는 것, 특히

저소득 노동자계급에게 고등교육을 장

려하는 것이 그 핵심인 것이다. 문제는

바로이목표를‘어떻게’이루느냐하는

방법론에있다. 

사실문제는‘교육, 교육, 교육’이아

니라‘돈, 돈, 돈’일는지도모른다. 더많

은사람들에게고등교육의혜택을주기

위해서, 학의 국제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필요한것은바로재정적인투자

일수밖에없기때문이다. 또한, 재정적

인투자가필요하다면재정확보를어디

서어떻게가져오는가가가장큰핵심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번 백서는 주로

재정적인문제에초점이맞춰져있다.

재정확보의 가장 첫 번째 단계는 학

생들에게 등록금을 징수하는 것이다.

2006년부터 학생들은 부모의 경제적인

능력에따라1년에3,000파운드(약600

만원)까지등록금을내야한다. 이돈은

은행에서저리로융자를받아내고, 졸업

후소득이1만5,000파운드를넘어서는

시기부터갚도록해주었다. 물론여전히

저소득층에 한정부의보조는존재한

다. 부모의 연간소득이 1만 파운드 (약

2,000만원)를넘지않는학생에 해서

는 1,000파운드 범위 내에서 생활보조

금을 지급한다. 특별히 이번에 도입될

이 등록금을‘보충등록금(Top-up

Fees)’이라고부르는데는이유가있다.

현재 학생들은 부모의 소득에 따라

1,100파운드까지등록금을내도록되어

있는데, 학들의주장에따르면, 한학

생을교육하는데들어가는연간비용은

2,500파운드에 달한다는 것이다. 따라

서 부족분인 최소 1,400파운드 이상을

정부가 추가부담하거나 학생들에게서

추가징수하여 보충하지 않는다면, 학

은만성적인적자상태에서벗어날길이

없다는주장이다. 

우리에게는학생이등록금을내는것

이 당연한 얘기처럼 들리지만, 정부가

교육의 부분을책임지는유럽의경우

는 이것이 매우 생소한 제도이다. 유럽

에서는교육이정부가국가발전을위해

투자해야할분야이며국민이국가에게

당당히요구해야할권리라는인식이강

하기 때문이다. 국의 경우, 1960년

에 전체국민의 12%에 불과하던 학

진학자들은 정부, 정확하게 말하자면,

지방교육청(LEA)이 그들의 등록금은

물론 일정정도의 생활보조금(Grant)까

지도 모두 지출하는 형태 다. 1970년

14%로증가했던고등교육진학자들

은 1970년 말 국이 경제적인 어려

움에빠져 졸학생의직업을보장할수

없는입장에처하자다시12.5%로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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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다. 생활보조금은 10년간 380파운드

에서 1,430파운드로 상승했다. 1980년

에는고등교육혜택에엄청난숫자의

증가가 있어서 1990년 20%가 되었지

만, 상 적으로 그만큼 1인당 지원금이

폭락하자 당시 보수당 정부는 1989년

부족분을 메우기 위해 학생 출제도를

시행한다. 1990년 에도 고등교육진학

률은지속적으로증가해서2002년현재

30 미만의43%가고등교육의혜택을

받고 있다. 신노동당 정부는 이를 50%

까지끌어올린다는야심에찬계획을갖

고있기도하다. 그러나1997년신노동

당정부의집권과함께생활보조금제도

는 폐지되었고, 1998년 가정형편에 따

라 1,000파운드까지 선불로 내는 등록

금제도가서유럽선진국가로서는처음

시도되었다. 현재 등록금은 1,100파운

드이다. “맥주 한 잔 마실 여유조차 없

다!(We can't afford a pint!)”를구호로

생활보조금 인상을 주장하

던 1970~80년 학생들

의시위는지금상황에비하

면 엄청나게 호화로운 생활

이었던셈이다. 

2002년7∙8월호에실렸

던 기사‘ 국의 고등교육’

에서도 전했던 바와 같이,

이런 정부의 정책은 학생들의 생활에

엄청난변화를가져오고있다. 일반적으

로집과는멀리떨어진지역의 학을선

택하고, 학에진학하면집으로부터독

립하여생활하던패턴은이제조금씩집

에서통학이가능한 학을선택하고, 재

정적으로 부모에게 기 는 형태로 바뀌

고 있다. 이전에는 학생이 부담해야 할

등록금이없었고, 많지는않더라도생활

보조금이 나오는 상황이었기에 학생들

이쉽게독립이가능했지만, 이제는부모

의도움이없으면입학과동시에빚쟁이

가되는현실을피할수없기때문이다. 

더큰문제는부모의도움을받을수

없는중∙하층학생들의경우생활고가

실질적으로학업을갉아먹고있다는것

이다. 전국 학생연합(NUS)의 주장이

나언론에보도된바에따르면, 이미학

생들은 학년에 따라 2,000~30,000파

운드 정도의 빚을 지고 있다. 카디프

학교(University of Cardiff)의 심리학

과를 중퇴한 제임스 나이트(James

Knight)의 경우는 결국 생활고를 견디

다못해2학년때학교를자퇴했다고한

다. 학비는 부모의 소득수준에 따라 결

정되는데, 그의부모는변변찮은직업을

갖고있음에도그는최 학비와최소융

자금의 카테고리에 해당되었기 때문이

다. 입학 첫해에는 바(bar)에서 아르바

이트를하면서학업과생활을병행하려

고했지만너무벅찼다고한다. 결국학

교를 휴학하고 정규직 전화상담원으로

돈을 벌기 시작했고, 거기서 받는 월급

으로도학업을계속해나갈희망이보이

지 않자 학교를 그만두게 되었던 것이

다. 브리스톨 학(University of

Bristol)의 잡지 에피그램(Epigram)은

학생들의경제적어려움을특집으로다

루면서 일부 여학생들은 스트립쇼에서

옷을 벗거나, 난자은행에 난자를 팔거

나, 심지어매춘에까지나서는방식으로

학비와생활고를해결하고있다고주장

했다. 처음에는 슈퍼마켓의 계산 에서

일하거나커피숍에서서빙을보고사무

실의잡무를도와주는일로시작들을하

다가 빚의 규모가 점점 더 커지고 생활

이더더욱어려워지기시작하면여학생

들은결국돈을많이벌수있는섹스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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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쪽으로발길을돌리기쉬워진다는것

이다. 

빚과생활고로허덕이고있는학생들

은 백서발간 전부터 이 문제에 해 강

한 불만을 표출해 왔다. 백서가 발간되

기 직전이던 지난 해 12월 4일, 전국에

서런던으로모여든2만여명의학생들

은비가추적추적내리고쌀쌀한 국의

겨울날씨에도 불구하고 런던 학교를

출발하여수상관저를거쳐국회까지행

진을 진행했었다. 이 행진에 참가한 바

스 학교(University of Bath)의에드서

전트(Ed Sargent)는 정부의 정책에 분

통을터뜨렸다. 정부는국가발전을위해

30 미만의 50%가 고등교육을 받을

수있도록하겠다는목표를설정하고청

년들을학교로 어넣고서는재정적인

문제는각자알아서하라는식으로팔짱

을 끼고 있다는 것이

다. 그는 지난 학기 더

이상 융자는 불가능하

다는 통보를 은행으로

부터 받고 말 그 로

배를곯을정도의재정

난에 시달려야 했다고

한다. 

정부는 중산층 이상

으로부터는 등록금을

거두고정부보조는 학연구에관한투

자와노동자계급의교육기회확 를위

해서쓰겠다는복안이지만, 많은사람들

은겉보기만그럴싸해보이는주장이라

고반박한다. 이제도의가장큰피해자

는 하상에서 중하 정도의 소득을 가진

가장평범한서민들이라는것이다. 그들

의자녀들은자신들의미래를위해어려

운 시간들을 투자할 용의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정부는 이를 이용하여 손쉽게

고등교육 확 라는 명분을 이용하면서

도재정적인부담은개인에게떠넘겨버

리는전형적인신자유주의적정책을펴

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 정책이 노동자

계급의 학진학기회를확 하게될것

이라는정부의주장은허위라는연구결

과도 나왔다. 사우스뱅크 학(South

Bank Universtiy)의 클레어 켈런

(Claire Callen)교수의연구에따르면,

학생활과함께겪어야할빚과생활고

에 한우려는노동자계급자녀들에게

서훨씬더크게나타나고있으며, 이로

인해 실질적으로 학진학을 포기하려

는의사를밝힌것도중산층이상에서는

거의없다시피한반면, 노동자계층자

녀들에게서는매우높게나타났다는것

이다. 학교수들 역시 이 제도가 학생

들, 특히 중저 소득층 출신의 학생들로

하여금자신의재능이나흥미에따른학

교및전공을선택케하기보다는저렴하

거나졸업후에취직이잘될만한과정

으로몰리게할위험성이크다고경고하

고 있다. 옥스퍼드 학(University of

Oxford)의 학생회장이자 현직 외무부

장관 잭 스트로(Jack Straw)의 아들인

윌스트로(Will Straw)는이정책이미

래의학생들로하여금자신의능력이아

니라경제적능력에따른결정을내리게

만들것이기때문에저소득사회계층이

가장 큰 피해를 받을 수밖에 없다고 인

터뷰를 통해 밝힌 바 있다. 또한, 국

최고의예술 학중하나로꼽히는런던

인스티튜트(London Institute)의 현재

학장이자전직노동당각료 던마이클

비차드 경(Sir Michael Bichard)은 예

술계통의학생들이설령 학을무사히

World’s Education   ENGLAND

▲ 새교육부장관찰스클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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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친다고하더라도이 학이가르치는

학문자체가졸업후에봉급수준이높은

직장과 반드시 연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졸업생들이 보충등록금을 내기

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고등교육수혜자의머리숫자를늘

리기위해‘단지경제적인논리’만을적

용하는 자신의 예전 동료들에게‘고소

득을보장받지못하는분야에 한특별

한관심도필요’함을역설하고있다. 

논란의 핵심이 이 보충등록금제도에

맞춰져 있기는 하지만, 백서가 담고 있

는내용은보다전반적인고등교육수준

향상에 관한 것들이다. 정부는 학에

한지원을지난해의76억파운드에서

올해90억파운드, 내년99억파운드등

2006년까지 매년 6% 정도씩 실질상승

시킬 예정이다. 백서는 미국의 하버드

(Harvard)와예일(Yale)이각각180억,

110억의자산을갖고있는데반해옥스

퍼드는 20억뿐임을

지적하면서, 학에

재정적인 자율권을

줌으로써 학들이

정부지원금에 한

의존도를 줄이고 독

립적인 재정확보에

나설 수 있을 것이라

고 적고 있다. 학생들의 상태를 점검하

기위한제도도마련되어전국 학연합

의주도아래독립심사관이학생들이

학교육에 해얼마나만족하고있는지

를조사하여매년보고서를펴낸다는계

획도 마련되었다. 1999년에서 2010년

사이에새로창출될150만종의직업들

은모두고등교육이요청되는직종들이

며, 미국에서 직업을 가진 성인의 28%

가 고등교육을 받은 데 반해 국은

17%에불과해어떻게국민들을고등교

육쪽으로유도할것인가가정책의핵심

이 되어야 함을 이 백서는 지적하고 있

다. 한편으로 현재 정부가 지원하는 연

구비의2/3가전국25개학교에국한되

고있으므로, 나머지학교들, 특히예전

전문 학(Politechnics)에서 학으로

승격한학교들은보다실용적인직업교

육에 나서서‘실생활 문제해결’에 보다

초점을맞춰줄것을요청했다.

새교육부장관찰스클락의추진력여부

가백서성공의관건될듯

보충등록금제도 도입에 부정적이던

전임 교육기술성장관 에스텔 모리스가

입시험 채점문제(2003년 1-2월호 교

육부장관사임시킨 국의A-Level 시

험 : 원제목‘‘ 국국의의 입입시시험험 AA--

LLeevveell,, 개개혁혁의의 벼벼랑랑 끝끝에에 몰몰리리다다’’참

조)로 불명예 퇴진한 후 새로 장관직에

임명된 찰스 클락(Charles Clarke)! 언

론들은 그가 학생이던 시절

1975~77년 전국 학생연합의 회장으

로“ 다수의 사람들이 고등교육에 투

자하기보다는 빚을 두려워하며, 현찰을

쥘수있는직업을찾아간다. 그결과는

중산층과 상류층에게만 교육의 혜택을

줌으로써그들만의삶을더욱윤택하게

하는 기회를 주는 것이 된다”고 발언했

던 것과 이번 백서를 발간하면서“세계

적인 경향에서 볼 때 학생들이 자신의

교육에 해돈을지불하는것만이유일

하고 현실적인 안이다”라고 발언한

것을 비교해가며 비꼬고 있다. 그러나

추진력하나만은노동당각료들가운데

둘째가라면서러울찰스클락장관이수

많은 반발들을 뚫고 이 백서를 어떻게

법제화할 것인가, 관심을 갖고 지켜볼

목이아닐수없다. 

World’s Education   ENGL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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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론기고문

교육개발지난호에서박재윤박사는학교에서

는상 평가를지양할것과고득점동점자가많이

나오는평가제도를제안했다. 박재윤박사는비록

짧은 이기는 하지만 교육이 어떤 기능을 해야

할것인가에 한근본문제를제기한것으로보인

다. 그리고이런문제제기는계속해서교육담론의

논제로부각될필요가있다고생각한다. 주요한교

육문제에 해서는학자∙전문가∙교사∙학부모

들간에뜨거운토론이계속되어야한다. 이 이

교육개발에게재되는 과주제에 한토론문화

를정착시키는한계기가되었으면하는바람이다.

학교평가는여러가지기능을가져야한다

교육은두가지주요한기능을가지고있다.

하나는 선발적 기능이고 다른 하나는 발달적

기능이다. 사회는어쩔수없이선발을해야한

다. 사회에는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다.

힘이센일도있고힘이없는일도있다. 선망

받는일도있고그렇지못한일도있다. 그러면

서도 그러한 일을 서로가 분담해서 처리해야

만 한다. 지나치게 기능주의적 사고라고 할지

모르지만 그것이 사회이다. 신분에 의한 사회

적 선발을 체한 것이 교육이다. 즉, 교육을

많이, 그리고 잘 받은 사람이 돈을 많이 벌고,

힘도쓰는직업을가지게된다. 그렇기때문에

누구나 죽어라 하고 교육경쟁에서 이기려고

한다. 우리나라의 그 특이한 교육열도 따지고

보면교육을잘받아잘살아보자는욕망의결

과이고, 속된말로좋은학교를다녀야한다는

이 은 본지 제136호(2003년 1∙2월호) 이슈 진단(박재윤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정보센터소장, 동점자란많을수록좋은것이다: 학업성적관련법규와

동점자( ) 문제)를읽고정택희박사(한국교육개발원선임연구위원)가보내

주신반론기고문입니다.

고득점동점자는

많을수가없다

정택희 ｜한국교육개발원선임연구위원, thchung@kedi.re.kr



92 Educational Development ː2003  3+4

강박관념의표출이다. 

일반적으로좋은학교다닌사람이잘산다.

월간중앙(2003년도3월호)에따르면, 서울 ,

고려 , 연세 (SKY) 출신이 역 장관과 국

회의원55%, 1급이상중앙관료72%, 언론사

간부65%, 100 기업CEO의71%를차지했

다. 학졸업자와고졸이하의근로자간의임

금격차도크다. 교육의정도가사회적위계질

서를 결정하고 있다. 최근에는 세계화 추세와

더불어 국내에서 공부한 사람보다 외국, 특히

미국에서 공부한 사람들이 각광을 받고 있다.

사회적 선발을 신할 다른 무엇이 나올 때까

지 교육의 선발적 기능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

며, 학교에서규준지향평가또는상 기준평

가는계속되어야할것이다. 

교육의 다른 중요한 기능은 발달적 기능이

다. 학교교육을통해서모든학생이타고난잠

재력을최 한실현할수있어야한다. 이러한

기능을잘발휘하기위해서는절

기준평가 또는 준거지향 평가

를 강화해야 한다. 그런데 학교

에서 절 기준 평가만을 실시할

때 선발적 기능을 충족하는 데

문제가생기게된다. 

우선생각해야할점은학생이

타고난잠재력은그종류와정도

에 있어서 다양하며, 같은 잠재

력에 있어서도 개인차가 크다는

점이다. 국가는 그 책무를 다하

기 위하여 국가적∙사회적 요구

에 따라 학생이 학습해야 할 교

육과정을개발해적용한다. 그렇

기 때문에 교육과정은 학생이 본인의 잠재력

을 실현하는 통로가 된다. 따라서 학교에서는

교과에서의성취를계속모니터링하고관리할

필요가 있다. 이때는 준거(교육목표)지향 평

가, 또는절 기준평가를할수밖에없다. 

그런데여기서우리가주목할점이있다. 인

간의 학습능력은 개인차가 크다는 점이다. 교

육심리학자들은 지능 등 주요한 학습능력이

정상분포를 이룬다고 본다. 물론 교육학자들

은 그러한 학습능력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부분의 학생이 부분의 내용을 일정 수준까

지학습할수있도록노력한다. 그리고여기에

교육의힘이있다. 이러한정신의 표적흔적

은 블룸의 완전학습 전략이나 브루너의 교수

이론에서잘나타나고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캐롤의 학교학습 모

형을상기할필요가있다. 즉학습의정도는학

습에 필요한 시간과 실제로 투입한 시간의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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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에 따라 결정된다는 캐롤의 학습의 개념 모

형은 단순하면서도 너무나 명쾌하다. 개인의

타고난학습능력과학교, 가정, 사회가조성해

주는학습의여러외적조건을고려할때학교

교육에서 학생이 필요로 하는 학습시간만큼

투입할 학습시간을 확보하는 것은 거의 불가

능하다. 모든학생이배울것을다배우도록해

주어야 할 책임이 학교에 있다고는 말하지만

극복할 수 없는 현실적인 이유로 학교에서 학

습결과의 개인차 발생은 필연적이고 그 분포

는정상분포를이룰수밖에없다. 그렇기때문

에 고득점 동점자는 학습과제와 평가의 난이

도를 조절하지 않고는 달성하기 어려운 이상

에 불과한 것이다. 만약 준거지향평가를 제

로한다면중간점수득점자의수가가장많을

것이다. 얼마 전에 학교에서 절 기준 평가를

실시하도록했더니학교마다평가과제를쉽게

출제해 모든 학생이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받

음으로써 선발을 위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해

큰 혼란을 야기하고 사회적 문제로까지 제기

되었던것을기억할필요가있다.

학교는 학생들의 발달적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준거지향평가도 잘 실시해야 하고 선발

적 기능을 충족할 수 있도록 규준지향 평가도

잘수행해야한다. 그리고초∙중등교육법제5

조(생활기록부)는 학생의 생애능력발달에 관

련된“생활지도와 상급학교 학생선발”에 활용

할수있는타당도와변별력을갖춘자료를만

들도록 규정한 것으로 판단되며, 학교교육의

선발적 기능은 너무나 민감한 사회적 관심 사

항이고개인에게는일생을좌우하는중 사이

기 때문에 초∙중등교육법 제5조를 실현하기

위한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생활기록

부 전산처리 및 관리지침에서 지필평가에서

가급적 동점자가 나오지 않도록 규정한 것으

로보인다. 그렇다해도, 학교는상급학교선발

자료를 만들 때 교육의 선발적 기능과 발달적

기능을잘조화할수있는방법을찾는노력을

게을리하지말아야할것이다. 그런차원에서

볼때교과성적관리지침에서지필검사를실시

할 때 동점자가 나오지 않도록 하라는 조항은

학교에서 선발적 기능만을 강조하고 건전한

준거지향 평가를 왜곡시킬 수 있는 불필요한

조항인것으로보인다.

고득점동점자가많으면어려움이많다

박재윤 박사는 학교에서 고득점자가 많이

나오면 나올수록 좋다는 논지를 전개했다. 정

말좋은말이다. 그러나위에서지적한 로인

간의 내적 조건에서의 개인차와 학습시간과

교육환경이라는외적조건의한계때문에고득

점동점자는많이나올수가없다. 만약고득점

동점자를 많이 나오게 하려면 부득이 평가과

제의 난이도를 조절해야만 하는데, 그렇게 평

가관리를하는것도많은문제를야기한다. 특

히 현실적으로 고득점 동점자가 나오지 않도

록할수밖에없는이유는항상고득점동점자

가 상급학교 선발에서 문제의 근원이 되기 때

문이다. 

학입학을 예로 들어보자. 학에 들어가

기위해서치열한경쟁을하고, 엄청난사교육

비도지출하고있는데, 이런현상은 학입학

정원이 고등학교 졸업 정원을 초과해도 사라

질수없는것이다. 왜냐하면누구나우선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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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다닐 때는 졸업 후 일류 학에 들어가겠

다는꿈을가지고공부를하기때문이다. 이런

경향은일반적인사람이라면당연히선택하는

인생살이의 최 전략인 것이다. 좋은 학에

들어가야 팔자가 펴지는데 누가 그것을 미리

포기할 수 있단 말인가? 설령 나중에는 이류

또는 삼류 학에 들어갈지라도 우선은 시도

해볼수밖에없는것이다. 

최근에열풍을몰고온로또복권을생각해

보자. 그 당첨확률은 자신이 교통사고로 죽을

확률보다도 적다고 한다. 즉 확률적으로는 자

신이당첨될확률은거의없는것이다. 그러나

2,000만원어치의로또복권을구입한사람도

있다는것이다. 이것이사람이다. 이와같은인

간의 심리로 인해 아마도 고등학교 졸업생의

수가일류 학정원보다적게되지않는한일

류 학 입학을 위한 피나는 노력과 뜨거운 경

쟁은계속될것이다. 이러한마당에고득점동

점자를 량으로 만들어낸다면 그로 인한 사

회적혼란은아마도엄청날것이다.

학교는 상급학교 진학 자료를 잘 만들어야

한다

박재윤 박사는 상급학교의 학생 선발은 상

급학교가 고민할 문제로 하자고 제안하고 있

다. 큰능력차이도없는학생을서열화하는과

정에서 학생들이 너무 혹사되기 때문에 안타

까운나머지그렇게말한것으로판단된다. 그

러나 학생이 그 학교만 졸업하고 인생을 끝낸

다면 모를까 어차피 중학교→고등학교→ 학

교를 거쳐 사회에 나가게 되고 어떤 상급학교

로 진학하느냐에 따라 인생항로가 바뀌는 마

당에학교에서아무리상급학교진학에신경을

쓰지 말고 학교에서 시키는 공부를 열심히 하

라고해도과연그렇게될지는미지수이다. 

그리고학교교육은하나의거 한시스템이

다. 교육시스템은사람차원에서는학생, 교사,

지원직직원, 학부모, 기타여러형태의이해당

사자로 구성되어 있고, 학교의 종류와 위계로

본다면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교로

구성되어있다. 이것은어느하나라도제역할

과 기능을 잘 감당하지 못하거나 방기하면 전

체 교육의 시스템이 제 기능과 역할을 못하게

됨을 의미한다. 학교가 졸업생이 본인의 능력

에맞는상급학교에잘입학할수있도록선발

을위한타당하고신뢰성있고변별력있는자

료를만들어내는일은매우중요한책무이다.

그렇기 때문에 입학제도와 선발 방식이 어떻

게 바뀌더라도 학교가 그에 필요한 자료를 생

성하는 일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상급학교

선발을 위한 준거와 기준을 교과 성적 이외의

것으로 바뀐다 하더라도 과연 그것이 교과성

적좀더좋은준거인지, 그준거충족을위한극



Educational Development ː2003  3+4 95

심한경쟁이사라질것인지, 교과성적동점자

처리와 같은 민감한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

인지아무도모른다. 

학수학능력시험의 예언타당도는 아무도

모른다

박재윤박사는 학수학능력시험의예언타

당도가 낮으므로 최소한의 능력을 측정하는

최소필수능력시험으로바꾸자고제안했다. 이

제안은 나름 로 의의가 있고 검토해 볼 만한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되면 입수능시험은

최소능력을 판별하는 절 기준(Cut-off

scores)에 의한 자격시험은 될지언정 선발을

위한자료로는거의무의미할것이다. 만약

학수학능력시험이선발의기능을가지지못하

고 자격시험의 기능을 가진다면, 고등학교에

서의 평소 실시하는 평가는 무슨 기능을 해야

하는 것인가 하는 근본적인 문제가 일어난다.

학교가 교육의 과정에서 실시하는 평가는 근

본적으로는 학생의 발달을 지원하기 위한 형

성적평가의성격이강하기때문이다. 또한최

소능력을 어떻게 정의하고 어떤 기준으로 판

단할 것인지도 어려운 일이다. 물론 국, 독

일, 프랑스등일부유럽 륙국가에서그런제

도를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그들의 입문화

와 우리의 입문화는 차이가 크다는 것을 고

려해야 한다. 학수학능력시험을 지금과 같

은 선발기능 위주로 할 것인지 최소필수능력

시험으로 할 것인지는 좀더 많은 연구와 토론

과생각을요하는문제인것이다. 다만 입선

발자료로서의 입수능시험의 예언타당도는

아직 속단하기 어려운 상태임을 말하고 싶다.

현재 단위 학별로 입학생의 입수학능력시

험과 학에서 취득한 학점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여 입수학능력시험의 예언타당도를

연구하는 경우는 많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의

결과를읽을때항상다음두가지점을고려해

야한다. 첫째, 이러한연구가 부분 학수학

능력시험을 본 모든 학생을 포함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일부 학생만을 가지고 상관계

수를산출하면일반적으로상관계수가축소되

는경향이있다. 따라서현재나타난 학수학

능력시험의예언타당도는과소평가되었을가

능성이있다. 둘째, 준거점수로이용되는 학

학점의 타당도와 신뢰도의 문제가 있다. 학

에서의학점이얼마나타당하며신뢰로운가에

따라 상관계수가 향을 받게 된다. 왜냐하면

학점의 신뢰도와 타당도에 따라서 학생들의

성적서열이바뀔수있기때문이다.

끝으로 박재윤 박사의 주장이 인본주의 입

장에서 우리 교육이 당연히 추구해야 할 방향

임을 인정하면서도 현실적인 문제로 그렇게

될 수 없음을 안타까워하면서 교육은 현실과

상황을 전제조건으로 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

에이 을썼음을다시한번말한다. 이에

한 박재윤 박사의 재반론과 교육개발을 구독

하는 많은 독자들의 적극적인 토론 참여를 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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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경륜이 쌓일수록 교육다운 교육이

무엇인지혼란스러워지기만한다. 사회와아

이들은가속도로급속히변하고있는데학교

와 교사들은 교육적인 당위성마저 확보하지

못한채변함이없다. 학교관리자나교사들

은지금의실정에 해교육제도나여건탓

을 주로 하면서 밖에서만 해결책을 찾고자

한다. 일부 교사들은 문제의 원인을 교사들

에게서 찾으려는 외부 평가에 해 단히

민감하게 반응하며 더러 불만 섞인 반응을

보이기도한다. 

물론 교육 문제들은 학교나 교사들만의

노력으로는완벽히해결되지않는다. 그리고

여건이 여의치 않은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이렇게외부적요인들이있다고해서학교와

교사들이갖고있는문제들을모두합리화할

수는없다. 제도나여건을탓하기전에교사

스스로얼마나노력했는지, 만약노력했다면

그 노력의 방향과 가치가 과연 올바른 것이

었는지 객관적인 잣 로 재단해 볼 필요가

있다. 더불어분명히인식해야할것은학교

교육의 문제점이 전적으로 교사에게서 시작

되는것은아니지만, 그문제들에 한해결

책은바로교사로부터시작되어야한다는것

이다. 

그러나 정작 해결책의 시작이 되어야 할

우리 교사들에게는 미흡한 점들이 너무 많

다. 

첫째, 교육에 한철학과소신이없다.

지금의 학교 교육이 교육적인 당위성을

확보하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는 이유들 중

의 하나도 학교 구성원인 교사들의 교육 본

연의 모습에 한 인식과 이를 실천하고자

하는소신결여에있다. 아이들은학교가싫

어서 중병을 앓고 있으나 학교는 어디를 향

해가는지그방향이없고, 교사들은도 체

어떤잣 에의해움직이는것인지의문스럽

기만 하다. 내가 하는 교육활동들이 교육적

인지아닌지, 무엇을해야하고하지말아야

하는지 굳이 생각해 보려고도 하지 않는다.

단지주어진업무와지시에순종하며그때그

때 처해나갈뿐이다. 

둘째, 그저 가르치는 것만을 전부인 것처

럼여기는교사가많다. 

진정한 교육성과는 지식전달을 위한‘일

방적 가르침’이 아니라‘인간적인 가르침의

관계’형성이선행될때만이가능하다. 학생

과 교사가 동등한 인격체로 만나 인간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가르치는 것 그 이상으로

더 많은 것들을 얻어나가야 하는 것이 교육

주 _ 간 _ 교 _ 육 _ 정 _ 책 _ 포 _ 럼

교사가변해야교육이바뀐다
박주상｜ 치중학교교사

6호- 현장리포트

이 은 한국교육개발원에서 발행하

는 ER&D network주간「교육정책포럼」

제6호 현장리포트에 실린 을 일부

발췌해실은것입니다.

http://mailzine.kedi.re.kr에서

이 의전문( )을보실수있습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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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것이다. 그러나 우리들의 학교에서는

가르치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여기고 있

는 다수의 교사들에 의해 이처럼 소중

한것들이간과되고있거나, 희생되고있

는것이다. 최근의학급붕괴현상이가속

화될 수밖에 없는 이유도 교육활동의 가

장기본적인전제인교사와학생간의‘인

간적인 가르침의 관계’가 결여되어 있기

때문이다. 

셋째, 전문적식견이결여된편협한주

관이너무강하다. 

교사만큼주관이강한집단도없을것

이다. 교직의특성상어느누구도간섭할

수없고, 굳이변화되지않아도자신의

역을고수할수있기때문에더욱확고하

게굳어질수있는것이다. 그러나이렇게

확고한 주관이 교육적인 철학이나 전문

적인식견에의한것이아니라교사자신

만의 편협한 주관이나 경험에 의해 형성

된 것이 부분이기 때문에 교직 사회나

학생 지도에 심각한 부작용을 가져오기

도한다. 자신의잘못을아예깨닫지못하

거니와, 건설적인 비판이나 제안에도 쉽

게움직이려들지않으며, 잘못이지적되

었을 때조차도 고치지 않거나 고치지 못

하는우를범하기도한다. 또학생생활지

도에서도자신의권위주의적이고경직된

주관을 절 적인 잣 인양 일방적으로

강요함으로써오히려학생들의반발심만

가중시킬 뿐만 아니라, 학생들로 하여금

전체 교사들을 자기들의 세계를 이해하

지 못하는 하나의‘집단’으로 규정짓게

함으로써 학교와 교사에 한 거부감과

일탈 행위를 자극하는 계기가 되기도 한

다. 이렇게 교육적이고 전문적인 식견이

결여된 교사의 편협한 주관이 교육을 망

치고, 학생들을희생시키고있는것이다.

넷째, 교직이전문직이라고하나실상

교육현장에는 전문성을 갖춘 교사를 찾

아보기힘들다. 

더큰문제는전문성을갖추기위해노

력하고자하는교사도, 그리고이들을지

도하고이끌어낼수있는역량을갖춘관

리자도 없다는 사실이다. 오히려 교직사

회자체가전문가를원하지않는듯보인

다. 일부관리자들은별다른사고없이아

이들만잘통제하거나, 주어진일들만충

실하게 수행하는 교사들을 성실하고 능

력있는교사로인정해주고적극지원해

준다. 새로운 안이나 건설적인 비판을

제시하는 교사는 평온한 학교 사회를 뒤

흔드는불청객취급을받을뿐이다. 이러

한 역할 기 에 힘입어 교사들은 다양한

전문적 능력들을 갖추고자 하는 노력보

다는 자신의 경륜과 감각을 굳건히 믿으

며, 그저교과서위주의수업이나업무에

충실하고, 관리자의 눈에서 벗어나지 않

는범위내에서묵묵히움직일뿐이다. 

이처럼 우리 학교교육의 문제는 학교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구성원들이‘무엇

이’, 그리고‘왜’문제인지인식하지못하

고있다는것이다. 그배경에는교육본연

의 모습과는 무관한 의식으로 자신들 나

름 로의 세상을 꾸려나가는 비전문적

교사들, 그리고의식없는무능한교사들

이활보할수있는그런적당한곳으로변

질되어버린교직사회가자리잡고있다.

이제는교사부터변해야한다. 제 로

하려면교사만큼힘든직업도없다. 안일

한 교직사회의 분위기에서 벗어나 앞에

서열거한미흡한점들을보완하고, 교육

본연의모습을실천할수있는확고한의

식과 다양한 역에서 자신 있게 처할

수있는전문성을갖춰야한다. 교사의의

식과 전문성 수준이 교육의 질뿐만 아니

라 우리 아이들의 삶의 질까지도 좌우하

고있다는사실을명심해야한다. 교사부

터변하지않는한교육현장의변화는

원히기 할수없을것이다. 더불어 학

의이론위주교사양성과정, 교사의무능

력한교수-학습능력을합리화해주는교

과서제도, 교사의자질신장과역행하고

있는교사승진제도, 승진을위한점수쌓

기로전락해버린현행연수제도등교사

의 전문성 신장을 가로막는 여러 요인들

이병행해개선되어야할것이다. 

FORUM

｜필자약력｜

박주상 선생님은 성균관 학교 학원에

서교육학박사학위를취득하고현재서울

시 교육청 소속 교사, 성균관 , 한국외국

어 강사, 인천 겸임교수로 근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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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출범하는 노무현 정부의 핵심적인

비전중의하나는국가균형발전을위한지

방분권화이다. 지난산업화시 에우리나

라는비록선진국의 열에들어서지는못했

으나, 정보화 사회로 이행하면서 첨단 산업

분야에서경쟁성을확보해21세기에는당당

히선진국의 열에합류할수있을것이다.

이러한 사회에서는 창조적 지식의 창출 및

활용이 사회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풍

요를결정하게되므로앞으로는 학이사회

의중추적역할을수행하게된다. 또한세계

화가급속히진행되면서오히려지방의중요

성이더욱부각될것이다. 중앙의역할이한

계에이르고성장의원동력이지방에서창출

되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시 가 되면 사회

발전은교육의개혁으로부터시작될것이다. 

지방의 발전은 기술과 지식을 창출하고

보유하고 있는 그 지역의 학이 중심이 되

어야하는데, 우리경우에는수도권소재

학과비수도권소재 학의격차가벌어지는

역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우수 학생의 유치

는 학의 잠재적 발전 가능성과 안정적인

운 은물론, 지역사회의발전에필요한인

적자원의 배출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

나 지방 출신의 많은 우수한 학생들이 수도

권으로 몰리는 두뇌 유출의 가속화는 지방

학의위기를초래하고있다. 특히 학수

는 늘어나고 고교 졸업생은 점점 줄어들면

서, 지방 학은더욱심각한위기를맞고있

다. 지방 학이 과다하게 설립되고 백화점

식으로학과가증설됨으로써 학간과다경

쟁이이루어지고지방 학의재정난은날로

심각해지고 있다. 재정적 궁핍은 교육 서비

스의질저하와, 연구비지원감소에따른

학원의퇴조, 그리고교수의연구력저하등

의문제로이어져, 결국지방 학의질저하

와 학생 수 감소라는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다.

지방 학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먼저

수도권집중사회구조를타파해야한다. 행

정 수도의 이전과‘지방분권특별법’의 제정

은바로이러한구조를깨뜨림으로써지역간

의 균형 발전과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도모

하자는것이다. 지방 학육성을위한방안

들을제시해보면다음과같다. 

첫째, 정부는 지방 학에 한 간섭이나

통제보다는 서비스를 지원하고 학의 자율

권을최 한확보하는방향으로나아가야할

것이다. 교육자치제를 확 실시해 지방 교

육감에게도 일정 부분의 재량권을 부여해야

주 _ 간 _ 교 _ 육 _ 정 _ 책 _ 포 _ 럼

21세기형국가발전
지방 학의일류화전략

윤덕홍｜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13 호- 교육시론

이 은 한국교육개발원에서 발행하

는 ER&D network주간「교육정책포럼」

제13호 교육시론에 실린 을 일부

발췌해실은것입니다.

http://mailzine.kedi.re.kr에서

이 의전문( )을보실수있습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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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것이다. 

둘째, 지방 학을 기피하는 가장 큰

이유는졸업후취업이어렵다는것인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국가 고시

와자격시험의합격자를지방의인구비

례로지방 학출신에게할당하는‘인재

지역 할당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또

한 정부기관, 공기업 및 민간 기업 등

에도 지방 졸업생을 고용할 경우 인센

티브를 제공하는 정책을 통해 지방 학

졸업자들의 취업 기회를 확 시켜야 할

것이다. 

셋째, 지방 학이경쟁력을갖기위해

서는 특성화와 다양화를 위한 노력들이

경주되어야 한다. 지방 학의 일류화는

모든 학의 모든 전공을 일류로 만든다

는것은아니며, 실질적으로불가능하다.

학의 일류화는 특성화를 통해 그 부문

에 있어서는 해당 학이 세계적으로 일

류가되어야한다는것을의미한다. 이를

위해각지방 학은특성화부문을선정

해집중육성하고, 정부는특성화부문에

우수한 교수진과 연구원을 확보할 수 있

도록 보조금을 지원해야 한다. 특성화의

방향은먼저각 학들의독특한건학이

념과관련된특성화이다. 그리고우리사

회의발전방향과관련한미래지향적특

성화이다. 즉 다양한21세기형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역들로 특성화를 모색해

가는노력이필요하다.

또한, 지방 학들이소재하고있는지

역 사회의 특성을 반 해 특성화 분야를

설정하는 것도 중요하다. 지역마다 경쟁

력 있는 산업과 문화적 정체성이 다르며

따라서 필요로 하는 인재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지방 학들은 지역 사회의 특성

과 요구를 적극 반 해 특성화를 모색할

필요가있는것이다. 부분의특성화

역은응용분야에한정될것이며, 인문∙

사회∙자연과학 등의 기초 분야의 경우

는관련된연구소에 한지원등을통해

육성되어야할것이다. 이경우에도지방

학에 한 차별을 없애거나 오히려 우

선순위에두어야할것이다.

넷째, 장기적인측면에서지역내 학

간의 컨소시엄을 고려해 볼 수 있다. 

학간의 학생 교류와 학점 공유제를 통해

학간의 장벽과 편차를 시정하고 수요

자중심의 학으로탈바꿈할수있을것

이다. 

다섯째, 지방 학을육성하기위해서

는 정부의 과감한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

다. 예를들면, 정부는만명정도의고급

인력을 확보해 지방 학의 연구요원으

로 5년 동안 파견해 지방 학 교수들과

공동으로 연구하고 강의의 기회를 부여

할수있다. 그럴경우, 수년후지방 학

은지방경제활성화의중추센터로서지

방 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교육은 기본적으로 공익성을 갖는 공공

서비스이다. 따라서 사립 학교에 한

정부의 보조금 지급을 통해 열악한 재정

상황으로 발생하는 낮은 교수 충원율을

보강해야할것이다. 

정부는이상의내용들을포괄하는‘지

방 학육성을위한특별법’을제정해지방

학일류화와이를통한균형적지역발

전의의지를보여야한다. 지방의황폐화

가지방 학의위기를낳았지만, 지금의

지방 학 위기 상황을 타개하지 못한다

면 지방의 위기는 더욱 심화될 것이며,

이는결국국가의위기로이어질것이다.

지방 학의 육성은 단순히 지방 학에

한 지원이나 조직 이기주의로 해석되

어서는곤란하다. 현재심각한침체의늪

에빠진지역경제를부흥시키고지역문

화를활성화해지역주민의삶의질을높

일 수 있는 방안으로 모색되어야 한다.

나아가21세기정보화사회그리고세계

화시 에지역사회의경쟁력강화와세

계 사회에서의 국가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지름길이라는 인식에 기초한 국가

혁신 프로젝트로 인식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노무현 정부가 제시한

지방분권추진과지방 학육성방안은

현재 우리 사회가 21세기 정보화∙세계

화시 에반드시실현해야할과제라할

수있다. 

FORUM

｜필자약력｜

윤덕홍총장은서울 학교, 일본동경 학

학원에서석사∙박사학위를받았다. 이

화여자고등학교교사, 남이공 학교수,

구 학교교수, 구 학교총장을거쳐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맡고있

다.



어느날한부모가백화점에서물건을사고현금을냈

다.그런데이를본초등학교1학년생아들이“아빠왜공

짜로살수있는데돈내고사요”라고물었다고한다. 현

금으로사면돈주고사는것이고신용카드로사면공짜로

사는것으로오해했던것이다.

우리나라청소년들이얼마나금융에 해무지한가를

극명하게말해주는사례다.

최근들어신용불량자가넘치면서청소년금융교육부

재에 따른‘돈맹’이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제 로

된금융교육이사실상전무한상태에서잠재된부작용이

사회에악 향을미치기시작한것이다.

부동산이나증권투자와같은재테크만하더라도냄비

근성이나부화뇌동, 견강부회하는사람들을쉽게발견할

수있다. 어릴적부터한번도금융교육을받지않은사람

은막무가내식으로따라가는데주저하지않는다.

국가경제가살아나려면가정에서부터매사에합리적

으로판단해서올바르게행동방향을선택하는일이먼저

이뤄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청소년 금융교육이 가장

절박하다. 청소년들이 금융이 무엇인지, 금융을 어떻게

잘활용해야하는지교육부터받아야지나중에잘못된일

을선택하지않는다.

그러나아쉽게도현재까지국내에서그런체계적인금

융교육을찾아볼수없다. 각청소년들이주변사람들의

행동을보며아름아름배우는것이지, 체계적인금융교육

을받는것은아니다. 우선초등학교는물론중∙고교에

서 금융이나 경제일반에 한 교과목이 없다. 사회과목

속에추상적인경제이론만있을뿐이지실제경제활동과

는거리가먼내용만나온다.

문화적으로 돈을 기피하고 돈 자체를 불경하게 보는

시각도문제다. 그런문화때문에돈을쓰는자체에 해

거부감을 가진다. 우리 청소년들은 어릴 때부터 돈버는

법을배워서뭐하느냐는잠재의식속에커왔다.

우리청소년, 사회생활시작도전에개인파산에이른다

청소년에 한금융교육부재와잘못된금융인식은곧

바로엄청난사회적비용으로연결된다. 금융기관들의카

드빚 연체율이 높아지고 젊은이들이 거 신용불량자로

전락하고있는것은 표적사례로꼽을수있다.

금융관련기관에따르면지난해말현재전체신용불량

자252만명중에서10 와20 가무려45만명(18%)

을넘었다. 금융기관에서돈을빌려쓴뒤이를갚지못해

신용불량자로낙인찍인5명중1명이10 나20 인셈

이다. 

더욱이 문제가 되는 것은 이들이 사회생활을 시작도

하기전에개인파산에까지이르는안타까운사례들이잇

따르고있다는점이다.

이택수｜매일경제편집국사회부차장, ffjj@mk.co.kr

이슈진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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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으로사면돈주고사는것

신용카드로사면공짜로사는것?
- 청소년금융교육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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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경제능력과는상관없이고가의물건을할부로

구입하거나 여러 금융기관에서 현금서비스를 받다가 비

극적인종말을맞는경우도많다. 

이같은현상은돈을벌지못하는세 가‘돈쓰기’부

터 배우는 바람에 나타나는 부작용이라는 지적이 많다.

청소년들에게돈의소중함과돈을제 로쓰는법, 돈을

모으는 법 등을 제 로 가르쳐 주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최근 국민은행연구소 조사 결과 우리나라 20 의

13.4%가 하루에 월 소득보다 많은 금액을 신용카드로

사용하고 국내 학생 저축비율이 미국(88%), 일본

(83%)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34%로 나타나는 등 금융

에 한청소년층의인식이취약한것으로나타났다.

신동혁 전국은행연합회장은“최근 개인신용불량자가

공식적으로 약 260만 명에 이른다”며“이들은 정상적인

경제사회활동을하는데큰어려움을겪고있다”고전했

다. 문병학 저축은행중앙회장도“청소년층의 과소비 행

태와신용불량자증가를보면이들의저축절약의식은우

리나라 경제발전에 비해 매우 낙후된 수준”이라고 평가

했다. 

이와관련해교육당국이최근수능시험을끝낸고교3

학년생들을 상으로신용카드의올바른사용에관한교

육을실시하는것이필요하다는주장도심심찮게제기되

고있다. 

정재연 씨( 전 서구 관저동)는“청소년들에게 카드

사용법과 기본적인 금융상식 등을 제공한다면 무절제한

경제활동으로인한‘개인파산’을예방할수있을것”이

라고말했다.

유종섭여신금융협회장은“신용카드사고와관련해중

요한것은사후처리가아니고사전예방차원에서소비자

의책임의식이나신용에 한개념을올바로교육해합리

적인소비생활을유도하는것”이라고말했다.

우리교과서내금융교육비중은전체4%에불과

우리나라의청소년들이금융에관한한문맹에가까운

것은가정교육과학교교육, 사회교육의총체적인부재탓

이다.

경제금융교육에 한홀 는고교과정이전의교과과

정을들여다보면금방알수있다.

현재 우리나라 초∙중∙고교 국정교과서에는 금융교

육이사실상전무하다고해도과언이아니다. 전체초∙

중∙고교과서에반 된금융교육비중은양적측면에서

경제관련교과서전체분량중겨우4% 수준이다.

초등학교 2~3학년 도덕과목에서 주로 금융에 한

가치태도 부분을 조금 다루고 있고 4~5학년에서 기초

금융지식과기능을약간씩취급하고있을뿐이다. 교육내

용도학습자인학생들을고려하지않고있다. 초등학교4

학년 2학기 사회과목 교과서 세 단원 중 경제교육은 한

단원이지만 금융과 직접 관련되는 부문은 총 128쪽 중

6%선인8쪽에불과한것으로나타났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한 관계자는“초등학교 5학년

실과교과서에서경제학원론에 한나열식설명이나오

기는 하지만 아동의 흥미나 이해를 구하는데는 미흡하

다”고지적했다.

6학년과중학교에는아예금융교육이없다. 다만중학

교 사회와 고등학교 1학년 사회에 금융교육과 관련되는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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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이1~2쪽에나오는것으로그치고있다.

지난 1996년에 고등학생용‘정치경제’과목이‘정치’

와‘경제’로 분리되었다. 그러나‘경제교과서’가 국정교

과서로 출판되어 획일적이며 다양성을 반 하지 못했다

는지적이일고있다. 이에따라올3월부터는고등학생

용 경제 관련 검정교과서 4종이 가정과학, 생활경제, 경

제라는 과목명으로 세분되지만 이 중 2개 검정교과서에

는아예금융관련교육이빠져있다.

금융감독원은K출판사가펴낸‘생활경제’전체208쪽

가운데 금융교육은 10쪽(4.8%)뿐이라고 분석했다. 또

다른 K출판사가 펴낸‘가정과학’교과서에는 전체 교육

내용(294쪽) 가운데금융교육이6쪽(4%)에불과한것으

로나타났다.중학교교과서는이런경향이더욱심하다.

1~2학년 교과서는 금융교육은 물론 경제교육도 없

다. 중3사회’과목, ‘민주시민과 경제생활’, ‘시장경제의

이해’에 한교육과‘실과’과목‘산업과진로-진로의선

택과직업윤리’에 한교육이전부다. 

한 일선 교사는“현재 고교 1학년생들이 생활경제 과

목을통해경제를공부하고있지만허술하기이를데없

다”고전했다. 그는“증권이나금융등막상실생활에필

요한살아있는교육은아예빠져있다”며“20 신용불

량자가급속히늘고있는것도이같은부실한경제교육

이낳은결과”라고지적했다. 더욱큰문제는이렇게부족

한금융교육기회가앞으로더욱제한된다는점이다.

올해고교2학년학생들이 학에들어가는2005년도

학입시부터는 이공계 지원학생들의 경우 아예 경제과

한일선교사는“현재고교1학년생들이생활경제과목을통해경제를공부하고있지만

증권이나금융등막상실생활에필요한살아있는교육은아예빠져있다”며…

이슈진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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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_ 금융교육협의회모습

2_ 미국의퍼스트내셔널직원들은인근학교수업

에참가해학생들에게은행업무를직접교육한다.

미네소타주 콜드스프링의 한 초등학교 3학년 학

생들이은행교육수여증을받고기뻐하고있다.

3_ 미국알렉산드리아에있는조지워싱턴중학교

학생들이신문에난경제기사와주식시세표를이

용해경제금융공부에열중하고있다.

1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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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시험을치르지않아도되도록되었다. 문과생도굳이

경제과목을선택할필요가없다. 지난1997년12월제7

차교육과정개정고시에따라올3월부터실시될새교육

과정에서는 경제과목이 필수가 아닌 선택과목이기 때문

이다. 서울청담고의육근록선생은“경제과목이 학입

시에포함되지않는데누가경제금융공부를하겠느냐”는

반응을보 다.

이와 관련해 교육인적자원부 관계자는“금융 등 소비

자 교육이 별도 과정에는 나오지 않지만 초등학교 3~5

학년 사회와 실과, 중학교 기술∙가정, 고등학교는 기

술∙가정과 상업경제 마케팅 유통과정일반 식품과학 등

에 삽입되어 있다”고 해명했다. 그는 제7차 교육과정에

해서는“너무학생들이배우는것이많다는지적에따

라국가사회적요구사항으로학생들의부담을줄이는방

향으로개편했다”며“경제관련과목이선택이되더라도

일선학교에서충분히경제교육을보완할수있을것”이

라고말했다.

우리아이들의압도적인목소리“돈버는법가르쳐주

세요”

우리나라 중고교생들은 학교에서 체계적인 금융교육

을받을기회가제한됐을뿐만아니라가정이나사회에서

금융교육을받을조건조차제 로마련돼있지않다. 우선

중고생에게 경제∙금융교육을 할 마땅한 교재나 프로그

램이없다.

시중 서점에서 찾을 수 있는 초∙중∙고교생 상 경

제∙금융서적은10여종에불과하다.

청소년경제∙금융서적전문출판사을파소의한해숙

과장은“ 부분의 서적은 부모나 아이들에게 조기 경

제∙금융교육의필요성을일깨워주는데초점을맞추고

있다”고한계를지적했다.

실제로조기경제교육의필요성에고무된부모와아이

가당장활용할수있는교재를찾아보기가힘들다. 더욱

이교사들이수업에활용할수있는 안교재도거의없

는상황이다. 따라서국내에서체계적인경제∙금융교육

을하려면우선교재부터만들어야한다는주장이나오고

있다.

김 숙 교사(서울 탑동초등학교)는“초등학교 금융교

육은절약하고아껴쓰기, 소득범위내에서지출하기, 금

융기관안내등금융에 한소개정도에그치고있어실

질적인 금융교육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

했다. 

10 와 20 에게 금융교육을 제 로 가르칠 교사가

없다는것도문제점으로지적되었다. 

한진수 인천교육 교수는“ 부분 교육 학에서 몇

년전까지필수과목이던‘경제과목’을선택과목으로전

환함에따라경제과목을배우지않고도초등학교교사가

될 수 있다”며“이제 교사들조차 경제교육을 내실 있게

할능력이부족한실정”이라고말했다.

최근국민은행이20 고객1,000명을 상으로실시

한 설문조사를 보면 응답자 28%가 학교나 가정에서 전

혀금융교육을받아본경험이없는것으로나타났다.

88.6%는 체계적인 금융교육이 필요하다고 답했으며

특히고등학교이전에금융교육을실시해야한다는응답

자도80%를넘었다.

체계적인금융교육을시작해야할시기에 해서는취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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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전6%, 초등학교23%, 중학교22%, 고등학교32%,

학교12%로나타났다.

이같은상황에서청소년들은체계적인금융지식을강

하게원하는것으로나타났다.

서울 둔촌고 박종희 교사가 둔촌고와 경기여고, 서울

사 부고 고1~2학년생 193명을 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돈버는 법을 가르쳐 달라’는 학생 비중이

압도적으로높게나왔다.

전체학생 중 21%가‘돈버는 방법’에 한 학습을 원

하고 있었고 재테크를 원하는 학생도 13.1%에 달해 돈

버는방법과자산관리에 한교육을원하는학생비중이

34.1%에 달했다. 학생들은 주식공부와 은행이용 요령

등에 한 학습도 받고 싶다고 답했다. 이밖에 환율, 투

자, 국제경제, 물가등에 한학습필요성을제기한학생

도다수있었다.

박종희선생은“고등학교경제교육이지나치게경제원

론을중심으로한학문교육에초점을맞추고있고금융교

육은전무한실정”이라며“이때문에고등학교를졸업한

학생들이 경제생활인으로서 합리적인 소비생활에 적응

하지못하는것같다”고진단했다.

“금융IQ를높이자”결국사회각분야에서나섰다

학교기관이 청소년 금융교육에 실패하자 금융기관과

비정부기구(NGO) 등 사회 각 분야가 청소년들의 금융

IQ(FQ, financial quotient)를높이기위한역할분담에나

서고있다.

매일경제는지난해11월부터‘금융IQ를높이자’는기

획시리즈를 연재하고 있으며 7개 금융기관협회와 함께

전체학생중21%가‘돈버는방법’에 한학습을원하고있었고

주식공부와은행이용요령등에 한학습도받고싶다고답했다.

< 표1 > 국내교과서경제교육실태

< 표2 > 한∙미금융교육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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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청소년금융교육협의회’를발족시켰다. ‘청소년금

융교육협의회’는 재정경제부와 금융감독원, 은행, 증권

사, 보험사등금융당국과회사들이참여한다. 

기독교청년회(YMCA)는 신용사회운동을 전개하면서

출발점을청소년신용관리캠페인으로정했다. 전국조직

을 활용해 지역 학교 방문교육과 캠프개최 등 다채로운

활동을벌이고있다.

YMCA는 지난해 말 청소년신용교육 시리즈를 전국

중∙고교에배포했다. 교과서가실생활에서활용할수있

는 금융지식이 거의 언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두

권의책은 안교재구실을하고있다.

자녀들에 한경제교육의중요성이커지면서국민은

행과우리은행등은행권도어린이와청소년을 상으로

하는금융교육책을펴내거나금융강좌를열고있다. 경제

교육은교사가직접앞장서겠다는움직임도나타났다.

전국중학교에서경제를가르치는사회과목담당교사

50명은 최근 4박5일 일정으로‘교사 경제교육 연수’에

참가하기위해서울강남역삼동한국감정원연수원에모

다.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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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사례>

미국을비롯한선진국에서는말그 로살아있는경제∙금융교

육이이뤄지고있다.미국에서는학생용금융부교재만350여

종에달한다. 부분의책자에서는돈과저축에

한중요성등을강조한다.

시청각효과를고려한각종교육용소프트웨

어와재미있는게임∙퀴즈등풍부한교재를활

용함으로써금융학습능력을끌어올리고있다.

지난 1997년에 발표된‘청소년 금융지식에

관한 보고서’는 미국 12학년생(한국 고3에 해

당) 1,532명을 상으로실시한‘금융지식테스

트’의평균점수가57.3점에불과하다고지적했

다. 보고서가나온직후국민적충격이확산되자

당시빌클린턴 통령은“금융소비자를보호할수있는최선의방

법은 청소년에 한 교육을 강화하는 것”이라며 경제교육에 불을

지폈다.의회는지난2001년향후5년간청소년경제교육에5억달

러를투자한다는내용의‘조기금융교육법안(Youth Financial Ed-

ucation Act)’을만들었다. 교육부장관은주정부교육기관이청소

년을위한경제교육프로그램을개발할때과감한지원을할수있

는권한을갖게됐다. 미정부는한걸음더나아

가 지난해 6월 청소년 경제교육을 전담할 정부

조직인 재무부 경제교육실(Office of Financial

Education.OFE)을만들었다.

청소년 상개인금융교육분야포털역할을

하는‘점프스타트연합’(www.jumpstart. org)

에는 140개 민간경제교육기관이 소속돼있다.

각 단체에서 제공하는 청소년 상 개인금융교

육 콘텐츠와 노하우를 점프스타트에 제공하고

있으며이덕분에점프스타트는세계최 개인

금융교육기관으로자리매김했다.국민은행연구소의박철연구원은

“외국에서는어릴적부터단∙복리의차이, 저축과소비의차이, 투

자와투기의차이등을가르치고있다”며“어려서금융교육을전

혀받지않는국내와는천지차이”라고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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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은사회라는숲에서숨쉬고있으

며교육받은사람들이사회를보호∙유

지한다. 사람들이사회를혼탁하게만들

면교육은그터전을잃어버리고교육을

제 로행하지않으면사회는정상적으

로 작동하지 않는다. 이러한 관련은 결

코사회와교육의관계로한정되지않는

다. 사회 각 분야, 혹은 교육 분야 내의

각구성부분들은관련을맺고있다. 교

육에관련된집단들이관계를맺지않고

교육을운 하는것은체인빠진자전거

를운전하는것과마찬가지로상상할수

없는 일이다. 최근 들어 연계체제의 중

요성이부각되면서많은기관에서연계

사업을추진하려는움직임을보이고있

지만 새끼줄로 자전거 체인을 삼을 수

없는것처럼우리는연계체제를출발시

키려는이시점에서교육을위한연계체

제(networking for education)의개념적

구조를엄 히파악하고그모형을구성

해야할것이다. 

네트워크의개념과필요성

네트워크(network)란 말은 본래 공

학분야에서오랫동안전기통신과운송

등복합시스템의관리와관련하여사용

교육연계체제의시론적구상
김성기 ｜한국교육개발원연구원, ksk7303@kedi.re.kr

교육행정∙연구기관연계는 교육연계

체제에서가장중요하고도시급한연계부

문이다. 국가의교육정책을수립하는교육

인적자원부와 지역의 교육방침을 수립하

는교육청과같은행정기관이한국교육개

발원이나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직업

능력개발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과 같은

연구기관과연계되지못함으로써정책연

구∙개발의한계를드러내고그로인해연

구기관에 한적극적지원이부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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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왔으며, 이경우네트워크는 체로

사물들의 집합이 그물처럼 서로 연결되

어하나의전체를구성하게되는연계구

조를 지칭한다(이공래 외, 1999). 이 용

어가가장많이쓰이는경우는방송분야

이다. 자원이부족한지역방송국들이방

송내용을서로교환함으로써경제적효

율성을높일수있다는점에서네트워크

가 요청되었다. 네트워크가 상업방송에

서발달했다는것은이러한배경을보여

주고있다. 

네트워킹(networking)은 흔히 그러한

네트워크를조직하는활동이라는동태적

개념으로쓰이곤하지만본래는여러

의컴퓨터나데이터뱅크가연계되어있

는시스템을일컫는말이다. 따라서사회

적으로 보면 네트워킹은 위계적 분업관

계에기초를둔관료제적조직과달리자

율적주체가그권한과책임이분산된가

운데 복수의 목표나 수단을 추구하면서

도 동시에 전체로의 일체화를 추구하는

시스템이라 할 수 있다. 다만, 일반적으

로 네트워크를 네트워킹의 의미로 쓰고

있어 네트워크와 네트워킹의 개념을 구

분하는실익이없기때문에여기서는네

트워크혹은연계체제라할것이다.  

이러한 네트워크의 개념은 사회학적

으로는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의 개

념과 관련된다. Bourdieu에 의하면‘사

회적자본이란상호인식(관계)과상호승

인으로부터 형성되는 다소 제도화된 여

러가지의 지속적인 관계망(network)을

소유하는것에의한현실적혹은잠재적

인 자본의 총체’라고 하 다(P.

Bourdieu, 1986, 황순희, 1993, p.159에

서 재인용). Coleman(1988)은 이러한

사회적 자본의 결핍이 학교중퇴에 미치

는 향을 조사하 고 심지어 공립학교

보다 사립학교의 학업성취도가 높은 이

유를 설명하는 개념적 도구로 이용하기

까지하 다. 그러나사회적자본이네트

워크와 개념적으로 관련은 되지만 전체

를 포괄하지는 못한다. 사회적 자본론은

인적관계에토 를두고있기때문이다.

과학기술사회학의최근이론인행위자네

트워크이론(Actor-Network Theory)은

인간만이 아니라 인간과 비인간을 포함

한 이질적 행위자로 구성된 사회기술적

총화(ensemble)를 중시하며, 그래서

‘actor’라는말 신‘actant’라는용어를

사용하기도 한다. 이렇듯 네트워크란 단

순한 비공식적∙인간적 관계 교류를 뛰

어넘어인간∙조직∙정보등의관계망이

사회적으로 제도화된 연계체제라 할 수

있다. 

최근 들어 네트워크가 군생하는 모습

을 자주 볼 수 있는데 그 절실함을 느끼

지 않고는 지속적으로 연계체제가 운

되기힘들다. 

첫째로, 네트워크가없었기때문에조

직은폐쇄적이었고의사소통은단절되어

있었다. 시야는 한정되고 미래지향적 전

망을수립하는데한계가있었다. 정책은

일방적이고비현실적이기때문에제 로

실행되지 못하 다. 네트워크는 개방적

의사소통을 활성화하여 실효성 있는 정

책형성을가능케한다. 

둘째로, 네트워크의 부재는 행정활동

의 중복으로 비효율성을 증 시켜 왔다.

예컨 , 교육인적자원부와보건복지부는

유사한유아교육프로그램들을따로따로

개발하여 왔고, 각 교육청은 특색사업을

펼치기전연구를수행하는데다른시∙

도에서뭘하는지모른채중복연구를수

행하여 왔다. 네트워크는 행∙재정적 낭

비요소를제거한다. 

셋째로, 네트워크의부재로인해새로

운 기술이나 정보를 공유하고 도입하는

데더디었다. 경쟁관계에있는기업들간

에도새로운기술과정보를얻기위해의

도적으로연계를행하고있는이때에교

육분야는어떠한지반성해보아야한다.   

연계체제의기능

연계체제(network)가 어떤 기능을 수

행하는가를보면그필요성은더욱더절

실해진다. 

첫째, 연계체제는 지속적 정책수요

(emerging needs)의 감지(sensor) 기능

을 발휘한다. 급속한 사회변화를 정확히

읽어(scanning) 그에 한 적응적 해석

을 가능케 함으로써 현실변화에 창조적

으로 응하게한다. 이러한해석에따라

정책을 형성하거나 안적 정책 방안을

적실성있게선택할수있도록한다. 

둘째, 연계체제는 지식 공유의 센터

(center) 기능을 발휘한다. 중세시 성

직자에게 독점되어 있던 지식이 인쇄술

의발달로인해 중화되고그것을통해

<<Planning 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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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평등의단초가마련된것처럼네트워

크에 의한 지식의 공유는 사회평등에 기

여한다. 또한 연계체제는 그러한 지식의

수집∙정련∙보급의 중심적 역할을 담당

한다.

셋째, 연계체제는사회공동체를구성하

는매개(broker) 기능을발휘한다. 연계체

제는 립적 존재들을 동반자로 만들고

동질감과연 의식을증 시킨다. 전문가

와 중을매개함으로써전문가는지식의

중화에앞장서고 중은전문적식견에

근접한다. 전문가와 중의 상호교감과

교호작용에 의해 사회적 유 와 통합 수

준은 높아진다. 사회가 나날이 더 분화되

어 감에 따라 반 급부로 결속기제가 요

구된다. 

연계의요소와형식

연계체제를구성하는기본요소들은인

적교류, 지식의공동생산, 정보의공유이

다. 우선, 기관이연계한다는것도결국은

기관별 구성원들이 온라인이나 오프라인

으로 만나 서로의 의견을 교환하는 데서

비롯된다. 이러한 관계는 개별적 속성

(individual attributes)의 산술적 결합이

아니라 발현적 속성(emergent property)

의 변증법적 결합을 의미한다. 그 산물은

다름 아닌 제 3의 지식이다. 그러한 지식

은미래사회를전망하고 처할수있도

록 도와준다. 연계체제에서 무엇보다 중

요한 것은 이러한 지식이 정보화되어야

한다는것이다. 앞서말한바와같이이렇

게전문가집단에서만들어진지식이 중

화되기 위해서는 사회적으로 그‘지식의

뜻을 알리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

를 통해 정보가 공유되면 사회는 학습조

직화된다. 

이러한요소들이결합되는형식은비공

식적연계와공식적연계로구분할수있

다. 비공식적 연계는 주로 귀속적∙우연

적∙인간적요인에의한연계이고공식적

연계는주로기관간의계획적∙의도적연

계이다. 비공식적 연계에 의해서 공식적

연계가 활성화될 수 있으나 비공식적 연

계가 공식적 연계를 압도할 경우 합리성

과투명성, 지속성을저해할소지가있다.

연계체제의특성

연계체제란본질적으로다음과같은특

성을갖고있다. 

첫째로, 연계체제는 자발적 참여에 의

해서 움직인다. 앞서 네트워크의 형성배

경에서 보았듯이 그것은 강제해서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기계적으로 연결을

해 놓아도 참여기관들이 방관적 자세를

취할 때 그것은 이미 전문적으로 분화된

체제만도못한군더더기에불과하다.

둘째로, 연계체제는호혜적이익발생이

보장될 때 움직인다. 연계체제에 참여하

는기관에유인가(incentive)가있어야위

의 자발적 참여가 가능하다. 연계체제에

의해 발생한 이익의 재분배나 손실의 보

전이 보장되어야 연계체제는 유지된다.

물론 시장 교환에서와 같이 참여시마다

수지 타산을 맞추는 등가 교환을 추구하

지는않지만전체교환관계에서의균형을

추구한다.

셋째로, 연계체제는 느슨한 결합의 원

리에 의해 움직인다. 근 적 사고방식으

로는용납할수없는느슨함이오히려급

격한변화의시기에적합하다. “느슨한결

합체제는구성요소의정체성, 독자성, 개

별성이유지되어견고한결합체제보다훨

씬더많은수의해결방안을내올잠재적

가능성이 크다(Weick 1976: 7).”그것은

체제의역동성과신축성을유지시켜위기

발생시에도완전히해체되지않고재구성

되는이점이있다. 

넷째로, 연계체제의 각 구성분자들은

수평적으로결합된다. 연계체제의위계적

결합은그것이극복하려했던관료체제의

폐해로 회귀하는 것이다. 기관들의 독점

주의는 연계의 고리를 끊는 악폐이다. 한

걸음물러서( ) 균형을맞추는것이연

계체제의안정적유지에기여한다.

교육연계체제의주체와범위

이제우리는이러한연계체제의일반적

속성에비추어교육연계체제의구체적모

형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 우선 교육연계

체제를 구성하는 주체와 연계 범위를 살

펴보겠다. 교육연계체제는크게교육분야

내연계와교육외분야와의연계로나누어

볼수있다. 

교육분야내연계는학교급간연계, 교육

행정∙연구기관연계, 남북교육연계, 다국

간교육연계로다시나눌수있다. 

학교급간연계는교육의정상화와내실

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서울 의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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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전형방침이발표되고나서우리나라의

모든 고등학교가 우왕좌왕했던 것은 고

등학교와 학이 본질적으로 연계되어

있음에도 현실적으로는 초∙중등학교와

학이 분절되어 있음을 드러내는 단면

이었다. 학교급간 연계는 특히 학생선발

및교육과정에관한정책을수립하고시

행하는데필요하다. 

교육행정∙연구기관연계는 교

육연계체제에서 가장 중요하고도

시급한연계부문이다. 국가의교육

정책을 수립하는 교육인적자원부

와지역의교육방침을수립하는교

육청과 같은 행정기관이 한국교육

개발원이나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교육학

술정보원과 같은 연구기관과 연계

되지 못함으로써 정책 연구∙개발

의 한계를 드러내고 그로 인해 연

구기관에 한적극적지원이부족

했다. 교육연구기관은현장의필요

를반 하는교육청의목소리와국

가정책적 필요에 의한 교육인적자

원부의 연구수요에 적절히 응하

기위해서긴 한연계체제를구축할필

요가있다. 

남북교육연계는 예측하기 곤란한, 그

래서 더욱 더 준비를 소홀히 할 수 없는

남북통일 시 를 비하기 위한 활동의

일환으로서남북교육의현황을서로파

악하고 궁극적으로는 교육의 이질화를

극복하기 위한 단초를 마련하는 계기가

된다. 

다국간교육연계(multinational

networking for education)는 교수∙학

생, 교육프로그램, 자격 등을 교환하고

상호인정하는 체제이다. 이것은 교육의

국제화 수준을 넘어서는 교육의 세계화

를 추구한다. 국제화(internalization)는

국가간의 경쟁적 관계가 증가함을 함의

하는 반면에 세계화(globalization)는 국

가간의경계가없는협력을함의한다. 유

럽연합의 SOCRATES 프로그램은 이러

한 연계를 표하고 있다. Comenius(유

아∙초∙중등학교교육), Erasmus(고등

교육), Grundtvig(성인교육 및 기타 교

육), Lingua(언어학습), Minerva(정보∙

의사소통기법활용교육), 교육체제조사

및혁신등의사업을통해교육기회의증

와 교육분야에서의 새로운 기법의 도

입에기여하고자노력하고있다. 이프로

그램을통해매년수십만명이외국유학

의기회를누리고있다. 

교육 외 분야와의 연계로는 교육기관

과 지역사회의 연계, 교육연구기관과 경

제사회연구기관의연계를들수있다. 교

육기관과 지

역사회의 연

계로서 예를

들 수 있는

것은 학생들

이 진로교육

의 일환으로

직장인들을

길잡이로 하

여인턴십프

로그램을 이

수하는 것이

다. 가장

표적인 지역

사회와의 교

육 연 계 는

1995년 3월

부터 1996년 말까지 독일연방정부가 시

행한‘지역사회내폭력예방과폭력추방’

프로젝트를들수있다. 늘어나는청소년

폭력에 응하기 위하여 이루어진 청소

년담당 주( )장관회의에서 학교, 외국

인단체, 청소년민간단체, 경찰등지역사

회 청소년관계자 모두가 청소년폭력과

외국인폭행에 한 책시행을위한작

업그룹을 일컫는“원탁”( , Runde

<<Planning 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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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sche)을만들것을천명하 고, Kohi 수

상은독일전역의교회 표자들과민간복

지단체들, 지역사회단체들, 그리고 청소

년폭력전문가들을초청하 고여기서구

성 된 ‘ 독 일 청 소 년 장 관 회 의 ’

(Jugendminister koferenz)는 연방정부

장관이함께참석하여2, 3개월마다한번

씩청소년관련문제를공동으로협의하고

있다. 지역사회의 청소년폭력에 한

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지역사회의 현

황에 따라 책이 수립되어야 그 효과가

높으리라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지역

사회의 사회적 구조분석에 관하여“공격

성과 폭력 항 활동프로그램”개발팀에

서는 지역사회의 역사 및 건축구조, 기간

산업, 경제구조, 인구구조, 사회적 상황,

교육구조, 사회적서비스, 기관들, 생활과

여가상황, 청소년폭력과 예방 현황 등에

관한 구조분석을 하 다(I. Bohn 외,

1997:26 27, 이민희, 1998에서재인용).

교육연구기관과 경제사회연구기관의

연계는 한국개발연구원∙한국노동연구원

을 위시한 경제사회연구회의 연구기관과

인문사회연구회의 연구기관을 연계하여

사회변화에따른교육분야의 응과발전

전략을 구상하는 데 필요하다. 특히 교육

문제를진단하고혁신적교육정책을구상

하는데교육외분야와의연계는필수적

이다. 

교육연구개발연계체제모형

교육을 위한 연계체제에서 우선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는 것은 교육정책을 연

구∙개발하기 위한 체제로서 교육행정기

관과 교육연구기관을 연계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그 체제를 운 할 조직을

체계화하고구체적사업을구상하는것이

필요하다. 

우선, 이체제를운 하고사업을추진

할수있는최고의사결정기구로서협의회

가필요하다. 교육인적자원부차관과4

교육연구기관장, 시∙도 교육감 등으로

운 위원회를구성한다. 연계사업을추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기관이 참여하기 때

문에 무엇보다도 그 사업을 총괄적으로

기획하고조정∙평가할수있는협의회가

필수적이다. ①‘교육발전계획회의’는 연

구기관과 행정기관이 연구결과에 근거를

두고우리나라의교육발전을위한기본방

향을설정하고장∙단기교육계획을총괄

적으로구상하는모임으로서연초에기관

장 수준에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②

‘교육현안회의’는 주요 교육현안에 하

여문제를진단∙분석하고해결책을논의

하는모임으로서기관장뿐만아니라관련

집단이 모두 참여하여 연중 개최할 필요

가있다. ③‘교육연계사업평가회의’는연

계사업을보고∙평가하여더발전된연계

체제를구상하는모임으로서기관장수준

에서연말에개최할필요가있다. 이외에

도실무를추진하기위한실무책임자협의

회를조직해야한다. 교육정책연구기관에

는연계체제운 실을두어실무를담당케

한다. 

이러한 조직을 통해 연계체제는 앞서

말한인적교류, 지식의공동생산, 정보의

공유라는 세 가지 사업을 수행한다. 인적

교류사업으로서연계 상기관의구성원

들을 상으로지도성계발이나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워크숍, 교육현안에 한 토

론회, 교육기관 우수사례 현장방문 프로

그램들을운 한다. 

지식의 공동생산을 위하여 공동연구사

업을 수행한다. 그 동안의 일방적인 하향

식 연구풍토를 개선하여 현장성 있는 연

구를수행하기위한것으로서시∙도교육

청간 중복연구의 비효율성을 제거할 수

있다. 공동연구 프로그램에서는 후술할

교육정책연구정보공유시스템을 활용하여

학교교원들로부터제안받은주제나교육

청에서 제안한 시∙도 교육문제 중심의

주제를 수합한 후 1년에 10여개 과제를

선정하여 지역교육연구(Local Research)

와 국가적 수준의 기초적 교육문제를 총

체적으로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국가교육연구(Grand Research)를 수행

한다. 전자는컨설팅의성격을띠게될것

이고후자는우리나라학교교육의전반적

수준과 현황을 파악하는 國 告의

성격을띠게될것이다. 위와같은연구결

과들은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일반인들이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재구성

하여공개해야할것이다. 

정보 공유 사업으로서 교육정보공유시

스템은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교

육관련정보를 탐색하여 얻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교육정책에 한활발한토론과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는 기반이다. 지금

까지는교육관련정보들이기관별로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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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있어원하는자료를얻기위해서는

번거로운과정을거칠수밖에없었다. 물

론 에듀넷과 같은 교육포털사이트도 있

지만 그 컨텐츠가 주로 교수학습자료에

한정되기 때문에 보다 통합적이고 유기

적인 교육정책연구정보포털사이트가 요

구되고 있다. 우선은 교육정책연구정보

공유시스템으로서 각 기관의 자료나 연

구결과들을 통합적으로 공유하는 체제

(one-stop service system)를 구축해야

한다. 정보통신부의 지원으로 인문사회

연구회와경제사회연구회에서제작한지

식DB는 체제모형으로서 참고할 만하다

(http://www.ikis.re.kr). 

현재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온라인∙오

프라인양방향으로발행하는교육정책메

일진‘교육정책포럼’(http://mailzine.

kedi.re.kr)은 교육시론, 현안문제진단,

현장리포트, 연구보고서 소개, 세계교육

동향, 주간교육뉴스등을싣고있어교육

에관심을갖고있는사람들에게교육적

안목을 넓혀주고 교육발전 방향에 한

토론의 장을 제공하고 있다. 교육정책메

일진은 교육정책에 한 다양한 집단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견을 나누며 진지하

게토론하는장으로서매우긴요한수단

이라할수있다. 그러나‘연구보고서’란

에서볼수있듯이현재연구결과가한국

교육개발원의 산출물에 한정되고 있다.

따라서앞서제시한바와같이타연구기

관의연구결과도상시로게재될수있도

록협력하게되면교육연구결과를통합

적으로소개함으로써교육정책을결정하

는데있어중요한참고자료로활용될수

있을것이다. 

교육연계체제운 상의유의점

연계체제는 치 하게 조직하되 무작

위적이어서는 안 된다. 네트워크의 네트

는그물을뜻한다. 그러나그물에는틈이

있다. 즉 그물이 건져 올리지 말아야 할

것은 여과시키기 위해서 만들어졌음은

네트워크의활용으로얻을수있는이점

과동시에그것이어떻게만들어져야하

는지를 우리에게 시사한다. 구성요소의

다양성을 추구하되 연계 규모의 경제성

을고려해야한다. 

연계체제의 특성적 원리에 어긋나지

말아야 한다. 앞서 예를 든 독일의 청소

년폭력 응연계체제에서도 초기에는 청

소년폭력관련 기관들의 서로 다른 입장

들, 예를 들면 경찰과 청소년유관기관들

의입장차이와지역의생활조건들에

해현장에가서직접확인하지않고앉아

서불러들이기만하는판에박힌관공서

의태도로인해제 로운 되지못했음

을 유념해야 하겠다(I. Bohn 외, 1997 :

26 27, 이민희, 1998에서재인용).

연계체제에서 중요한 것은 구성원들

사이의 신뢰와 협조인데 정보의 비 칭

성(asymetry)에의해서공동이익을저해

하는 협조실패(coordination failure)가

발생할 수 있다. 그만큼 연계의 의미는

희석되고 장기적으로는 불안정해질 수

있다. 이러한문제를해결하기위해서정

부는참여기관에 하여인적∙재정적으

로 적극 지원하고 연계체제의 중요성에

하여 설득하여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

는것이필요하다. 장기적과제로서는정

부차원에서 연계체제네트워크(A

Network of networks)를 구축하여 연계

체제들을체계적으로지원∙관리해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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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교육을위한요구

캐나다토론토 학의온타리오교육연구

소에서 발표한 학교교육을 위한 정책제안

보고서를 소개한다. 이 보고서에서는 교육

정책에 한여론조사와학생들의학업성취

데이터, 온타리오의 교육재정 체제의 분석,

교수학습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과 정책의

집행에 한 연구, 지방정부와 중앙정부 수

준의 정책수립, 교육정책 연구결과의 학교

현장 적용, 다른 나라들의 학교제도와 캐나

다의 학교제도를 운 한 경험 등을 바탕으

로 온타리오의 새로운 교육정책이 학교를

개선하고 진일보할 수 있게 하기 위해 필요

한다음과같은7가지조건들을제시하고있

다. 

< 내용>

�비전: 강력한공교육제도를필요로한

다. 모든 역의 교육과정에 해 수월성을

가지며, 다양한 학생들의 학습요구에 부합

하는 강력한 공교육제도를 필요로 한다. 이

와 같은 비전을 실행시키기 위해서는 강력

한 정책의 추진과 지속적인 실행이 가능하

도록하는지원이필요하다.        

�운 체제(governance) : 학교와 지역

교육구(district)에 재량권을 주고, 주

(Province)에서는 전체적인 방향 설정과 진

행과정을모니터링하는권한을가진다.

�일관성(Coherence) : 주에서는소수의

주요정책들을 필요로 하며, 이 주요정책들

은 강력한 공교육 제도에 한 비전과 동일

선상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소수의 주요정

책은 일관성을 가지고 목표를 달성할 수 있

어야한다.  

�명백함(Evidence) : 학생들의 학습증

진을 위한 확실한 연구에 해서는 정책의

공식화는물론계획의실행까지도알려져야

한다.

�교원에 한 지원 : 주에서는 단순한

정책의 하달이 아니라 교사와 교장들의 협

력을 필요로 한다. 정책입안자들은 질 높은

교사를 유인하고 교직을 떠나지 않도록 지

원해야한다.

�피드백과 실행 : 주에서는 정책실현을

위해기본적으로필요한지식이무엇인지에

해서 고려해야 하며, 중앙정부는 진행과

정을 모니터링하여 장애가 되는 요인들을

확인하고, 이의해소를위해지원하며, 중간

과정에서 정규적으로 수정할 수 있는 기회

를 제공해야 한다. 정책입안자들에게 바람

직한 방향의 설정과 조정이 필요한 부분에

한중요한정보를제공할수있어야한다.

�적합하고 융통성 있는 기금 : 학교에

필요한 기금은 실지로 가장 현실성 있는 비

용을 책정해야 하며, 지역단위에서 기금을

보다 융통성 있게 사용하게 하는 것이 필요

하다.  

그밖에 정부는 조기 유아교육, 신임교사

지원 프로그램, 학교경 자를 위한 전문 프

로그램 개발 등 향력 있는 프로그램에

한 초기의 조사와 연구에 보다 관심과 주의

를기울여야할것이라고제언하고있다.

학교와학교폭력

미국 중등학교 교장단 협의회에서 발표

된 학교폭력에 한 조사결과를 소개한다.

이 조사연구는 5학년부터 10학년생 1,500

명을 상으로 한 학교폭력에 해 조사한

연구가운데미국남부지역2개중학교8학

년생198명(남학생: 131명, 여학생: 67명)

을 상으로조사한결과이다.

이 연구에서는 학생들의 실제경험을 중

심으로 학교폭력이 어디서, 얼마나 자주 발

생하며, 어떤학생이괴롭힘을당하고, 이사

실을 누구에게 이야기하며, 학교에서는 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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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가를

중심으로조사하 다.

< 결과>         

�학교에서 학생들이 괴롭힘을 당하는

경우가얼마나자주발생하는가에 해서는

자신이 직접 당한 경우와 다른 학생이 당하

는것을본경우에 한조사에서59% 학생

들이‘때때로’발생한다고 하 고, 33%의

학생들이‘자주발생한다’고조사되어, 최소

한 92%의 학생들이 자신의 학교에서 빈번

하지는 않지만 괴롭힘을 당하는 것으로 조

사되었다.

�자신들이 직접 괴롭힘을 당한 적이 있

는지여부에 해서는63%가“당한적이없

다”, 20.5%가“1주일에한번이하”, 15.5%

가“최소1주일에한번”은괴롭힘을당하고

있다고조사되어, 실제로괴롭힘을당했다고

하는경우와괴롭힘을당하는것을보았다고

한경우와는차이가있음을드러냈다.

�언제, 어디서 이루어지는가를 조사한

결과는 점심시간에 교실에서 가장 많이 발

생하며, 특별행사, 하교길, 쉬는 시간, 등교

시간순으로나타났다.

�인종별로는 라틴아메리카계의 학생이

가장 많이 괴롭힘을 당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학교에서 괴롭힘을 당한 경우, 누구에

게 이 사실을 알리는가에 해 과반수 이상

이 사실을 말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야기할경우에는엄마와친구들에게가장

많이 이야기하고, 교사에게 보고하는 경우

는3% 이하인것으로나타났다.

�학교에서 괴롭힘을 당하는 것에 해

교사는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

하는지에 해서는 60%의 학생들이“관심

이없다”고생각하고있으며, 학교당국의관

심에 해서는70%의학생들이“관심이없

다”고생각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 제언>

�긍정적인학교분위기를조성하기위해

학교장은 학교수준의 전략적인 정책의 수

립, 학업성취를 강조하는 공부하는 분위기

조성, 학교 상담교사의 역할강조, 학교규율

의 개선과 교사로 하여금 집단따돌림, 일명

왕따를 예방하고 줄일 수 있는 전략의 구체

화와 부모와 함께 협력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할것을제언하고있다.

인터넷과학교수업

학생들이학교수업과관련하여인터넷을

교내외에서 활용하는 경우 학교의 여러 여

건과 학생들의 실질적인 활용과 어떤 격차

가 있는지를 조사한 연구결과를 소개한다.

연구는 학교에서 내준 과제를 해결하기 위

해 인터넷을 활용한 경험을 에세이로 제출

해선발된36개교의중등학교남녀학생136

명을 상으로하 다. 

< 결과>

�학생들이 학교와 관련하여 인터넷을

활용하는 경우는 과제를 하기 위해 이용하

는경우가가장일반적인것으로나타났다.

�학생들은인터넷을이용하여급우들간

에 의견을 교환하고, 온라인상의 교사와 과

제에 해 화를 가지고, 온라인 학습모임

에도참여하는것으로나타났다.    

�학교교육와 관련한 인터넷의 역할을

가상의 교과서와 가상의 도서관 참고 봉사

서비스, 가상의 가정교사, 문제해결의 지름

길, 가상의학습모임, 가상의카운슬러, 중요

한 정보를 저장해 놓은 가상의 저장고 또는

가방, 노트로비유하고있었다.

�반면, 학생들은 학교당국과 교사들은

아직 인터넷을 통한 새로운 방법으로 자신

들이정보에접근하고의사소통한다는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하고

있는것으로나타났다.

�학교 외에서 인터넷을 사용하고자 하

는 학생들은 부분 교사가 인터넷을 이용

해 숙제를 하도록 요구하지 않으며, 인터넷

을 이용해 수업하는 방식이 빈약하다고 생

각하는것으로나타났다.

�학생들은학교내외에서도인터넷을활

용하는 것이 조화를 이루기를 바라며, 인터

넷이 학습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것으로나타나고있다.

�학교에서 인터넷 사용의 가장 큰 장애

는 접속속도, 사용의 제한, 부적절한 자료,

지나친 차단 등이며, 이것은 교육적 목적의

건전한 인터넷 사용에 장애를 주고 있다고

생각하는것으로나타났다.

�따라서, 학생들은 인터넷의 활발한 활

용을 위해 접속속도를 개선하는 것이 시급

하고, 교사를 위해 전문적인 프로그램의 개

발과 기술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하며, 인

터넷과교육과정의효과적인통합이필요하

다고생각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학생들은 학교숙제를 하기 위해서 질

높은온라인정보의제공, 자유롭고쉬운접

근을 제한하지 않고 연령별로 적합하게 인

터넷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시급하

다고강조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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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열 (서울관악구)

정기적으로나오는잡지를읽을때면항상재미있을것같은 을먼저읽게된다. 이번에도역시개인적

으로관심있는 을먼저훑어보게되었다. 이번교육개발의경우, 앞부분은주로국내소식이나국내연구

자들의 이담겨있는반면, 뒷부분은외국의교육연구가우리나라교육에시사하는바를다루었다. 그래

서주로뒷부분에치우쳐 을읽게되었다. 특히미국의차터스쿨에 한미국교원들의의견∙실천이나유

니세프의한국공교육에 한평가를다룬 은인상깊었다.

나는사범 에서4년동안교육학을배운학부생으로, 차터스쿨에 해아주기본적으로만알고있었다. ‘각학교는

혁신적이고자유로운교육방식을실험해볼수있고중앙단위는학교에교육혁신의기회를베풂과동시에자칫보수적

인성격을띄기쉬운공교육을개혁할수있다’라는것이내가차터스쿨에 해알고있는거의전부 던것이다. 그런데

이번교육개발의 은차터스쿨이경제논리와맞물릴때일으킬수있는부작용에 해적절히지적하고있다. 이러한내

용은선진국의혁신적인교육정책을수용할때좀더신중한과정과넓은시야를갖게끔하는작용을하리라생각한다.

또한, 유니세프의한국공교육에 한평가를소재로한 은‘UNICEF는한국교육을세계1위로꼽았다는데…일본은

2위’라는제목으로약간의충격과함께시선을끌었다. 교육정책에 한많은 들이칭찬일변도, 비난일변도로되어

있는반면, 이 은한국의교육정책에 해장점과단점을골고루담고있다는점에서객관성을유지하고있다고보여진

다. 물론‘이런점도있고저런점도있다’라는식의 은너무나당연한소리인경우가많고, 실제교육현장에적용할만

한구체적인방안을제시하지못하는단점도갖고있기는하나, 외국의사례를차분하게정리하여우리의경우와비교할

수있도록한점이매우좋은인상을남겼다.

독자의관심을끄는 이하나더있었는데‘중등학교교사의생활과문화’가바로그것이다. 교사들의생활, 의식에

한정보는가끔술자리에서선배들과얘기하면서듣거나, 중∙고등학교때학교를다니면서언뜻보아온것이전부

다. 그것조차도정리가안된채로가십처럼기억하고있던나로서는이러한 들이매우고맙게느껴진다. 사범 생으로

교사를지망하고있기때문이다. 의외로교사가될사람들이교사들의생활과문화에 해모르는경우가많다. 또한현

직교사들의경우에는자신들의생활과문화를반성해보지못할때가많은데, 이 은그분들에게어느정도의기여를

할수있을거라고본다. 자신의현재와장래에 해살펴보고고민해볼수있는기회를제공해줄거라는얘기다.

국내뿐만아니라해외, 교육정책만이아니라교육현장의소식등다양한 역에 해알수있는점이이번교육개발

의좋은점이었다. 앞으로도교육과관련된다양한분야의소식을계속접할수있었으면좋겠다.

독자의소리>>

김일령 (경북경산시)

며칠전한연구팀이조기 어교육에 해부정적효과를발표한뉴스를봤다. 조기 어교육은

부정확한발음이고정되고, 뇌발달에부정적 향을미치므로부작용을초래할가능성이있다는연

구결과내용이다. 그리고외국어교육은만6세이상일때시켜야효과적이라고주장하기도했다. 그

럼어릴수록배우는속도가빠르다는주장은근거가없다는말인가? 도 체누구의말을믿어야할지, 말도많고탈도

많으니자녀교육시키기참힘들다!

어를배운다고스트레스를받는것이아니라무엇인가강요하기때문에스트레스가생기는건아닐까? 그리고

일방적으로 어를듣고따라하게하는주입식교육보다는 어를쓰면서놀아주고보살펴주는교육이필요하다고

본다.2, 3세유아를둔20, 30 엄마들의절반이상이 어전문어학원이나1 1 과외등을이용해조기 어교육을

하는데, 교육부의이같은발표로갈팡질팡하고있을학부모들을생각하면안타깝기만하다.

「교육개발」에 한 소감

을 keditor@kedi.re.kr로 보

내주세요. 선정을 통해 문화

상품권을보내드립니다.

｜바로잡습니다｜

2003 1+2월호<세계의교

육>중독일, 권미연님의원

고『총기난사 사건 발생한

그학교엔종교수업이없었

다』의 원제목은『종교수업

또는 윤리수업? - 숨겨진

갈등과변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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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R&D network 주간『교육정책포럼』
E R&D network 주간「교육정책포럼」은교육연구기관및교육행정기관간의연계체제를구축하여기관간교육정책에관한

정보를공유하고, 교육분야의 안적뉴스미디어의역할과교육정책에 한현장의의견을수렴하기위해발행됩니다. 

본메일진은주1회(목요일) 발행하며웹사이트에서회원가입을신청하시면 교육정책포럼을 매주 메일로받으실수있습니다.

문의한국교육개발원「연계체제운 실교육정책포럼」운 팀mailzine@kedi.re.kr  (02)3460-0399, 0472(팩스)02-3460-0122

웹사이트안내 http://mailzine.kedi.re.kr

敎 과 敎 究∙開 과의 繫

■교육시론은 다문학적구도에서교육문제를조망하고해석하는 입니다.

■현안문제진단은 최근교육이슈에 한전문가의고견을게재합니다.

■교육시론은 다학문적구도에서교육문제를조망하고해석하는 입니다. 

■현장리포트는 학교현장의선생님들이교육에 한생생한목소리를전하는자리입니다. 

■연구보고서는 교육관련기관들의주요연구보고서를소개합니다.

■세계교육동향은 세계각국의교육관련된핵심기사를소개합니다.

■Daily News는각신문방송의모든교육관련소식을한번에볼수있는곳입니다. 

■열린세미나는 개최된세미나를선정하여내용전문을소개합니다.

■독자의소리는 게재된 및교육에 한다양한의견을개진하는곳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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