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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교육 - 이제중국도아무나받지않는다



이제, 교육정책에 한모든길은

‘교육정책정보센터’로통합니다!

정부부처

시도교육청

연구기관

언론기관

단체

학 및 학회

해외주요기관

정책자료책자

선정선정
공제공

정책당국

정책연구자

교육현장

일반 이용자 

교육정책정보센터출처 서비스

정책자료 정책분석

동향파악 정책토론

어디서나 쉽고 편리하게 시스템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주소창에“교육정책”을 입력하시면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www.edpolicy.net

서비스 구성체계서비스 구성체계

역별 내용

역 내 용 주기

최신정보 본 시스템에 등록되는 최신 정보 수시

통합검색 본 시스템 내 탑재된 모든 정보의 종합적 검색 ̋

주제별검색 16개 주제, 86개 소주제로 분류된 주제별 디렉토리 검색 ̋

기관별검색 정부부처, 연구기관, 학 등 주요 정책자료 생산 기관별 검색 ̋

법령검색 주요 교육 관련 법령 ̋

통계검색 주요 교육통계 데이터 및 분석정보 제공 ̋

교육현안 쟁점의 논의배경, 현황, 문제점, 주장, 외국사례, 전망 주1회

정책연구 연계기관 및 학회 등의 정책연구보고서 요약 수시

입법예고 입법예고사항의 주요 골자 소개 및 분석 ̋

국내 교육동향 교육정책 관련 주요 기사제공 매일

국외 교육동향 외국의 주요 교육동향 소개 주3회

교육논단 교육 관련 사설∙칼럼 등의 요약 매일

현안모니터링결과 주요 교육 현안에 한 모니터링 결과 제공 월1회

정책토론방 주요 교육 현안에 한 토론장 제공 주1회

토 론
및

조 사

동향분석

정보분석

정보검색

※원하실경우에는교육정책관련정보에관한메일링서비스를주1회받으실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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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사교육비의과중한부담’을문제로규정하고, ‘사교

육비부담경감’을주요정책과제로설정하고있다. 이과제에

한 연구를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수행하고 있는데, 요즘 논의

되는사교육비경감방안은그동안제기된방안들을연구차원에

서 공개적으로 논의하고 검토하고 있는 내용들이다. 한국교육

개발원은사교육비경감방안과관련하여제기된문제들을재검

토하고 심층 연구하여 금년 12월에‘사교육비 경감방안’을 정

리하여정부에제출할계획이다. 

사교육은개인적차원에서개인이주체가되어각개인의교

육적 필요를 충족하기 위해 학교교육 이외의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하는교육행위이다. 구체적으로개인지도, 그룹과외, 각종

학원등에다니는활동들이이에속한다. 사교육은본질적으로

는개인의사적 역에속하는개인적자유활동에속하는일이

므로일차적인공적관심의 역이아니다. 그러나사교육의

향이그행위를하는개인에게만국한되지않고다른사람들의

‘합당한이익’과사회전반에 향을줄정도로커지게되면사

교육은개인적관심의 상을넘어서공적관심의 상이된다.

우리나라의경우사교육에 한과도한의존과이에따른비용

지출은개인적차원에서가정경제에어려움을주고있으며, 사

회적으로 사교육에 한 접근 기회의 불평등으로 형평의 문제

를가져오며, 국가경제적측면에서불필요한과외비용의지출

은자원의왜곡된배분을가져오기때문에사교육의문제는공

적관심의 상이되었다.  

사교육의문제는크게두가지로나누어볼수있다. 첫째는

사교육에 한강박감과접근기회의불평등으로인한사회정의

의문제이다. 경쟁에서우위를선점하기위해사교육을받는학

생들이일정수준을넘게됨에따라, 사교육을받지않는학생

은낙오된다는강박감을갖게되면서거의모든학생들이사교

육에참여하게된다. 만일사교육이교육경쟁에서효과가있다

면, 양질의과외학습을감당할수있는계층과감당하기어려운

계층간에교육기회의불균등이발생할수있다. 이것은사회정

의에관련된문제가된다. 둘째는사교육의효과에관련된문제

이다. “사교육이 학교에서 충족시켜줄 수 없는 인간의 적성과

재능을계발해주는데도움이되는가”이다. 만약사교육이학생

의 적성과 재능을 계발하는데 효과가 없다면 과외교육에 들인

경제적낭비와불필요한학생들의학습부담이문제가된다. 본

원이연구한결과에따르면, 현재와같은학업성취평가에서과

외는단기적성적향상에효과가있다. 그러나장기적관점에서

지식기반사회에서 창의적인 실력을 발휘하기 위해 필요한‘스

스로공부하는능력’은계발되기어렵다.  

사교육의 중심에는‘사회적 적자생존’을 위한 경쟁이 있다.

물론 지식기반의 세계 경쟁시 에서 경쟁을 위해 노력하는 것

을나쁘다고탓할수는없다. 여기에서유의할것은무엇을위

한경쟁인가이다. 지식기반사회에서창의적능력과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을 길러 줄 수 있는 사교육은 적극 장려해야 할 것이

다. 그러나 우리사회의 교육경쟁구조는 교육적으로 합당하지

못한기준을토 로경쟁하고있으며, 이속에서사교육으로인

한 교육기회의 불균등과 학생의 교육적 성장을 방해하고 있다

고볼수있다. 학생들의과도한사교육의존이진정한의미에

서개인의삶과국가의경쟁력을확보하기위한것인가를깊이

생각해볼필요가있다.  

사교육의본질과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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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ower Interview 

“훗날‘공평했던선생님’으로아이들이기억해준다면정말기쁠겁니다.”

-전주완산초등학교서 민선생

담�구자억

젊은이론

기호학이란무엇인가?�김광현

Project  특별기획1 - 지방분권시 에서의지방교육자치: 안정적으로정착되어야

∙지자체시행된지벌써50년원리부터다시짚자

∙외국교육자치‘학교’에최고권한부여한다

∙‘이양’이답이다

∙인천시청과인천교육청사이에는칸막이가있다

∙교육자치와지방자치는다르다

Project  특별기획2 - 고등학교형태의다양화

∙특수목적형고교의발전과제

∙다른것은다르므로다르게다루자

∙우리는공부잘하는아이를‘질’좋은아이로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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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개발」은한국도서잡지윤리실천요강을준수합

니다. 본지에실린내용은본원의공식견해가아님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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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께서유독한아이한테잘하면은근히화가났지요.

한아이한테자상하게 한다거나심부름을도맡아시킨다거나

친절함을베푸는선생님을보면선생님뿐만아니라아이를속으

로미워한적도있었지요. 그래서제가선생님이되면그런일은

절 로하지말아야지마음을단단히먹었어요. 어쩌면저는그

부분만큼은확실하게실천해나가고있다고생각해요. 아이들한

테매우공정하게 하려고하지요.”

표지설명-다른것은다르므로다르게다루자

「교육개발」구독문의

전화�02-3460-0235   팩스�02-3460-0151

이메일�keditor@ked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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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ld Education 세계의교육

미국 - 미국의특수고학생들은뚜렷한결과물을내놓는다 ｜김 주

독일 - 독일의 학입학제도와증가하는의과 학지원자 ｜권미연

국 - 국에선특수고에별관심없다?｜강 혜

중국교육

이제중국도아무나받지않는다 ｜유경희

KEDI 보고서

통계따라잡기

컴퓨터사용능력만큼은OECD 최고다

- 「OECD 교육지표」로본우리교육｜박현정

주간교육정책포럼

왜, 죽음준비교육을실시하지않는가? ｜오진탁

선진국형교육을설계하는Y형교재를제안한다｜박성수

2만달러시 를�하면서, 아이들교실은냉방이라니?｜이재선

2003 빅브라더, 한국교단을감시하다｜이헌수

BOOK

Research Findings - 교육관련세계의연구｜김은주

한국학생선발에는한국학교에서의성적증명서와생활기록부가주요근거로활용된

다. 2002년까지중국유학신청한국학생들의성적과생활기록을보면절반이상이중

하위권의학생이었다. 2003년부터학생선발의기준을높여서생활기록이좋고성적이

중∙상위권되는학생만을선발하 다. 그결과가르치는선생님과생활관리선생님들로

부터이전의학생들보다관리하기가훨씬쉬워졌다는평이나오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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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wer Interview

담/ 구자억(한국교육개발원연구위원, jogu@kedi.re.kr)

교직은미성숙자를 상으로하기때문에고도의지적능력을요하고, 자율성과윤

리의식이필요하며계속적인자기연찬과봉사지향성을갖추어야한다고봅니다. 

전

주

완

산

초

등

학

교

서

민



Q . 만나뵙게되어반갑습니다. 선생님들을만날때마다느끼는것인데, 참순수하

고열정적이라는생각을갖게됩니다. 우리교육의커다란문제중의하나가아이들의

인성지도문제인데선생님께서는특히이러한인성지도에많은열정을쏟고있는것

으로알고있습니다.아이들을지도하실때가장어려운점은어떠한점인가요?

A . 어떠한일이든어려움이야있지요. 더구나아이들을가르치는일은미리연습

할수있는일이아니라서더욱신경을써야하죠. 특히요즘아이들은하나하나가개

성이있을뿐만아니라 부분자기중심적인경향이짙어서아이들을한울타리안

에모아놓고학급을꾸려나갈때는부딪치는문제들이하나둘이아니에요. 가장기

본적인부분인자기물건을챙기는것부터시작해서주변정리정돈까지생활습관을

바로잡아주는역할을해야만하죠. 그래야아이들이커서도사회에서제몫을잘해

낼것이라고생각하거든요.

물론기초생활습관이란금방바뀌는건아니지만그래도초등학교다닐때어느

정도잡아주면조금나으리라고생각되지만, 이보다더욱좋은건가정에서도부모님

들께서함께바로잡아주는데노력해주시면더욱큰효과를보리라고생각합니다.

그래야지속적으로교육이이루어지니까요. 특히아이들은그때그때바로그순간만

모면하려는경향이많아그러한점이더욱절실하지요.

Q . 8년정도교직생활중에가장기억에남는제자는……?

A . 다른선생님들도이런말 들을하시는데, 초임발령때의제자들이가장기억

에남는다고해요. 제가처음발령받은곳은정읍에있는조그마한분교 어요. 그때

아이들이가장기억에남는답니다. 당시저는여자아이여섯명, 남자아이세명등

전체아홉명을맡았어요. 지금은그아이들이커서벌써고등학생이되었는데요, 요

즘도가끔메일을보내거나편지를나누어요. 아직도그아이들을생각하면새내기

교사시절의풋풋함이떠오르지요. 아이들이모두꾸밈이없고싱싱했던기억이늘

새롭게다가온답니다. 

그리고마음속에오래남아있는아이는, 얼마전에함께생활하다가전학을간아

이예요. 그아이의부모님은이혼을한상태로아버지가막노동일을하고계시지요.

문제는아버지가3남매를혼자돌볼수가없어서보육원에맡기는바람에보육원근

처에있는학교로전학을가야했어요. 참말이없고소극적이고주눅이든상태에서

생활하던아이 는데, 그아이한테오히려편애를한다는생각을가질정도로각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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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훗날‘공평했던선생님’으로아이들이기억해준

다면정말기쁠겁니다.” 선생님께서유독한아이한테잘하면은근히화가

났지요. 한아이한테자상하게 한다거나심부름을도

맡아시킨다거나친절함을베푸는선생님을보면선생

님뿐만 아니라 아이를 속으로 미워한 적도 있었지요.

그래서제가선생님이되면그런일은절 로하지말

아야지마음을단단히먹었어요. 어쩌면저는그부분

만큼은확실하게실천해나가고있다고생각해요. 아이

들한테매우공정하게 하려고하지요.



애정을가지고신경을많이썼지요. 

아이들을가르치다보면늘좋은소리만나오지는않아요. 특히잘못된부분을지적하다보면마음과는달리아이들을다

그치기도하고윽박지르기도하죠. 그런데이아이한테만은그렇게되지가않았어요. 상황이다른아이들하고좀달라서훨

씬더조심스럽게 하고조그마한것도마구칭찬해주었죠. 그러다보니까그아이도점점바뀌어나중에는먼저와서이야

기도하고내팔도주물러주기도하면서무척곰살궂게굴었지요. 그모습에저자신도무척감동을했어요. 내성적이던아이

가공개수업시간에도일어나서유창하고또랑또랑하게발표하는거예요. 학교공부시간에입도안열던아이가그렇게변한

거지요. 그제야정말교사로서의보람을느끼게되었습니다. 아마그때가교사로서가장가슴벅차오르는때 던것같아요. 

Q . 좋은선생님이란어떤분을가리킬까요? 그리고선생님은스스로좋은(괜찮은) 선생님이라고느끼고계시는지요?

A . 어느 에서보았는데요, 아이들은학생을편애하지않고골고루사랑을나눠주며, 재미있게가르쳐주는선생님이가

장좋다고하더군요. 전적으로공감이가는부분이에요. 균등한관심과사랑을아이들에게전달하기위해서는아마도개개

학생들의특성과자질을정확히인지하고다양한기준으로격려하고칭찬하는것이필요하리라고봅니다. 또선생님과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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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아이가학교공부시간에입도안열던그런아이 는데, 남아서연습을열심히하더니그날공개수업당일날에는정말제가생각해도유창하고또랑또랑하게

발표하는거예요. 그제야정말교사로서의보람을느끼게되었습니다. 아마그때가교사로서가장가슴벅차오르는날이었던것같아요.



들의만남은수업시간, 쉬는시간, 점심시간등어느때라도늘만나면좋고재미있

는시간들이되어야한다고생각해요. 그러면서도당연히배움도아이들머리와가

슴속에쌓여야겠지요. 이것이가능하기위해서는선생님들이아이들의입장에서그

들의마음을이해하고그들의눈높이에맞추는노력을해야할것입니다. 아이들이

가장좋아하는가수, 개그맨등을같이이야기할줄알고, 좋아하는우스갯소리도

함께공유할수있는선생님, 예전에는상상할수없었던모습이지만사실은교육적

으로도 단히효과적인방법임에틀림없죠. 아이들은가정에서부모를닮아가고

학교에서는선생님을닮아간다는걸우리교사들은늘잊지말아야합니다. 다시말

해마음편하게 할수있고좋아하는선생님으로부터교육을받는다면학생들은

더욱분발할테니까요. 

저자신에 한평가를한다면 쎄요, 좋은선생님이되기위해열심히노력하는

선생님이라고나할까요…….

Q . 선생님말 을들으니까“좋은선생님밑에서좋은학생이태어난다”는말이

생각나네요. 이말이사실이라면, 어떻게해야학생들이나학부모로부터좋은선생

님이라는소리를들을수있을까요? 

A . 선생님은가정에서부모와마찬가지로아이들의인성및지적발달에막 한

향력을주는 단히중요한교육환경요인이거든요. 따라서먼저학생들과교사

와의긍정적이고친 한상호관계가중요하리라고봐요. 이신뢰가뒷받침된다면

학부모와도자연히좋은관계가유지될수있고요. 

저는학부모와연계한학생지도를꾸준히해나가는것이중요하다고봅니다. 학

생들의수업태도, 학교생활태도등에 한세심한관찰을통해문제행동을지적

해주고일깨워줘야하죠. 또기본학습부진학생에 해서는자아존중감을갖도록

용기와격려를아끼지말아야하고요. 또한아이들이즐거운학교생활이될수있

도록능력에맞는역할을부여하고 화의기회를많이갖도록하는것도중요하다

고생각해요. 

Q . 아이들이천차만별인데, 편애하지않는다는건참쉬운일이아닐것같아요.

그러한걸선생님께서는어떻게극복하시는지?

A . 저도실은학교에다닐때나름 로뭐든열심히하는학생이라고자처했어요.

그러면서선생님께서유독한아이한테만잘하면은근히화가났지요. 한아이한테

자상하게 한다거나심부름을도맡아시킨다거나친절함을베푸는선생님을보면

선생님뿐만아니라아이를속으로미워한적도있었지요. 그래서제가선생님이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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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그런일은절 로하지말아야지마음을단단히먹었어요. 어쩌면저는그

부분만큼은확실하게실천해나가고있다고생각해요. 아이들한테매우공정하

게 하려고하지요. 아이들이잘한부분에 해서는칭찬을하고못하는부분

에 해서는냉정하게지적을해주는거지요. 그아이가부자니까, 그아이가

공부를잘하니까, 그아이가예쁘니까하면서잘못한것도은근슬쩍넘어가는

법은없어요. 그반 로그아이가가난해서, 그아이가공부를못하니까, 그아

이가말썽만부리니까하면서잘했는데도칭찬을덜하지는않지요. 다시말해

아이들의행동, 바로그하나의현상에 해서만보려고많이노력하는편이에

요. 

또한저는정말전문교사라면누구앞에서든아이와수업하는모습을당당

히내보일수있어야된다고생각해요. 그만큼교과지도에있어서전문성을키

워야한다는뜻도되겠지요. 물론저역시아직완성단계는아니지만좀더실

력있는교사가되려고노력을하는편이지요. 그래서아이들과좀더즐겁게지

내며, 아이들이학교생활을보람있고알차게지낼수있도록노력을합니다. 

Q . 동료선생님들은어떠세요, 선생님과비슷하나요?

A . 쎄요, 어느사회든어느소속집단이든간에여러부류가있다고생각을

해요. 그러기때문에교사집단도어떻게보면그냥주어진것을가르친다고생

각하고임하시는분도있고, 물론그렇지않으신분들이더많으시지만요. 가장

중요한것은교사로서자기소신이있어야전문성을키워나갈수있다는생각

을해요.

Q . 많은사람들이초등학교교육에관심을갖고있습니다. 공부에 한관심

이초등학교때길러진다고믿고있기때문이지요. 게다가요즘은초등학교때

의실력이 학입학에까지 향을미친다고생각해서더욱열심인것같아요.

그래서하는말인데, 선생님이보시기에요즘초등교육이잘되고있다(희망이

있다)고보시는지요?

A . 초등학교교육이잘되고있다못되고있다지금판단할문제는아닌것같

아요. 중등교육과잘연계가되느냐, 아니면단편적이고일시적으로끝나고마

느냐의교육적결과나성패정도를금방평가를내릴수없는부분이기때문이

지요. 다만그렇게되고자노력을기울이고그런목표를가지고그런방향으로

나아가려는자세가더욱중요하다고봐요. 그리고현재초등교육, 물론옛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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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역시아이들의성적표현이애매모호

하다는 생각을 때로 해요. 예전에는 수우미

양가라도되어있었기때문에내아이가수

우미양가중어느단계인지알수있었으니

까, 오히려학부모님들이인식을쉽게할수

있었다고보는데, 요즘에는정말서술형으로

평가가이루어지기때문에두루뭉실하다고밖

에볼수가없죠. 하지만…



도그래왔지만, 아이들의수준에서아이들눈높이에맞춰서가르치고자수준별

교육과정도나왔고요. 하지만현장에서는그수준에맞게개개인으로처방을

내서학습을시킨다는것이어렵다는이야기가많이나오고있어요. 어려운여

건이지만, 결국은아이들의결손요인과같은부족한부분은그아이에맞게진

단을내려서처방을해줘야한다는것은너무나당연한일이잖아요. 그런생각

과의식을가지고그런방향으로노력을기울여나가는것그자체가좋은교육

이될수있는방도라고생각해요. 

Q . 그렇다면선생님께서는정말우리교육을통해서경쟁력있는인재를길

러낼수있다고보시는지요?

A . 현재의입시위주교육을개선해나간다면우리도분명히경쟁력이있다

고봐요. 다만기초∙기본지식을충실히다지는교육시스템이보완되어야하

며, 초등과중등교육의연계가자연스럽게이루어지고, 또창의력과사고력신

장을위한교육이활발하게이루어지기만한다면세계어느곳에내놓아도결

코뒤지지않을인재를만들수있을것으로봅니다. 

또한학생들은적성과능력은물론학습속도에있어서도개인차이가많이

나요. 즉학생개개인은서로다른적성과개인차를가지고있기때문에학습의

효과를얻기위해서는교수∙학습의전과정을통하여개인적특성이충분히

고려되어야하겠지요.  

Q . 초등교육이잘되려면선생님들이내리는진단과처방이정확해야한다고

보는데요. 거기에서가장중요한것은아이들의학력이신장해야한다는거겠

지요. 그런데학력이70%라면30%는습관, 자아개념, 자아발달등으로성적

이이뤄지는것같은데요, 과연초등학교에서진단이잘되고있는지의문이들

어요. 초등학교성적표는단순히칭찬해주는듯한서술식의성적표로, 거의비

슷하다는느낌이들거든요.

A . 물론그렇습니다. 그렇지만현재의시스템이있는데그시스템을부정하

고개인의독자적인부분을발휘할수있는 역은한정되어있어요. 이런평가

에서는특히주어진틀이있기때문에거기에맞춰서하다보니까독창성이나

창의성이자칫무시되거나아예발휘할수없을정도의분위기가형성되기도

하지요.

저역시아이들의성적표현이애매모호하다는생각을때로해요. 예전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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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의눈높이에맞추는노력을해야할

것입니다.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가수,

개그맨등을같이이야기할줄알고, 좋아

하는우스갯소리도함께공유할수있는선

생님, 예전에는상상할수없었던모습이지

만 사실은 교육적으로도 단히 효율적인

방법임에틀림없죠.



수우미양가라도되어있었기때문에내아이가수우미양가중

어느단계인지알수있었으니까, 오히려학부모님들이인식

을쉽게할수있었다고보는데, 요즘에는정말서술형으로평

가가이루어지기때문에두루뭉실하다고밖에볼수가없죠.

하지만초등교육에서는좀긍정적인면으로진술을해줘야하

는측면도없지않아있어요.

Q . 이번에는사교육에 해이야기를나눠보겠습니다. 선

생님의반아이들은어느분야의학원을다니며보통사교육

을받는시간은얼마나되나요?

A . 우리학교는아시다시피지방에있는중소도시의외곽

에위치하고있어요. 그런데도반전체의60% 정도가사설학

원에다니고있지요. 주로속셈하고, 수학학력신장을위해서

학원을가장많이다니고있어요. 그다음에는피아노나태권

도등예체능에관련된학원을다니지요. 그리고보통1시간

정도는학원에서보내요. 

Q . 그렇다면사교육이그렇게심하다고할수는없겠네요.

그이유는부모님들의경제여건이떨어져서인가요?

A .아마그렇게볼수도있을거예요. 도시의아이들이보통

서너개씩다니는것과비교하면매우큰차이가있지요. 하지

만 부분중소도시는저희와비슷하다고봐요. 아이들이이

정도라도다니고있는것은아이들이교과, 특히수학과같은

경우에계산능력이현저히떨어질까봐그것이염려스러워서

부모들이보내는거겠지요. 

Q . 그것을학교에서흡수해주면안되나요? 그리고해결방

안이있다면무엇이있을까요?

A . 학교에서도방과후활동을하긴해요. 속셈, 어도있고

여러가지가있는데, 그나마도학부모님들은사설학원에 한

신뢰가더커서인지일부는학교에다맡기기도하지만사설학

원에더많이몰리더라고요. 예를들어서피아노같은경우도

학교에서단체로아이들이그냥우르르배우는것보다는밖에

있는학원에서하는것이아이들에게좀더심도있는교육이

이뤄지지않을까그렇게생각을하시는것같아요. 그래서사

설학원으로보내는경우가더욱많지요. 아마그런부분이개

선해야할부분으로봐요. 

그러려면무엇보다공교육의신뢰회복이급선무라고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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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요. 

수십년전부터계속되어온우리나라학부모들의과잉교육열기로인해학교는지식을습득하는장소로만여

겨지고인성교육은소홀히다뤄졌지요. 게다가일부학부모들이나학생들은사설기관의과외를선호해요. 따라서

저는학교가학원에서가르치지못하는것을제 로교육해야한다고생각해요. 창의성을길러주는체험학습, 인

성교육등을강화하고교육평가도그에맞춰변화시켜나갈때, 학교교육이신뢰받을수있을것으로보지요.

또한학교교육과정을충실히운 하면서부족한부분은방과후학교시설을최 한활용하는방법이있겠지요.

따라서매우바람직한방법은학생과학부모의요구를수렴하여방과후활동으로서특기∙적성교육을내실화하

는것이지요.

교육부에서는내년부터학교교육을보완하고사교육비를절감하기위한'사이버가정학습'을추진한다고들었

습니다. 인터넷을통해무료사이버가정학습을지원한다고하는데요. 아무쪼록사교육부담에서벗어날수있는

하나의방안으로자리매김했으면하는마음간절합니다. 

Q . 요즘은부모의경제력이뒷받침이되어야공부를잘할수있다고흔히들말하는데요, 선생님이보시기에정

말경제적으로부유한아이가공부를잘하는가요?

A . 우리학급에서는특별히그러한현상이두드러지게나타나지는않고있습니다. 제가볼때아이의학습능력

에 향을주는것은부모의경제력이라기보다는관심도라고생각해요. 아무리부유한가정의아이들일지라도부

모가자녀교육에관심이없고모범이될만한행동을하지않는다면아이는인성적으로나지적인면에서모두뒤

처질가능성이매우크지요. 물론경제력이있는부모일경우아무래도그렇지못한경우보다아이에게좀더많은

관심을기울이고양질의교육적환경을제공할가능성이크다는점은인정하지않을수없어요. 결국확률적으로

는경제력이있는부모의자녀가모든면에서선두그룹에속할가능성이큰것이죠. 이것을크게보면교육불평등

문제라고할수있어요. 양적으로나질적으로똑같이충분한교육을받을권리가모든학생들에게제공되어야하

는것이명제라면좀더획기적인공교육지원책이절실히요구된다고할것입니다.

Q . 선생님반도학습부진아가있을텐데, 얼마나되나요? 

A . 현재우리반에있는기초학습부진아는두명이예요. 이아이들은퇴직교사들로이루어진금빛평생교육봉

사단에소속된선생님들께서일주일에두시간씩지도를해주고계시지요. 평소에는아침자습시간과방과후나

머지학습을통해보충지도를해나가고있습니다. 

Q . 학교현장에따돌림현상, 폭력현상이심각하다고하는데요.

A . 아이들의따돌림현상은초등∙중등학교에따라차이가있고 도시와기타지역간에차이가있다고봅니

다. 제가몸담고있는학교는상 적으로그문제가덜심각한상태인데요, 아마지방이라서그런게아닌가싶습니

다. 이처럼집단따돌림현상은아무래도가정및사회적환경의편차가큰 도시의학교에서문제가훨씬심각하

게나타나지요. 집단따돌림이나학교폭력은한마디로말해비인간적인범죄행위라고생각해요. 자살같은소수

의극단적희생자를초래하는따돌림, 폭력은말할것도없고광범위하게진행되고있다는수위가높지않은따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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림, 폭력현상들도기본적으로인간을존중하지않는태도에서기인하고있지요. 이러

한점에서학교를중심으로관련된모든사람들이심각하게고민하고해결책을함께

찾아가는노력이절실히요구된다고생각합니다. 

Q . 이런문제를해결하기위한방법이있다면어떠한방법들이있을까요?

A . 한마디로말한다면체험을통한인성교육을강화해야한다고생각합니다. 입시

위주, 경쟁위주의교육문화속에학생들을몰아가는현실속에서는쉽지않은일이지

만, 여건이어렵다고계속뒤로미룰수도없는문제입니다. 선생님은학생들의학업

능력신장에관심을갖는것이상으로훌륭한품성을지닌건강한인재를키우는데

관심을가져야하겠지요. 그럴려면우선서로를존중하고돕는것이즐겁고보람된일

이란것을많이체험할수있는다양한환경을체계적으로조성해나가야한다고봐

요. 또한집단따돌림, 폭력행위가얼마나큰범죄행위이고, 그결과가얼마나비극적

인지현실감있게느낄수있도록지도하는것도필요합니다.

Q . 흔히들진정한교육자의길은험난한가시밭길이라고합니다. 선생님께서도그

러한교육자가되시려고애쓰는것으로알고있는데요.

A . 참교육자가되는것은교사인저도쉬운일이아니라고생각합니다. 하지만너

무거창하게뜻을세우고그것에맞추어가는것만이참교육자인것처럼생각하는것

은더욱경계해야할일이지요. 그래서저는아주작은일부터실천하려고노력하고

있습니다.

멀게는, 아이들에게미래에 한희망과용기를갖게하고격려해줌으로써스스로

분발할수있는계기를만들어주는안내자가바로교사라고생각해요. 미래에펼쳐질

많은기회들에 해가능한범위내에서최 한의정보를제공하고, 그기회를최 한

살릴수있는지적∙인성적준비를지금어떻게해야하는지에 해깨닫도록하는안

내자의길말이에요. 그저말뿐이아닌실천을통해모범을보이는학생들의준거모

델이바로교육자의길이아닌가생각합니다. 가깝게는, 보다쉽고재미있게개선된

수업기법을지속적으로연구하는선생님, 수업시간에열정적인모습으로임하는선

생님, 항상아이들의입장에서학생을이해하고배려하며따뜻한인간미를풍기는마

음씨좋은선생님의모습을갖는것이선생님의갈길이아닌가생각합니다.

Q . 이런말 을드리는게좀이상합니다만, 선생님께서는아이들을볼때얼마나

사랑스러운지요? 제가생각하기로는교사도인간이기때문에더러짜증날때가있으

리라고보는데요…….

A . 아이들은때로사랑스런모습을보일때도있고, 때로는미운모습을보일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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뜨거운감자로떠오른교장임용제다양화방안

에 한 논의와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데요. 현행

교장임용제도를어떤식으로든개선해야한다는데

는 모두가 인식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현

임용제의문제점이많다는이야기일겁니다. 그러

나정작구체적인방법에서는…



있지요. 하지만저는아이들이귀엽고흥미로운악동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잠시도가만있지못하고잘어울려뛰놀다가도

끝내싸움으로끝을보는일이허다하거든요. 그리고제가전

혀생각지도못했던엉뚱하다못해기상천외한질문을퍼붓기

도하는아이들, 아무것도모르는철부지인것같다가도갑자

기심각한철학자흉내를내기도하는것이아이들입니다. 이

런변화무쌍한아이들을지도하는것이때로는너무나신나고

즐거운일이기도하지만동시에무척이나힘든일이기도하지

요. 

Q . 요몇년새교육계의갈등이나라를뒤흔들고있습니

다. 혹시선생님도그런갈등을경험해보신적이있는지요?

A . 인권문제로유보와수용을번복하여교육인적자원부와

교원단체간의갈등을야기했던NEIS 문제가아직도해결되

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개인정보

등인권침해에 한보안기술과윤리를강화한합리적인 안

을제시해야하리라고봅니다. 

또한뜨거운감자로떠오른교장임용제다양화방안에

한 논의와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데요. 현행 교장임용제도를

어떤식으로든개선해야한다는데는모두가인식을같이하고

있습니다. 그만큼현임용제의문제점이많다는이야기일겁

니다. 그러나정작구체적인방법에서는이해관계에따라내

용이다른모습입니다. 폭넓은의견수렴을통해교원의전문

성을살린합의점을도출해야하리라고생각합니다.

Q . 교사라는직업에 해어떻게생각합니까? 뭐안정적이

다, 보람있다이런 답은말고요……. 

A . 한마디로교사라는직업은‘매력있는직업’이라고생각

합니다. 교사는학생들을잘가르치기위해서는평생배워야

하지요. 그리고끊임없는자기개발을통해자아실현을이룰

수가있어요. 급증하는활동 역속에서전문적인역할을수

행하기위해서는교사역시급속히변화하는지적인팽창에

민감하게반응해야하며, 그러기위해서는부단한자기연수

의기회를가져야하지요. 이렇게늘새롭게배워나갈수있

다는자체가저에게는매우커다란기쁨입니다. 

더욱이 교직은 미성숙자를 상으로 하기 때문에 고도의

지적능력을요하고, 자율성과윤리의식이필요하며계속적

인자기연찬과봉사지향성을갖추어야한다고봐요. 

또한교사는자신의전문적성장을위해서계속적인노력

을기울여야해요. 전문직종사자로서자신의전문성을신장

시키는일은교사의일차적인책무가아닐수없지요. 교사는

새로운이론과방법을스스로공부하고이를실제장면에적용

해보는탐구적인자세를견지해야합니다. 뿐만아니라교사

는교육문제에 해서동료교사들과활발하게토론하고해결

방안을모색하는진지한연구적태도를가져야하지요. 교사

는전인적인인간형성에있어중추적인역할을담당하는직

업이며, 이를가능하게하는것이교사의전문성이라고생각

합니다. 

Q . 성공한 선생님이란 어떤 선생님일까요? 선생님들에게

다른직종과달리사명감을요구하는것이정당한일일까요?

A . 닐은“가장좋은교사란아이들과함께웃는교사이다”

라고하고, 아인슈타인은“교사의임무는독창적인표현과지

식의희열을불러일으켜주는일이다”라고했습니다. 또한엘

버트후버드는“학생이 원히자기의일을즐겁게해내도록

만드는선생은월계관을쓰게될것이다”라고말한바있습니

다. 저는가르치는보람과긍지로충만한교사가성공한선생

님이라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이‘수업은 재미있다’, ‘선생님

과함께공부하는것이즐겁다’, ‘수업활동이다양하고변화

가있어지루하지않다’, ‘다른아이들과비교되지않아마음

이편하다’등과같은생각을할수있다면, 그선생님은성공

했다고할수있을것입니다. 

한편 분명히 교사는 국가가 부여하는 단순한 교사로서의

임무보다는학생의능력계발과인간을가르치는긍지와사명

감을갖고스승의길을가야합니다. 교사는가르치는일에애

착과보람을가져야하며, 교사자신이진정한스승으로서우

뚝서기위해서는자신의책무를다하고자하는의식적인노

력이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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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배우는즐거움으로활기가넘치는학교를만들기위한

방법이무엇이라고생각하십니까?

A . 즐겁고신나는좋은학교란주입식교육에서벗어나창

의적인활동이가능하고실제적이며실용적인지식을경험하

고즐겁게배울수있는학교라고생각합니다. 그러한학교에

서라면학생들은독창적으로사고하고능동적으로교육활동

에참여하며자기주도적으로학습하는태도를습득할수있겠

지요. 또한학생들은이러한환경속에서자신의소질과적성

및잠재능력을살릴수있는다양한교육활동에적극적으로

참여할수있을것입니다. 

교사와학생이조화를이루지못하는학교, 서로의공감

가부족한학교, 학교보다학원을더신뢰하는풍토속에서는

학생들이더이상학교에오는것이즐겁지가않을것입니다.

텔레비전이나컴퓨터와같은문명의이기를통해감각적인즐

거움을만끽할수있는학생들에게학교란지루하기만한장

소로전락할수있겠지요. 지루한수업, 교사주도의주입식

수업은학생들로하여금학교를등지게만드는결과를초래하

게될거예요. ‘즐겁고보람있는좋은학교만들기’는이제학

교, 교사, 나아가학부모들의중 한책무중의하나라고생각

합니다. 

Q . 교사의한사람으로서정부에바라는것이있다면?

A . 우선교사본연의업무인‘가르치는일’에전념할수있

는여건을마련해주셨으면합니다. 교사가각종공문작성에

서헤어나지못할때결국피해는우리아이들에게돌아가게

되겠지요. 잡무에기울이는시간을줄여질높은수업을위한

연구풍토조성에더많은시간을사용하도록해야한다고봅

니다.  

둘째, 교육의환경개선을위한예산을확보해달라는거예

요. 낙후된교육시설개선을통해우리아이들이좀더쾌적한

환경에서학습할수있도록앞장서주시길바라지요. 물론예

산확보를위해서는다른정부부처와의협조가필요하겠지만,

교육인프라구축은무엇보다도시급한문제라고생각합니다.

셋째, 교원의사기진작과교원우 풍토조성에힘써주시

길바랍니다. 우수인력을교직으로유입시키기위해서도우선

교사에 한 폭적인처우개선이있어야한다고봅니다. 이

를위해현장에서교육에전념할수있도록법정교원정원을

확보하고잡무경감을위한사무보조원을배치하는등의노력

이뒤따라야할것입니다. 

넷째, 교육정책의일관성을견지해야한다고봅니다. 교육

문제는중∙장기적으로추진해야하는데, 장관의자리바뀜이

나부처간의정책변화에교육정책이나시책이흔들리는일

은없어야한다고봅니다.  

Q . 시∙도교육청에바라는것이있다면, 어떠한것이있습

니까?

A . 일선교사들이수업과는무관한공문처리와잡무에시

달리지않도록해주시길바랍니다. 예를들어국정감사자료의

경우에는, 평소에수합한자료를활용해주시면어떨까요? 

그리고교실수업개선에관한연수를지속적으로추진해주

시기바랍니다. 교육청에서실시하는연수에참여하면서교수

방법에 해느끼고고민한만큼실질적인수업기술향상에도

도움이되고있습니다. 이론보다는수업의실제부문에좀더

관심을기울여현장문제해결중심의유익한연수기회를많

이마련해주시길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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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부턴지 <기호>, <코드>라는 말이 조금씩 일반화되고

있다. <문화 기호학>, <시각 기호학>, < 화 기호학>, <광고

기호학>과 그냥 <기호학> 등의 제목을 내세우는 책들이 서

점은물론이고 학도서관에꽂혀있다. 문화읽기나인문

학에 다소 관심이 있는 사람들에게 이제 기호라는 단어는

어느정도익숙해졌으며 학과이런저런문화아카데미에

서도기호학의기본개념들을소개하는강좌들이하나둘씩

늘고 있다. 그렇지만 기호학을 간략하게 소개하기란 쉽지

않은일이다. 이런짧은 에서아리스토텔레스까지거슬러

올라갈 수도 없는 노릇이고, 현 기호학의 사조를 소개하

기에도제약이따른다. 따라서좀더편한방법을생각한끝

에이 에서는기호학이무엇을분석하는지를간략하게소

개해보기로한다. 물론그러기위해서도몇가지개념소개

는불가피하다.

기호란무엇인가?

우리말의 <기호>는 어의 sign, 프랑스어의 signe, 이탈

리아어의 signo로 번역되고 얼핏 보아도 이 모든 단어들은

동일한어근을갖고있다는사실을알수있다. 그리고sign-

이란어근은 라틴어의 signum에서 빌려온 것인데 원래는

<표시, 상( ), 인감, 신호, 증거, 성좌( ) 등>을 의미했

다. 그러나일반적으로기호는<다른무언가를가리키는그

무엇>으로정의된다. 다소막연하게들릴수있지만이것이

기호학자퍼스(C. S. Peirce)의정의이다. 예를들어<배낭>

은그자체를의미하는게아니라<그것의기능, 즉항시짐

을몸에지니고다니는여행도구>를의미한다. 또한<배낭>

의문화적(또는내포적) 의미는<자유>, <오지>, <젊음> 등이

■ ■ ■ ■ ■ ■ ■ ■ ■ ■ ■

■ ■ ■ ■ ■ ■ ■ ■ ■ ■ ■

기호학이란무엇인가?

젊 은 이 론 >>>> 김광현 구 학교교수, intello@sayclu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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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수도있다.

그러면현 언어학의창시자소쉬르(F.Saussure)의정

의를간략하게살펴보자.

소쉬르는기호를시니피앙과시니피에의결합체로정의

했다. 시니피에는기호의의미내지는개념을가리킨다. 그

러나엄격히말하자면시니피에는개념의문화적덩어리이

다. 여러언어들은비교적쉽게번역되는시니피에들을갖

고있지만그렇지않은시니피에도많다. 예를들어<사랑>

은 어로 쉽게 번역되지만 /정/이나 /touch/는 번역이 매

우어렵다.

시니피앙은 우리가 머리 속에 떠올리는 기호의 음성적

이미지를가리킨다. 시니피앙이란전문용어를사용하는이

유는간단하다. 언어의소리는사람에따라도다르고, 말하

는순간사람의감정에따라서도다르게나타난다. 그렇지

만우리가머릿속에가지고있는그소리의<기억체> 또는

<이미지>는 어느 누구에게나 동일하며 이것이 시니피앙이

다. 소쉬르는 언어 기호의 시니피앙과 시니피에가 자의적

관계를 갖는다고 역설한다. <친구>의 시니피에를 꼭 /ㅊ,

ㅣ, ㄴ, ㄱ, ㅜ/라는소리의연속체로표현할필요가없었다

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언어들은 똑같은 개념을

/frend/(friend), /ami/, /amigo/로 표현한다. 언어 기호는

이런시니피에와시니피앙의결합체이며이둘은자의적으

로결합됐다. 역사속에서특별한이유없이결합되어사용

되어왔다는것이다.

이에 반해 상징 기호들은 기호의 표현적 실체와 그것을

매개로전달되는의미가나름 로의연관성을갖는다. 상징

기호역시표현(시니피앙)과의미(시니피에)의관계가문화

적으로설정되었지만이둘은자의적인관계를갖지는않는

다. 앞서말했듯이<우정의 상>을반드시/친구/라는소리

나문자로표현할논리적인이유는없지만<평화>를/도끼/

나/코브라/로상징할수는없는노릇이다. 

우리는어릴적부터이모든기호들을배운다. 언어기호

와상징기호뿐만아니라수많은기호들의사용법을배우는

것이다. 이런사용법이다름아닌코드이다. 다음과같은이

야기를상상해보자.

어느외국인기자가처음찾은한국지방도시의터미널

에서버스를기다린다. 그는노란색스쿠터를타고오는남

녀를 본다. 남자는 운전을 하고 뒤에는 젊은 여성이 앉아

있다. 그여성은스쿠터에서내려보자기를들고빠른발걸

음으로어딘가에들어간다. 

아마도 외국인 기자는 스쿠터를 운전한 남성이 함께 온

여성의 (남자) 친구라고 생각할 것이다. 그는 약속 시간에

늦은 여자 친구를 스쿠터로 데려다 주었을 거라는 가설을

세워볼것이다. 그러나우리는이런해석이틀렸다는것을

너무나도잘안다. 당연히우리는그여성을커피배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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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방 종업원으로 해석할 것이다. 외국인 기자는 자신의 코

드로이런상황을해석한것이다. 이는마치/mal/이라는시

니피앙이한국어에서< >, <언어행위>의시니피에를갖는

반면에 프랑스어에서는 < >을 의미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러나 우리 중에는 남자 운전자가 스쿠터를 모는 이유를

모르는사람도있을수있다(왜냐하면한때그런여성들은

직접스쿠터를몰았기때문이다). 이경우우리도해석적가

설을세워볼수있다. 여러이유중에서비용절감을생각해

볼수있다. 즉다방에서는여러스쿠터를마련하는것보다

남자운전사를두는것이더경제적일뿐만아니라여성종

업원들의관리에도더편할것이라는추측을해볼수있다.

해석적가설이란하나의임시시니피에(즉의미)를설정

하는 입장이다. 그리고 외국인 기자의 입장에서 그의 해석

적가설이틀릴확률이높은이유는그가아직한국사회를

잘모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기호가 해석되는 토 ,즉

<코드>를정확히모르기때문이다. 이렇게코드는기호의의

미를 결정하는 규약 (따라서 공유) 체계이다. 결국 기호를

해석하려면그해석의열쇠, 즉코드를알아야하는것이다.

코드란무엇인가?

<코드>는요즘정치계에서유행하고있는단어이다.

Code의 사전적 의미 중에는 <암호>도 있는데 암호는

군인들이 매일 정하는 신호 체계를 가리키기도 한다.

이렇게 암호는 미리 정해진 규약을 가리킨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여러사람이공유하는커뮤니케이션시

스템을의미한다.

언어도 하나의 정교한 코드이며 그것은 한 언어권

의 사람들이 공유하는 언어적 지식의 전체를 가리킨

다. 예를들어한국사람이라면/친구/라는소리에동

일한의미를부여한다. 마찬가지로/를/과/만났다/에

도동일한의미를부여한다. 그렇기때문에/친구를만

났다/는누가들어도동일한의미를갖는다(물론그친구가

과연누구인지는알수없지만적어도말하는사람의친구

라는사실은명확하다). 그러나이런말을코끼리사냥에열

중하고있는피그미사냥꾼들에게갑자기내뱉으면그는아

무것도이해하지못할것이다. 

그렇다면언어코드이외의다른코드는무엇인가? 인간

사이의커뮤니케이션은언어적코드에만의존하지않는다.

언어는청각적기호체계이지만우리가말을할때도시각

적인커뮤니케이션은매우중요한역할을한다(그리고인간

이가장많은정보를주고받을수있는것은시각커뮤니케

이션이다). 즉상 방이나의말에어떠한반응을보이는가

에따라나의언어적태도도바뀌게마련이다. 예를들어상

방이관심을보이는가, 또는그런척하는가, 또는하품을

하면서노골적으로내가그만했으면하는가에따라커뮤니

케이션은 수정된다. 이런 의미에서 이 모든 반응들은 일종

의 피드백(feedback)으로 작용한다. 이런 커뮤니케이션에

사용되는시각코드도문화에따라매우다르다. 예를들어

서양인들은말하는사람의시선을일치시키는것이 화상

의 예의를 의미하지만, 우리 사회에서는 그런 태도가 실례

로 간주되곤 한다(특히 윗사람을 할 때 그렇다). 이렇게

젊 은 이 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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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개인적인관계와더나아가서는사회적커뮤니케이션

을가능케하는코드는무척이나다양하다. 그러나이런코

드중에는언어의문법코드처럼매우견고하게구성된것

이있는가하면, 의상이나패션의코드처럼상 적으로불

안정하고유연하며유동적인것들도있다. 그럼에도불구하

고이모든것들은엄연한코드이다. 그러면어떠한기호들

과코드들이있는지간략하게살펴보자.

몇가지문화기호와코드

기본적으로는우리의감각기관을중심으로분류되는기

호들이있는데그것들은시각기호(문자, 상, 그림등), 청

각기호(언어, 음악, 천둥과같은자연현상), 미각(맛과그

맛의음식), 후각기호(다른무언가의지표로서냄새), 촉각

기호(손 감각, 점자)이다. 그렇지만 문화를 분석하는 도구

로서 기호학은 다음과 같은 기호 체계와 코드에도 관심을

갖는다.

표정학과근접학적코드

사진기, 비디오등의 상기록장치덕분에인간의표정

과행동들은드디어객관적으로관찰될수있게되었고기

호학자들은 몸짓도 엄격하게 코드화되었다는 사실을 확인

할수있었다. 이는 다수의표정과몸짓들은문화적으로

코드화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들은 개별 언어만큼이나

개별적인문법을따른다고사실을의

미한다. 예를 들어 길가는 프랑스 여

자에게길을물었을때그녀의마지막

반응은미소일것이다. 그렇지만이런

미소는유혹의신호가아니다. 근접학

적 행태도 마찬가지다. 유럽의 라틴

문화권에속하는민족은구심적사고

방식을 갖고 있다. 하루 일과가 끝나

면그들은광장에모여저녁시간을즐긴다. 이에반해게르

만계통의민족은원심적사고의소유자들이다. 그들은사

생활을중시하며그렇기때문에광장에모여수다떠는경우

도비교적드물다. 당연히이두문화권의도시는광장의수

가현저한차이를보인다. 라틴문화권건물들의파사드가

매우 아름답게 꾸며져 있는 이유도 이런 차이에서 비롯된

다. 그문화의사람들은밖에서건물을바라보기때문이다.

또한 게르만족의 후계자인 앵 로색슨계의 사람들이 정치

적주도권을잡고있는미국의도시계획이원심적사고에

기초하는것은우연이아니다. 이런경우구심적사고를소

유한멕시코나남미출신의거주자들은길거리나뒷골목을

메울수밖에없는것이다. 

그러나표정학과근접학은아직도인간이간직한동물적

행태도분석한다. 예를들어누군가와싸움을하려할때인

간은 가슴을 부풀리고 눈을 크게 뜨고 씩씩거리면서 숨을

몰아쉰다. 또는교통위반을했을경우우리가경찰관앞에

서취하는자세는(머리를약간숙이고손을앞으로모으며

목소리도죽이는등의행동은) 그야말로동물이항복을표

시하는방법과똑같다. 이문제에관해서는동물학자로유

명한콘라드로렌츠(Konrad Lorenz)의흥미진진한책들을

참고할수있다. 그러나동물적행태와문화적행태사이에

위치하는것들도있다. 예를들어이성애를느끼는순간부

터인간은외모에지 한신경을쓴다. 여성들은화장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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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남성들역시의상과각종외형적치장에신경을쓴다. 신

기하게도몸매도바뀌는듯하다. 여고생의몸매(어깨, 팔뚝,

종아리)는연애가“공식적”으로허용되는단계에접어들면

서날씬해진다. 이문제는, 동물은짝짓기기간이엄격하게

제한된 반면에 인간은 언제든지 성관계를 가질 수 있다는

점과결혼이인생을결정한다는의식과결부시켜접근할수

있을것이다. 즉인간의짝짓기기간은일생의긴기간을차

지한다는 말이다. 어쨌든 이런 나이나 기간에 들어서는 젊

은이는외형적으로자신의정체성(identity)을찾게되고이

때문화적소비는 폭증가한다. 사실이런나이에소비하

는문화적상품은한나라의문화산업을좌우한다. 한국에

서도만찬가지로음반, 도서, 의상시장을좌지우지하는계

층은 십 와 이십 들이다. 이렇게 기호학은 문화 분석과

직결된다고할수있다.

시각커뮤니케이션의코드들

앞서언급한시각은우리에게가장많은기호들을인지하

게 하는 기관이다. 따라서 시각 기호와 시각 커뮤니케이션

은디지털혁명과더불어더욱중요한위치를차지하게되

었다. 시각커뮤니케이션연구로는색채론(아이튼Itten), 그

림기호연구(베르탱Bertin), 그래프들의도상적특성에

한연구(야콥슨, 포스, 모리스), 의상과패션의구조에 한

연구(바르트Barthes)를 언급할 수 있다. 이런 연구들은 광

고에서만화에이르기까지매스커뮤니케이션에서의시각적

현상들을보다더정확하게분석할수있는토 를제공했

다. 그 결과 시각 커뮤니케이션에서도 은유나 환유와 같은

수사학적표현방식또한분류될수있었다. 

사물의체계

사물의체계는커뮤니케이션의실체로고려될수있는모

든사물, 즉건축에서일반식기나다양한제조품을포괄하

는 사물 기호학의 연구 상이다. 하찮은 돌멩이도 그것의

가능한용도가개념화되는순간부터는그잠재적용도의기

호가된다고할수있다. 이는사회가존재하는순간부터모

든기능이자동적으로<그기능의기호>로바뀐다는바르트

의 이론이기도 하다. 그리고 이런 현상은 문화가 존재해야

만가능하며문화는이같은변화가가능해야만존재할수

있다. 그렇지만 원시 사회에서의 사물의 용도는 그 기능에

국한되었지만 현 사회에서는 기능뿐만 아니라 다수의

사물이상징적의미, 즉내포적의미를갖게된다는점이중

요하다. 그렇지만내포적의미는문화에따라, 그리고시

에따라매우다르게형성된다. 10년전에휴 전화는<부

의 상징>이었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다. 그러나 방 라데시

에서는아직도부의상징일가능성이높다.

문화코드

문화 코드란 여러 코드와 기호 체계들이 상호 결합되어

젊 은 이 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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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케이션에개입하는그런코드들을일컫는다. 예를들

어 에티켓은 인간 관계에 필수적이고, 언어처럼 습득되는

코드이며그것은근접학적코드, 제2언어적코드등의여러

하위코드로구성된다. 간혹우리는이런코드가분석될수

있는가생각할수 있다. 어쩌면현재로서는그것의일부분

만을파악할수밖에없지만어쨌든이런코드는광고나

화에서는물론이고우리의일상생활에서도특정한목적을

위해일종의전략으로사용될수있다(예를들어『 통령의

연인』을연출할때가장어려웠던것은배우로하여금 통

령의품위를연기하게하는일이었다고한다). 당연히문화

코드는나라에따라매우다르다. 인도인, 한국인, 유럽인의

식사예절은너무나도다르다.(외국여행을해본사람이라

면이런차이가얼마나많은오해를불러일으키는지잘알

것이다). 이성교제의형식도문화와시 에따라다르며한

나라의사람들이연애나결혼을할때나름 로절차를따

른다면그것은이성교제의과정도코드화되었다는사실을

의미한다.

매스커뮤니케이션

말 그 로 매스커뮤니케이션은 중(mass)을 상으로

하는커뮤니케이션이다. 따라서불특정다수라는수신자를

겨냥하기 때문에 커뮤니케이션의 일반 이론으로는 설명할

수없는특징들을드러낸다. 그러나이와동시에매스커뮤

니케이션을통해사회는새로운수요를창출하고그것을위

해새로운미적및 실용적이데올로기를만들어내는만큼,

최근에 들어서는 기호학의 주된 연구 상으로 떠올랐다.

하지만매스커뮤니케이션을연구하는데는산업사회의모

든커뮤니케이션체계와공통되는특징과속성을먼저파악

해야할것이다. 에코가지적하듯이사실매스커뮤니케이션

의이론과분석은다양한<유형>의커뮤니케이션에적용될

수있어야한다. 왜냐하면이런이론은1) 표면적으로는어

느정도균일하게보이지만사실은차이와차별로가득찬

산업사회, 2) 특정한집단이아니라다양한사회적상황에

서불특정다수의수신자들을연결시키는커뮤니케이션경

로, 그리고3) 산업적인수단을통해특정한메시지를만들

고 발신하는 제작자 집단의 문제에 접근해야 하기 때문이

다. 또한커뮤니케이션의연구는, 커뮤니케이션의산업화가

메시지의발신과수신의조건뿐만아니라메시지의의미까

지도바꾸기때문에더욱폭넓은연구 상을필요로한다.

따라서 매스커뮤니케이션의 문제는 현 사회의 이데올로

기의문제와불가분의관계를가지며이를보다더정확히

파악하기위해서는우선 중의개념과그것의구성적특징

을정의할필요가있을것이다.

지금까지살펴본코드들이외에도수많은다른코드들이

존재한다. 예를들어음악코드, 문자코드, 신화코드, 문학

코드, 미적코드등도기호학의연구 상이다. 그렇지만지

금까지언급한내용은기호의개념을좀더익숙하게만드는

데그목적이있다. 우리는시시각각수많은기호를사용하

고있으며유행이바뀌듯이기호의코드들도조금씩은바뀌

고있다. 이것은문화가발전하고있다는증거이기도하다.

이런 문제를 연구하고 분석하는 것이 기호학이다. 이렇게

기호학은생활속의학문이라고할수있으며코드의중요

성을강조한이유는그것이습득및학습될수있기때문이

다. 



■특별기획1-지방분권시 에서의지방교육자치
: 안정적으로정착되어야

>>  지자체시행된지벌써50년원리부터다시짚자

>>  외국교육자치, ‘학교’에최고권한부여한다

>>‘이양’이답이다

>>  인천시청과인천교육청사이에는칸막이가있다

>>  교육자치와지방자치는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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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획 1 >>>>  지지방방분분권권시시 에에서서의의지지방방교교육육자자치치

우리나라지방교육자치제는시행된지50여년이나되었

지만아직도제도를둘러싼논쟁과갈등이계속되고있는가

운데운 에서도신뢰를주지못하고있다는비판을받고있다.

교육자치제는 헌법이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등에

비추어볼때, 민주적통제와전문적지도간에조화와균형

을 이루면서, 교육인사와 교육재정을 비롯한 교육행정을 일

반행정과구분함으로써행정의제도와조직및운 에서교

육의자주성을확보하는데있다고본다. 이러한지방교육자

치제는, 지방교육행정조직에서 교육의 자주성을 보장하기

위해 지방분권과 주민통제 등의 민주성 측면과, 일반행정과

구분되는교육행정의전문적관리등전문성측면을강조하

는이념과철학에기반을두고있다.

그러나우리의지방교육자치제는제도적측면에서교육위

원회의 위상이나 지방의회와의 관계, 교육행정과 일반행정

의관계, 교육감및교육위원의자격과선출방식, 지방교육행

정의기능, 교육자치의실시지역범위, 지방교육재정의확보

등에관해교육계나학계, 관련부처및기관등에서서로논

쟁과 립, 갈등을보여줌으로써명확한방향을합의하지못

하고있다. 또한운 면에서도비능률과비리∙부정등부정

적인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지방교육발전을 위한 신뢰감을

주지못하고제기능을발휘하지못하고있다.

따라서지방교육자치제가무엇을위한, 또누구를위한제

도인지심각하게자성하고확실한결단을내리지않으면안

될시기에와있다. 지방교육행정이이른바공교육위기를타

개하고지방교육의발전을위해제구실을하기위해서는지

방교육자치제가시급하게제자리를잡아안정을찾을수있

도록비상한정책적노력이필요하다. 특히공감하는이념과

철학적인식에바탕을두고, 바람직한것과가능한것과의균

형을찾는노력이강조되어야할것이다.

지방분권실현, 위임보다는이양이바람직

지방교육자치의 이념적 지침이 되는 원리는 체로 지방

분권, 주민통제와같은 민주성의 이념과, 자주성 존중, 전문

적 관리를 강조하는 전문성의 이념을 거론할 수 있다. 다만

이들이념을어떻게인식하느냐의관점에따라제도와운

의방향에 향을미치게된다.

교육자치제의기본이념중의하나는교육행정에관한지

방분권의원리이다. 그것은특히우리나라교육자치제가지

방자치제를전제로하고있다는점에서도쉽게이해할수있

다. 

지방분권의 이념은 중앙정부의 획일적인 지시와 통제를

지양하고 지방의 실정과 특수성을 감안한 교육정책이 수

립∙집행되어야한다는 데 있다. 그리하여 지역간에 다양성

을최 한허용해주고, 최소한의통일성을유지하도록함으

로써 교육활동에 해 지역주민의 자율과 자치정신을 신장

해나가야하는것이다.

그러나 교육행정상의 지방분권에는 한계점이 있으며, 교

육행정의 분권주의만이 곧 민주성을 강화하는 것이라는 식

의생각은너무나단순한것이라고본다. 오히려현 국가에

서는 일반적으로 행정상 중앙집권화가 촉진되고 있으며, 교

육행정에서도지나친지방분권주의를시정하려는경향도나

타나고있다. 그것은현 국가가교통∙통신의발달, 정보화

의 진전, 국가발전의 강조와 사회계획의 강화, 과학적 경

방법의보급등여러가지요인으로중앙집권을지향하는측

최희선 ｜경인교육 학교교수, heeseunchoi@hanmail.net

지자체시행된지벌써50년
원리부터다시짚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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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도있다. 곧적도집권의차원에서분권제와집권제간의균

형을고려한것이다.

교육행정상지나친지방분권주의에 해한계점을제시하

는 것은 현 사회에있어서 교육인사, 교육과정, 시설, 재정

등여러부문에서보다높은기준과다양한변화와더욱복잡

한조직을요구하게되었기때문이다. 교육기술이더욱복잡

해 짐에 따라서 교육인사의 전문화가 요청되고 교육과정이

더욱 다양해지고, 교육시설이 확충되어 감으로써 교육 재정

은더욱방 해지고있으며그것은소규모의행정단위안에

서는조절할수없게된점도생겨났다.

교육행정체제상 적도의 집권 또는 적도의 분권을 지향한

다고할때지방교육자치제에서구체적으로논의되어야할

것은 교육구(敎 區) 크기를 어떻게 하는 것이 타당한가의

문제와, 중앙과지방간에권한과기능의배분을어떻게조정

해야할것인가의문제라고본다.

우리의지방교육자치제에서는지방분권의신장이교육자

치제의 발전방향으로 재확인되어야 한다는 데는 재론의 여

지가없지만, 그구체적내용이어떻게이루어져야할것인가

에관해서는쉽게결론을내리기가어렵고, 아직까지제 로

이루어지지못하고있다는비판도강하게제기되고있다. 따

라서지방분권을합리적으로추구하기위해서는교육행정권

한의이양, 위임및위탁에관한체계적논의와평가, 그리고

실천이이루어져야할것이다.

교육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은위임자혹은위탁자의지

도와감독하에시행되는것이지만, 이양은그렇지아니한것

으로 지방분권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권한의 위임보다는 이

양이더강조되고있다. 그러나위임과위탁은행정능률의향

상, 행정의편의성증진등의목적성취측면에서는나름 로

의 이점이 있으며, 우리나라도 이러한 목적으로 교육행정권

한을위임및위탁하고있는것으로판단된다. 위임및위탁

의주체는교육인적자원부장관, 교육감, 교육장등이며, 이들

의위임은단체위임보다기관위임이주류를이루고있다. 또

그내용은학교혹은법인의지도, 감독권한, 교원및공무원

인사권한, 교육시설관리권한, 교육재정 및 국유재산관리권

한등이지만그내용은권한이라기보다의무나일상적인잡

무성격인경우가많다. 특히교육감의행정권한위임에있어

서는시∙도간격차가심한것으로나타나고있다.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권한 위임 및 위탁은 행정의 편의

성이나능률성제고라는목적이, 교육감, 교육장의권한위임

및 위탁은 지방교육의 특수성 고려라는 목적이 부분적으로

나마성취되고있는것으로보인다. 그러나나머지목적인행

정권한과 책임의 일치, 민간의 행정참여 기회 확 , 교육의

자주성 및 전문성 제고는 거의 성취되지 못하고 있는 것 같

다. 그리고권한을위임할때중앙과지방의관계를고려하지

않고있다거나, 권한소유자의자율적인의사와상관없이위

임이나위탁이이루어지는문제점이있고, 위임권한의수준

이나내용의미흡, 그리고전체적인양적부족으로위임의목

적이제 로성취되지못하고있는형편이다.

따라서 그 목적 규정이 올바로 재정립되어야 할 것이며,

관계되는사람(위임자나위탁자와수임자혹은수탁자) 간에

충분한 사전 협의가 필요하며, 제 로 위임∙위탁하고 있는

지, 아니면 명목만 있고 책임이나 의무 혹은 잡무를 다루고

있지나 않은지 면 하게 검토하여 실질적인 권한을 선별하

여제 로위임∙위탁해야한다고본다.

결국 교육자치제 정신에 따라 지방분권을 실현하기 위해

서는 가능한 한 위임∙위탁보다 이양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하며, 교육인적자원부장관∙교육감∙교육장∙학교장 간의

권한 배분은 궁극적으로 학교교육의 질적 수준향상이라는

목적에최우선적가치를두는기준에따라야한다는것이다.

지방교육자치, 주민후원이필수다

지방교육자치제의민주성에관한이념을강조하는핵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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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리로지방분권과더불어주민통제의원리를거론할수있

다. 이는 주민의 표를 통해 교육정책과 조례, 예산∙결산

등을 심의∙결정하는 것을 의미하여, 교육에 있어서 관료적

통제를 배제하고 민의를 존중한다는 철학이다. 민주적 교육

행정, 즉 교육자치제는 교육에 있어서 국민이 의사결정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민주국가에서는 민주

시민을 양성해야 하고 민주시민의 양성은 민주교육에 의해

서만 기 되는 것이므로, 교육은 민주주의의 특성을 지녀야

하며, 민주적방법과과정에의해서운 되어야한다. 따라서

교육활동을지원하고조정하며지도∙조언하는기능을담당

하는교육행정역시민주화되지않으면안된다. 교육행정의

민주화는 교육의사 결정에의 국민참여를 본질로 하기 때문

에국민의의사를반 함은자연스럽고당연한것이다.

교육을수행하는데전문가로서의교원과이들을지원하는

교육행정가가 있다고 하더라도 학부모를 비롯한 주민의 뒷

받침없이는교육의목적을달성하기어려울뿐만아니라교

육활동에필요한여건조성도힘들다. 따라서교육자치제의

의결기관의 표선출에주민의의사가직접반 되거나주

민들이뽑은 표자에의해지방의교육행정에서중요한의

결기능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학교현장에 주민통

제의이념이적용되기위해지역사회주민이학교의의사결

정에적극적으로참여해야만지방분권뿐만아니라지역주민

의통제가동시에이루어질수있다. 이것은학부모를비롯한

주민들에게학교의모든것을맡기는것이아니라교육행정

의 과정에서 교육행정가의 관료적인 억압으로부터 벗어나

학교가교장과교원들에의해자율적으로운 될수있도록

학부모들이견제를할수있게하자는철학에따라학부모협

의회, 지역교육발전협의회를비롯한학교운 위원회제도가

시행되고있는것이다.

결국지방교육자치제는지방교육에있어서주민의의사에

따라정책을결정, 집행, 평가해야한다는것이다. 또이를위

해서 지방교육자치제의 의결기관 표 선출에서 주민들의

의사가제 로반 되도록해야한다. 이러한철학이구현된

표적사례가교육위원회제도인것이다.

그러나 교육위원회 제도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성하고,

그위상은어떤수준에서마련하며, 기능과권한등의범위를

어떻게결정하느냐하는문제에 해서는많은논의와견해

가난무했지만아직도제도적정착을보지못하고있으며, 운

에서도 엄청난 비능률을 초래하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게

제기되고있는형편이다. 

이는명분과실익간의논쟁이라고지적하고있기도하며,

단체또는집단간의이해관계때문이라고도지적되고있다.

논쟁의 핵심적 과제로서는 예컨 주민을 표하는 지방자

치의결기관으로서의지방의회와, 교육자치의결기관으로서

의교육위원회두의결기관을별도로두어야한다는주장과,

교육자치도 지방자치에 포함되므로 지방의회가 교육의결기

관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는 하나의 통합된 의결기

관에관한주장으로크게 립되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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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전자의두의결기관이존재하는입장을취하고있

기는 하나, 교육위원회가의결기능을 수행하는데 극히 한계

가 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또 지방의회의결과정을 거쳐

야함에따라서실제비능률과낭비가심하게나타나고있다.

예컨 조례와예∙결산등은교육위원회의선심의와최종

적으로 지방의회의 의결과정을 거치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

다. 따라서앞으로교육위원회의존재모습을논하고결단을

내리는데그 전제로서지방교육의실익제고및비능률과

낭비등의제거와함께교육위원의자질을높이기위한자격

및선임방식등종합적관점에서검토해야할것이다.

교육행정, 일반행정과분리, 독립돼야

지방교육자치의 제도와 운 전면에서 구현되어야 할 또

하나의 핵심적 이념이 분리∙독립의 원리이다. 이는 자주성

존중의철학으로설명되기도한다. 이이념은교육활동의특

수성을 인정하고 그 자율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도록

교육행정이 일반행정으로부터 분리되고 독립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예컨 교육과정의편성과운 에관해정치적중립

성과함께교육외적인세력의부당한간섭이나 향을배제

하고자하는경우가 표적인사례가된다. 그러나지방교육

행정의 측면에서 분리∙독립, 자주성 존중의 이념이 구체적

으로무엇을의미하느냐하는것이분명하지못한것같기도

하다. 이점에관해서는 체로교육행정의독자성, 특수성을

인정하고, 그것은일반행정의틀과예속에서벗어날수있도

록하는것이초점이되어야한다는입장을택하고있다. 교

육행정의 상이 되는 교육활동의 특수성, 교육행정의 관련

준거 집단의 특수성, 특히 교사집단의 전문성과 학생집단의

가소성, 교육행정성과의특수성, 무엇보다단기적측정곤란

성과가시성의한계등여러가지특성으로말미암아교육행

정이다른부분의일반행정과같은준거와방법에의해운

될수없다는것이다. 특히우리나라와같이교육행정이일반

행정에예속되어왔던역사와전통이긴경우에교육자치의

중요성이새삼강조된이유의하나도바로교육행정을일반

행정의 예속에서 벗어나게 하고 교육행정의 제도와 운 에

서 자주성을 살려 나가는 것이 지방교육자치제의 핵심이요

본질적특성이라고보기때문에이를강조하지않을수없는

것이다.

그러나통합행정내지종합행정의관점에서의문을제기

하는입장도있으며, 특히행정의효율성과관련해그타당성

을문제시하는경우도있다. 더구나교육행정을이렇게폐쇄

적으로고립을자초해얻어지는것은교육행정의낙후성밖

에없다는주장을나타내는경우도있다. 이는못살아도좋으

니 우리끼리 살자는 폐쇄적인 교육자치가 남겨준 교훈이라

는지적이다. 현 는국제화, 세계화시 로서자주적인능력

보다상호의존, 상호협력이강조되고있는때에교육자치에

서교육행정조차일반행정과멀리하자는것은시 변화를

역행하는것이라는주장을의미한다고보는것이다.

이러한입장들을종합적으로검토해볼때, 우리는교육자

치의 교육행정이 일반행정과의 관계에서 독자적 입장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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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서도서로연계∙협력할수있는길을적극적으로모색

해야한다는것을알수있다.

이는바로교육감과도지사(또는시장)와의관계에서뿐만

아니라 교육위원회와 지방의회의 관계에서 시행 가능한 바

람직한 제도와 운 이 강구되어야 하겠다는 것이다. 교육의

인사와재정을포함하여교육행정을일반행정으로부터분리

시켜독립하도록하는것은교육자치의기본철학에관한것

으로서교육자치제를부정하지않는한지켜야할기본이념

이라는사실을잊어서는안될것이다. 그러나동시에교육자

치제는 지방교육행정과 나아가 지방교육의 발전을 위한 수

단이지그자체가목적이아님을전제할때지방교육자치제

의 실익을 위해 교육행정과 일반행정의 연계∙협력의 관계

를 돈독하게 강화하는 것도 지방교육자치제의 중요한 철학

적기반이된다는점을확고하게인식해제도와운 의발전

을모색하는데반 해야한다.

교육감제도성공여부가지자체성패좌우

교육자치제의효율적운 을위해강조되는또하나의이

념은 전문적 관리의 철학이다. 이것은 분리∙독립의 원리와

더불어 포괄적으로 교육행정에 관한 전문성의 이념과 관련

된다.

전문적 관리의 원리란 교육활동의 본질과 특수성에 관한

이해와함께교육행정에관한고도의전문성을갖춘전문가

에의해교육행정활동이추진되어야한다는것을의미하며

구체적으로는교육감제도와그효율적운 을말한다. 교육

감제도는교육자치제의중요한요소소서그성패를좌우하

는관건이될수있다. 교육감은교육위원회나지방의회등이

결정한정책을집행할뿐만아니라좀더적극적으로그정책

결정에참여하게된다. 그는교육에관한전문가로서교육정

책의결정에필요한자료와정보를제공할뿐만아니라발전

적이고시행가능한정책을수립할수있도록지도력을발휘

한다. 그는 하나의 교육행정 사무가라기보다는교육 정치가

(educational statesman)로서역할을해야하며교육위원이

나지방의회, 나아가서지역사회인사들의교육에관한식견

과능력에앞서서더욱가중된역할과책임을담당해야한다.

교육감은 교육자치제의 성패를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인물

인것이다. 따라서각계에서는교육감의자질과자격, 선임방

법 등에서 획기적인 개선방안이 마련되기를 기 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가장중요한것은지방교육자치확립이다

우리는 지방교육자치제 시행의 역사적 경험을 통해 시행

착오의값비싼 가를치르는동안에발전을향한교훈도적

지않게체험해왔다고본다. 그러나이제는더이상지체할

수없으며결단의노력이절실하게요구되고있다. 이른바참

여정부는지방분권의확립을기치로하고있는만큼교육행

정에서 지방교육자치의 확립을 가장 중요한 과제로 추진해

야할것이다. 

이때, 무엇보다강조되는것은그기반이되는이념과철

학에관한확고한관점이전제되어야한다. 따라서지방교육

자치제의핵심적이념인지방분권, 주민통제, 분리∙독립그

리고전문적관리의관점에관한합의와공감을위한노력이

더욱강화되기를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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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정보화사회로의전환은사회시스템의전환을요구

하고있다.

오랫동안 복잡한 사회조직에서 국가의 역할은 정치∙사

회∙문화적으로 크게 강화되었고, 교육 또한 국가 중심으로

이루어져왔다. 소위 국가적 교육, 관료체제에서의 학교교육

은 공교육이라는 일정한 체제 속에서 특정의 전문교사들로

부터 특정의 교육내용과 방법이 일방적으로 제공되는 학교

으며, 산업사회에매우적절한체제 다. 그러나지식∙정

보화사회체제로의전환은상당수의학습자들에게그들의생

애목표에부적절한교육내용과방법일뿐아니라, 많은학습

내용들은 시 적으로 뒤떨어진 것이었고, 삶에 크게 도움이

되지못하는학교교육이라는비난이나타나기시작한것이다.

결국 새로운 변화는 학교교육의 목적은 아동들로 하여금

그들이직접살아가야할지역사회속에서세상의이치와원

리를터득해야하며, 세련된감수성을구비하고보다더완성

된자아를형성하도록해야한다. 그리고그러한목적을달성

하기위해학교는마땅히학생들의요구에부응해야하며적

절한 기회와 내용과 방법을 제공해야 한다는“교육자치, 학

교단위중심의교육경 , 학교재구조화, 학교공동체등”다양

한이름으로등장한학교중심혹은지역사회중심의교육자

치형태로의이행이라고볼수있다.

이러한변화에 해서각종권한과책임, 재정운 의문제

를중심으로살펴보면다음과같다.

미국과 달리 유럽, 중앙집권으로 돌아가려는 추세 보이

기도

교육에 한 책임과 권한은 다양한 시각에서 볼 수 있다.

이를테면 취학의 의무로부터 올바른 교육내용과 방법으로

학습하도록해야하는교육자의책임과그러한교육을받을

학습자의권리로부터보다넓게는소위교육과정구성과실

천으로부터 학교경 과 관리 및 교원인사, 교육재정의 확보

와활용및배분에관련된다양한권한과책무성을들수있

다. 일반적으로지방분권이란위와같은주요한권한들을일

부혹은 부분을중앙으로부터지방혹은학교단위로위임

하거나위양해주는형태를말한다.

오랫동안 국의교육행정체제는잉 랜드, 웨일즈, 스코

틀랜드, 북아일랜드가 중심이 되어 독자적으로운 되고 있

다. 때문에 국의교육행정적책임은중앙과지방간수평적

동반자관계로 상호협력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따라서 단위

학교를 기준으로 볼 때, 중앙정부 수준의 교육과학부

(Department for Education and Skills ; DFES)와지방자치

내의 지방교육당국(Local Education Authority ; LEA), 그

김남순 ｜조선 학교교수, nskim@mail.chosun.ac.kr

외국교육자치, ‘학교’에최고권한부여한다
- 외국의교육자치제도와그시사점



리고단위학교가지시나통제보다는협력과상호보완적관

계로서 독립성과 자율성을 존중하면서 협력과 지원체제를

유지하는특징을가지고있다. 

지방교육 자치에서 광역자치단체인 현(County)은 소위

평의회가 중심을 이루며, 평의회는 주민의 직접선거에 의해

선출되는 표기구로서 자치기능을 수행하는데, 한국의

시∙도의회와비슷하지만의결권과함께집행권한도행사하

고있고지방평의회가교육행정의측면에서는지방교육당국

이 된다. 평의회는 각종위원회를 설치해 통상업무를 관장하

는데 체로교육업무는교육위원회(Education Committee)

와교육국(Education Department)에서관장하며학교의설

치및유지, 학교관리및재정지원, 성인교육계획안의작성

및시행, 학생들의통학수단제공, 특수교육에관한시설정비,

교육감임명 및 교사의 임명권, 교사양성기관의 설치∙유지

및지원등의권한을행사한다. 

교육위원회는 산하에 교육국과 교육국의 장인 교육감

(Chief Education Officer)을 두는데, 교육위원회의 위원은

과반수가 평의회위원이며 교육행정가나 지역교육사정에 능

통한자(교직단체, 종교단체, 전문직종사자 등)를 평의회가

선임한장로위원(Alderman) 등으로구성된다. 

프랑스의교육행정은고도의중앙집권적인형태로서교육

부 중앙행정기구를 정점으로 27개의 학구, 95개의 현

38,000개의 시∙읍∙면(Communes)으로 내려가는 수직적

인행정계층구조를가지고있다. 그러나중앙집권적교육행

정제도에도불구하고실제운 면에서는일반행정으로부터

의분리∙독립과교육의자주성, 전문성등을보장받고있으

며, 일반 행정조직과는 별도로 지방 단위의 교육행정조직은

광역교육구교육감과도교육구장학관, 그리고읍의초등장

학관으로이어지는3층구조를이루고있다. 

광역 교육구 교육감은 렉토르(recteur)라고 하며, 교육부

장관의 권한을 행하는 자로서 교육구 내의 초등∙중등∙

고등교육의 전반에 걸쳐 통할∙감독하는 최고의 책임과 권

한을갖고있다. 또한광역교육구산하에있는도단위의교

육행정조직은교육구장학관(Academic Inspector)을두어관

할지역 내 각급 학교에 훈령과 시책, 실시상황을 전달하며,

예산의편성, 교원의임명, 전근승진에관한권한을갖는다.

예를 들어 초등교육장학관은 보통 단위 초등학교에 주

재하면서 관할학교의 교육내용∙방법 기타 교육운 을 시

찰∙지도∙감독하고 교원의 근무∙인사에 관한 평정∙소견

을제시한다.

미국은 50개의 주와 연방 특별시(Washington, D.C) 및

3,000여개의 카운티를 중심으로 지방자치제도가 고도로 발

달된 연방국가이다. 교육은 주정부의 권한이기 때문에 연방

정부의헌법에는교육에관한조항이없고, 단지헌법부칙제

10조에“헌법에의하여합중국에위임하지않고또주에

하여금지되지않은권한은각각의주또는국민에게보유된

다”고 명시하고 있다. 주정부에는입법기관인주교육위원회

와교육행정의사무를집행하는주교육국및교육감을두고

있고, 주정부 아래에 중간학구(Intermediate School

District/Unit)와 기초단위의 지역학구(Local School

District)를두어“연방참가-주관리-지방운 ”이라는구조

를형성하고있다.

주교육위원회는주의교육에관한최고정책결정기구로서

주로비전문가(lay)로구성되며그기능은주에따라다양하

지만 입법권 및 정책결정권한을 가진다. 주교육위원은 어떤

주에서는주민의직접선거로선출하고또어떤주에서는교

육위원의전부또는일부를주지사가임명하기도하며당연

직도 있다. 주교육감은 주의 최고행정관리이며 교육위원회

관할 하에 있는 학교교육에 관한 행정책임자이자 주교육국

의수반이며, 그역할은주의회에서통과된학교에관한법

률과주교육위원회가설정한정책을집행하는책임을진다. 

지방교육위원회의 권한은 교육감선출, 예산승인, 학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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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와학구결정, 계약체결, 교육구직원고용기준설정, 교육과

정설정등지방학교교육의실질적운 권리를갖고있다. 

이러한 지방분권과는 달리 유럽연합 국가들이 추진하는

유럽위원회(Europa Kommission)는 지난 1989년 11월 포

르투갈 신트라에서 외국어 교육을 위한 심포지엄을 개최하

면서유럽통합국12개국외에도23개국모두가외국어교육

과 관련한 학습목표와 교육평가 제도개선, 교사교육과 국제

협력등통일된교육을추구하는동맹을표방하거나유럽공

동체 통합조약 법률을 제정하여 회원국가의 교수내용과 교

육제도, 교육법규정 등의 공동협력( 통합조약법률 제 126

조), 직업교과목개발, 계속교육의개선, 공동문제에 한 공

동 처(제127조)등을법규정화하여교육과관련한국가혹

은공동지역의집권적형태를취하는경향도보이고있다.

외국지자체운 , 철저한학교단위중심

진정한 지방교육자치를 위해서는 실제 교수-학습활동이

이루어지는단위학교중심의학교경 과그에따른재정확보

와운용의자치형태이다. 

프랑스는 지난 1980년 이후 기존의 중앙집권형태에서

교육체제를 분권화하고 학습자중심의 교육프로그램을 다양

화하는데매우적극적이었다.

교육행정기능과 체제에서 프랑스의 가장 괄목할 만한 분

권기능은 학교를 중심으로 한 각종 위원회이며, 구체적으로

학급운 위원회, 학교 행정위원회, 교사위원회, 학부모위원

회등을들수있다. 학교행정위원회를살펴보면학교예산심

의및결정, 학교의내부규칙제정과개정, 학교교육프로그

램의 선택, 교과서 선정과 선택교과의 결정, 학교 시간표의

작성과 교직원과 학부모 그리고 학생들에 한 정보제공에

관한 권한과 역할을 담당한다. 학급운 위원회에서는 국가

수준의 결정사항에 해서 논의하고 학습활동의 방향을 설

정하며, 필요시비판과개정작업을추진하며, 학생들의학교

생활에 한점검, 진로지도등전반에걸친내용들에관여한

다. 이처럼다양한권한과책무성을가지는기구들은 부분

학교행정담당자와교사, 학부모, 지역 표와유명인사, 학

생 표등다양한사람들이포함된다.

미국은 표적인 학교자치형태를 지닌 경우인데, 이를테

면 미국의 학교운 위원회(school site council)은 교장과 교

사의임용권, 학교자체에배당된학교예산의활용방안, 교육

과정운 권한을가지는소위계약학교(Chatter School)를포

함해 지역단위의 자치권한을 극 화하는 마그네틱 학교 등

다양한형태의학교운 과관리를허용하고있다.

이러한 학교단위의 자치권한을 극 화하는 이유는 략

학교혹은지역사회인사들로하여금보다높은교육열정을

창출하고, 상호공감 를형성하며이를바탕으로학문적, 사

회적성장을촉진시키려는노력의결과로볼수있다.

이러한변화에맞추어교육비용의확보와배분및활용이

다. 교육재원은연방및주보조금, 지방세수입및학생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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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주로 지방의 기초교육구와 주정부

가 공동책임으로부담하고 있으나 연방정부 역시, 특정목적

의 설립을 통해 약간의 보조를 하고 있으며 최근 그 지원이

늘어나는추세로서전국평균치는연방정부부담7~8%, 주

정부 40%, 학교구 52~53%선으로 분담하고 있는 것이 일

반적이다. 예산은 학교구, 교육위원회(주는 지사)의 승인을

받아집행되며, 그재원의주종은재산세, 매상세등이며교

육공채, 평형교부금, 지불보증제등다양한재원확보방안이

활용되고있다.

국의 지방교육비 재원 중 하나는 중앙정부의 보조로서

국고에서 지방교육행정 당국에 한 직접적 교부금 형식으

로 지원되고 있으며, 또 한가지 재원은 지방교육행정당국의

자체수입으로충당하고있다. 

이러한국고지원의교부금은교원의봉급∙의료비∙체육

비∙급양비 등 특별경비의 소정비율을 지원하는 형식으로

매년 산출하며, 교육과학성을 통해 국고에서 지방교육 행정

당국에직접교부되는교부금은주로사립학교보조비등을

포함하고있다. 

프랑스는전통적으로초등학교의시설비와운 비는지방

정부의 부담으로 재정수요를 충족해 왔으나, 지방정부의 재

정능력한계로문교부가그경비를보조하기시작하고있으

며, 교육예산은국가예산의15.8%를점하고있다. 교육비는

국고가 67.8%, 지방 자치단체가 16.6%, 학부모가 11.8%,

기타 기업체가 3.5% 정도로 부담하고 있으며, 문교부 경상

비중보조금은사립학교에 한것으로, 보조의정도에따라

통제의범위도비례적으로달리하고있다.

미국과유럽이다르듯한국도다르다

이상살펴본몇몇외국의교육자치와관련해현행지방교

육자치제도에주는시사점을요약하면다음과같다.

첫 번째 문제로서 진정한 지방교육자치가 되기 위해서는

기존의학교단위의학교운 위원회와광역교육위원회는물

론, 기초자치단위에도 교육위원회가 구성되어야 하며, 특히

광역자치단위의교육위원회는심의∙의결기관이어야한다.

두 번째로 교육감 및 교육위원의 선출제도는 직선제도를

도입∙활용함으로써 교육에 한 관심을 높이는 기회로 삼

아야한다.

세번째로교육재정의부담주체를국가수준에서지방수

준으로 상당비율이 조정되어야하며, 이를 위한 국세와 지방

세간의항목과비율조정이선행되어야한다.

마지막으로학교단위의자치가교육자치의바탕이되어야

하며, 이를위해학교는학생들의학업능력의제고를추구하

는최선의방안을모색하도록하고, 단위학교에적절한교육

목적을설정해야하며, 그에적절한교육과정과수업의개선

을통해최선의교수-학습의장이되도록책임을가지도록해

야 하고, 그리고 그에 한 정당한 평가를 받고 평가결과에

한책임을반드시지도록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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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교육의지방분권선결돼야

교육은 인간의 성장과 발달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한 개

인의미래뿐만아니라국가존립성패의문제가달려있기때

문에고도의전문적인행위가요구된다. 뿐만아니라교육은

그 상이되는아동과학생들의다양한특성과적성에따라

적절한교육적 응을해야성공할수있다는점때문에교육

행정은다른어떤 역보다도수요자의요구와필요를전문

적으로해석하고이를중립적으로교육에반 시킬수있는

교육체제를구비해야한다는어려움이있다. 

그리고 교육은 학습자의 내면적인 자발성을 기본으로 그

전인적발달을이끌어가는것이가장바람직하다. 교육의자

주성이보장되지않고특정권력의 향을받게되면싫든좋

든그 향을받을수밖에없다. 교육이교사개개인의전문

적창의성이나교육적자율성에의해실시되는경우를완전

히배제할수는없어도공식교육에서의교사의교육적행위

는본래공공적이고비정치적이며, 비종교적이다. 이러한종

교적 종파성과 정치적 당파성을 교육에서 배격하고자 하는

것은결국모든학생들의자주성을보장하고그전인적인발

달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중립성은 교육체제에서

추상적인구호로성취되는것이아니라이를현실화할수있

는제도로구현함으로써성취될수있다. 

지방교육자치제도는 바로 이러한 교육 전문성과 중립성

유지를위한제도일뿐만아니라 지방분권사상과주민의참

여라는 민주주의 사상을 내포하고 있는 민주주의 요체이다.

즉 교육자치란 지방분권과 주민통제뿐만 아니라 교육에

한정치적중립성혹은교육의자주성구현이라는이념을실

천하고, 나아가 교육의 특성상 요구되는 교육실천에서의 전

문성을확보하려는제도로볼수있다. 지방교육자치를통해

주민들은교육에 한다양한의사와요구를구현할수있으

며, 편리하게각종교육행정서비스를받을수있고, 나아가

지역의특성에부합하는교육적혜택을적절히제공받을수

있다. 바로교육자치제는이와같은것들을제도적으로보장

하려는것이다.   

지방교육에 해 교육의 자주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

하면서 동시에 전문적 관리가 가능하게 하는 교육자치라는

이념이 지방교육행정체제에서 실천되기 위해서는 일차적으

로 교육에서의지방분권이 선결되어야 한다. 권한과 책임을

분산시키지 않고, 교육자치를 실시하는 것은 명목적 자치에

불과하다. 지방교육자치라는 이름을 내세우면서도 지방이

자율적으로집행및의결할수있는권한을확보하지못한다

김흥주 ｜한국교육개발원연구위원, khj@kedi.re.kr

‘이양’이답이다
- 지방교육자치와지방분권



면실질적인교육자치의의미가없다. 따라서교육자치의핵

심은지방분권에있다.

진정한지방분권, 위임아닌이양통해

정치혹은행정체계에있어근 국가의탄생단계에서부터

지방이주체가되어이를통합하는연방국가의형태를띤나

라에서는중앙정부와지방정부라는구별의식이보편화되게

되었다. 이에 따라 행정권한도 중앙정부의 행정권한과 지방

정부의 행정권한이라는 형태로 구분되게 되었다. 그리고 근

국가의 출발시 처음부터 강력한 중앙집권의 형태로 출발

한 국가에서도 국가발전의 과정에서 민주화에 한 요구가

강해지고지방의정치행정적주체의식과자율의식이확산

되어 지방자치에 한 의식이 고조되자 지방자치단체가 생

겨나게 되었다. 그리하여 동단체를 지방정부로 호칭하는 것

이 일반화되자 역시 이들 국가에서의 행정권한도 중앙정부

의 행정권한과 지방정부의 행정권한으로 구별하는 경향을

갖게되었다. 

이와같이행정권한을중앙정부의행정권한과지방정부의

행정권한으로구별해보게되자해당국가에서는이들간의

행정권한의배분과그권한행사에따른책임소재에 해많

은혼란이나타나게되었으며, 중앙과지방은법령을통해행

정권한을 보다 구체적으로 배분하게 되었다. 지방자치는 이

러한 행정권한의 배분상에서 지방으로의 권한 분산의 필요

에의해나타난성숙된민주주의의실천제도로볼수있다.

그리하여 오늘날 부분의 국가들은 법률에 의해 중앙정

부의 책임 하에 처리되는 사무를 중앙정부의 행정권한으로,

지방정부의 고유한 자치사무로 규정된 권한을 곧 지방자치

단체의행정권한으로보는것이일반화되어있다. 즉중앙정

부의행정권한은중앙의행정사무로서국가차원에서통일적

으로수행해야할공공사무에 한처리권한을의미하며, 지

방정부의행정권한은지방자치단체등의지방행정단위가처

리할것이요청되는일정한공공적사항또는그러한공공적

사항에 한사무처리권한을의미한다.

그런데일반적으로지방자치단체의행정권한은지방의고

유권한과위임혹은위탁권한으로분류해보려는경우가많

은데,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권한이 법률에 의해 고유권

한으로 규정된 것 이외에도 중앙정부로부터 위임받은 권한

이있다는것을의미한다. 

교육행정권한도이와같은일반적인행정권한의개념이나

분류체계와다르지않다. 교육행정도중앙의교육부가처리

하고있는사무를중앙의교육행정권한으로볼수있지만, 지

방교육자치제도에 의해 시 도 교육위원회도 고유한 행정권

한을갖고있기때문에중앙의교육행정권한과지방의교육

행정권한으로분류될수있다. 뿐만아니라지방은법률로인

정하는 고유권한 외에도 중앙의 교육부로부터 위임된 행정

권한이 부여되어 있기 때문에 지방의 교육행정권한은 다시

고유권한외에도중앙으로부터수임된위임권한으로분류해

볼수있다. 

법률적의미로볼때행정권한의위임이란국가또는지방

자치단체가그소관사무의일부를다른주체에게맡겨그의

명의와책임하에처리하도록하는것을의미한다. 그런데행

정권한을위임할때원칙적으로는이에필요한인력과예산

을함께이관해야한다. 그리고권한을위임받은기관은수임

된권한을행사하는데있어위임기관의지휘및감독그리고

감사를받게되어있다. 왜냐하면위임기관은수임기관의사

무처리에 해지휘감독하고, 그처리가위법또는부당하

다고인정될때에는언제라도이를취소하거나정지시킬수

있기때문이다. 즉수임사무처리에관한책임은수임기관에

있으며위임기관의장은그에 한감독책임을가진다. 아울

러위임기관은위임사무의처리에있어적정성을확보하기

위해필요한경우에는수임기관의사무처리상황을수시로

감사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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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행정권한이 위임되면 해당 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권한과책임도제한된범위에서수임자에게이전된다. 즉위

임된행정사무는수임자의권한과책임하에서처리되며, 그

처리의 법률적 효과도 일단은 수임자에게 귀속되는 것이다.

그러나법적으로는위임자가여전히그본래의권한을유보

하고있는것이며, 위임자는수임자의사무처리에관해지휘

감독권을가지는것이다.

이와같은행정사무의위임및위탁의특성으로보면행정

권한의‘위임(delegation)’은사무처리에관한권한과책임의

완전한 이전의 효과를 가져오는‘이양(devolution)’과는 전

혀다른것이다. 행정권한의이양이란일정행정기관이가지

고있는권한을다른기관에게완전히넘겨준다는것을의미

한다. 위임이나위탁이권한을맡긴후수임자나수탁자의권

한행사에 해위임자나위탁자의지휘감독권혹은감사권

을두는것과는달리, 이양은완전히권한을넘겨주어지휘나

감독권한을위임자나위탁자가갖지않는것을의미한다. 이

양의경우정책결정은중앙과지방이동등한권리와책임을

갖는것을기본적으로가정한다. 위임의경우와같이중앙의

정책이각지방에서실천할수있도록포괄적이며분명해야

한다는원칙이이양의경우에는더이상적용되지않는다. 이

양이갖는기능적인정당성은다름아닌중앙에서일방적으

로결정되는정책의부적절성배제와급속한변화에의지방

차원의개별적적응에기초하고있다. 즉이양의개념은중앙

과 지방간의 어떤 동반자적 관계(partnership)를 함축하고

있으며, 바로진정한지방분권을시사하는것으로이해할수

있다.

우리가지방분권을해야하는이유

그동안지방분권과관련해중앙과지방간의관계에 한

이론적논의는지방자치제의오랜전통을가진나라일수록

활발해왔다. 이는비록지방자치가사회적조화, 지역공동체

의식, 그리고정치적안정에기여하고있다고는하지만중앙

과지방간의관계에는쟁점도많고주장도많다는것을의미

하며, 양자간의관계를설명하기위한이론도다양하다는것

을의미한다.

Elcock은 중앙과 지방의 관계를 리자 모형(agent

model), 동반자 모형(partnership model), 교환모형

(exchange model)으로구분하면서, 동반자모형이바람직한

중앙과지방의관계로보고있다.1) 리자모형이란지방정

부는중앙정부의감독하에국가정책을집행하는것으로지

방정부에는재량권이거의없거나혹은전혀없는관계를말

한다. 동반자모형은중앙과지방의관계를주종관계로보지

않고 상호 동반자관계로 보는 입장이다. 이는 지방자치단체

가 국가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수행하기도 하지만 고유한

권능도함께지니고있다는것을인정하는것이며, 지방의회

가주민들에의해국회와똑같은정당성을부여받아지방사

무에관해서는원칙적으로독자적인의사결정을내릴수있

는권한까지지니고있음을인정하는것이다. 교환모형이란

중앙과지방이상호협력혹은의존하는관계를이상적으로

보고서로협력과의존사항을교환하는관계로보는입장이

다.

한편 Rhodes는 중앙과 지방의 상호의존모형(interde

pendence model)을 제시하고 있다.2) 그가 주장하는 상호의

존모형은 중앙과 지방의 양자관계를 상호의존체제로 보고

양자가가지고있는다양한자원에의해서로 향을주고받

는매우복잡한관계에있다고본다. 그는지방의자유재량성

이나지방의교섭인정, 그리고지방의다원성, 지방의정치

적요인등으로볼때결국지방정부도그나름 로의주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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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Howard Elcock, Local Government: Politicians, Professionals and the
Public in Local Authorities (London : Methuen & Co., Ltd., 1982),
pp.3~7.

2)R. A. W. Rhodes, Control and Power in Central-Local Government
Relations (Aldershot : Gower Publishing Co., 1983), p.14.



을인정할만한요소가충분하다고본다. 따라서그의견해에

따르면중앙정부의관리하에서지도감독권을유보한채지

방에권한을위임하는것은권한의올바른권한이관형태로

볼수없고권한의위임을이양이라는형태로전환해지방의

고유권한으로귀속할때지방분권이가능함을주장하고있

다.

촌송기부( 岐 )는 중앙과 지방간의 관계에서 수직적

행정통제모형과수평적정치경쟁모형이라는두가지의유

형이있다고하면서, 중앙과지방의바람직한관계는수평적

정치경쟁모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국가의 정통적인

표기관에 의해 의사결정이 이루어져도, 이것에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공동체의 다수 시민이 이것을 승인하지

않으면그결정을실현하는것은사실상불가능하다고본다.

즉지역공동체의의사를조정하고통합하는일은국가기관

이잘실행할수있는것이아니기때문에국가는지방자치단

체의조정능력에의존하기에이르며이에따라국가와지방

자치단체간의권력관계가크게변동된다고한다.3)

이상과같이중앙과지방의관계에외에도국가적상황에

따라다양한형태를모두바람직한관계로볼수있다는주장

도있다. Dunleavy는중앙과지방의관계를다원주의이론,

엘리트이론, 신다원주의이론마르크스이론등으로설명하

면서중앙과지방간의관계는어느한이론에의해자신있게

설명할수없다고주장하면서이론보다는행정실제에따라

다양하게이해되어야한다고주장한다.4)

그에 의하면, 중앙과 지방의 관계에 있어 지방의 정치 행

정적인권한의부여가민주주의정신을강화할수있기때문

에지방의의견을존중해야한다고보는주장이다원주의이

론이며, 지방의정치적행정적입장은그리중요하지않고중

앙이든 지방이든 사회의 다양한 엘리트들이 권한을 창출하

고행사하는것을중시하는입장이엘리트이론이라고한다.

그리고 신다원주의 이론은 중앙권력의 팽창 속에서 전문성

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지방으로의 다양한 분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방으로의 권한 이양이 필요하다고 보는 입장이며,

마르크스 이론은 중앙과 지방의 관계를 계급투쟁적인 관계

로인식해사회적인제관계를바탕으로하는중앙정부와지

방정부의구별은엄 한차원에서무의미하다는입장이다.

이러한Dunleavy의이론분석으로보면앞에서주장된여

러학자들의중앙과지방간의관계에 한다양한입장이나

모형들은일방긍정되거나부정될수없으며, 어느한이론만

으로는중앙과지방간의관계를올바로설명할수없다는점

을인식케한다. 즉중앙과지방간의관계는그나라가처한

정치적실제혹은행정적환경이나제반조건들이어떻게구

조화되어있느냐에따라결정되는경우가많음을알게해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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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우리나라의 경우도 중앙과 지방간의 관계에 있어

중앙이지방자치단체들을과연중앙의행정권한을위임하는

정도의 상으로인식하고있는지, 아니면권한을이양해정

말 자그 로지방분권의 상으로보고있는지는우리나

라의정치행정환경이나풍토에의해결정될수있음을암시

한다.

이상의중앙과지방의관계를설명하는여러이론적모형

들은실제그것이어떻게해석되고인식되느냐에따라여러

관계모형들을주장하고있는이들학자들스스로중앙과지

방의관계는결국 리자모형, 혹은수직적행정통제모형보

다는 동반자 모형을, 동반자 모형보다는 상호의존 모형이나

수평적정치경쟁모형을더이상적인중앙과지방의관계로

보아야한다는주장을하고있음을감안해둘필요가있다.

이들 주장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동반자 모형이나 상호의

존모형, 그리고수평적정치경쟁모형에가깝다고볼수있

다. 왜냐하면우리나라는이미시도지사를주민의직접선거

에 의해 선출할 정도로 지방자치제도를 본격적으로 실행하

고있고, 아울러비록간접선거이기는하지만교육감을주민

이 선출할 정도로 교육자치제도를 실천하고 있기 때문이다.

뿐만아니라지방공무원의인사권과지방정부의재정권도

점차증 되고있어지방의자율성이점점제고되고있기때

문이다. 

그리고Dunleavy의경우처럼중앙과지방의관계가그나

라가처한정치, 행정적실제와환경조건에 향을받는다는

점을 인정한다면, 우리나라는 현재 지방자치제와 함께 지방

교육자치제를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중앙과 지방의 관계는

민주주의를 고도로 실천하기 위한 다원주의적 형태에 가깝

다고볼수있다.

따라서이와같은중앙과지방의관계이론으로볼때우리

나라의정치나행정의실제가이미자치제에의해지방의존

재를하나의정치행정의주체로인정하고있다고볼수있기

때문에 지방교육자치제의 본질을 보다 잘 구현하기 위해서

는지방분권을추구해야할당위성이있다고판단된다. 그러

므로중앙과지방의교육행정권한배분에있어중앙은지방

을 권한의 위임 상이라기보다는 이양의 상으로 보아야

한다. 그러나권한의급격한이양으로인해나타나는역기능

을 최소화한다는 취지에서 권한의 이양을 위한 준비단계로

서의위임은지방분권을해치지않는범위내에서이루어질

수있을것이다.   

결국권력배분여하가지자체관건

행정권한의 배분이란 각종의 행정사무를 국가와 각급의

지방자치단체사이에분담시켜, 그사무의처리에관한권한

및책임을부여하는것을말한다. 따라서권한배분의문제는

지방행정상의여러제도, 예컨 한나라의지방행정상의계

층구조,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등과 접하게 관

련되어있다. 뿐만아니라권한배분의문제는중앙집권및지

방분권과매우 접한관련을가진다. 권한이중앙정부또는

상급자치단체에 집중적으로 배분되면 중앙집권제의 성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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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하고, 반 로 권한이 지방자치단체, 특히 기초자치단체에

분산배분되면지방분권제의성격이강한것으로볼수있다.

따라서 권한배분의 여하는 지방자치의 성패를 좌우하며, 중

앙집권화와지방분권화를통해지방행정체제전체와직결되

는 매우 포괄성 있는 문제가 된다. 때문에 중앙과 지방간의

권한 배분은 합의된 일정한 원칙이나 기준하에서 이루어질

때혼란을줄일수있다.

중앙과 지방간의 행정권한에 한 배분 원칙이나 기준은

각나라가가지고있는환경이나여건에따라다르게설정될

수있으나여기서는이론적차원에서일반적인원칙을논의

하기로한다. 먼저권한배분의원칙을논의하고있는학자들

의견해를살펴보면그배분원칙은불경합의원칙, 현지성의

원칙, 종합성의원칙, 경제성의원칙을들수있다. 불경합의

원칙이란 국가와 각급 지방자치단체가 그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서로경합하지아니하도록사무의소속과그처리의

권한및책임을명백히해야함을의미한다. 현지성의원칙이

란 기초자치단체 우선의 원칙이라고도 하는데 이는 지방행

정을 민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주민통제가 용이한 기초자

치단체에가능한한많은권한을배분해야한다는원칙이다.

그리고 종합성의 원칙이란 행정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

해권한을국가의특별지방관서보다도지방자치단체에집중

적으로 배분해야 한다는 원칙이며, 경제성의 원칙이란 행정

의능률적집행을위해권한을각단체의규모, 행재정능력,

인구수등을고려해최소의비용으로최 의효과를도모할

수있는단체에배분해야한다는원칙이다.

이와는달리행정의지역총합성의원칙, 주민의행정참여

의원칙, 행정의효율적집행의원칙등도논의되고있는데,

지역총합성 원칙이란 행정의 기획 단계에서부터 실행 단계

에 이르기까지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의 실시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원칙이며, 주민의행정참여원칙이란주민이직접간

접으로 행정에 참여하기 편리하도록 행정권한을 배분해야

한다는원칙이다. 그리고행정의능률적집행의원칙이란행

정이 행정 기술적으로 능률적이고 합리적으로 집행되어야

한다는원칙이다. 

한편권한배분을중앙과지방의자치단체간의권한배분

으로논의하는것이외에도행정기관과그의소속기관혹은

보조기관사이에서의권한배분으로논의하는경우, 혹은상

위 지방자치단체와 하위 지방자치단체간의 권한 배분으로

논의하는 경우도 있다. 행정기관과 그 보조기관이나 소속기

관사이의권한배분에서논의되고있는일반적인원칙은①

정치행정의분리원칙, ②행정안정성의원칙, ③행정계속

성의 원칙, ④ 행정 능률성의 원칙, ⑤ 행정 공정성의 원칙,

⑥행정중립성의원칙, ⑦행정전문화의원칙, ⑧행정책임

명료화의원칙, ⑨행정일관성의원칙, ⑩부단체장및보조

기관 우선의 원칙, ⑪ 민주성의 원칙, ⑫ 종합성의 원칙, ⑬

타기관과의균형유지의원칙등이다.

이외에도행정권한의배분원칙이나그배분모형에 한

논의는 다양하지만 결국 교육행정권한의 배분 원칙은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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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학부모의생활편의에직결될수있고, 학부모나학생의

의사를반 하며, 종합적으로처리될수있는권한은가능한

한 지방교육자치단체인 교육위원회로 하여금 행하게 하고,

필요시 중앙정부인 교육부가 동반자적인 자세로 이에 협력

하는것이바람직하다.

그러나위임이계속선호되고있는게현실정

중앙집권과지방분권은상 적인개념으로서권한의비중

이어느쪽에더많으냐의문제이고그것도상황의변화에따

라 항상 가변적이다. 중앙집권과 지방분권을 앞에서 언급한

관치행정의방식, 위임행정의방식및자치행정의방식과결

부시켜 분석해 보면 관치행정의 방식이 전형적인 중앙집권

의 경우에 해당하고 자치행정의 방식이 전형적인 지방분권

의경우에해당된다고볼수있다. 그러나문제는위임행정을

과연중앙집권으로볼것이냐아니면지방분권으로볼것이

냐에 있다. 위임행정 방식도 자치단체에 위임하는 단체위임

방식과자치단체의집행기관인자치단체장에게위임하는기

관위임방식이있는데이들방식을모두중앙집권으로보느

냐, 아니면지방분권의방식으로보느냐에 한학자들의견

해도약간다르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학자들의 견해를 종합해 보면 단체위

임 방식은 지방의회의 관여 사항으로 인식되어 지방분권의

한 방식으로 볼 수 있으나, 기관위임 방식은 그 수임기관이

중앙정부의하급기관적인지위에서그중앙정부의구체적인

지휘감독아래권한을행사하는것이므로중앙집권에해당

된다는것이지배적인입장임을알수있다.

이러한 입장은 그 동안 중앙과 지방의 관계를 연구해 온

국내학자들에게서도공통된현상으로보인다. 즉이미앞에

서도 살펴보았지만 지방행정의 수행 형태로 보면 지방행정

은관치행정과자치행정, 위임행정으로분류해볼수있으나

이들중자치행정만이지방분권의성격을가지고있을뿐위

임행정은중앙의통제와감독하에집행만하는것이기때문

에관치행정에가깝다는주장이많다. .

교육행정권한의위임이지방분권과는거리가있음에도불

구하고많은나라의중앙정부로부터계속선호되고있는데

에는 중앙정부의 지방분권에 한 올바른 인식부족, 그리고

지방의자립능력부족등매우다양한원인이있는것으로알

려져왔다. 그러나다른한편으로보면지방이스스로교육행

정권한의 위임이 아닌 이양을 받고자하는 자발적인 노력이

부족하고, 또주민들스스로교육자치에 한참여의식이낮

다는 점들 역시 지방으로의 교육행정권한의 이양을 방해하

는요인으로지적되고있다. 즉보다많은교육행정권한이지

방에 이양되어 지방분권을 보다 실질적으로 이룩하기 위해

서는 무엇보다도 지역 주민들의 지방자치제에 한 적극적

인 참여가 중요하다. 따라서 교육행정권한의 위임이 이양으

로바뀌어지방분권을도모하기위해서는지역주민들스스

로교육자치의성공적인실행에모두동참해야하고그러한

모습과자치에 한주민의의지를중앙에전달하는데좀더

적극적인자세가필요한것으로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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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운여름날인천교육청을찾은적이있다. 인천시청에서

볼일을마치고바로옆에붙어있는인천교육청으로가려고

하니 칸막이 때문에 건너갈 수가 없었다. 시청 출구로 나와

다시교육청입구로들어가니얼굴은땀으로범벅이되었다.

한국의 지방교육현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본

다. 바로건너갈수있는시청과도청사이에칸막이를쳐서

시민들이땀을흘리며돌아가게만드는것은분명시민을위

한것은아니다. 누구를위한칸막이인지를진지하게물을때

가되었다. 

한국에서 교육문제는 한국을 떠나고 싶도록 만드는 가장

중요한이유가된다. 역 정권은예외없이교육개혁구호를

요란하게 내세우고 엄청난 돈을 투자했지만 공교육에 한

국민의신뢰는바닥으로치닫고있다. 국가가나서서교육문

제를해결해줄수있을것으로기 하는국민은많지않다.

교육행정기관에 한국민들의불신은위험수위를넘었다. 

교육부가나서서전국에모두좋은학교를세우려는정책

은어디에도좋은학교를세울수없다는것을입증했다. 그

것은불가능하다. 지역마다여건이다르고주민이원하는바

가 다르기 때문이다. 전국적으로 똑같은 교육정책은 지방의

모든학교를획일화해말라죽게만들고있다. 이제교육문제

의해법을찾기위해서는발상의전환이필요하다. 지방교육

을살리기위해서는주민들이나서서각지역에좋은학교를

많이만들도록해야한다. 각지역에좋은학교를많이만들

기위해권한이주어져야하고자율성이보장되어야한다. 교

육 역에강력한지방분권이요구된다. 

각지역에좋은학교를많이만들기위해서는지역에있는

모든행정관청과모든주민이머리를맞 고좋은학교의모

습을 그려내고 필요한 자원들을 모으고 유기적인 협조체제

를 구축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지방교육행정체

제는칸막이로인해주체간의협력을어렵게만들고자원의

분산을 초래하고 있다. 지방정부내부의 일반행정청과 교육

행정청간에 쳐놓은 칸막이가 지역교육발전의 발목을 잡고

있다. 지역교육발전을 위해서는 행정기관간에 쳐놓은 칸막

이를제거해지역의모든역량을교육을위해결집시키는종

합적인기획이필요하다.  

교육행정과지방행정의분리독립, 설득력없다

지방교육행정을일반지방행정과분리해독립적으로수행

하고있는나라는흔하지않다.  미국의경우특수한사정으

로인해학교행정구와일반행정구가상이하게설정되었으나

이기우 ｜인하 학교교수,  leekw@inha.ac.kr

인천시청과인천교육청사이에는칸막이가있다
- 시도청과시도교육청의관계설정방안



미국에서조차도학교행정은지방행정과는매우 접한관계

를맺고있다. 미국의점령을통해지방교육행정체제를구축

하는데 향을받은일본에서는지방자치단체의일반행정기

관과 지방교육행정기관은 그 존립이나 활동에 있어서 매우

접한관련을맺고있다. 일본과마찬가지로미군정을통해

향을 받은 한국에서는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지방행정기관

으로부터의분리와독립이세계에유래를찾기어려울정도

로유독강조되고있다. 

한국의 지방교육행정은 칸막이 행정으로 표현될 수 있을

정도로 일반지방행정으로부터의 분리와 독립이 강조된다.

시∙도교육청의구성에있어서나활동에있어서시∙도청의

향이나 협조관계는 거의 없다. 제도적인 칸막이뿐만이 아

니라양기관사이에는물리적인칸막이까지쳐져있는경우

가 많다. 이와 같이 지방교육행정기관을지방정부의 일반행

정기관으로부터분리하고독립시켜야한다는이론적인근거

로교육의자주성, 정치적중립성, 전문성을규정한헌법제

31조제4항을든다. 지방정부의일반행정기관으로부터지방

교육행정기관의 분리를 주장하는 나라도 드물 뿐만 아니라

그이론적인근거로교육의자주성, 정치적중립성, 전문성을

들고있는나라는더욱드물다. 이러한이론은세계적으로드

문이론으로서한국에서독특하게발전된이론이다. 

교육의 자주성은 교육이 피교육자의 특수성에 부응해야

하며정신적인가치에관한것이기때문에행정청의획일적

인 규제로부터 자유로워야 하며 교육주체의 전문적 판단이

존중되어야 한다는 이유에서 요구되는 것이다. 교육주체의

행정청으로부터의자율성을보장해교육의현장적응성내지

교육의전문성을살리기위한것이다. 따라서교육의자율성

은 교육주체의 교육행정청으로부터의 자율이지 교육행정청

의자율성을의미하는것은아니다.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은 특정정권의 정치적 도구로 이용

되어서는안된다는것을의미하며교육의탈정치성을의미

하는 것은 아니다. 교육의 탈정치성은 오히려 집권정치세력

의정치적요구를무제한적으로수용하게만드는도구가될

수 있기 때문이다. 교육문제가 중요할수록 교육문제가 지방

정치의중요한과제로거론되어야한다. 지방정치의모든면

에교육적인관점이반 되어야한다. 이를위해서는교육문

제가지방정치의다른부분과분리될것이아니라지방정치

의중심이되어야한다. 교육의정치적중립성은오히려지방

교육의정치적무책임성을조장한다. 

교육의 전문성은 교육이 전문적인 능력에 의해 이루어져

야한다는것을의미한다. 교육의질적수준은교육자의자질

에달렸다는점에서교육의전문성은특히강조된다. 교육행

정청이 전문적인 자질을 갖춘 교사의 교육활동에 획일적인

간섭을하는경우에교사의전문성은오히려훼손된다. 교육

행정청의분리로교육의전문성이향상되는것은아니다. 이

점에서교육행정의자주성, 전문성, 정치적중립성에관한한

국특유의이론은지방교육행정기관의분리와독립의근거로

아무런설득력이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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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독립고집하면이렇게나빠진다

칸막이지방교육행정이이론적인설득력이없다고하더라

도지방교육발전을위해도움을된다면나름 로유지할필

요가있다. 다른나라와는달리한국에서칸막이지방교육행

정을 실시함으로써 한국이 교육적으로 성공적인 성과를 거

두고있다는말은듣지못했다. 오히려 지방정부와주민들이

공교육의 위기에 응해 정치적인 결단을 내리고 자구적인

노력을하는데걸림돌이되고있을뿐이다. 교육에둘러친칸

막이는 지방교육을 발전시키는데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지역단위로좋은학교를세워교육문제를해결하기위해나

서는지방정부와주민들의발목을잡고있다.

‘한아이를잘키우기위해서는한동네를필요로한다’는

말이있다. 교육이지역의모든생활문제와불가분의관계에

있기 때문이다. 일상의 다른 생활문제와 분리시켜서 칸막이

속에서 교육을 하려는 것은 바람직하지도 않고 가능하지도

않다. 이에 생활문제를 다루는 모든 지방행정기관은 지방교

육과 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지방교육행정기관이 칸막이

속에서 다른 기관으로부터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업무를 처

리한다는 것은 스스로를 실에 유폐시키는 결과를 초래한

다. 칸막이 교육행정으로 인해 지방의 일반행정기관과 유기

적인협조가이루어지지못하고있다. 

예컨 도시계획에서 교육이 고려되지 않아 학교부지를

확보하기어렵고, 학생통학로의안전이충분히배려되지못

한다. 지방의 생활문제해결에 교육적인 관점이 반 되지 못

하며 학생들의 학습체험장으로서 지역의 의미가 충분히 구

현되지못하고있다. 무엇보다도중요한것은지방의교육이

엉망이되어주민들이자녀교육을위해다른지방으로떠나

가는결과를초래해도어느누구한사람책임지지않는다는

점이다. 지역 주민들이나 지방정부가 지방교육의 발전을 위

해나서려해도칸막이에막혀주저앉도록만든다. 교육감은

단체장에게 책임을 돌리고 단체장은 교육감에게 가보라고

한다. 서로떠미루는사이에지방교육은황폐화되고주민들

은지역을등지게된다. 

물론칸막이제거위한여러방법있지만…

지방교육행정을 둘러싸고 있는 칸막이는 주민을 위해 필

요한 것이 아니다. 칸막이 때문에 주민들이 불편해 하고 있

다. 주민들이가장절실히필요로하는생활문제가칸막이로

인해해결되지못한다면칸막이를제거해야한다. 주민의입

장에서 보면 지방교육문제를단체장이 해결해야 하는지, 아

니면 지방교육청이 해결해야 하는지는 별로 중요한 문제도

아니고 관심도 없다. 중요한 것은 의지와 능력이 있는 자가

나서서 지방교육문제를 해결하는데 있다. 지방의 자원을 결

집해좋은학교를세우도록구심점을확보하는것이필요하

다. 칸막이지방교육행정이좋은학교를세우는데도움이되

지않고걸림돌이되고있다. 교육은주민들을위해존재하는

것이지칸막이로이익을보는특정한집단을위해존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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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아니다. 단체장이든교육이든 지역자원을 결집해 좋은

학교를세우겠다면할수있어야한다. 누구든나서서지역에

좋은학교를만들겠다는데제도가걸림돌이되어서는안된

다. 지방교육행정에쳐진칸막이가좋은학교를세우려는자

구적인노력을무력화시켜서는안된다. 

칸막이를 제거하는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다.

헌법은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의장을 헌법기관으로 규정

하고있다. 헌법이예정하고있는지방생활문제의해법은지

방의회와 단체장을 지방의 최고기관으로 하여 종합적인 지

방행정을하도록요구하고있다. 헌법상의요구를가장충실

하게 반 한다면 지방교육행정기관을 지방자치단체장의 보

조기관으로 설치하는 방법이다. 즉, 지방자치단체의 부단체

장이나국장으로교육행정기관을설치하거나일본처럼합의

제집행기관으로 설치하는 방법이 있다. 전자는 부분의 지

방자치단체에서 채택하고 있는 교육행정기관의 구성방식이

며한국의경우에도채택한적이있다. 후자의합의제집행기

관 모델은 김 삼정부, 김 중정부에서 정부의 교육개혁기

구에서꾸준히주장되어온모델이다. 전자에비해후자는교

육행정기관의독립성이상 적으로강하게보장된다. 

다음으로 헌법적인 요구와는 다소 거리가 있다고 하더라

도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행정기관과 별도로 지방교육행정기

관으로서교육감을두되양자의연계를강화하기위한방법

도 제안되고 있다. 예컨 단체장과 교육감이 러닝메이트로

공동으로 출마하도록 하고 주민직선으로 선출하는 방법이

다. 양기관이 행정조직상으로는 독립이나 공동후보로서 정

책적인 공조를 이루도록 하여 연계성을 강화하는 방법이다.

이방안은행정적인분리를정치적인공조로극복하는의미

를가진다.

또 다른 연계강화모델로 단체장과 교육감을 현행 로 유

지하되 양기관의 공통관심사를 논의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일반지방행정기관과 지방교육행정기관에서 각각 위

촉된위원으로구성되는지방교육협의회를구성해서운 하

는 방안이다. 단체장과 교육감을 주민직선으로하는 경우에

양자간의 연계성은 더욱 희박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양자간

의 연계성을 유지하기 위해 궁여지책으로 협의기구를 구성

하는방안이제안되고있다. 한국의행정풍토속에서협의기

구가잘운용되는경우가드물다는점을감안한다면이방안

이어느정도로실효성이있을지기 가크지는않다.  

여기에서 제시한 방법이외에도 수많은 방안이 검토될 수

있으며제안된적이있다. 하지만어떠한방안을채택하더라

도전국적으로동일한효과를가져온다고보기어려우며논

자의이해관계에따른문제의제기가있을것으로보인다. 수

많은 안이 고려되는 이유는 간단하다. 한국의 지방교육제

도가특정이익의주장에의해왜곡되고특이하게변형되어

있기때문이다. 구차한이익을모두고려해제도를뜯어고치

다 보니 한국의 지방교육행정제도는 다른 나라에서는 유래

를찾아보기어려울정도로기형적인모습을가지고있다. 교

육단체와일반시민단체, 교육행정기관과지방교육행정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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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의회와 지방의회의 이익이 첨예하게 립되어 있는 상

황에서국가가전국적인제도개혁을하기는쉽지않을것으

로보인다. 정부가어떤제도를선택하더라도다른한편에서

는반발이있을것으로예상된다. 

지방자치는주민의자기결정

지방자치를실시하는목적중의하나로다양화를들수있

다. 지방문제를푸는방법을지방이채택하도록함으로써다

양한해결방법을실험할수있도록한다. 전국적인통일성을

유지할불가피한사유가있는경우를제외하고는정책의선

택권을 지방에 돌려줌으로써 획일적인 제도의 위험을 분산

시키고다양한경험을축적할수있다. 또한극단적인이해관

계의 립으로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중앙정부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서도 결정권의 지방분산이 필요하다. 지방

교육행정제도처럼이해관계가첨예하게 립되고어떠한제

도를선택하더라도비판의여지가있고지역실정에따라다

양한선택이가능한경우에는결정권을지방에돌려주는것

이 바람직하다. 또한 지방교육제도를 지방자치단체마다 달

리 선택한다고 하더라도 중 한 공익이 침해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시도청과 시도교육청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해 연계

를 강화하고 지역교육 문제를 효율적으로 응할 것인지에

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본다. 지방교육행정제도는지방자치단체의핵

심적인제도이고주민사이에도다양한견해가있을수있다.

이에지방교육행정체제를정하는지방자치단체의조례는주

민투표를거쳐확정하는것으로하는것이바람직하다. 

지방자치는 주민의 자기결정이다. 결정으로 인해 위험을

부담하는 자도 주민이다. 중앙정부가 지방교육문제를 해결

해줄것을기 할수가없다. 지방교육을발전시킬수있는

자는 주민밖에 없다. 그렇다면 지방교육행정을담당할 행정

기관의구성형태도주민이직접선택하도록하고그구성도

주민에게 맡기는 것이 타당하다. 누가 지방교육자치제도를

만들더라도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면 주민이 스스로 결단을

내려선택할수밖에없다고본다. 칸막이지방교육행정이지

방교육의발전을막고있다면주민들이스스로나서서칸막

이를제거해야한다. 

주민이어느곳에거주할것인지를결정하는데가장중요

한요소로꼽히는것이지역교육환경이다. 보다좋은교육환

경을만들기위해서는주민이스스로나서야한다. 주민들의

관심과 노력을 집결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기관이

나서고 종합적인 응방안을 만들어야 한다. 특수집단의 이

익을보호하기위해교육행정에쳐놓은칸막이가이러한지

방적인요구를실현하는데장애가되는것을방치해둘수는

없다. 칸막이의 득실에 해서는 지역마다 주민들이 결정하

도록함으로써국가적인난제를풀어야할것으로본다. 

44 Educational Development ː2003  11+12

특별기획 1 >>>>  지지방방분분권권시시 에에서서의의지지방방교교육육자자치치

<< Project



Educational Development ː2003  11+12 45

참여정부는 과거 어느 정부보다도 국가의 지역간 균형발

전과지방분권화에역점을두고있다. 우리나라는1991년이

후 지방자치가 부활되었지만 아직도 중앙정부가 중요한 권

한과재원을지방에이양하지않은상태에서단지자치단체

장과 지방의원을 주민직선으로 선출하는 매우 제한된 자치

가이루어지고있다는것이현정부의인식이다. 현실적으로

지방자치의 본질적인 요건인 자치입법권, 자치조직권, 자치

행정권, 자치재정권 등은 많은 부분을 중앙정부가 관장하고

있어지방자치제가제 로실현되지못하고있는것이다. 

따라서참여정부는「지방화를통한선진화」를국가발전을

위한핵심전략으로삼고있다. 즉지방단위로혁신과역동적

발전을이루어내도록 학, 기업, 지자체, 지역시민사회등의

다양한 주체들의 협의체를 구성해 지역사회의 역량을 결집

시키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는 지역균형발전과 지방자치의

새로운모형을제시한것으로볼수있다.

이러한맥락에서볼때우리의지방교육자치는새로운발

전전략을모색하지못하고있을뿐아니라기초단위자치의

실현과주민선출에의한교육자치기구의구성및자율권보

장이라는 교육자치의 기본적인 요건조차 구비하지 못하고

있는상태이다. 이러한해묵은과제들을시급히추진함과아

울러참여정부의통치이념에부응해지방교육자치에있어서

도주민참여의기회와폭을 폭확 하는방향으로획기적

인개선이이루어져야할것이다.

교육자치구역, 꼭일반구역과일치할필요없다

교육행정이너무중앙집권적이고획일적으로이루어져다

원화되어가는 교육(행정)수요를 충족시켜주지 못하고 교육

현장의 필요에 부응하는 행정을 펴나가지 못한다는 비판은

오래전부터지속적으로제기되어왔다. 시∙도단위의교육

자치제실시로이러한문제점은어느정도해소되기는했지

만앞으로의수요의다원화추세에비추어현행체제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리라 전망된다. 또 지방자치는 시∙도 단위와

시∙군∙구 단위에 실시하는 이층제를 택하고 있는데, 교육

자치는 시∙도에서만 시행되고 있는데서 오는 부작용도 적

지않다. 더근본적인문제는시∙도에만교육자치제가시행

되고있어교육행정에있어서는풀뿌리민주주의이념을구

현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생활권과 직결되는 시∙군∙

구에서교육자치제가실시되지않음으로써주민들의교육에

한관심과지원의욕을조장하기곤란한측면도있다. 따라

서 조속한 시일 내에 일반자치의 경우처럼 기초 단위(시∙

군∙구)수준에서도 교육자치제를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

다. 교육자치를 이층제로 하는 경우에 자치구역과 자치기구

김신복｜서울 학교행정 학원교수, sbkim1@snu.ac.kr

교육자치와지방자치는다르다
- 지방분권시 의교육자치:과제와정착방안



구성방식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의 문제는 중요한 과제가

될것이다. 

현행행정구역은과거몇차례부분적인조정이있기는했

지만수십년전에설정한기본틀을그 로유지하고있다.

인구증가에 따라 일반시를 광역시로, 읍을 시로 승격시키면

서인접군을편입시킨조정형태가 부분이었다.

행정구역의재조정은기본적으로광역화하는방향이어야

한다. 우리의국토자체가원래협소할뿐아니라정보통신

의발달로단위행정기관이관할할수있는지역과통솔의범

위가과거보다훨씬확 되고있기때문이다.

교육자치의 구역이 꼭 일반자치구역과 일치할 필요는 없

다고본다. 물론양자가일치하는경우에편리한점이많지만

미국 등 선진국의 경우에도 기초단위의 교육자치구(school

district)는다양하게설치되어있다. 미국의교육자치구는자

연발생적으로구성해계속해서자발적으로통합해온역사를

가지고있지만그관할지역이나지역내의학교수, 학생수등

이 현저하게 차이가 있으며 일반행정자치구와 상관없이 설

정∙운 되고있다.

우리의경우에광역단위에서는현재처럼시∙도의행정구

역과 교육자치구를 일치시키는 것이 타당하다. 시∙도는

시∙군∙구에비해서재정자립도가높고교육행정과일반행

정과의 연계필요성도 높은 편이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자치기구 사이에 긴 한 업무 협조와 지원이 요망되므

로현행자치구역을공유하는것이바람직하다는것이다.

그러나 기초단위(시∙군∙구)까지 교육자치제를 확 하

는경우에는교육자치구역을광역화할필요가있다. 많은농

어촌지역에서이농현상으로인해초∙중등학교들이통폐합

되는상황임을감안할때시∙군단위마다교육위원회와교

육청을두는것은비효율적일것이므로몇개시∙군∙구를

묶는 단위의 교육자치구를 설치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하

겠다. 물론 규모시∙군∙구의경우에는1:1로해두자치

구가일치할수도있을것이다. 따라서현행180개지역교육

청을필요한경우에는더통합해교육자치구를설치하는것

이바람직하다고본다. 

일부에서는학교자치라는개념을사용하면서교육자치의

최종단계 내지 목표가 학교단위의 자치를 구현하는데 있다

는 주장을 펴기도 한다. 학교가 교육기관이지만 행정기능을

담당하고있으므로지역내의초∙중등학교를교육행정계층

의마지막단계로간주할수는있을것이다. 그러나지방(교

육)자치는일정한지역과주민을기초로하는통치행위이므

로그학교에다니는자녀를보내는학부모와언제타학교로

전보될지 모를 교원들에 의해서 교육자치를 수행케한다는

것은사리에맞지않는논리라고하겠다. 물론학교운 의민

주화를 보장하고 교육청의 지시∙감독과 규제를 최소화해

학교단위자율경 체제를확립해야한다는점은아무리강조

해도지나치지않는다.

이제는주민직선제실시할때

교육자치제를 실시한 90년 초반부터 상당기간은 교육

위원을지방의회에서선출하고교육위원들이교육감을뽑는

방식으로교육자치기구를구성한바있다. 그러나그와같은

“간접의간접”선거를통해교육정책과정에참여하고교육행

정에 해서통제하는방식은민주화의초기단계에서나통

용될수있었던체제 다고하겠다. 그후학교운 위원회

표와교직단체추천인사들로구성된선거인단에서교육위원

과교육감을뽑는현행방식은참여자수가많다는점에서진

일보했다고할수있겠지만이미지적한바와같이그들이과

연주민들의정통성있는 표인가에 해서의문이제기되

고있다.

현행교육감및교육위원선출방식은지방의회를통한선

출방식의부작용을개선한것이지만또다른문제점을안고

있다. 우선 학교운 위원들이 선출하고 있는데 그들이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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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표할만한위치에있다고보기어려우며선거인(학교운

위원)수가제한되어있어주민전체의교육에 한요구와

의견을반 하는데한계가있는것도사실이다. 또교육위원

을 지역기준으로 선출함에 따라 지역간에 위원수의 격차가

크고주민들이직접선출하는지방의회의원에비해상 적

지위가낮게인식되고있는것도부인할수없다.

이제우리국민들의민주적자질과식견에비추어교육자

치기구의 구성에 있어서도 주민직선제를 선택할 시점에 와

있다고 판단된다. 교육위원은 물론 교육감도 주민직선으로

선출해주민들의교육에 한의견과바람을곧바로지방교

육행정에반 할수있게해야한다. 이는주민들의지방교육

에 한 관심과 지원의욕을 높여 지방교육재원을 확충하는

데도도움이될것으로기 할만하다.

이처럼 선거를 통한 주민의 참여는 4년마다 있는 투표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므로 한계가 있다. 의기구를 통한 간접

참정제도 이외에 주민들의 교육정책에 한 의사를 수시로

반 할수있는제도적인장치들이마련되어야할것이다. 고

교평준화제도 시행여부, 학교기부금제도 시행여부 등 주요

교육정책안에 해서 단순히 설문조사가 아니라 주민투표

(referendum) 등을통해직접참여하는방식을제도화할필

요가있다. 또지역단위에서추진해야한다고보는중요한교

육시책이나 사업들을 주민들이 직접 발의하는 주민발안

(initiative)을 제도화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여기에는

학부모단체나 시민단체들이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 있

을것이다. 이와함께시∙도교육청이나지역교육청에서실

효성있는자문기구들을설치∙운 해주민 표들이참여하

는제도적채널도계속해서확충되어야한다.

정부에서는기초자치단위에교육자치제를실시하지않는

데 한 보완장치로서 교육행정에 한 주민참여기회를 확

하기 위해 지역교육청에 교육행정자문위원회를 설치하도

록규정하 다. 현재많은지역교육청에서구성된것으로보

이나얼마만큼본래의취지를살려충실히운 되고있는지

는의문이다.  

주민통제의이념이구현되려면주민들의참여가정책수립

단계에그치지않고교육및교육정책의성과에 한평가와

환류(feedback)단계에까지 확 되어야 한다. 각급 학교에서

의 학업성취도평가를 정기적으로 실시해 그 결과를 학부모

를포함한납세자및일반시민들에게공개하는것은국민들

의 알 권리를 충족시킬 뿐만 아니라 그 결과를 학교 운 과

지역교육시책및예산에반 할수있는여건을조성한다는

점에서필수적인과제라고하겠다. 또학교평가와교육청평

가에있어서는학부모및주민들의중요한자원인사가될수

도있고직접평가자그룹에참여해객관적인시각에서평가

를수행할수도있을것이다.

의결기구에있어교육자치특수성인정해야

교육자치제의 본질적인 이념 중에 하나는 교육의 자주성

과 정치적 중립성, 전문성을 보장하기 위해 지방교육행정을

일반행정으로부터분리∙독립시킨다는데있다. 이러한교육

행정의 특수성을 인정하지 않고 사회복지, 보건, 지역개발,

환경, 지역경제분야와 다를 것이 없으므로 의결기구나 집행

기구를 일반지방자치기구나 지방행정기관으로 일원화해야

한다는 주장들이 행정학자들 사이에서 자주 제기되고 있는

데, 이는 교육자치의 필요성과 본질을 근본적으로 부인하는

처사이다. 물론교육이외의행정분야도독자성과전문성을

인정할만한분야들이없지는않지만그러한분야에서자치

제가인정되고있는사례는거의없다는점에서교육자치의

특수성을수용해야할것이다.

현행지방자치법에따라지방의회가주민의 표기관이며

그자치구역내의유일한최고의사결정기관으로서교육∙학

예에관한사항까지도관장하도록되어있다는사실을부인

할수없다. 그러나교육행정의특수성을인정해별도의의결

Educational Development ː2003  11+12 47

<< Project



기구로서 교육위원회를 두고 지방의회의 권한 중 상당부분

을위임해몇가지사항들에 해서는교육위원회의의결을

지방의회가 의결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며 교

육∙학예에 관한 집행업무는 교육감과 시∙도 교육청에서

관장하도록 위임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현재의 교육자치

구는위임형이라고할수있다.

현행교육자치제실시이후교육행정기관과일반행정기관

과의관계는단절되었다고할정도로독자성이강화된반면

에 교육위원회와 지방의회와의 관계는 상하관계라고 할 정

도로위상과기능면에서격차가있다.

교육감은주민의재정적부담이나지방자치단체의일반회

계와관련된의안을교육위원회에제출하고자할때미리지

방자치단체장과 협의하도록 되어 있다. 이밖에는 교육청과

시∙도청사이에공식적인업무배분이나상호협력관계가별

로없는상태이다.

교육위원회가의결기관으로서독립성을상실하고지방의

회의 하부 심의기구로 전락되었다는 자조적인 비판이 지속

적으로제기되고있다. 교육위원회가의결한조례안, 예산안

및결산, 특별부과금, 사용료, 수수료등의부과및징수에관

한사항은지방의회에서최종의결하도록되어있다. 따라서

이처럼이원화된의결절차는교육위원회에서2단계, 지방의

회에서 3�4단계, 총 5�6단계로서 의안심의∙의결에 시간

이많이소요될뿐아니라행정력이과다하게소모되는등여

러가지부작용이유발되고있다. 또지방자치법에교육∙학

예에 관한 사무를 일반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규정해 교육

자치기구의존립기반을약화시키고있다는근본적인문제제

기와더불어교육행정에관한사무감사, 조사∙청원심사, 교

육에 관한 발의권을 지방의회에 부여한 것은 교육의 자주

성∙전문성 확보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

다. 

특히의결사항중가장중요한지방교육에관한조례의제

정과 개폐, 예∙결산안 등에 해서는 교육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다음에 지방의회로 이송되어 분과위원회 심의부터 다

시시작하게됨으로써시간과행정력의낭비를가져오고교

육위원회의 기능을 무력화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 것이

다. 이러한 문제점과 부작용은 어떤 방식으로든 해소되어야

한다.

현재와같이이원화된의결기구와중복된심의∙의결과정

을탈피하려면의결기구를완전히분리∙독립시키거나아니

면일원화시키는방안중하나를택할수밖에없다. 즉첫째

방안은 교육위원회를 독립형으로 해 조례나 예산안까지도

교육위원회의 의결을 지방의회의 의결로 간주하게 하는 방

안이다. 둘째는지방의회의분과위원회에서는교육∙학예에

관한사항은다루지않게하고교육위원회가의결한사항은

바로본회의에상정해심의∙의결케하는방안이다.

교육자치기구를 현재처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임받는

형태로구성∙운 하지않고자치구역을달리하는특별지방

자치단체로위상을인정받는경우는명실상부하게교육자치

단체로서 독립성을 확보해야 한다. 앞으로 기초자치단위까

지교육자치제를확 해일반행정자치구와달리교육자치구

를 별도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특별자치단체로 인정할 수밖

에없을것이다.

교육자치제가독립성만을명분으로삼아타행정분야로부

터단절∙소외된채자치를위한자치에만족해서는안된다.

교육자치의 궁극적인 목적은 지역의 교육을 발전시키고 효

율적으로 지원하는데 있는 것이며 교육계의 자존심을 유지

하는데있는것이아니라는사실을잊어서는안될것이다. 따

라서교육행정이지방자치단체의일반행정과유기적인협조

관계를유지하면서필요한지원과협력을확보할수있는형

태로연계체제를유지하고필요하다면교육자치기구의구성

에있어서도그러한점들이반 되어야할것이다.

현행체제하에서도 양자간의 연계는 강화되어야 한다.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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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기구의 경우에는 시∙도의회 문교사회위원회와 교육위원

회간에협의체를구성해이에관한사항을협의처리하는방

식을 정착시킬 필요가 있다. 그리고 집행기구의 경우에도

시∙도 부교육감과 행정부지사를 포함한 지방교육행정협의

회를구성해관련업무와공동관심사들을협의∙처리하는체

제가제도화되어야할것이다.

교육행정분권, 아직난관많으나…

지방자치와 교육자치의 의결기구를, 더 나아가서는 집행

기구까지통합해야한다는주장이있어왔다는점은이미지

적한바있거니와한국조세연구원에서는양자간의재정통합

을 먼저 해야 한다는 연구보고서를 발간한 바 있다. 교육이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이므로 중앙정부로부터 지원되는

교육재원을지방자치단체에이전해지자체가통합관리함으

로써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고 지자체의 교육투자확 를 촉

진해야한다는것이다.

앞에서 밝힌 바와 같이 명실상부한 교육자치가 실현되려

면 독자적인 재원이 확보되고 재정운용의 자주성이 확보되

어야 한다. 그러나 국세의 비중이 80%에 달하고 세원이 지

역간에편차가심한상황에서가까운장래에지방단위로교

육재원의 부분을 조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따

라서 최소한 교육재정운용의 자주성은 확보되어야 할 것이

며지방교육특별회계는그제도적장치라하겠다.

교육자치의당위성을인정해교육행정의독자성을존중한

다면교육재정의운 에있어서도자주성을부여해야할것

이다. 지방정부의 중장기 재정전망에 비추어 지방자치단체

가교육비지원을확 할수있는여건에있지않으며재원을

통합하는 경우에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지 않은 교육부문

의 투자우선순위가 오히려 낮아져 현재보다 교육재원이 줄

어들 우려조차 있다. 지방자치단체가교육에 한 지원책임

이없는현재체제하에서지자체들이교육의확충과개선을

위해지원을확 한다면그러한의지와실적은훨씬돋보일

것이다.

현재도교육비특별회계예산은지방의회의심의∙의결을

받고있을뿐아니라주민의재정적부담및지자체일반회계

와 관련되는 사항은 교육감이 시∙도지사와 협의하도록 되

어 있다. 그러나 지자체장의 예∙결산에 한 종합조정권을

존중한다는차원에서교육예∙결산안을교육감이시∙도지

사에게보내일반회계예∙결산안과함께시∙도의회에제

출하도록하는방안은검토해볼필요가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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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획2-고등학교형태의다양화

>>  특수목적형고교의발전과제

>>  다른것은다르므로다르게다루자

>>  우리는공부잘하는아이를‘질’좋은아이라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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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철 ｜한국교육개발원선임연구위원, chul@kedi.re.kr

특수목적형고교의발전과제

우리나라 고교 교육제도는 해방 이후 오랫동안

일반고와 실업고를 기본 골격으로 하여 운 되어

왔다. 그러나1974년부터실시된고교평준화정책

의문제점을보완하기위한차원에서예술고, 체육

고와 같은 특수목적을 가진 고등학교가 처음 설치

되어운 되었고, 1980년 이후에는과학고와외

국어고 등의 특수목적고등학교가 설립되었다. 그

리고 1990년 중반에는 교육개혁위원회의 교육

개혁 방향으로 제시된‘고교체제의 다양화와 자율

화’방향아래특성화학교, 자율학교, 자립형사립학

교 등 특수 목적을 가진 고등학교들이 설치∙운

되어왔다(이하에서는이와같이특수목적을가진고등학교

들을‘특수목적형고등학교’로칭하고자한다).

기존의 일반고와 실업고의 문제를 보완하기 위한 차원에

서구안된특수목적형고등학교들은고교체제를다양화하고

특성화하며 자율화하는 방향으로 발전해 왔다. 즉 특수목적

형고등학교들은일반고등학교와는달리특수목적에따라

고교교육을 특성화하면서 학교 유형을 다양화하고, 학생선

발방법, 교육과정운 , 납입금책정등에서자율성을가지

고운 되어왔다. 그러나일부특수목적형고등학교들은당

초의설립취지에비추어볼때, 충실하게운 되지못한사

례도나타나고있다. 특히, 일부특수목적형고등학교는일류

학 진학을 위한 수단으로 그릇되게 활용되면서 특수목적

형고등학교의설립취지를퇴색시키고있다는지적도나오

고있다. 이로인해고교유형은다양화되었으나, 당초기

했던고교체제의다양화를통한특수목적교육이그리성공

적으로 실천되지 못하고, 평준화 정책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기능도미흡한실정이다. 

이런 문제 인식에서, 통령직인수위원회도 2003년 2월

발표한「교육개혁과지식문화강국실현」을위한중점추진과

제의하나로특수목적고, 자립형사립고, 자율학교제도등에

한실태파악과평가를바탕으로본래취지 로운 될수

있는정책방안을입안하도록되어있다. 이 에서는특수목

적형 고등학교의 운 실태를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특수목

적형고등학교가설립취지에충실할수있는방안을모색해

보고자한다.

종류많아도모두 학입학이목표다

특수목적고교, 특성화고교, 자율학교, 자립형사학등과같

은특수목적형고등학교의설치배경, 운 실태및쟁점사

항등을살펴보면다음과같다.

가. 특수목적고등학교

초∙중등교육법시행령(제90조)에서는 특수목적고등학교



를특수분야의전문적인교육을실시할목적으로공업∙농

업∙수산∙해양∙과학∙외국어∙예술∙체육∙국제 계열의

고등학교 중에서 교육감이 지정∙고시하도록 되어 있다. 따

라서 특수목적고등학교는 직업 분야의 기초능력 신장을 통

해국가기간산업인력을양성하고, 과학∙외국어∙예체능등

특정분야에남다른소질과재능을가진학생들에게특수재

능및 재교육을실시하는것이라고볼수있다. 

이런 특수목적 실현을 위해 특수목적고에는 일반 고등학

교에비해상당히많은학교운 의자율권이부여되고있다.

특수목적고에부여된자율권의범위는전국단위(또는시도

단위)의 학생 선발, 교육과정 편성∙운 의 자율(교육청의

승인을얻어조정가능), 납입금책정의자율(현재사립외국

어고, 예술고만해당) 등이다. 2003년현재전국에서실업고

41개교와과학고, 외국어고, 예∙체능고71개교등총112개

특수목적고교가운 되고있다.  

특수목적고등학교는설립취지를구현하기위해일반학교

와차별화된학생선발및교육과정등을운 하고있으나

학진학을위한입시위주교육과교원과시설등과같은교육

여건의 제약으로 특수목적에 부합한 교육이 만족스럽게 이

루어지질못하고있다는지적이나오고있다. 예술고와체육

고 졸업생들은 부분 동일계로 진학하고 있지만, 과학고와

외국어고등에서는동일계진학외에도의 와법 등과같

은타계열로진학하는학생들이적지않다. 

이외에도, 특수목적고등학교와 학간에도교과목과교육

내용면에서중복현상이나타나이들간에연계성이미흡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교원인사제도에서는 공립 특수목적

고등학교교원은관내고등학교교원중선발하여임용하고

있지만, 일정기간근무후, 순환근무제에의해일반학교로전

보되어야하므로지속적인전문성개발을어렵게하고있다. 

한편, 직업분야특수목적고교는1980년 중반까지비교

적성적이우수한학생들이입학하는수준높은고등학교

다. 그러나현재는학생모집의적용기준이당해지역이아니

라전국이라는점에서기존의실업계고교와차이점을가지

고있을뿐학교체제운 에있어서큰특성을보이지못하고

있다. 그래서학생선발에는다소유리한점을가지게되었지

만, 법령에서규정하고있는바처럼전문적인교육을성공적

으로실시하고있다고보기어려운실정이다. 

나. 특성화고등학교

특성화고등학교는1996년교육개혁위원회의고교직업교

육의다양화방안의하나로제안되어, 1998년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정시준칙주의에의해시행하도록법제화된후, 실

업계고교육성 책으로확 추진되고있다. 특성화고등학

교의목적은소질과적성및능력이유사한학생을 상으로

특정분야의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 또는 자연현장

실습 등 체험위주의 교육을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것이다

(초∙중등교육법시행령제91조). 특성화고등학교는2003년

현재총69개교가설치되어운 되고있다.

특성화고등학교는 현재 전국단위의 학생 선발, 교육과정

편성∙운 의자율, 산학겸임교사의임용(교원 자격증 없는

산학겸임교사를 교원정원의 1/3내에서 임용 가능), 납입금

의 자율 책정(교육감의 지정을 받은 사립고교) 등의 범위에

서 자율적 운 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특성화고등학교에

는 직업교육 분야의 특성화고등학교와 안교육 분야의 특

성화고등학교의두가지유형이있다.

다양한학생들의능력∙적성∙흥미∙요구에맞는특정분

야에서집중적인직업교육을실시하여전문직업인력을조기

양성하기위해1998년1개교로시작하여2003년현재디자

인∙조리∙자동차∙애니메이션∙관광∙원예∙실용음악∙

인터넷∙ 상연출등54개교가직업교육특성화고로운 되

고있다. 교육인적자원부는실업계고교가학생정원미달등

정상적인교육과정운 이어려운점을감안하여새로운특

성화고교의설립과함께기존실업계고교를지역사회의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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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획 2 >>>>  고고등등학학교교형형태태의의다다양양화화



업수요에 부응하도록 특성화고교로 전환하는 것을 적극 지

원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직업교육 특성화고교

에 해서는시도교육감이학교가희망할경우교장자격, 교

육과정편성∙운 , 교과서사용등폭넓은자율권을부여하

기위해자율학교로지정하고있다.

안교육특성화학교는정규학교에적응하지못하거나만

족치못하여학업을중단하는학생들이증가함에따라중도

탈락한학생들을 상으로인성교육, 노작교육등자연친화

적교육활동을실시할목적으로지정∙운 되고있다. 1998

년6개교가 안교육특성화고교로지정∙고시된이래2003

년현재15개 안교육특성화고교가운 되고있다.

직업교육 분야의 특성화 학교 제도는 실업고를 특성화하

도록유도하는데기여해왔다고볼수있다. 그러나실업계

고교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실업교육의 전반적인 침체

현상과학생들의실업고기피경향등으로실업고의이미지

를쇄신하는데에는아직많은제약점을갖고있다.

안교육은 본래 제도교육의 한계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교육을 실시하자는 취지 으나, 제도권에 들어오면서 정부

의재정지원과함께공교육에준하는규제를받게되었다. 물

론특성화고등학교로지정되어상당한자율권이부여되고는

있지만, 당초의 안교육의 기본정신은 퇴색되는 측면이 있

다. 또한, 안학교가제도권에들어오면서학생과학부모들

이일반학교처럼 학입시준비교육에관심을두고, 교사들

은공립학교에준하는활동을하게되면서 안학교의특성

도반감되고있다. 

다. 자율학교

자율학교는교육규제를최소화하여학교교육의변화와혁

신을 촉진하고 학습자의 소질∙적성∙능력에 맞는 교육을

구현하기위한목적으로도입된이른바탈규제학교라고볼

수 있다. 1996년에 탈규제학교 제도의 도입이 제안되었고,

1997년말초중등교육법제정시법제화되었으며, 1998년초

에초중등교육법시행령제정시자율학교로명명되었다. 

자율학교는우리나라의현실적여건을고려하여자율권을

전면적으로부여하는미국식협약학교의방식과

는달리제한된사항에 해서만자율권을부여

하 고, 적용 상도 초기에는 일부 특성화고등

학교와 특수목적고등학교로만 국한시켰으나 3

년간(1999~2002년) 시범운 결과, 비교적성

공적으로 수행되었다고 판단하여 지정 상을

특성화고, 예∙체능계고, 농어촌지역고교로확

하고, 지정권한을시∙도교육감에게위임하

다. 

자율학교는 초중등교육법(제61조)에 근거하

여 전국단위의 자율적 학생선발(지필고사는 금

지), 교장의임용(교장자격증없는각계유능인

사 임용 가능), 산학겸임교사 임용(교원 정원의

1/3이내에서 산학겸임교사 임용 가능), 교육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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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학교수는2003년자료임.

<표1> 특수목적형고등학교유형별설립목적및성격



정편성∙운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외자율), 교과용도서

의사용(국민공통기본교육과목만국정∙검인정사용하고나

머지는자율), 납입금책정(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지정하는

학교만자율) 등에있어서교육법상의각종규제로부터벗어

나자율적인운 을하고있다. 2003년현재자율학교는특

성화고 18교, 예∙체능고 18교, 통합형고 9교 등 65개교의

학교가지정∙운 되고있다. 

자율학교 제도는 초중등교육법 및 시행령에서 허용하는

자율권의 범위는 광범위하지만, 현재 자율학교에서 행사하

고있는자율권의범위는교장임용, 교육과정자율편성?운

, 교과서의사용측면에서의자율화, 학생모집자율화등

으로법에규정된것보다축소되어운 되고있다. 특히교육

과정 운 에서도 교육과정 자체가 학년별 과목과 가르쳐야

하는내용, 수업시수까지규정하고있어매우제한적인범위

내에서만 자율적인 편성∙운 이 가능하다. 교원 인사에서

는공립학교의경우, 순환근무제에의한교원이동으로인해

자율학교운 의연속성이지장을받게된다. 

자율학교시범운 평가결과에따르면, 학생선발, 학교교

육계획 수립 및 교육과정의 편성∙운 에 한 행정기관의

지침과 지시가 자율학교의 자율적 학교 운 을 위축시키는

요인으로나타나고있다. 그리고자율학교는학교를외부규

제에서벗어나자율적으로운 하기위한취지로도입된제

도이지만, 자율학교의 지정부터 자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

는사례도있다고한다.

라. 자립형사립고등학교

자립형 사립학교는 5.31 교육개혁방안에서 고교 교육의

다양화∙특성화 방안으로 제안된 것이다. 자립형 사학 제도

의추진목적은사립학교본연의역할을회복시켜다양하고

독특한건학이념을추구할수있도록재정이건실하고건학

이념에걸맞는교육프로그램을운 하는사립고교에교육과

정운 및학생선발, 등록금책정등에 한폭넓은자율권

을부여하고이에따른책무성을확보하려는것이다.

현재 2002년 지정된 민족사관고, 광양제철고, 포항제철

고, 2003년지정된해운 고, 현 청운고, 전북상산고등6

개의 자립형 사립고등학교가 3년간의 기간으로 시범운 되

고있다. 자립형사립고는2005년에시범운 에 한종합평

가를거쳐제도도입여부가결정될예정이다.

자립형사립고의시범운 내용은학교자율에의한학생

선발(지필고사 금지), 교원임용자력(자격증 없는 각계 인사

를교장으로임용가능), 교육과정운 및교과용도서사용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외자율), 법인부담금(학생납입금

비8:2 이상부담), 학생납입금(당해지역일반계고교의3배

이내), 장학금(학생15% 이상에게장학금지급), 기타운

사항(학사∙재정공개등투명성확보) 등이다.  

자립형 사학은 2002학년도부터 운 된 고등학교들이지

만, 학교설립당시부터확실한건학이념을가지고출발한학

교들로서 각기 개성있는 교육프로그램을 운 하고 있는 것

으로 알려져 왔다. 그러나 자립형 사학은 아직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있지않고, 법적으로는자율학교의한유형으로지

정∙운 되고있는상태이다.

또한 자율적인 학교 운 이라는 자립형 사학 지정운 의

취지는 자립형 사학이 귀족학교화될 것이라는 우려와 기존

중등교육체제와의균형등을고려하여몇가지자율적운

에제약을받게되면서자립형사학으로서의운신의폭을좁

히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러한 사항 가운데 많이

지적되는것은자립형사학의선정요건으로설정한기준에

관련된사항으로서등록금제한과장학금지급기준가운데

법인전입금기준이과다하다는것등이다.   

우선명칭부터통일되어야

특수목적형고등학교를확 설치한것은고교교육의다

양화하고특성화하는데크게기여해왔고, 학교운 을자율

54 Educational Development ː2003  11+12

특별기획 2 >>>>  고고등등학학교교형형태태의의다다양양화화



화하는 데 기여해 왔

다. 하지만앞서살펴

본 바와 같이 특수목

적형 고등학교는 교

육제도 및 학교 운

에서 여러 가지 문제

들을 가지고 있어서

특수목적형 고등학교

의 설립 및 지정∙운 취지에 충실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

앞으로특수목적형고등학교가설립및지정취지에충실하

기위해서는다음과같은측면에서의보완이필요할것이다.

첫째, 특수목적형 고등학교의 유형별 학교 성격 및 명칭

등을명료화할필요가있다. 일부고등학교는특수목적고등

학교, 특성화고교, 자율학교등으로설립또는지정되고있으

나 이들 학교 유형간의 성격이 명료하지 않다. 특히 실업계

고교정책에서특성화를지향한다는차원에서볼때에도특

성화고교와 일반 실업계고교 간에 본질적인 차이가 확실하

지않다. 또한, 특수목적고교와특성화고교에는운 상에상

당한자율성을부여하고있는데, 더많은자율성을부여하기

위해이들학교를 상으로자율학교를지정하고있다. 이에

따라특수목적형고교의명칭상에혼란을더하고있다.

실업계고교를특수목적형고등학교로설립하거나지정하

는 경우, 특수목적형 학교의 성격 및 명칭 등에서의 혼선과

이들학교들간의관계의모호성을피할수있도록특수목적

형 고등학교를 학제 측면에서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학교

유형별성격을명료화할필요가있다. 실업계고교는특수목

적고나특성화고교중어느하나로통일하는것이필요할듯

하다.  

재교육진흥법에의해새롭게 재학교가설립되면서당

초 과학 재와 어학 재를 양성하기 위해 설치된 과학고와

외국어고 등의 특수목적고교의 성격이 모호해지고, 재학

교간의 관계가 모호해지고 있다. 앞으로 재교육을 특수목

적고교와 재학교의공존체제를유지하면서실시할것인지

아니면 재학교 중심으로 제도화할 것인지에 관한 기본정

책이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재교육을 재학교 중심으로

제도화하는 경우, 특수목적고교의 목적은 예체능 분야의 특

수재능교육으로한정해야할지도모를것이다.

둘째, 특수목적형고등학교의특성에맞는교육과정운

이 필요하다. 특수목적형 고교의 교육과정은 전문교과의 비

중이높아특수목적형고교의특성이반 되고있지만, 일부

특수목적고교들은 학진학을염두에두고교육과정을운

하고 있어서 일반고교의 교육과정과 차별화되지 않는 측면

도 있다. 또한 일부 특수목적고교(예: 과학고, 외국어고 등)

의 교과목과 교육내용이 학의 교과목과 교육내용과 중복

이 있고, 실업계고교의교육내용과 전문 학 교육내용 간에

중복이많이나타나고있어 학교육과정과의연계성을강

화할필요가있다.

셋째, 특수목적형고등학교의특성에맞는신입생선발제

도와 특수목적형 고교 학생들이 특수목적의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특수목적형 고등학교의 특성을 반 한 학진학

제도가 강구되어야 한다. 과학고와 외국어고 등의 특수목적

고등학교에서이분야의자질을갖춘학생을선발하기위한

나름 로의 전형방법(학력경시 회 입상자 등에 한 우선

선발 등)을 두고 있지만, 실제로는 전반적인 학력이 우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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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을 선발하는 결과가 되고 있다. 특수목적형 고등학교의

특성에맞도록신입생을선발하는방안이강구되어야할것

이다. 

학업성적이우수한학생들이진학하는과학고와외국어고

같은특수목적고졸업생들은현행내신위주의입시제도하

에서 학진학시상 적으로불이익을보게되어있다. 특수

목적형고교가입시준비교육기관으로전락하는것을예방

하고, 졸업생의지속적인진로개척과능력개발이가능하도

록 특수목적형 고등학교의 특성을 반 한 학진학제도가

마련되어야할것이다.

넷째, 특수목적형 고교 교원의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는

교원인사제도 및 연수제도가 구축되어야 한다. 특수목적형

고등학교의특성에맞는교원확보가안되고, 전문성개발도

어렵다. 일반고교와 같이 교원순환근무제가 적용되므로 특

수목적형고등학교의특성에맞는교원확보가어렵다. 그리

고특수목적형고교교원의전문성을개발하기위한연수프

로그램이운 되질않고있다.

다섯째, 특수목적형고등학교의설립취지에맞도록학교

운 의 자율성이 충분히 보장되어야 한다. 탈규제와 자율성

을 부여하기 위해 지정된 자율학교(자립형 사학 포함)의 경

우에도학교운 의자율성이충분히주어지지못한측면이

있다. 특히자립형사학에는자립형사학이되기위한기준으

로서상당한규제가추가된측면도있다. 자율학교가탈규제

학교의전형이될수있도록학교운 전반에걸친자율권이

보장되어야할것이다.

설립취지되찾으려는노력시급하다

우리나라고등학교는고교체제의다양화, 특성화, 자율화

라는 정책이 추진되면서 특수목적을 추구하는 다양한 유형

의고교들이설립되었고자율적운 이가능한학교들이지

정∙운 되어왔다. 이러한학교의설립과운 으로그간학

생들의다양한수요에부응하는다양하고특색있는학교운

이가능하게되었고, 단위학교의자율적운 도상당부분

가능하게되었다.

그러나특수목적형고등학교를설립하고지정하면서당초

기 했던 특수목적의 교육이 설립 취지에 맞게 성공적으로

운 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특수목적형 고등학교의

운 으로 평준화 정책의 문제점을 크게 보완하게 되었다고

평가하기도 미진한 점들이 많다. 앞으로 특수목적형 고등학

교의 운 전반이 종합적으로 진단되어 특수목적형 고등학

교들이당초의설립취지에충실하게운 될수있는방안이

시급히마련되어야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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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형사립고등학교는정보사회니세계화니교육의경쟁

력이니하는논의들이분분하고고등학교평준화정책에

한시비가더욱거세어지면서그도입이운위되기시작하

다. 그리하여몇가지도입취지를내세우면서6개교의자립

형 사립고등학교가 선정되었고, 학교에 따라 2002년 혹은

2003년부터시범운 에들어간바있다. 

자립형 사립고등학교는 그 도입이 이야기되던 때부터 심

한논란의 상이되었다. 도입을찬성하는쪽과반 하는쪽

의주장이지극히 립하 고, 사회적합의는쉬워보이지않

았다. 양쪽의주장에모두일리가있어보 고, 서로가교육

의 원리라 할 수 있는 어떤 것들에 기 어 자신들의 주장을

펼쳐보 다.

그래서 일반 국민은 물론이고 교육 분야에 몸담고 있는

‘전문가들’조차도어떠한주장이더옳은지에 해혼란스러

웠다. 이러한 혼란스러움은 자립형 사립고등학교가 시범운

의형태로나마이미출범한지금의시점에도여전하며, 이

문제에 한사회적합의또한여전히불완전한상태로남아

있는것으로보인다. 

이러던차에, 필자는최근한국교육개발원이주관하는“자

립형사립고등학교운 의실제와평가”행사에참여한바가

있다. 6개 시범운 학교에서 제시한 운 사례 발표가 있었

고, 이에 한여러가지주장과토론이있었다. 필자는이기

회에자립형사립고등학교에 한주의를비록그심도에있

어서는부끄러운수준이지만다시가져볼기회를가졌다. 이

런기회를계기삼아자립형사립고등학교에 한몇가지소

견을간략히말해보고자한다.    

남과의차이를유난히견디기힘들어하는한국인의정서

자립형사립고등학교를보는부정적인시각은강하다. 그

것은 나름 로 타당성을 갖기도 한다. 평준화에 한 위배,

귀족학교화, 이로 인한 사회적 위화감, 교육 불평등의 심화,

입시준비 교육기관으로의 변질, 학벌주의 조성 등이 자립형

사립고등학교에 반 하는 사람들이 흔히 내거는 반 이유

이다. 이러한이유들에는우리가귀기울여야할점들이담겨

있다. 쉽게어찌할수없는한국인의속성과정서에비추어,

한국교육을둘러싸고있는엄연한제약조건에비추어, 그리

고어떤경우는좀더순수한교육적원칙에비추어, 그이유

들은 자립형 사립고등학교를 반 할 근거로서 상당한 타당

성을갖는다고볼수있다. 그러나동시에그것들중어떤것

들은시각의협소함에서비롯된것일수도있고, 우리가극복

해야할부적절한의식과풍토에그 로머물러있음으로해

서제기되는것일수도있다. 이런점에서, 반 론자들이제

기하는반론에 한일정부분의반론이가능하다고본다. 

그반론에 한반론의핵심은평등의문제와관련될것으

로보인다. 자립형사립고등학교에 한반 입장의많은부

분은평등에 한관점과정서에관련되어있다. 반 이유는

여러가지말들로표현되고있지만, 그중많은것들은평등

에관한어떤‘잠재의식’같은것에서비롯되고있는것으로

보인다.   

살아온 경험에 비추어 볼 때, 한국인의 정서는 매우 평등

지향적인것같다. 남과의차이를유난히견디기힘들어한다.

이러한정서는교육의문제에도그 로나타나고있다. 사회

적삶에있어서, 특히교육의문제에있어서, 평등은 단히

중요한덕목이고제도운 의핵심원칙이다. 평등이차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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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자리가이러한만큼평등에 한올바른시각은중요하다.

그런데우리의경우에있어서여기에어느정도문제가있는

것으로보인다. 평등에 한협소한관점, 즉소극적인평등

관점이널리수용되고있는것같다. 외형적이고산술적인동

일성이평등에 한의식의넓은부분을차지하고있는것같

다. 교육의문제를이러한협소한평등의개념을가지고처리

할경우, 넓고적극적인시각에서볼때가치를갖는다른의

미의평등이위태로워질수있다. 그다른의미의평등이란,

의미전달상우려되는바가없지않지만간단히말해, 다른것

은다르게취급해야한다는의미의평등이다. 이러한평등은

공정함과도상통한다. 다른것은다르게취급해야하는이유

혹은기준이정당할때그러한경우의차등은공정한것이고

정의로운 것이며, 그때의‘차이’는 적극적인 의미에서 보아

‘평등’인것이다.

이러한적극적의미의평등은교육에서중시되어야할점

이다. 사람은각자의재능과가능성을거기에부합하는여건

하에서계발하고실현할필요와권리를갖는다. 그런권리는

곧흔히말하는학습권에해당한다. 그러한학습자의권리에

충실히 응하고자 할 경우, 각자의 학습의 조건은 똑같을 수

없다. 그것을조직의차원에서생각할경우, 학교의‘종류’는

얼마든지다를수있다. 지금관심의 상인자립형사립고등

학교의 경우도 이러한‘다른 종류’의 학교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고 할 때, 자립형 사립고등학교의 부당성의

근거를협소한의미의평등에두는것은그리온당하다고볼

수 없다. 고교 평준화의 기조를 크게 흔드는 것이 아닌 한,

‘다른성질의학생들’이‘다른종류의학교’에서‘다른내용

과방식의교육’을받게하는것은그리이상할것도나쁠것

도없다. 그것을가지고심화되는불평등의문제나사회적위

화감의문제를부각시키는것은부적절할수있다. 모든학생

들이 평준화된 학교에서‘평등한’(소극적인 의미의) 교육을

받을 필요는 없다. 아니,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할수도있다. 

평등에 한이러한열린태도는차이와다양성에 한관

용의문제와직결된다. 우리사회가안고있는문제중하나

로차이와다양성에 한관용의부족함이지적되는것은친

숙한일이다. 그러한관용의부족은자유를억압한다. 사회의

생기를위축시키고우리의삶의폭을협소하게한다. 교육이

‘자유인’의 형성을 지향한다고 하면, 거기에 관용이 미덕으

로자리잡아야하고, 그것은교육제도의설계와운 에도적

용되어야한다. 차이와다양성과파격에 한가능한한넓은

관용이교육에 한인식과그제도의운 에적용되어야한

다. 자립형 사립고등학교라는‘차이와 파격’도 이러한 맥락

에서수용될수있는문제라고볼수있다. 

한가지덧붙여, 자립형사립고등학교에 한옹호가소위

‘사회적공동자산’의개념에의존할수도있다. 자립형사립

고등학교가‘더 뛰어난 자들’을 상으로 하여‘더 좋은 교

육’을 실시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꼭 불평등

의차원에서부정적으로만볼필요는없다. 그러한방식을통

해 배출된‘양질의 인력’이 일구어낼 산출은 사회 구성원이

공유할 공동의 이익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할

경우, 자립형 사립고등학교와 같은 학교에서 제공하는 특별

한 교육기회를‘양보한’(혹은 그러한 교육적 차등을 받아들

인) 집단은그러한교육기회를향유한집단에의해생산되어

분배될 추후의 산출에 의해‘양보하지 않았을’경우보다 더

큰이익을얻을수있다. 이런관점에의할경우, 좀더가능성

있는‘사회적공동자산’을효과적으로관리한다는차원에서

자립형사립고등학교를받아들일명분이확보될수있다. 

자립형 사립고등학교를 반 하는 입장에 한 이러한 반

론이가능하다해도그반론은상당히뚜렷한현실적한계를

가질수있다. 무엇보다도, 평등에 한열린태도가자리하

기위해서는사회내에공정한룰과가진자혹은능력있는자

들의윤리성이전제되어야하는데우리사회에는아직그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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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취약하다. 그점이신뢰롭지못하기때문에, 특별한소수

가 누리게 될 차등적 기회가 부당한 특혜로 간주되게 되고,

그러한특혜에의해초래될결과에 해우려하고불안해하

게 된다. 가진자 혹은 능력있는 자들이 겸양과 나눔의 윤리

신 위세와 이기주의의 부도덕함을 보이는 사회에서는 열

린평등의관념과차이에 한관용의태도가자리잡기어렵

다. 열린 평등과 관용의 태도는 특별한 일부를 위해 다수의

보통사람들에게만요구될수없는것이다. 엄격히말해, 그

특별한일부의사람들이보여주어야할도덕성과의무가선

행되어야한다. 자립형사립고등학교의도입에 해불평등,

위화감, 귀족학교화, 학벌주의심화등의우려를나타내는것

은상당부분우리사회가안고있는모순과미성숙함, 즉가

진자와능력있는자들의도덕성과의무의식의부족함에그

깊은뿌리를두고있다고볼수있다. 

이러한측면외에도다양한가치가아닌일부의지배적가

치에의해우열을가리는우리사회의풍토, 거기에서학교교

육이갖는위상, 이에따른학력주의와입시준비교육의절박

성등역시앞의반론에따라자립형사립고등학교를일방적

으로옹호하기어려운한계를제공한다. 어쨌든, 자립형사립

고등학교에 한전향적인생각을가지려고해도이를망설

이게하는엄연한현실적제약이존재하는것이우리의실정

이다. 이러한여러사정때문에자립형사립고등학교에 한

찬반의입장을명쾌하게정하기란쉬운일이아니다. 사정이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은 일단 자립형 사립고등학교에 해

보다열린자세를견지하고시범운 중에있는그학교들이

어떤 가능성과 한계를 보여주고 있는지를 주의깊게 살펴야

할때라고생각한다. 언급한바의현실적제약에도불구하고

자립형 사립고등학교가 어느 정도의 가능성을 보여준다면,

자립형 사립고등학교 도입이라는 새로운 시도에 한 긍정

적인평가를아끼지말아야할것이다. 그러나, 그러한경우

라할지라도, 자립형사립학교의수를얼마로확 할것인지

의문제는매우신중하게다루어져야할것이다. 평준화의기

조가위협받는일은결코바람직하지않을것이기때문이다. 

‘보통아이도’생각하는사립고가되기바란다

자립형 사립고등학교는 우리 나라 학교교육의 위기를 타

개하기위한한방편으로도입된것이라고볼수있다. 개성

없고진부한교육프로그램과교육방법, 타성과무기력속에

지속되는학교교육의질적결함, 학습자의다양한교육적요

구에 한 응력상실등은우리학교교육의심각한위기

고, 자립형 사립고등학교는이러한 위기 상황에서 자극제와

돌파구의방편으로도입되었다고볼수있다. 그렇다면, 자립

형 사립고등학교는 무엇보다도 이러한 기 에 부합하는 방

식으로 자리잡아가야 할 것이다. 정도( )를 벗어난 일반

학교교육에 하여 정도를 가는 교육의 시범이 되어주어야

한다. 규격화되고침체된교육의관행에파격과생동의자극

제가되어줄수도있다. 

이런생각하에, 자립형사립고등학교에 한기 로서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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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두가지를말하고싶다. 하나는학교교육의전형을보여주

어야한다는것이고, 다른하나는‘우수학생들’만을위한교

육이 아니라‘보통 학생들’을 위한 교육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것이다. 

무엇보다도 자립형 사립고등학교는 좋은 학교 혹은 학교

다운학교의모범이되어야한다고생각한다. 그곳은보통학

교에비해상 적으로양호한재정형편속에서더나은교육

여건을갖추고폭넓은자율성을행사하도록되어있다. 자립

형사립고등학교에그러한차별화된조건을허용한것은기

존학교들을옥죄고있는제약으로부터벗어나제 로된교

육의모습을실현해보라는요구가담겨있다. 교과가교과답

게 가르쳐지고, 학생들에게 의미있는 경험들이 다양하고 풍

부하게 제공되고, 학생들의 학교생활이 행복해지고, 그래서

그곳에서 인간성장이 제 로 이루어지는 참된 교육의 장이

되도록 해보라는 희망이 담겨 있다. 자립형 사립고등학교는

결국많은교육적오류와타성속에머물러있는일반학교들

에게학교란저런곳이구나, 학교에서학생들은저렇게생활

하고학습할수가있구나, 학교라는조직이저런건강한문화

를꽃피울수도있구나하는등의생각을가질수있게해줘

야한다. 바람직한학교의모습을갖추는데한계를겪고있

는학교들에 해자극제가되고, 가능성을보여주는견인차

가되어야한다. 이렇다고할때, 단순히우수한학생들을모

아호되게공부시켜높은 입성적을올리고자하는자립형

사립고등학교가 있다면 이는 매우 우려되는 일이다. 그것은

자립형사립고등학교가보여줄수있는가장실망스럽고추

한모습이될것이다. 불행히도지금시범운 중인일부학

교에서는그런실망스러운모습이나타나고있는것으로보

인다. 자립형 사립고등학교라고 해서 현실적으로 입 준비

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겠지만, 그곳에서는 전체적으로 뭔

가새로운교육의모습이나타나야하고, 뜻있는시도들이흉

내내기식이아니라실질적으로교육적결실을얻는방식으

로추진되어야한다.       

자립형사립고등학교에기 하는바로서다음으로말하고

싶은것은‘보통학생’을 상으로하는교육이다. 많은사람

들이자립형사립고등학교하면우수학생을모아엘리트교

육을시키는‘명문학교’를생각하는것같다. 자립형사립고

등학교로 선정되었거나 향후 선정되기를 바라고 있는 학교

운 주체들도 흔히 그‘명문학교’를 꿈꾸고 있는 것 같다.

이처럼자립형사립고등학교의기류가엘리트주의로흐르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못하다고 생각한다. 자립형 사립고등학

교가일반학교에비해탁월한교육혹은양질의교육을실시

할가능성이크다고할때, 그러한교육의 상이꼭‘우수한

재’일 필요는 없다. 좋은 교육은 누구에게나 가능한 것이

고 가치로운 것이다. 물론 학교 설립자 혹은 경 자가 많은

자기부담을해가면서특별한학교를운 하는경우에이왕

이면‘천하 재를모아가르쳐보고자하는’유혹을뿌리치

기는어려울것이다. 그렇더라도적어도몇몇의자립형사립

고등학교라도‘보통의 학생’을 모아 그들을 그 나름 로 훌

륭한사람으로키워내는정신을갖기를바라지않을수없다.

그러한 정신이야말로 참으로 값지고 숭고한 육 의 정신일

것이라 생각한다. 현재 포항제철 고등학교나 광양제철 고등

학교같은일부자립형사립고등학교가학생의다수를‘보통

학생’으로모집하여그들에게훌륭한교육기회를제공하고

있는것은그것이비록관련기업의직원자녀를 상으로한

것이라할지라도퍽다행스러운일이아닐수없다. 그런학

교들이앞으로도그와같은전통을이어가기를바라고, 나아

가 향후‘보통 학생들’을 더 개방적으로 받아들여 그들에게

훌륭한 성장의 기회를 제공하는 특별한 학교들이 드물게라

도계속출현하기를기 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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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양미 ｜안양 학교교수, 12yangmi@hanmail.net

우리는공부잘하는아이를‘질’좋은아이라부른다
- 자율학교둘러보기

나에게 학교는 늘 짧은 단발머리와 긴치마와 엄한 규율,

수업시작과 끝을 알리는 종소리, 하루 종일 책상 앞에 앉아

선생님의말 을듣고, 쓰고, 외우고또외우고, 시험을치르

고, 가슴졸이며성적표를기다리던그런일상으로기억된다.

똑같은복장과머리스타일, 가방과신발마저같은색으로통

일되어있었고, 그렇게똑같은틀속에갇혀있어우리의생

각마저도움츠려있었던그때에는바로그것이질서를의미

했다. 그와같은타율과획일성속에서우리는안정을느꼈던

세 이다. 그러나지금의사회, 더욱이앞으로의사회는이런

경직되고 획일적인 사고와 수동적인 행동으로는 살아가기

어렵다. 세계는 지금 얼마나 빠른 속도로 변해가고 있으며,

얼마나다양한가능성을우리앞에펼쳐보이고있는가. 

미래사회의변화에효율적으로 처하기위해서는개인과

사회의자율성, 창조성, 다양한가치관을계발하고발전시키

기위한노력이지속적으로이루어져야한다. 획일화된교육

문화에서 벗어나, 보다 능동적이고 자율적인 교육문화를 형

성해나아가야, 그문화속에서생활하며배우는우리청소년

들이 자율적이고 창의적이며 능동적인 개인으로 자라날 수

있을것이다. 

자율고도입, 평준화∙획일화벗어나고자

자율은외부의규제나간섭없이자신의결정에의하여스

스로를규율해가는상태를이른다. 따라서자율학교는학교

교육에 한결정이학교구성원들에의해이루어지고, 이러

한내적결정에의해교육활동이전개되는학교를말한다. 

우리나라에서교육의자율성에 한관심은1980년 후

반정치, 사회각분야의민주화경향과더불어고조되기시

작하 으며, 1990년 이후공교육에 한불신감과위기의

식, 그리고 지식기반사회의인적자원개발 논의와 함께 중등

교육의다양화, 민주화, 특성화, 자율화, 분권화논의가본격

화되었다고볼수있다. 

1995년의이른바‘5∙31 교육개혁’에서는학교교육의획

일화를극복하기위하여중등교육의다양화∙특성화정책과

학교운 의자율성신장정책을제안하 다. 전자를위한구

체적인과제로는고등학교유형의다양화및예술교육의특

성화, 특성화고등학교의확 , 교육과정운 의다양화등이

제안되었고, 후자와 관련해서는 교육규제 완화, 단위학교의

자율권확 를위한교육행정의정보화추진등이제안되었

다. 이후국민의정부는시장경쟁의논리와다양성과선택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교육개혁을 진행하고자 하 으며, 이에

따라 교육정책과제 중에는‘획일화된 교육에서 자율화∙다

양화∙특성화된 교육으로’,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

교육으로’, ‘양적 확 보다 경쟁력 있는 질 높은 교육으로’

등이포함되어있었다. 이와같이자율성과다양성을추구하

는교육개혁의동향은우리교육의오랜전통으로내려온중

앙집중적이고통제위주의교육으로부터벗어나자율적이고

다양한교육을지향해가는방향전환을의미한다고하겠다.    

이러한 교육개혁의 정책 방향을 반 하여 교육부에서는

1996년부터단위학교에자율성을부여할수있는실험적학

교운 방안으로‘탈규제학교(regulation-free school)’의 도

입을모색하 고, 1998년8월에는‘자율학교시범운 기본

계획’이수립되었으며, 1999년3월자율학교시범운 이시

작되었다. 정부는1999년부터2001년까지3년간의시범운

과2002년에시행된자율학교평가결과를바탕으로2003



년에는자율학교의확 및내실화방침을세웠으며, 이에따

라2003년현재자율학교는65개교로 폭증가되었다.

자율학교가 우리나라의 학교제도에 도입된 배경은 략

다음의두가지요인과관련되어있는것으로보인다.

첫째, 자율학교제도의도입은우리의학교제도가가지고

있는타율적상황에 한반성과관련되어있다. 타율적상황

이란전국의모든학교에 하여동일한교육과정과교과서,

유사한 학교운 방식 등 중앙집권적이고 획일적인 기준을

요구하는국가의규제를의미하는것이다. 학교교육에 한

관료주의적, 획일적인규제는교육의내외적변화에 한하

부구조의 자율적 적응력을 약화시킴으로써, 학교로 하여금

중앙의독선적정책이나불합리한지시에 한견제력을잃

게한다, 또한개인에게는사회적적응력과개인적성장력을

약화시키게 된다. 결과적으로 교육 현장에는 의미와 가치를

새롭게할수없게하는타성적규칙만이지배력을행사하게

되는 것이다. 자율학교제도의 도입은 이러한 상황을 극복해

야한다는인식을기반으로하고있다. 

둘째, 자율학교제도를 실시하게 된 또 하나의 배경은

1974년부터시작된고교평준화정책의실시결과에 한평

가와관련이있다. 고교평준화제도의공과에 하여는이제

까지다양한논의들이있어왔다. 그러나최근들어교육개혁

에서수월성추구, 탈규제, 자율화, 책무성등이강조되고특

히수요자중심교육을강조하는방향으로정책이추진되면

서평준화정책의보완, 혹은개선을요구하는의견들이제시

되고 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이 중학

교교육과정의정상화, 과열입시경쟁의완화, 고등학교교육

기회확 및교육격차완화등의긍정적인측면이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질 집단으로 인한 교수-학습의 곤란, 사립고교

의자율성∙특수성제약및정부재정지원에 한의존, 학생

과학부모의학교선택기회제한등의문제점이있는것으로

평가하고있다. 정부는이러한고교평준화정책의문제점을

보완하기위하여, 특성화∙다양화된교육, 우수아를위한

재교육 실시를 위한 시행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확 해나갈예정임을밝히고있다. 

정부가내세우는자율학교제도의기 효과는첫째, 학생

의소질과적성에맞는다양한수준별학습으로교육력향상,

둘째, 학교선택권향상으로고교평준화정책보완, 셋째, 자

율적∙창의적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 으로 교사들의 전

문성신장, 넷째, 학교의자율적운 으로공공성, 책무성제

고등이다. 이런점으로미루어보아교육인적자원부가자율

학교제도를 실시하게 된 배경에는 평준화정책의 실시로 인

해 초래되었다고 보는 문제점을 보완하려는 의지가 작용하

음을알수있다. 

현재법보다축소운 되고있다

2003년 현재 전국적으로 65개교가 자율학교로 지정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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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 자율학교현황



Educational Development ː2003  11+12 63

<< Project

있다. 자율학교제도가처음시행된1999년에는교육부가15

개교를지정하여2001년까지3년간시범운 을실시하 으

며, 이후자율학교의지정권자는시?도교육감으로변경되었

다. 시범운 초기에는자율학교의지정이예술고와체육고,

안교육특성화고, 직업교육특성화고의4가지유형의학교

로 한정되었고, 지역적으로도 일부 시∙도에서만 운 되었

다. 그러나2001년에통합고, 2002년에는농어촌고로그범

위가확 되었고, 지역적으로도전국으로확산되었다. 2003

년에는특히농어촌고등학교의지정이 폭늘어났다. 

자율학교제도의핵심적인내용은초∙중등교육법제61조

및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05조에 규정되어 있다. 초∙

중등교육법제61조(학교및교육과정운 의특례) 제1항에

는“학교교육제도를포함한교육제도의개선과발전을위하

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21조 제1항(교장, 교감, 원장, 원감의 자격),

제24조제1항(학년도개시와종료), 제26조제1항(학년제에

의한 진급과 졸업), 제29조 제1항(국정 및 검인정교과서 사

용), 제31조(학교운 위원회설치), 제39조, 제42조, 제46조

(각급학교수업연한)의규정을한시적으로적용하지아니하

는학교또는교육과정을운 할수있다.”고되어있어서자

율권의 범위가 매우 광범위하다. 시행령에서는 자율학교의

장이초등학교나중학교의무교육또는고등학교평준화적

용지역에서입학시기나학군등의제한을받지않고필기고

사외의방법으로학생을선발할수있도록학생모집에관한

자율권이추가되었다. 

그러나여러가지현실적인제약으로인하여현재자율학

교들이실제로행사하고있는자율권의범위는교장임용, 교

육과정자율편성∙운 , 교과서의개발∙사용, 학생모집등

에 한정되어 있으며, 이는 법에 규정된 것보다 축소된 것이

다. 그러나각학교는제한된범위안에서도자율권을행사하

여학교의교육목표를성취하기위해노력하고있으며, 특히

교사들은 자율학교제도의 도입 취지를 살리기 위해 헌신적

인노력을기울이고있다. 

자율고, 일반고비해더많은투자필요

자율학교는 기존의 고등학교가 학교의 의지나 교육청의

권유에의해자율학교로지정을받거나, 혹은정책방향에의

해설립당시부터자율학교로지정된경우가있다. 후자의

표적인 경우로서 한국애니메이션고와 한국도예고를 들 수

있다. 

이들 학교들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05조 제4항에

규정되어있는 로, 일반인문계및실업계고교와는별도로

학교별전형계획에의하여전국단위로학생모집을하고있

다. 필기고사이외의방법으로학생을모집하도록되어있으

므로, 부분의자율학교에서는내신성적, 실기고사, 면접고

사를실시하며그외에가업계승자, 외국어우수자, 수상경

력자, 자격증소지자등에 하여가산점을부여하는제도를

적용하기도 한다. 안교육 특성화고등학교는 표준화검사,

면접, 학교생활기록부등을전형자료로삼고있다. 그러나최

근일부자율학교는학교의특성을살리기위하여선발고사

실시여부를포함하여전형방법, 전형일정, 선발인원등을학

교자율로할수있도록해줄것을건의하고있다.

교육과정 편성∙운 의 자율권은 자율학교가 행사할 수

있는 가장 특징적인 권한이지만, 부분의 학교에서는 이를

매우 제한적으로만 행사하고 있는 실정이다. 교육청, 학교,

교사모두강력한중앙집권적교육행정체제및국가수준의

교육과정을 유지해 온 역사적 경험으로 인하여, 교육과정은

국가나 교육청이 정한다고 하는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으며

이런 점은 현실적으로 자율권의 행사를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교육과정 편성의 자율성을 제한하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

는국가수준교육과정의내용이다. 현재국가수준의제7차



교육과정이시행중에있으며, 교육과정자체가학년별과목

과가르쳐야하는내용, 수업시수까지규정하고있으므로각

학교에 교육과정을 편성∙운 할 수 있는 자율권이 주어진

다해도매우제한적인범위내에서만가능할뿐이다. 

교육과정편성의자율성을제한하는또다른요소는 학

입시와의 관련이다. 학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들의 요구를

최소한이라도충족시켜주기위해서는교육과정의편성∙운

에제약을받을수밖에없다. 2002년자율학교평가 상

학교모두가자율학교의이상과현실적인요구사이에서고

민하고있었다. 그러나이러한상황에서도각학교는나름

로 학교헌장에 규정되어 있는 학교의 설립목적과 자율학교

의 취지에 맞도록 교육과정을 편성∙운 하기 위해 노력하

고있다. 또한학생들의학력수준에맞추어교과서의내용을

재구성한 교재를 개발하여 활용한다든지, 학교의 설립목적

및특성화목표와연계하여새로운교과서를개발하는등의

노력이진행되고있다.

자율학교 교사들은 일반학교 교사들에 비하여 업무 부담

이 체로높은편이다. 교육과정의자율편성과운 에따른

교재 개발 등의 업무 때문이기도 하고, 소규모 학교가 많아

기본적인 학교 업무가 많은 점도 한 요인이다. 그러나 현재

교사의 양성이나 임용 과정에서 자율학교제도의 취지에

한이해나자율학교근무를위해필요한사항이별도로고려

되는것은아니며, 자율학교근무교사에 한인센티브도없

는상황이다. 현실적으로자율학교의운 이상당부분교사

들의열의와헌신에의존하고있는만큼교사들의담당수업

시수를 줄여주고 교재 개발을 연구과제로 지정하여 연구비

를지원하는등의유인책이필요하다. 또한자율학교의교원

인사는학교운 의지속성이이루어질수있도록학교측과

교사자신의의사를적극반 하여이루어질필요가있다. 

자율학교에 한 재정적 지원은 지정 초기를 제외하고는

특별한것이없다. 자율적인학교운 과더불어특성화된교

육을실현하고자할때보다많은시설과기자재가요구되고,

인건비부담이늘어날수밖에없으므로자율학교들은재정

적지원을요청하고있다. 설사훌륭한기자재, 시설등을갖

추었다 하더라도 이것을 관리하고 보수하는데 드는 비용을

무시할수없다. 특히학생모집이전국단위로이루어지므로

기숙사시설이확충되어야할뿐아니라기숙사환경이개선

될수있도록지원되어야한다. 그러나자율학교학생구성이

전국 단위로 되어 있다는 점이 각 지역 교육청으로 하여금

행∙재정적 지원을 소극적으로 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

고있다.  

공부못하면‘질’나쁜아이?

자율학교제도가 도입 시행된 지 올해 5년째이다. 자율학

교지정및운 은우리고등학교교육의다양화및특성화를

촉진하는 효과를 거두었다고 본다. 그러나 자율학교정책이

정착, 발전되기 위하여 다음의 두 가지 사항에 한 검토가

이루어져야한다. 

첫째, 정부는우선자율학교제도를추진, 확산하는목적을

분명히하고, 그목적을달성하기위한효율적인추진전략을

수립하여야 한다. 자율학교의 성격이나 정체성이 보다 명확

하게규정되고, 자율의범위와폭을어느정도까지확 할것

인지등이검토되어야할것이다. 학교가자율권을행사하는

데있어서현행국가수준의교육과정, 학입시제도, 그리고

기존의 교육 행정 관행 및 학교 문화 등의 요소들이 어떻게

향을미치고있는지에 하여법적, 행∙재정적측면에서

의검토가이루어져야하겠다. 또한행∙재정지원에있어서

교육인적자원부와시∙도교육청간의조율이이루어져야할

것이다. 

또한 조직 구성원의 헌신, 특히 조직 지도자 개인의 능력

과 자질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 구성원들이 자발적,

적극적으로참여할수있도록운 체제의합리적인시스템

64 Educational Development ː2003  11+12

특별기획 2 >>>>  고고등등학학교교형형태태의의다다양양화화



화가이루어질필요가있다. 이와함께자율학교운 전반에

걸친지속적인평가와모니터링이이루어져야할것이다. 

둘째, 자율학교제도가교육체제의자율화와함께다양화,

특성화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인지, 그렇다면 그것은 기존의

고교평준화정책과어떤관계에서추진될것인지에 한입

장이정리되어야한다. 그리고이에따라자율학교지정 상

을어떻게할것인지가결정될필요가있다. 

일부에서자율학교제도에 하여비판하는것은자율학교

제도가교육의다양화라는점을내걸고현재추진되고있는

자립형 사립고등학교의 도입 등과 연결되어 평준화 정책을

해제하는결과를가져올수있으며정책적으로다분히그러

한의도를가지고추진되고있다는것이다. 실제로자율학교

지정 상이 예∙체능고와 특성화고로 한정되어 있던 제도

도입초기와는달리2차시행기에들어서서는농어촌지역의

인문고, 외국어고, 과학고등이포함되었고이들학교중에는

운 의중점을 학진학을위한학력신장에두고암묵적으

로는전국적입시명문고를목표로삼는경우도나타나고있

다. 이는일각에서제기하고있는바와같이자율학교가자립

형사립고등학교와함께평준화해제의우회로일수있다는

의혹이 타당성을 갖게 하는 부분이다. 자율학교제도의 실시

로 인하여 주어지는 학교선택권이 실질적으로 학 입시의

명문학교를 만들어내는 방편으로 이용된다면, 그것은 원래

의취지를퇴색시키는것이다. 자율성이라는그릇이공부잘

하는 아이들을 선발하여 학 입학률을 높이겠다는 내용으

로채워진다면우리교육은계속추락할것이다. 오히려개별

학교들이자율성이라는이름을빌어다양한교육을펼쳐보

이는기회로삼아야한다. 따라서각종의학교유형중 학

입시와가장민감하게연관되어있는인문계고등학교에

하여는자율학교적용을상당기간유보하여야한다고본다. 

나는 최근 1,2년간 학교 평가를 다니면서 교사들로부터

‘학생들의 질이 떨어진다, 좋은 학생들을 선발해서’라는 말

을여러번들었다. 교사들뿐아니라일반적으로우리는공부

잘하는아이들을좋은아이로지칭하며, 소위‘질’이라는것

을학력을기준으로생각하는경향이있다. 이것이우리의교

육문화이고 교육관이다. 교사들부터이런 생각을 바꾸지 않

는다면우리의교육문화는바뀌기어렵다. 공부잘하는아이

들만으로 우리 사회는 유지될 수 없다. 우리 사회는 다양한

능력을 가진 구성원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자율학교제도는

다양화∙특성화정책과 함께 추진하되, 학생 개개인이 자기

삶과개성을실현할수있는다양한학교유형을개발하는것

에서부터출발하는것이좋다고본다. 학입시를목표로하

기보다자신의삶과직업을자유로이향유하고자하는학생

들의 관심에 부응하는 각양각색의 고등학교를 확 해 나가

기위해자율권을적극적으로행사하자는것이다. 이렇게함

으로써 자율학교제도가 획일화된 학 입시 위주의 학교교

육에 한 안을스스로마련하기어려운계층에게보다폭

넓은기회를제공할수있으며, 고등학교교육의다양성과더

불어우리아이들의행복지수를높이는데기여할수있을것

이다. 물론자율권은궁극적으로모든학교에주어져야한다.

하지만 그것은 단계적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인문계 고등학

교보다는 다양하고 특성화된 교육목적과 내용을 가진 학교

들로부터 시작하여 점차 확산되어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하

다고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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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목적고가특정분야 재들을위해차별화된교육을

제공하는학교라고할때, 이에비견할만한 국의특수목적학교는

9개정도있다고할수있다.

우리나라의경우와는달리과학 재학교는물론미술이나체육분야

재학교도초중등교육단계에서는눈에띄지않으며

음악학교(5개)와무용학교(4개)가있을뿐이다. 

이들학교는굳이 학진학을하지않더라도그자체로

어느정도완결성을갖는학교로서…

세계의 교육

World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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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과학∙수학∙기술 특수 목적 중등

학교협회(NCSSSMST : National

Consortium for Specialized Secondary

Schools for Mathematics, Science, and

Technology)에는약25개주(State)에산재

하고있는80여개의중등학교가회원기관

으로가입되어있다. 이회원학교들은주에

서 세운 주립형 학교, 시에서 특별히 설립

운 하는시립형학교, 안공립학교인마

그넷학교와 차터학교, 그리고 사립학교 등

그형태나체계가다양하다. 여기서는이여

러형태의목적형학교중에서주립수학∙

과학 고등학교에 해 간략하게 소개하고

자한다.

수학∙과학 목적형 주립 고등학교는 과

학과 수학에 탁월한 재능이 있는 학생들을

위한학교다. 주립목적형학교로처음개교

를한곳은1980년개교한노스캐롤라이나

과학∙수학 학교(NCSSM: North

Carolina School of Science and

Mathematics)이다. 이후에 루이지애나와

일리노이 등 다른 주에도 NCSSM과 유사

한형태의주립학교가들어서게되었다. 모

든주(State)에이런주립목적형학교가있

는 것은 아니며, 미국 전체적으로 15개가

존재한다. 

이런주립목적형고등학교는일종의주

(state) 기관으로서의 성격이 강하며 보통

은교육체제상으로일반공교육제도권밖

에서존재하고학교운 재정도지역교육

구가아닌주예산에서편성된다. 공교육제

도의교육지침을참고는하되규제는받지

않기때문에보다많은자율권을가짐과동

시에일반정규고등학교와는여러가지측

면에서다른특색을보이고있다. 

학생선발, 학신입생선발방불케

보통학구내학생들을교육 상으로하

는일반학교와는달리해당주(state) 전체

학생들을 그 선발 상으로 한다(단, 해당

미국의특수고학생들은뚜렷한결과물을내놓는다
- 특수목적고등학교미국사례

김 주｜시카고통신원, ykim30@uic.edu

이 학생들의 평균은 일리노이에서 상위 1퍼센트에

해당하는놀라운기록을보이고있다. 더나아가지난

2002년에는 미국 물리 올림피아드에서 4명의 학생이

준결승까지 오르는 한편, 이번 2003년 미국 수학경시

회에서는참여학생들의그룹성적만점을기록미국

전체1위를차지했다. 이밖에도학생들은각종 회에

서그능력을떨치고있으며…



주 외에 거주자는 지원 자격이 없음). 학년

당 략200~250명정도에게만입학을허

락하며 전체 학생 수가 500명에서 많아도

700명을 넘지 않는 이 소수정예 학교들의

신입생선발정책과절차는마치 학의신

입생선발을방불케한다. 학교마다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지원자들은

SAT I 혹은 ACT 점수, 중학교 성적표, 교

사의추천서2~3통, 에세이등을제출하도

록되어있다. 

노벨물리학상수상자레온레더만(Leon

Lederman)이 1985년 설립한 일리노이 수

학∙과학 아카데미(Illinois Mathematics

and Science Academy)는 고등학교 1학년

에서3학년과정의학교로중학교3학년학

생들이지원하게되는데, 지원은학교의공

식적 추천 없이 개인이 직접 하도록 하며

SAT I 성적과중학교3년동안의성적표를

제출해야한다. 그외에추천서형식의학업

평가서를중학교2학년혹은3학년동안에

지도를받았던수학, 과학, 어교사로부터

받을것이며, 더불어학교장과상담교사의

학생전반에 한평가가담긴추천서도제

출해야한다. 

학생선발에는위의여러가지항목을토

로드러나는그동안의학업성취뿐아니

라앞으로의가능성도큰작용을하게되는

데, 일리노이아카데미의경우그동안수학

적∙과학적 성취 부분에는 미흡해 보이지

만 잠재적 재능이 뛰어나 보이는 학생들에

게는일종의단서를단조건부입학을주기

도 한다. 이 조건부 입학을 얻은 학생은 입

학 전 여름 방학 동안에 (미국의 학년도는

가을에 시작하여 이듬해 5월까지 이어짐)

이 아카데미에서 실시하는 엑셀(Excel)이

라는숙박학습프로그램에등록하여3주간

의 집중 보충 교육을 받게 된다. 그리고 이

과정을 성공적으로 이수할 경우에는 그해

가을부터 일리노이 아카데미의 정규 학생

이될자격을얻게된다.  

11학년과 12학년(우리 나라 고2와 고3

에 해당)만을 상으로 하는 2년제 기관인

루이지애나 수학∙과학∙예술학교

(Louisiana School for Math, Science, and

the Arts)는SAT I 혹은ACT 점수, 학교성

적표, 3통의 추천서에 더해 지원 학생들의

에세이를제출하도록하고있다. 이학교교

사뿐 아니라 수학, 예술, 교육 분야 전문가

들로 이루어진 학생 사정 위원회는 일차적

으로 학생들의 수학∙과학 방면 혹은 예술

방면의성취도, 학문적소질뿐아니라학생

들의 학습에 한 결의와 각오, 리더십, 의

사소통능력까지골고루평가하게된다. 그

리고이일차평가에서높은점수를얻은지

원자들을 상으로 인터뷰를 실시한 후 최

종합격자를결정하는데, 인터뷰심사위원

단은 이 학교 교사와 재학생들로 구성되어

있다. 한편예술계지원자에게는인터뷰외

에도 오디션을 보고 포트폴리오를 제출해

야하는데, 오디션은성악, 무용, 피아노, 기

악, 연극, 시각예술 분야에서 두 개 역까

지볼수있다. 오디션을통해서는지원자들

의 창의성, 잠재성, 관심, 의욕, 지적 능력

등을평가한다고한다. 보통주립목적형학

교들이 신입생만을 선발하는 것을 원칙으

로하고있으나루이지애나학교의경우11

학년들의 중도 탈락자가 많이 나오거나 기

타필요에따라간혹12학년을 상으로인

원을추가적으로뽑기도하며그과정은신

입생선발절차와비슷하다.  

특수고 재들, 해당주 상위 1%에 해

당한다

수학∙과학 재들을교육하는특수학교

인 이들 주립 과학∙수학 고등학교 졸업생

거의100퍼센트가하버드, 예일, 스탠포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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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린스턴, MIT 등의 명문 를 비롯한 4년

제 학으로 진학하는 것은 물론 각 주

(state)에서 혹은 전국적으로 주목할만한

학업 성과를 거두고 있다. 예를 들어, 일리

노이 수학∙과학 아카데미(Illinois

Mathematics and Science Academy) 학생

들의 SAT(Scholastic Aptitude Test) 점수

는일리노이평균점수보다약200점더높

은 것으로 드러났으며, ACT(American

College Test) 점수를 비교한 결과 이곳 학

생들의평균은일리노이에서상위1퍼센트

에해당하는놀라운기록을보이고있다. 더

나아가지난2002년에는미국물리올림피

아드에서4명의학생이준결승까지오르는

한편 이번 2003년 미국 수학경시 회에서

는참여학생들의그룹성적만점을기록미

국전체1위를차지했다. 이밖에도학생들

은각종 회에서그능력을떨치고있으며

이미 미국 소아과 아카데미와 같은 학술

회에참여이미수준높은연구능력을보여

주기도했다. 또, 노스캐롤라이나과학∙수

학 학교 학생들 중에는 초신성 잔여자

IC443 주변에 있는 중성자별을 입증하는

증거물을 최초 발견하고 발표하여 웨스팅

하우스과학∙기술 회에서1등을차지하

기도하 다. 이때문에노스캐롤라이나과

학∙수학 학교 교사들은 나사(NASA)로부

터이연구를마무리하는데필요한자금을

지원받기도했다. 

이주립수학∙과학학교들이보이는성

과는 절로 감탄사를 연발시킬 만한데 이는

단지 우수한 학생을 선발하여 모아놓았다

는 것이 저절로 낳은 결과가 결코 아니다.

그것은 학생들이 가진 재능을 계발하고 탐

구에 한 흥미와 기술을 연마하며 지식을

무조건적으로외우고습득하기보다는적극

적 생산을 통해 배울 수 있도록 하는 탐구

중심교육과정에서기인하고있다. 

주립 목적형 과학∙수학 학교는 일종의

주(state) 특별 기관으로 각종 공교육 제도

의 규제로부터 자유로운데, 이는 교육과정

에도해당되는말이다. 따라서각학교들은

독자적인교육과정을창안∙실천하고있는

데 보통 학이나 학원처럼 졸업 학점제

를 운 하고 있다. 예를 들어, 루이지애나

수학∙과학∙예술학교의 교육과정은 필수

과목과선택과목, 그리고세미나, 특별프로

젝트등으로구성되어있으며, 한반의학생

들이 일괄적으로 같은 시간표에 따라 과정

을 이수하기보다는 학생 개개인이 자신의

학업페이스와관심 역을충족시킬수있

는수강스케줄을짜도록하고있다. 즉, 교

육과정구성의기본틀내에서졸업에필요

한 최소학점을 자신이 원하는 시기에 이수

하도록하는것이다. 신학생들은한학기

에 6개 과목 이상 8과목 이하의 수업을 신

청해야한다. 이런학업스케줄은자신의담

임교사와 상의를 해서 결정하되 학습 부장

교사의승인을얻도록되어있다. 학교마다

다소 차이가 있지만 체로 수학, 과학, 

어, 사회, 컴퓨터, 외국어, 보건 혹은 복지,

체육, 예술등이필수적으로이수해야하는

과목으로정해져있는데, 수학, 과학, 어,

사회, 외국어가다소강조되는경향이있다.

선택과목은 과학과 수학의 특정 역에 중

점을 둔 과목들을 개설하고 학생들의 관심

과 흥미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되어 있

다. 더 나아가 이들 주립 과학∙수학 학교

중에는많게는100여개에이르는고급수

준의수업을개설해놓고있는데, 이는이곳

학생들이기에 누릴 수 있는 일종의 특권이

라는 생각과 부러움을 동시에 일으키기에

충분하다.

그러나 주립 목적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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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특함은 단순히 자율적인 교과 구성이나

높은수준의교과수업에있지않다. 오히려

과학∙수학 특수 목적 고등학교의 면모를

보게하는것은교육의실천방식에있다고

할 수 있다. 과학과 수학 분야에 재능이 있

는 학생들의 잠재력을 일찍이 개발한다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 주립 목적형 학교들이

하나같이 내세우는 교육 전략은 학생들로

하여금 과학자, 수학자들이 그렇듯이 지식

을 창출하며 배우게 하는 연구학습이다. 3

년 과정의 일리노이 수학∙과학 아카데미

를일례로들어보자면, 이학교는2학년교

육과정부터 일주일에 하루를 연구하는 날

로 지정하고 학생들에게 연구 프로젝트라

는 것을 수행하도록 되어있는데 이 프로젝

트는학생이관심있는분야에관한연구를

직접실행하는것이다. 이때학생들은주제

에 따라 학교 내 교직원 혹은 경우에 따라

시카고 지역 과학자나 전문가의 지도∙조

언을받아연구를진행하게된다. 일단학생

이연구할주제를정하면계획서를써서연

구 진행에 한 지도교사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데 연구계획서에는 무엇에 관한 연구

인지, 왜연구할가치가있는지, 윤리적으로

문제의소지가있지는않는지, 연구를할경

우어떤절차를거치게될것인지상세히기

술하고, 참고문헌까지 정리하도록 되어 있

다. 연구가진행이되면서부터는무슨실험

을혹은무엇에관한어떤조사를하 는지,

연구자의반성과의견, 다음단계에 한투

사, 참고자료등이담긴연구일지를기록하

고보고해야한다. 연구가마무리되면계획

부터진행과정, 연구결과를담은리포트를

작성해서제출하고, 더불어연구전반에

한개관을한눈에할수있는포스터를제

작하고 교사들과 다른 학생들을 상으로

발표회를갖는다. 이를통해하나의연구프

로젝트에 해 교사와 동료 학생들이 건설

적인 비판과 좀더 바람직한 앞으로의 연구

방향을 제시하는 논의의 장을 제공한다는

취지다. 이렇게하나의연구프로젝트가끝

나면 지도교사는 학생과 연구 계획부터 진

행, 결과, 발표와논의등전과정에 해종

합적인비평논의를하고평가를하게된다. 

규제로부터의 자유가 이들 주립 목적형

학교들에게 제도권 교육 사고의 틀에서 벗

어난 탐구와 연구 위주의 교육과정을 고안

하도록 도왔다면 그 실천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지도교과에 한수준높은지식과더

나아가 연구에 한 풍부한 경험과 열정을

지닌 교사들이다. 가르치는 학과목에 한

애정이 없는 교사에게서 학생들의 지적 흥

미를 자극하는 효과를 기 하기는 어려우

며, 전문적능력없이연구와실험이중심이

되는 교육을 실천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주립 과학∙수학 목적형 고등학교들의 교

사들은 부분이 자신이 지도하는 학과목

역에서 석사학위 이상의 소지자들이다.

일리노이 아카데미 교사들의 경우 전체의

42퍼센트가 박사학위를 소지하고 있으며

루이지애나 수학∙과학∙예술학교의 교사

들은전원이석사학위이상을소지하고있

고이중절반이상이박사학위취득자이다. 

탁월한 교수∙연구 능력을 갖춘 교사들

외에 외부 기관이나 학자들과의 연계를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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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교육자원의효율적활용은주립목적형

학교들이수준높은교육을실시할수있도

록기여하는또하나의요소이다. 흔히기타

많은 고등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듯이, 아직

고등학생이지만 학생들로 하여금 원하는

학에가서강의를들을수있도록하고

학에서 들은 수업은 고등학교 일부 수업을

체할수있도록하고있다. 이는학생들에

게보다고급단계의학습을할수있는기회

를줄뿐아니라학생이 학에진학할경우

학학부과정수료에필요한학점으로환

산하여 사용하여 학에서의 이수 학점 수

를줄일수있는장점도있다. 비단 학강

의뿐아니라특정 학과연계를통해 학

이가진보다방 한자료를활용하도록하

는정책도펼치고있는데, 루이지애나학교

의 경우 노스웨스턴 주립 학의 협조를 얻

어 학생들이 이곳 도서관에서 자료를 여

하여볼수있도록하고있다. 또, 학생들을

지도하는데 외부 학자나 지역 기관의 인적

자원의도움을적극이용하는데, 앞서언급

했듯이 일리노이 아카데미는 학생의 연구

를 지도하는데 지역 과학자와 교수들의 참

여를유도하고있다. 또다른예로노스캐롤

라이나 학교의 학생 지도 프로그램

(mentorship program)에는 노스캐롤라이

나 학, 듀크 학, 노스캐롤라이나 주

(state)에서매년60여명이넘는사람들이

참여하여학생들의교육에일조하고있다. 

진짜수학자, 과학자처럼사고하고탐구

하도록

다른나라에좋은교육사례가있다하여

그것을 맹목적으로 본뜨는 것은 분명 어리

석은일이다. 토질과기후를고려하지않은

이식은 더없이 우거진 아름드리 나무의 생

명을 앗아가듯이 아무리 좋은 외국의 교육

사례라 하더라도 우리의 교육 풍토 문화와

잘어우러질수없는것이라면그효과를기

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미국의

주립 목적형 고등학교의 교육 사례를 보면

서우리나라도정부혹은각도( ) 차원에

서 지원하는 목적형 고등학교를 설립하자

는제안은삼가고자한다. 신주립목적형

고등학교를 통해 우리나라 목적형 고등학

교의교육과정과실천에 해반성해보고,

좀더질높은교육을실천하기위한고민의

계기가되었으면하는바람이다. 기존의과

학자, 수학자들이 창조∙발견한 지식을 무

조건 암기하는 혹은 수동적으로 받아들이

는교육이아니라진짜과학자, 수학자처럼

사고하고 탐구하며 미래의 과학자와 수학

자들로성장해가는교육. 이것은비단목적

형 고등학교뿐 아니라 지식창조의 시 인

을길러내야할모든교육이나아가야할방

향일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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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가면서

지난 9월 9일자 일간 타게스슈피겔

(Tagesspiegel)지에는 독일 학에서 입학

허가제한학과에속하는의학, 치의학, 수의

학과가 2003/2004 겨울학기에 역 최고

의 지원율을 기록했다는 보도가 실렸다.

‘입학허가 중앙청’(Zentralstelle fur die

Vergabe von Studienplatzen, ZVS, 이하

중앙청)의 발표에 따르면, 올해 전체 입학

정원이 8,320명인 의학과에만 28,663명의

지원자가몰렸다. 중앙청은이수치가한해

전2002/2003 겨울학기에비해21% 이상

증가한것이며, 이렇게많은수의지원자가

몰린것은18년전이래처음이라고발표하

다. 또한치의학과에서는1,398명의정원

에4,507명이지원하여일년전보다지원비

율이 29% 증가하 고, 수의학과에서는

1,004명의 정원에 4,524명이 지원하여 지

원비율이11% 증가하 다고한다. 

이러한 현상에 해서 독일 교육계에서

특별히 주목할 만한 분석이 이루어진 적이

없지만, 쉽게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은 높은

실업률(2003년 9월 현재 실업률 10.1% -

독일통계청)과 장기간의 경제불황이 학

을진학하고자하는학생들로하여금, 상

적으로안정적이면서상 적으로고소득인

직종으로 눈을 돌리게 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다. 이번 호에는 독일의 학

입학제도를 중심으로 독일 사회의 한 단면

을들여다보고자한다.1)

올해4월26일은작년에한국에도보도

된 바 있는 독일 튀링엔 주 에어푸르트 시

구텐베르크 김나지움에서 그 학교에서 퇴

학당한 학생이 학교를 찾아가 교사를 포함

하여16명을사살하고자신도자살한비극

적 사건이 일어난 지 1주년이 되는 날이었

다. 스타인호이저(Steinhauser)라는 이름

의 그 학생은 스스로 위조한 의사진단서를

첨부하여 결석 사유서를 제출한 탓으로 아

비투어( 학입학자격시험)를 치르지 못하

고중도에퇴학당하 다. 이사건은그이면

에 독일 사회에서도 비록 한국처럼 심각하

지는 않을지라도 학을 들어가기 위한 성

적경쟁이있고, 이경쟁에서 려나는학생

들은 좌절감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

셈이다. 

그렇지만독일의 학입학제도를살피고

자할때, 가장먼저염두에두어야할것은

독일은 제도적으로 학이 평준화되어 있

다는점이다. 독일 학은소위명문 학이

라고하는것이따로존재하지않는다.2)

따라서 학을졸업한학생은어느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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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학입학제도와증가하는의과 학지원자

권미연｜베를린통신원, miyun65@hanmail.net

…독일은 제도적으로 학이 평준화되어 있다는

점이다. 독일 학은 소위 명문 학이라고 하는 것이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학을 졸업한 학생은

어느 학출신이든자신의능력이외에는차별을받을

근거가없다. 독일의 학입학제도를이해하기위해서

는이점에주목하는것으로부터출발해야한다.

∙∙



출신이든 자신의 능력 이외에는 차별을 받

을근거가없다. 독일의 학입학제도를이

해하기 위해서는 이 점에 주목하는 것으로

부터출발해야한다. 

독일의학제와독일교육제도의특징

알려져 있다시피 독일의 학제는 우리나

라학제와는조금다르다. 독일은초등학교

가 4학년까지(그 가운데 브란덴부르크 주

와베를린은초등학교가6학년까지이다)이

며, 5학년부터인문계인김나지움과실업계

인 레알슐레(10학년)와 하우프트슐레(9학

년)로나누어진다. 그리고김나지움11학년

에서13학년의과정이한국의인문계고등

학교해당한다. 

이러한독일의학제와관련된독일교육

제도의특징은첫째, 학생들이10세가량의

어린 나이에 이미 미래를 결정하는 시기에

이른다는점(이런경향을완화하기위해도

입된 제도가 종합학교이며, 레알슐레나 하

우프트슐레의 학생들도 이후에 정해진 보

충기간과따로정해진자격시험을통해

학입학자격을 획득할 수 있는 과정이 마련

되어 있다)과 둘째, 학들은 제도적으로

평준화되어 있고, 아비투어나 다른 방식의

자격 시험을 통해 학입학의 자격을 획득

한학생은정원제한이있는일부학과를제

외하고는 자기가 하고자 하는 전공분야를

찾아자신이원하는 학에입학할수있다

는점이다. 

내신성적과아비투어(Abitur)  

1 .내신성적

김나지움 상급과정인 11학년부터 13학

년까지의 과정에서 11학년의 성적은 기초

단계로서 아비투어에 합산되지 않는다. 12

학년부터 학생들은 기본과목(Grundkurs)

이외에 학에서전공을하고자하는과목,

또는관심이있거나자신이있는과목을골

라 선택심화과목(Leistungskurs, 전공과

목)을 선택하여 공부를 해야 한다. 기본과

목은학교마다차이가있지만 개독일어,

어, 수학, 종교(또는윤리, 철학), 라틴어,

제2외국어, 제3외국어, 정치, 역사, 사회,

지리, 화학, 생물, 체육, (음악), (미술), (컴

퓨터학) 등이있다. 각학생은이중에서

개 두 과목을 선택심화과목으로 선택해야

한다. 

기본과목은과목에따라일주일에두시

간에서네시간까지수업을하며, 선택심화

과목은 개5시간정도의수업이이루어진

다. 이렇게하여한학생은 개기본과목과

선택심화과목을 합쳐 11~13 과목 정도가

내신성적에적용된다. 

그리고시험은미리정해진계획에따라

과목당각기다른날짜에한학기에 개2

번가량이루어지며, 그이외에도수시로다

양한평가가이루어질수있다. 그리고성적

은1등급에서6등급으로나누어지며, 각과

목의 성적은 13학년말에 기본과목, 선택심

화과목의최종성적으로합산된다. 

2.아비투어

졸업 전에 학생들은 최종적으로 아비투

어시험을치른다. 독일에서는아직전국적

으로 동일하게 치러지는 아비투어 시험은

존재하지않으며, 바이에른주와바덴-뷔르

템베르크 주에서는 주 차원의 중앙아비투

어를실시하고있다. 그리고다른지역에서

는 교육청의 승인에 의해 학교별로 아비투

어가치러지고있다. 현재독일교육계에서

는 아비투어 시험의 중앙관리화가 독일 교

육개혁의한방안으로거론되고있다.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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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자들은 전국적 범위나 주의 범위에서

전체적으로 관리되는 시험제도를 통해 각

학교의약점을조기에발견하여, 적절한후

원 책을 마련하고 나아가 독일 학생들의

수학( ) 능력을 증진시킬 것을 꾀하고

있다. 

아비투어 시험은 개 22개로 세분되어

있는기본과목과선택심화과목을 역별로

모아최소한4 역에서5 역으로나누어

학생들의능력을평가하고있다. 각 역의

시험은최소한3가지의필기시험과한번의

구술시험으로이루어지며, 그이외경우에

따라 한 번의 시험이 추가될 수 있다. 그리

고 시험 시간은 선택심화과목이 최소한

240분에서 최 한 300분까지이며, 기본과

목이최소한180분최 한240분이다. 

필기시험에 합격하지 못한 학생은 구술

시험에응시할수없다. 구술시험은학생1

명이여러명의시험관앞에서치르게되며

이때시험시간은20분이다. 

그리고이시험에서성적의산정은필기

시험이 2와 2/3, 구술시험이 1과 1/3 비율

로합산된다. 여기에12, 13학년성적이더

해서 아비투어 총점이 정해지고 이에 따라

등급이 결정된다. 아비투어 총성적은 12,

13 학년의기본과목총점330점, 선택심화

과목이210점, 아비투어성적이300점으로

합계가840점이된다. 

이때 기본과목은 최소 110점, 선택심화

과목은70점, 또아비투어는100점을넘어

야한다. 그리고전체840점중280점(등급

4) 이상을받아야아비투어에합격하며, 이

로써졸업과 학입학자격이주어진다. 

그리고아비투어시험에불합격한한학

생은일회에한해재응시할수있으며, 그로

인해 11학년에서 13학년까지의 김나지움

상급과정은 최 한 4년까지 지속될 수 있

다. 

학선택과진학

1. 학교 및 학과의 선택과 입학허가제

한학과

아비투어시험을치르고나서등급이매

겨진 성적표를 받고 나면 학생들은 학과

학과를 선택하게 된다. 학생들은 3가지 방

법에따라자신이원하는학과를선택할수

있다. 

첫째, 입학허가제한이없는학과에진학

하는경우이다. 현재 부분의많은학과들

이이에해당하는데, 이와같은학과에진학

하기 위해서는 아비투어 성적표와 개인신

분증만 제출하면 바로 입학허가를 받을 수

있다. 

둘째, 각 학별로 입학허가제한이 실시

되는학과에진학하고자하는경우이다. 자

기가가고자하는 학의해당학과가 학

자체로 입학허가제한이 있는 학과라면, 지

원자 가운데서 아비투어 성적과 기 기간

에따라입학허가가결정된다. 

기기간은아비투어성적표를발급받

은시점과어느과에지원한시점사이의기

간을 말하는 데, 이때 자기가 가고자 하는

과가아닌다른과에서독일의어느 학에

든한번등록한사람에게는 기기간이인

정되지 않는다. 다른 활동, 예를 들어 선택

한 학과에 지원서를 내고 아비투어 성적만

으로는지원한학기에바로입학할수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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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이자의적으로사회활동을한기간, 또

는 직업양성교육기간 등이 기 기간으로

인정된다. 따라서아비투어시험을막치른

학생은 기기간이하나도없는셈이다. 

그리고각학교에서어느과가입학허가

제한학과인지 아닌지 해당 학교의 사정

에따라매학기달라질수있다. 

셋째, 전국적으로 입학허가제한이 실시

되는학과에지원하는경우이다. 이런학과

에 진학하고자 하면 해당 학교에 지원서를

제출할수없고, 희망도시를명시하여소위

‘입학허가중앙청’에지원서를제출해야한

다. 중앙청에서는각 학의‘입학허가제한

학과’에서와 동일한 방식으로 지원학생의

아비투어 성적과 기기간에 따라 입학허

가를결정한다. 

그런데 현재 독일에서 전국적으로 입학

허가제한이 이루어져, 중앙청에서 입학허

가를 처리하고 있는 학과는 2003/2004년

겨울학기현재경 학, 생물학, 의학, 제약

학, 심리학, 치의학, 수의학의 7개 학과이

다. 중앙청에접수된모든지원서에서중앙

청은어떤사람이그가지원한학과에서입

학허가를받을수있는지, 어느 학교에서

받는지를 결정한다. 이것이 언제나 반드시

지원자가 첫 번째로 선택한 것과 일치해야

하는것은아니며 개80% 정도가일치한

다. 

한편 각 학교와 중앙청은 입학허가제

한학과에지원할수있는성적과 기기간

의하한선을정해두고있다. 

2.아비투어 및 기기간을 보충하는 선

발절차

입학허가제한학과에지원한학생들중

아비투어 성적에서 확신이 서지 않는 학생

은 선발 절차에도 응할 수 있다. 각 학과

중앙위원회는 지원자들의 일정 부분을 위

해선발절차를따로확정할수있다. 그때에

는 아비투어점수와 기기간 외에 다른 기

준이더해진다. 그것은예를들어학과에관

심을가지는근거를서술하는짧은논술문,

규정된실습과시험, 그리고교수진및선발

위원회가 지원자와 나눈 개인적인 면담에

서받은인상등이될수있다. 모든 학교

는모든학과에 해서어떤과가이런기준

에해당되는지또그와같은선발절차가일

반적으로 관철되어야 하는지를 각자 결정

한다. 이러한 선발절차의 장점은 아비투어

성적과 기 기간만으로 어떤 사람이 어떤

특정 직업과 학과에 적합한지를 결정하는

데나타날수있는불충분한점을보충해준

다는 점이다. 개 입학허가제한 학과에서

정원의 50%는 아비투어성적으로, 또한

25% 정도는 기기간에 의해, 또 25% 정

도는별도의선발절차에의해정해진다. 

따라서 자신의 성적으로 불안감을 느끼

는 학생들은 선발절차도 함께 치르는 것이

유리하다. 그리고모든것이실패한다면, 개

강직전에입학허가를받은학생중에서등

록하지 않은 학생의 자리를 얻을 가능성에

희망을걸어볼수도있다. 그것은성적순으

로추첨절차에따라정해진다. 

맺으면서

앞서 지적한 것처럼 독일에서는 학의

서열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 일류 학이라

는개념자체가성립하지않는다. 또의사나

변호사가 일반인 평균보다 높은 연봉을 받

긴하지만, 한국처럼고수익이보장되는직

업이라고 볼 수 없다. 또한 의사의 환자 진

료비와 변호사의 수임료가 직접 현금으로

지불되는것이아니라, 금지불자가누구

이든 모든 급료와 수임료는 개 은행계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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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만지불될수있기때문에수입이거의투

명하게드러난다. 그리고수입에따라누진

적으로 공정한 과세가 징수되므로, 한국에

서처럼의사, 변호사등의고소득자에 한

과세 시비와 그에 따른 월급생활자의 상

적박탈감이심하게느껴지지는않는다. 

그러나 1절에서 밝힌 것처럼 올해에 의

학과, 치의학과, 수의학과에많은지원자가

몰렸다는사실은의사, 치과의사, 수의사등

의 직업이 경기 변화에 따른 구조조정이나

해고로부터 상 적으로 안정되어 있기 때

문이라고보인다. 이것은현재독일의높은

실업률과 장기불황으로 인한 현상이라고

볼 수 있겠다. 이러한 현상은 독일 경제도

역시 신자유주의의 물결에 휩쓸리며, 과거

보다각기업이더심한경쟁에내몰리는상

황과 무관하지 않다고 볼 수 있겠다. 이에

따라 전통적으로 강한 사회복지제도를 유

지하고 있는 독일이 사회보장비용을 줄여

가고, 기업의경쟁력강화를위해고용안정

책을 포기하고,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강화

하고 있는 데에도 그 원인이 있다 할 것이

다. 

그렇지만 독일에서는 소위 인기학과에

학생들이 모이는 것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나타난다고볼수는없다. 왜냐하면독일의

학교 체제에서는 공교육의 틀 내에서 학

의진학여부가결정되기때문이다. 물론현

재 독일도 사교육 기관으로서 보습교육학

원이라고 볼 수 있는 교육 시설이 있다. 예

를들어MegaKids라는학원은전국적인지

부조직과시설을운 하고있는사교육시

설이다. 그런데이학원의교육내용을보면

컴퓨터 강좌, 어 강좌, 그리고 학교 교과

목보충강좌가있다. 그런데특이한것은이

러한 학원에서조차 한국식의 선행학습은

거의찾아볼수가없다는사실이다. 교과목

보충강좌의 모든 수업은 성적이 부진한 학

생에게 부족한 학과를 보충하기 위한 것으

로진행되고있다. 독일의학부모와학생들,

나아가사설학원의교사들조차도선행학습

을알지못한다고할수있을것같다. 따라

서이러한학원은아주제한된범위내에서

공교육을보완해주고있을뿐이다.  

잘알려져있다시피독일사회는장인-도

제제도의관습으로정착된직업의식과비

교적잘구축된사회안전망으로인해 학

졸업을하지않은사람도성실하게자기분

야에서 생활한다면 건강한 사회의 구성원

으로권리와혜택을누릴수있다. 

따라서독일의 학평준화제도는그들

이 구축해 놓은 사회시스템과 아울러 사교

육이성행할수있는여지를부여하지않으

며, 이에 따라 공교육이 제 역할을 하는데

기여를하고있다고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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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독일의 학입시제도에관한내용은『퓨처경희』

7호에실린졸고「독일의입시정책」을부분적으로전

재( )하 다.

2) 전통적으로 하이델베르크 학이 법학 및 자연

과학분야, 베를린훔볼트 학이인문사회과학분야,

쾰른 학이경제학및경 학분야, 뮌헨 학이의학

분야에서명문 학이라고인정받아왔지만, 독일현

지에서이러한구분은실제아무런의미가없다. 개

학들은 학과 별로 학문적 역량을 인정받은 교수가

재직할당시에그학교가주목을받는정도라고할수

있겠다. 아울러독일이통일된이후1995년부터현재

까 지 학 발 전 센 터 (CHE, Centrum fur

Hochschulentwicklung)의 학 순위 조사에 따르면,

현재법학과는메클렌부르크-포르포메른주의그라이

프스발트 학교가1위(평점1.7) 노르트라인-베스트

팔렌주의뒤셀도르프 학교가2위(1.8)이며, 국민경

제학과는 바이에른 주의 바이로이트 학교, 라인란

트-팔츠주의트리어 학교, 바덴-뷔르템베르크주의

튀빙엔 학교가공동1위(1.8) 으며, 의학과는바이

에른 주의 레겐스부르크 학교, 노르트라인-베스트

팔렌 주의 비텐-헤르데케 학교가 공동 1 위(1.7)

으며, 그라이프스발트 학교와 튀링엔 주의 예나

학교가 공동 3위(1.9)를 기록하고 있다. 그리고 물리

학은아우크스부르크 학교가1위(1.4), 그라이프스

발트 학교가 2위(1.5)를 기록하고 있다. 여기서 우

리의귀에익은명문 학은거의없다. 그리고과거동

독지역에속했던소규모 학교들이 학순위에서

거상위권에등장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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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세기에 이르러 중적 공교육체제를

완비하는 과정에서 다수 선진국가들은

평등한 교육기회의 보장을 목표로 교육의

공통성을 추구하고, 계급과 학업능력 등에

의해 구별되고 차등화되었던 교육기회를

통합적으로제공, 관리하는데정책의우선

순위를두었다. 그러나20세기후반에이르

러 국가주도적 교육관리의 획일성과 비효

율성에 한 문제제기와 더불어 수요자의

선택권을중시하는신자유주의적교육개혁

이 추진되면서 교육체제의 다양화, 특성화

와학교운 의자율화가강조되어왔다. 

국에서도90년 이후교육의수월성확보

를 위해 학교체제의 다양화에 정책적 관심

이집중되어왔다.    

국의 학교는 재정부담주체 및 학교운

의 자율성 측면에서 공 학교(state

school)1)와 자립형 학교(independent

school)2)로구분할수있고, 학교의교육목

표와 내용 측면에서 일반학교와 특수목적

학교로구분될수있다. 이런구분에따르면

국의 다수 학교(90% 이상)는 공 학

교이면서 일반계 학교이며 전형적인 특수

목적학교는 소규모로 존재한다. 자립형(사

립)학교의 절 다수도 전인교육을 목표로

하는일반계학교이다. 이처럼 국에서일

반계 학교가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는 것은

전인교육이야말로 좋은 교육의 모범이며

이는 다양한 소질과 가능성을 가진 아이들

이 함께 모여서 교과교육과 교과외 활동을

다양하게 경험함으로서 달성할 수 있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아래에서는 이

런 국적정서를감안하면서특성화학교,

예술 분야 특수목적학교, 합창학교의 역할

과특성에 해차례로살펴보기로한다.

모든학교를특수고로전환시키는게궁

극목표

1.특성화학교의등장배경

국에서는 90년 이후 도심의 열악한

공립 중등교육의 질 개선과 학부모의 학교

선택권 보장을 목적으로 다양한 특성화 학

교들이 공 학교의 범주 내에서 생겨나기

시작하여 최근에 이르러 크게 확 되고 있

다. 특히 2001년 총선을 앞두고 노동당 정

부가 차기 교육관련 정책 방향을 제시한

[교육백서]에서 중등교육개선의 견인차로

특성화 학교 중심의 교육개혁 청사진을 발

표함으로써 국의 중등학교는 새로운 전

환기를맡고있다.

특성화학교의등장배경을이해하기위

해서는 현재 국 중등학교의 명사가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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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에선특수고에별관심없다?

- 국의특수목적교육기관의위상과현황

강 혜｜한국교육개발원부연구위원, kyh@kedi.re.kr

그러므로교육수요자들의일반적인바람은기존의

학교가 보다 질 높은 교육을 제공하도록 힘써 달라는

요구이지특별한종류의학교를따로만들어달라는것

이아니다. 그런점에서 다수학부모들의교육적관

심사는 특수목적학교가 아니라 사립학교처럼 알차고

풍부한전인교육의환경을확보하는것이라고할수있

다. 



어 온 통합형 중등학교(comprehensive

secondary schools)출현의 사회적, 교육적

의미를새겨볼필요가있다. 1944년교육법

은 중등학교의 무상 의무교육방침을 천명

하면서능력에따라서로다른교육의제공

이라는원칙(meritocracy)을내세워중등학

교체제를 삼원화(실질적으로는 이원화)하

다. 즉11세에초등학교를마치는학생들

은11+ 시험을통해상위15%의학생들은

질 높은 인문교육을 제공하는 그램머 스쿨

(Grammar school)로 나머지 학생들은 중

등현 학교(secondary modern school)로

불리는일반학교나기술학교로진학하도록

하 다. 그런데이같은조기선별의교육적

부작용과 일반학교의 교육수준에 한 불

만이고조되면서60년 이후선발시험없

이누구나진학할수있는통합형중등학교

가보편화되기에이르 다. 

국에서 중등학교의 분리와 통합은 보

수당과 노동당의 정책이념의 차이를 상징

적으로드러내는이슈인데, 1979년에보수

당의 장기집권이 시작되면서 그 때까지 통

합되지 않은 지역의 종합학교 전환은 법으

로금지되고, 80년 후반부터민간의참여

와 수요자선택을 내세운 공교육개혁이 추

진되면서도심지역을중심으로테크놀로지

학교, 디자인및미술학교등이생겨나게되

었다. 이들학교는정부와민간부문이함께

투자한 독립형 학교로서 다른 공 학교와

는 달리 기존의 지역교육청에서 독립하여

자율적으로 운 되는 자립형 학교에 가깝

다. 다만차이가있다면우리가흔히사립학

교가 비싼 수업료를 받는 특정 계층중심의

학교라면 정부가 재정을 지원한 이 후자의

독립형 학교는 일반 공 학교처럼 무상교

육이라는점이다. 그런점에서이들테크놀

로지 학교를 모범으로 삼는 정부주도의 특

성화 학교 확 전략은 기본적으로 공교육

의 수준향상을 통한 보통 학부모들의 만족

도를높이려는정책방안이다.

2.특성화학교의현황과향후계획

특성화 학교의 연원은 1988년 교육개혁

법에서 제시한 도시형 기술학교(City

Technology College)의 도입에까지 거슬러

올라가는데, 학부모의 선택권 강화에 초점

을맞춘‘1992년교육법’을근거로94년부

터테크놀로지, 외국어, 체육, 예술, 비즈니

스, 과학, 수학과 컴퓨터, 엔지니어링 등으

로 점차 늘려왔다. 2003년 현재 과목별 학

교 수는 테크놀로지 503개교, 외국어 189

개교, 체육 229개교, 예술 81개교, 비즈니

스 81개교, 과학 121개교, 수학과 컴퓨터

77개교, 엔지니어링14개교로보고되고있

는데이는전체 상중등학교의40%에이

르는 수준이다. 정부는 향후 2006년까지

2000개학교를특성화학교로전환하는것

을목표로하고있으며, 궁극적으로모든종

합학교가 특성화 학교로 전환되기를 희망

하고있다. 

2001년의 교육백서에서는 교육의 특성

화, 다양화를통한학교교육의수준향상을

위해8가지종류(외국어, 테크놀로지, 스포

츠, 예술(=미술), 기업 경 , 엔지니어링,

과학, 수학 및 컴퓨터)로 특화된 학교 형태

를제시하 다.

그런데 이들 8개 과목 외에도“왜 어

나, 역사, 고전 같은 인문교과는 특성화 과

목으로 지정되지 않는가?”하는 불만이 나

오고, 인근에다른중등학교가없는시골지

역의 특수성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비판과

문제제기가 뒤따르면서 애초의 계획에 수

정이가해지고있다. 그리하여두가지이상

의과목을묶어서특성화하는방안, 인문교

과중심특성화학교, 음악특성화학교의도

입도고려중이고, ‘농업과학’, ‘관광레저학

과’등을 포함시켜 농촌형 특성화 학교도

가능하도록하 다. 

국의 많은 중등학교들이 단시간에 특

성화학교로전환하게된배경에는이들학

교에주어진몇가지특혜와행∙재정적지

원이큰몫을하고있다. 

첫째, 특성화학교는신입생정원의10%

까지특성화과목관련적성과소질에따라

학생을선발할수있도록하 다. 이런예외

적인조치를두고, 기존의11+시험에미련

이강한보수당인사들은, 능력(ablity)에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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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선발은 안 되고 적성(aptitude)에 따른

선발은 된다는 논리의 근거는 무엇이냐며

비판하기도하 다. 그런데현재적성에따

라선발된학생은평균적으로6%에머물고

있으며, 학생을 별도로 선발하지 않겠다는

학교도적지않다. 이러한점에서특수목적

고나특성화고등학교등의가장큰매력을

학생의 선발에서 찾는 경향이 강한 우리나

라의교육문화와는큰차이를보인다.  

둘째, 특성화 학교로 전환되면 일반학교

보다 더 많은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다. 특

성화 전환 신청을 위해서는 먼저 5만 파운

드(1억원 가량)의 기금모금에 협력할 지역

사회(민간 역)의 후원자(sponsorship)를

확보해야한다. 이작업이만족할만한수준

으로이루어져학교변경승인이나면정부

로부터과외로10만파운드(2억원)의재정

지원과 함께 해마다(4년간) 학생 1인당

123파운드의 추가 지원을 받게 된다. 이는

다수의 공립학교들이 만성적인 재정 부

족으로 학교교육의 수준 향상에 어려움을

겪는현실에비춰볼때커다란혜택이아닐

수없다. 

셋째, 국정부는특성화학교로의전환

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위해 특성화

학교재단(Specialist Schools Trust)을 설립

하여일선학교를지원하고학교들간의정

보교류와네트워킹을강화하고있다. 이기

구의 역할 중에는 학교전환의 전제조건이

되는 민간부분의 협력기금 확보를 돕는 일

이큰비중을차지한다. 국정부는학교의

특성화 의지와 지역사회로부터의 지지 정

도를 확인하기 위해 학교 나름의 기금확보

를 요구하고 있지만 지역사회의 형편과 여

건에따라기금확보에큰차이가난다. 가령

유명인사나 부유한 후원자를 가진 학교로

는 힘들이지 않고 일억이라는 돈을 모으지

만형편이열악한지역의학교는그렇지못

하다. 이처럼개별학교가겪는기금확보의

어려움과 그 부담을 덜어주고, 학교전환과

관련된 정보와 노하우를 공유하도록 매개

하는 기구의존재는특성화학교전환에큰

도움이될수있다.   

우리나라의특성화학교나특수목적고와

는달리 국의특성화학교는기존의통합

형학교와교육과정운 면에서큰차이를

보이지않는다. 즉주요단계(Key Stage)별

로 가르쳐야 할 국가교육과정의 적용이나

교육기준청(ofsted)의 학교평가 등에서 예

외적인 접을받지않는다.

이 학교제도의 취지가 공립학교교육의

수준향상에있는만큼, 특성화과목을중심

으로보다차별화된교수-학습전략과 보

다나은시설을구비하여그분야에관한한

인근의다른학교에 해선도적역할을수

행하게하려는것이다.

그런점에서특성화학교전환신청근거

자료가되는향후4년간의학교발전계획안

에인근의연계학교들과어떻게경험을나

누고 발전시킬 것인지가 포함되어야 한다

는것은매우당연한것이다. 나아가특성화

학교는 인근 지역학교를 위해 해당 과목의

교사연수및양성의구심체로기능하여전

반적인 공교육의 수준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국의 특성화 학교 확 정책은 학교별로

한 과목씩 나눠서‘선택과 집중’이라는 경

전략을 구사하여 전체의 수준을 끌어올

리려는방안이라고할수있다.

그런점에서 국의특성화학교는그취

지에 있어 우리나라의 시범학교 제도에 보

다가까우며, 다만제도의운 내용과지속

성의 측면에서 좀더 안정적이고 체계적이

라고할수있다.

국정부는특성화학교제도도입에이

어, 선도 학교(Advanced Schools) 제도를

도입하기로하 다. 이는장차 다수의학

교가특성화학교가되면특성화학교자체

가답보상태(bog standard)에빠질경우를

비, 특성화학교중에서우수학교를선정

하여진정한‘수월성의중심’으로서기능하

도록하려는것이다.

2003년현재300개의선도적특성화학

교(Advanced Specialist Schools)가 지정되

었는데, 이들새로운타입의학교가정부의

기 로 국 중등학교개혁의 선도적 역

할을 수행할지는 앞으로 지켜봐야 할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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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학부모구미당기는일명‘성가 학교’

특수목적고가 특정분야 재들을 위해

차별화된교육을제공하는학교라고할때,

이에비견할만한 국의특수목적학교는9

개정도있다고할수있다. 우리나라의경우

와는 달리 과학 재학교는 물론 미술이나

체육분야 재학교도초중등교육단계에서

는눈에띄지않으며음악학교(5개)와무용

학교(4개)3)가있을뿐이다. 

이들학교는굳이 학진학을하지않더

라도그자체로어느정도완결성을갖는학

교로서, 음악과무용분야에서재능이뛰어

난 아동들을 엄격한 선발과정을 거쳐 소규

모로 선발하여 집중적이고 체계적인 교육

훈련을 통해 해당 분야의 재와 전문가로

키우고있다. 이들학교의장점은최고의전

문가들이 참여하는 수준 높은 예술적 환경

을제공할뿐아니라긴 한관련을맺고있

는 무용단이나 악단에서 활동할 기회가 많

아서 예술교육분야의 세계적 명문으로 자

리잡아왔다. 이들학교에는 개만8세(혹

은11세)부터18세까지의아동들이재학하

고있으며, 다양한연령의학생들이재학중

인만큼 전문적인 예술교육 외에 다른 일반

교과목 교육에서도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국정부는 이런 특수목적학교 재학

생들을위해2001년기준, 연간1,100만파

운드(한화 200여 억 원)의 수업료 및 기숙

사비지원을하고있는데, 지원금액은개별

학생들의가정형편에따라(means-tested)

달리정해진다.

특수목적학교와 관련지어 또 하나 살펴

볼만한학교형태로합창학교(성가 학교:

choir school)가 있다. 이 학교는 말 그 로

성당이나, 지역의교회, 학의채플등에

서 성가 활동을 통해 지역공동체에 봉사

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사립학교로

국 전역에 44개교가 있다. 빈 소년합창단

하면 떠오르는 변성기 이전 소년들의 맑은

음색과 이들이 빚어내는 아름다운 합창은

국을비롯한서구사회의오랜문화적자

산이라할수있다. 

이학교의학령은 개만7세에서13세

정도로 상당수가 명문 사립학교(public

school)의 자매학교(junior school)로 설립

되어 있다. 합창학교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타고난음악적소양, 특히고운목소리와예

민한 청음능력이 필수적이다. 그리하여 합

창학교들은 공식적인 선발시험 외에 학교

마다 성가단장들이 미리 발성 테스트 등을

실시하고있다. 

2003년 현재 44개의 합창학교 재학생

15,000여 명 중에서 1,000명 이상이 현역

합창단원(chorister)으로 봉사 중인데 이들

단원들의90% 이상이장학금을비롯한재

정보조를받고있다. 이들을위한재정보조

에는 합창학교협회 차원의 장학지원금 외

에도 정부 차원에서 운 하는“음악 및 무

용 교육 장려금”의 혜택까지 적용된다. 나

아가 이들 학교의 합창단원이 상급 사립학

교에진학하면 개수업료의50%를장학

금으로 받기 때문에 비싼 사립학교의 수업

료를 기는 버겁지만 사립 명문학교에 자

녀를 보내고 싶은 학부모들에게 이 학교의

존재는상당히매력적이다.

합창학교와그재학생들은 국사회에서

좋은평판을받는편인데, 이는학생들이단

순히노래를잘부르기때문이아니라학업

과 성가봉사라는 두 가지 과업을 수행하기

위해 바쁜생활속에서일찍부터자기관리

능력을갖추고있다는점때문이다. 특히합

창단원들은일주일의상당시간을성가연습

과 성가봉사에 바쳐야 하기 때문에 스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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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관리를 하지 못하면 학교생활을 계속

하기힘들다. 그러므로학업과다양한교내

활동에 덧붙여 합창을 통한 종교적 봉사까

지 겸하는 이들 학생들을 사회가 인정하는

것은당연한것이라고할수있다.

각 학교가 그 목적에 충실하는 것이 지

름길

우리나라에서는 평준화 정책에 한 불

만으로 특수목적학교에 한 확 요구가

매우 높은 편인데 비해 국에서는 제한된

규모의 특수목적학교를 확 해야 한다는

논란이별로없다. 이를두고 국인들은교

육의다양화에 한관심이적다고말할수

는없다. 오히려우리사회에서차별화된교

육과특성화된학교에 한요구가큰것은

일반학교가 학생의 개인차를 돌보지 못하

고 있다는 반증일 수 있다. 그 점에서 국

의 특수목적 학교의 위상과 역할은 국의

일반계 학교 교육의 실제와 관련지어서 이

해되어야한다. 

국의중등학교의교육과정은기본적으

로수준별, 선택과목중심으로운 되어개

인차를돌보는교육을하고있다. 그러므로

교육수요자들의 일반적 바램은 기존의 학

교가보다질높은교육을제공하도록힘써

달라는 요구이지 특별한 종류의 학교를 따

로만들어달라는것이아니다. 그런점에서

다수 학부모들의 교육적 관심사는 특수

목적학교가 아니라 사립학교처럼 알차고

풍부한 전인교육의 환경을 확보하는 것이

라고할수있다. 

특수목적의교육욕구를가진부모들에게

도 국의 사립학교는 매력적인 교육기관

으로 여겨지고 있다. 국의 사립학교들은

음악 장학생(music scholarship)을 비롯하

여 학교에 따라서는 미술이나 스포츠 장학

생을 두고 있다. 우리나라의 장학생제도는

금전적 지원의 의미가 강하지만 국에서

장학생(scholarship)은, 형편이어려운사람

을위한학자금보조(bursary)와는별개로,

학생들의뛰어난재능과성취를보상, 격려

하는의미가강하다. 그런점에서사립학교

의 음악장학생으로 뽑히면 폭넓은 교과교

육과 더불어 전문적인 음악지도도 받는 이

점을함께누릴수있다.

지금까지살펴본 국의특수교육현황은

학교체제의다양화에서교육개혁의돌파구

를 찾고자 하는 우리에게 지극히 평범하고

도 중요한 교훈을 던져 준다. 즉, 특수목적

학교는 재교육이라는 고유한 사명에 충

실한 학교로서, 특성화학교는 공립학교의

수준향상을 위해 차별화를 통한 협력을 추

구하는 학교로서, 사립학교는 자율적인 학

교경 을 통해 질 높은 전인교육의 모범을

보이는 교육기관으로 역할 분담을 함으로

써 국사회를 문화적으로 풍요롭게 만든

다는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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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이 학교는 국가의 돈, 달리 말해 납세자의 세금

으로 조성된 공적 비용에 운 되는 학교를 의미한다.

여기서 굳이 공립학교라는 용어 신 공 학교라는

표현을택한것은 국의공 학교중상당수(초등의

경우25% 이상, 중등의경우10% 이상)학교들이지

방교육당국이아닌교회나자선단체가설립한학교이

고 이들 학교설립주체의 자율권이 여전히 일정정도

보장되고있기때문이다.

2) 흔히 국의사립학교라고할때이자립형학교

를말하는것이다. 필자가여기서사립학교라는말

신자립형학교라고부르는것은, 국의자립형학교

협의회(Independent Schools Council)의 안내자료에

서 자신들의 회원학교를 사립학교(private school)로

부르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지적을 하면서 무상교육

과 구분되는 유상학교(fee-charging school)로 불리기

를 원하기 때문이다. 이들이 사립학교라는 이름을 기

피하는이유로 국의자립형학교는어느개인의소

유물이아니라학교운 이사회(board of governors)의

소유이며독립된회계출납관에의해재무관리가이루

어지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http:www.isis.org.

uk/indschools/whatis)

또한 국의 사립학교의 다른 이름으로 public

school이 사용되어 왔는데 현재는 공식적인 명칭으로

거의 사용되지 않는다. public school은 14세기부터

17세기 사이에 왕이나 귀족에 의해 설립되어 사회적

엘리트를양성해온전통깊은인문학교를일컫는이

름으로 Clarendon nine에 속하는 9개 학교가 표적

이며, 이들학교에관한정보나자료또한자립형학교

담당기구를통해확인할수있다.

3) 음악학교로는 Purcell School, Chetham's

School of Music, Wells Cathedral School, Yehudi

Menuhin School, St Mary's Music School이있고, 무

용학교로는 Arts Educational School, Royal Ballet

School, Elumhurst school for dance and perfoming

arts, Hammond School 가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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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에유학중인중∙고등학생들의생활

유경희�중국북경회문고등학교교사, liujingji@hotmail.com

왜중국유학인가

한국에서초∙중∙고교생의해외유학이자유화된지4년째되는2002년중국으로유학온학생수는36,093명으로미국(58,457명)에이어두번째

로많았다. 과거에비해많은학생들이중국으로유학을오고있으며, 특히중고등학생들의유학이늘어나고있는추세라고할수있다. 

많은학생과학부모들이조기유학의 상으로중국을선택하는이유에 하여필자는학생및학부모와의면담을통해알아보았다. 첫째는한국과

인접한 국인중국에관심이많아서앞으로중국과관련일을하고싶다는것이다. 둘째는국내에서명문 를가지못하는 신에중국의명문 에가

고싶다는것이다. 셋째는사교육비를포함하면한국에서의교육비가결코적지않으므로, 교육비가상 적으로저렴한중국유학을선택하게된다는

것이다. 넷째는한국에서사춘기를잘못보냈거나학교생활에적응을하지못하여새로운환경의중국에서새로운출발을해보겠다는것이다. 다섯째

는한국에서공부가너무뒤떨어져 학에가기어려워중국으로의유학을선택하게되는것이다. 크게두가지로나누어보면세계화시 에 응하려

는능동적인관점이있는반면에한국학교와교육제도에 한부적응으로오는경우로 별된다.

필자는중국행유학을선택한학생들을관리하는입장에서중국에유학온학생들이나름 로자신의유학동기를실현하고소기의목표를달성하고

있는지, 중국으로유학온중고등학생들의생활은어떠한지, 그리고중국조기유학은어떤장단점이있는지에 하여필자가근무하고있는북경회문

고등학교(회문고등학교는외국유학생에 한국가의정식허가를가장먼저받은학교로서북경시에소재하고있는중등학교중에서외국학생의수가

가장많은학교이다)의사례를중심으로살펴보고자한다.

선발시, 한국의성적증명서와생활기록부주요근거

중국에서는모든중고등학교가외국학생을모집할수있는것이아

니고 정부로부터 정식인가를 받은 학교에서만 외국학생을 모집할 수

있게 되어 있다. 국가의 정식인가를 받지 않은 학교에서는 졸업증과

비자문제를 해결할 수 없게 되어 있다. 현재까지 정부로부터 외국의

유학생을허가받은학교는39개이다.

한국의학교교육을포기하고중국으로유학을오는학생들은정식

인가를받은학교중에서충분히선택을할수있다. 학생들이유학을

하기위하여서는중국에거주하는친지나친구의도움을받거나한국

에있는유학원의도움을받는다. 중국에거주하는친지나친구는학

교에 한정보가많지못하여자기가잘알고있는명문학교에학생

을추천한다. 반면에유학원들은학교에 한정보를많이알고있어

학생의적성과요구에따라학교를추천해줌과아울러필요한수속들

을 행해준다. 일부유학원들은커미션을많이주는학교에학생을

추천하기도한다. 명문교일수록커미션이없거나적지만새로인가받

은학교에서는커미션을높이는방법으로학생을유치한다. 하지만

부분의유학원에서는커미션을떠나서평판을좋게하기위해좋은학

교에추천을하고있다.

북경 회문고등학교는 1994년부터 외국유학생을 모집하기 시작하

다. 1994년이후의유학생수추이를살펴보면다음의표와같다.

이제중국도아무나받지않는다

<표1> 회문고등학교의유학생수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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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수치를살펴보면1994년이후한국의경제위기가있었던1999

년을제외하고는한국학생의비율이꾸준하게증가하고있음을알수

있다. 특히 2001년부터는 한국학생의 수가 급증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03년에는 회문고등학교 유학생 중 한국 학생의 비율이

89.3%를차지하고있다. 나머지학생들은인도네시아, 몽골, 일본, 미

얀마, 베트남, 라오스, 브라질, 러시아, 카자흐스탄, 바나마, 와누아투

등국가에서온학생들이다. 

한국 학생 선발에는 한국 학교에서의 성적증명서와 생활기록부가

주요근거로활용된다. 한국에서성적이좋고생활기록이좋은학생들

은 중국에 와서도 90% 이상이 공부를 잘하고 생활도 잘하는 것으로

나타나고있고, 한국의성적과생활기록이좋지않았던학생들은본인

이새출발을하겠다고아무리결심을하고, 유학원담당자와학부모

가아무리보증을하여도변화가잘보이지않는다. 2002년까지중국

유학신청한국학생들의성적과생활기록을보면절반이상이중하위

권의 학생이었다. 2003년부터 회문고등학교에서는 학생선발의 기준

을높여서생활기록이좋고성적이중∙상위권(주요과목성적이“미”

이상)이되는학생만을선발하 다. 그결과가르치는선생님과생활

관리선생님들로부터이전의학생들보다관리하기가훨씬쉬워졌다는

평이나오고있다. 유학을결심하는학생들의연령을살펴보면중학생

의비율이40%, 고1생의비율이55%, 고2생의비율이4%, 고3생의

비율이 1%를 차지한다. 외국어 고등학교나 실업계 고등학교를 다니

다가오는학생들도있다. 

학진학률은100%

회문고등학교를졸업하는외국유학생들은100% 학에진학한다.

졸업생중1~2%가외국의 학으로진학하고나머지학생들은모두

중국의 학으로 진학한다. 졸업생의 50%가 북경 학과 청화 학에

진학하고 나머지 학생들도 명문 학에 진학한다. 북경 학과 청화

학은한국의학부모들이가장선호하는 학이다. 중국에자녀를유학

보내는학부모의80% 이상이북경 학이나청화 학을목표로한다.

북경 학은매년4월, 청화 학은5월에 학입학시험을보는데한국

의수능시험과비슷하다. 북경 학시험과목으로는인문∙사회계열이

어문, 수학, 어, 역사4개과목이고이공∙자연계열은역사 신물리

와 화학이 추가된다. 내년부터는 인문∙사회계열이 어문, 수학, 어

와 문과종합(역사, 정치, 지리), 자연∙이공계열은 어문, 수학, 어,

이과종합(물리 화학, 생물)으로 바뀔 예정이다. 청화 학의 시험과목

은인문∙사회계열이어문과어문작문의2개과목이고, 자연∙이공계

열은수학, 물리, 화학3개과목이다. 북경 학교 외교류처의발표에

따르면, 2002년북경 학교의한국수험생은500여명이었는데150여

명이 합격했고, 2003년에도 수험생이 500여 명이었는데 137명이 합

격했다고한다.

회문고등학교유학생이북경 학과청화 학에시험을보기시작한

것은1998년부터 다. 그전에는어학연수반이위주가되었다. 1998

년에는8명의수험생중1명만이청화 학에합격하 다. 1999년부터

입시교육을강화한결과10명중에서5명이북경 학에합격하 으며,

2000년에는8명중4명이북경 학에, 2001년에는11명중4명이북

경 학에, 1명이청화 학에, 2002년에는17명중9명이북경 학에,

2003년에는 21명의 수험생 중 9명이 북경 학에, 2명이 청화 학에

합격하 다. 그러나 북경 학이나 청화 학을 졸업하기란 여간 쉽지

가않다. 북경 학에진학한한국학생중절반정도가학점을이수하지

못하여졸업증을취득하지못하거나중간에탈락또는타 학으로전

학을가는형편이다.

북경 학과청화 학을제외한다른 학들에서는HSK(중국어수

평고사) 6급 이상 소지자로서 서류전형에 합격하기만 하면 입학자격

이주어진다.  

외국학생들에 한처벌기준따로있다

외국학생들이중국에유학와서적응을잘하느냐못하느냐는유학

의성공여부를결정하는중요한요인이다. 어떤학생들은유학생활에

잘적응하여자신의목표를달성하는가하면어떤학생들은적응을잘

못하여결국은유학의실패를초래하고만다. 

중국은교육법에체벌이금지되어있고설득교육과학생들에게사

랑을베푸는것으로학생들을감동시켜스스로뉘우치게하는원칙을

주장한다. 외국학생들을 중국학생들을 교육하는 방법으로 하는 것이

효과적일것인가에 하여많은교사들이부정적인의견을갖고있다.

그래서 모든 것을 규정화하고 제도화하여 문서형식으로 학생들에게

숙지시킨후규정을위반하면어떤처벌이나결과가있을것이라는것

을 스스로 알게끔 하는 자율관리방식을 취하고 있다. 학교에서 정한

처벌규정을 위반하여 퇴학이나 권고퇴학(이하 권퇴)을 당한 학생은

2003년9월까지40여명이다. 2003년9월까지전학간학생도30명정

도된다. 전학간학생들의이유는개인적인사정이있어서전학을가

는경우, 학교에서규정한성적기준에미달하여전학을가는경우, 학

교의관리가너무엄격하여견디지못하여전학간경우, 본교규정기

준에도달하지못하여중국반편입이안된경우등이다. 회문고등학교

중국반으로편입하기위해서는HSK(중국어수평고시) 5급이상과각

과목의성적이우수해야한다.

한국의성적과생활기록이괜찮았던한학생이결석이너무많고수

업태도와기숙사생활이좋지않아서권퇴를당했다. 필자가그학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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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중국어 공부가 적성에 맞지 않고, 재미없느냐고 질문을 하 더니,

학생은무엇보다도한국의학교에서10년동안느끼지못했던자유를

만끽하고있었는데퇴학을당해서아쉽다고답하 다. 이학생의사례

에서한국학생들이부모님의단속이없는자유로운생활을갈망함을

알수있다.

한학생이권퇴나퇴학을당하면다른한국학생들의마음이안정되

지못한다. 그들은퇴학당한학생을 신해서학교에불평을토하는가

하면처분이너무중하다고학교에의견을올리기도한다. 한번은한

국학생한명이퇴학을당했는데친구몇명이교장선생님과교무주

임을찾아와서무릎을꿇고빌면서한번만용서해달라고사정하기도

하 다. 또 한번은 흡연이 적발된 한국 학생이 엄중경고처분을 받아

경고누적으로퇴학을당하게되었다. 같은방에사는다른한국학생

은담배를자기가피웠으니룸메이트의엄중경고처분을취소하고자

신에게엄중경고처분을해달라고요구를했다. 자기는경고처분이하

나도없기때문에기회가더있다는이유에서 다. 이렇게한국의학

생들은같은민족으로서의동질감과의리를갖고있는점이다른학생

들과차이나는점이라고할수있다.

중국의 중고등학교의유학경비는일반적으로 학보다비싸다. 학

교마다 비용이 조금씩 차이가 나는데, 학비(1학기 기준)가

1,400~2,300달러이고, 기숙사 비용이 900~1,800달러이다. 식 는

한 달에 60~80달러 정도이며, 이 외에도 활동비 및 기타비용이

400~600달러정도된다. 이외에기숙사외부에거주하는통학생들은

과외에드는비용도적지않다. 

기숙사 신교외에거주하는이유는

회문고등학교외국학생중30%의학생이교외에거주하는데이들

은모두가한국학생이다. 한국을제외한기타국가의학생들은모두

기숙사에서생활하고있다. 한국학부모의교육열은중국에서도예외

가 아니다. 학교측에서는 금년 9월부터 외부거주생에 한 자격규정

을새로이하여, 학부모나친척들과같이사는경우, 유학원한국직원

이관리하는경우, 본교교사가정에서홈스테이를하는경우등세가

지경우만허가하고있다. 기존재학생의학부모가아이를데리고있

으며다른학생들을같이관리해주는경우도허가되었다. 중국인후견

인과같이사는경우에는학생의교외거주를불허하 는데, 중국후견

인은한국학생을관리하는능력이부족하여학생이밤에외출하는등

여러가지문제가발생되었기때문이다.

현재회문고등학교에는아이를따라중국에온학생의어머니가10

명, 아버지가2명있다. 이들학부모들은중국에서사업을하는경우도

있지만, 아이를위해중국에와서생활하는경우도있다. 아이를교외

에거주시키는이유는아이를기숙사에두면다른아이들과어울리면

서공부를열심히하지않을것이라는걱정과아이가좋아하는음식을

해주고빨래를해주는등생활을보살피고자하는의도, 저녁과주말

에과외를시키고자하는의도때문이다. 

부모와같이사는학생의100%가과외를하고있다. 과외를일주일

에몇시간하며, 어떤과목들을하느냐는몇몇학생을제외하고는어

머니들이 계획을 짜서 시킨다. 아이들은 과외를 하기 싫어도 부모가

시키기때문에할수없이하는경우도있다. 과외를많이하는가정에

서는매일저녁2시간씩하고, 과외를적게하는가정에서는일주일에

두번2시간씩한다. 과외비는한달에500~2500 (8만원~40만원)

정도이다. 

한국학생은칭찬받으나한국문화는환 받지못한다

조기유학은한국의공교육위기의문제의식을더욱부각시키고있

고, 한국인의교육열을뚜렷하게보여주는증거라고할수있다. 북경

회문고등학교에유학온학생들의생활을통해조기유학의실태를살

펴보았다. 그런데한국의치열한경쟁에서벗어나기위한조기유학이

과연쉽게외국의명문 를진학하려는의도를충족시키는지, 한국학

교에서부적응하는학생의새출발이가능한지는의문이라고할수있다.

한국학생들은중국에와서한국에서공부하던열정으로고3때에는

하루에 5시간 정도밖에 안자면서 공부를 하는 강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또한유교문화의전통이중국보다더욱잘유지되어예의를잘

지킨다고소문이나있다. 유학생을가르치는선생님들은예의바른한

국학생들을가르칠수있다는데 하여더없는자부심을느끼고있

다. 회문고등학교를졸업하는고3학생의100%가명문 학에진학할

수있다는것은유학생활이성공적임을반 한다. 회문고등학교의규

정을 준수하여 순조롭게 졸업하는 것 자체가 유학생활에서의 성공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북경 와 같은 명문 학은 학을

졸업하기위한또하나의고비가남아있기도하다.

학교의 입장에서는 한국 학생들이 늘어나면서 한국문화가 그 로

들어와서관리에어려움을겪기도한다. 기숙사에서몰려다니면서밤

늦게까지잠을자지않고노는현상, 먼저온학생들이후에온학생들

과나이어린학생들을괴롭히는현상, 약한학생들을왕따시키는현

상, 다른나라애들과잘어울리지않는현상, 생활의무계획성(용돈을

함부로 쓰는 등) 등의 폐단들은 한국학생 스스로 노력하여 극복해야

할문제들이다.

중국에서의 유학을 성공적으로 마치기 위해서는 유학을 결정하기

전에, 학생 스스로 공부를 열심히 하겠다는 마음의 준비가 되었는지,

학교 규칙을 준수하고 생활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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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유학생활에충분히적응할수있는지를고려해야한다. 한국학교

에서적응하지못하고무작정외국에서새출발을해보겠다는생각과

한국에서 성적이 나빠서 학입학의 희망이 없으니 유학이라도 해보

고싶다는생각에서중국에유학을오는학생들은유학생활을실패할

가능성이높다. 부모의단속에서벗어난학생들이한국에서보다더욱

큰문제를일으킬수도있다는점에서유학은도피처가아니라는것을

부모들은다시한번고려했으면하는마음이다.

- 첨부: 북경회문고등학교주요규정-

가. 출석규정

1. 학생이 1일 이내의 병가를 신청하려면, 학부모나 법정후견인또

는 양호선생님이 당일 작성한 병가신청서나 팩스를 담임선생님에게

제출해야한다. 2일이상의병가를신청하려면의사의진단서를제출

해야한다. 특별한사유가있어결석을해야하는경우(사고결석) 학

부모나후견인이서면으로신청을한후학교의허가를받아야한다.

병가신청서가없는경우, 무단결석으로처리한다. 

2. 병가가20시간이되면학부모에게통지하고40시간이넘으면휴

학을해야한다. 

3. 사고결석이10시간이되면주의를주고20시간이되면경고처분

을하고학부모에게통지한다. 사고결석이2주를넘으면해당학기의

성적을인정하지않는다. 

4. 무단결석이10시간이되면경고처분을하고학부모나후견인에게

통지하며, 15시간이 되면 엄중경고 처분을 하고 20시간이 되면 퇴

학조치한다.1)

5. 지각이나조퇴(15분이내) 3회는무단결석1시간으로처리하며,

지각이나조퇴가15분이상이면무단결석1시간으로처리한다.

나. 학년승급과유급규정

(1) 한어반학생: 한어반에서1년동안HSK3급을통과하지못하는

학생은자퇴처리한다.

(2) 학력반학생

1. 매학년의주요과목총평균성적이불합격인학생은재시험을볼수

없고, 학년승급을할수없다.

2. 재시험성적중고1학년이세과목, 고2학년이두과목이불합격

이면유급처리된다.

3. 2년연속유급인학생은자퇴처리한다.

다. 처벌규정

(1) 주의 : 수업규정과일상행위규범, 숙소거주규정2)을위반하는학

생은처음에는주의를주고, 계속시정하지않는경우, 학부모나후

견인에게통지하고경고처분을한다.

(2) 경고 : 다음의 규정을 위반하는 학생은 처음에는 경고처분을 하

고, 학부모나후견인에게통지하며시정하도록한다. 경고처분은일

년간기록에남는다. 시정하지않는경우엄중경고처분한다.

1. 교직원이나기숙사생활관리선생님에게 드는경우

2. 머리를염색하거나이상한헤어스타일을한경우

3. 저속한용어를사용한경우

4. 미성년자출입금지장소에가는경우(디스코텍, 술집등)

5. 다른학생의방에서자는경우

6. 위험물질을구입, 소지, 보관하는경우(휘발성물질, 폭발물등)

7. 외박장소가등기한장소와다른경우

(3) 엄중경고: 다음의규정을위반하는학생은처음에는엄중경고처

분을하고, 학부모나후견인에게통지하며시정하도록한다. 엄중경

고처분은2년간기록에남는다.

1. 담배를소지하거나교내또는학교부근에서흡연을하는경우

2. 고의로공공시설을파손하는경우

3. 때리거나폭력을사용해서타인에게상해를입힌경우

4. 성희롱을한경우

5. 이성학생의숙소에가는경우

6. 타인을숙소에머물게하는경우

7. 외박신청을하지않고외박을하는경우

8. 학교규정을어기고기숙사에서전기용품을사용하여위험을초래

한경우, 전기용품을몰수함과동시에엄중경고처분을한다.

(4) 권고퇴학과강제퇴학

1. 남녀간에부정당한관계가발생한경우

2. 학부모의동의없이이성학생의집에서외박을하는경우

3. 한학기내에세번경고처분을받는경우

4. 일년내에이미한번의엄중경고처분을받은학생이다시경고나

엄중경고처분을받은경우

주

1) 학에서 수업시수의 1/3이상을 결석했을 경우 본 학기를 다시 이수해

야하거나퇴학조치를취하는규정에반하면고등학교의무단결석20시간퇴

학조치는치명적이라고할수있다. 그러나유학생활을성공적으로하는것을

도와주기위하여유학기간허송세월하지않도록하기위하여상기규정을적

용하고있다. 본교에서권퇴나퇴학조치당한학생들은거의다른학교로전학

할수있다. 

2)한국의규정들과별로차이가없기때문에생략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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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개혁추진성공전략탐색

연구책임자｜윤종혁

연구목적

교육개혁은현재보다훨씬진보적이면서도사

회구성원 다수가공감할수있는수준으로교

육체제를개선시키기위한제도적∙의식적인혁

신과정이라고할수있다. 이연구는교육개혁의

이런 특성을 고려해 문민정부 이후 현재까지 추

진했던교육개혁방안의성과를중심으로심층적

인 분석을 했다. 그래서 현∙참여정부가 교육개

혁을 입안∙추진할 경우를 전제로 하여 이를 성

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개혁 전략을 탐색하는

데 그 목적을 두었다. 이 연구의 개혁 전략은 국

민의적극적인교육참여속에서새로운개혁주

체와개혁목표를성찰할수있다는것에초점을

두고있다. 

연구내용

체로 교육개혁에 해 국민들의 지지가 미

흡한 이유는 교육개혁의 전 과정에 걸쳐서 발생

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에서 비롯한 것이라

는지적이많다. 예를들면교육개혁이비민주적

인 방식, 즉 위에서 아래로(top-down)∙일방적

인방식으로추진되는경향이있으며, 빠른시일

에 소기의 성과를 얻기 위해 지나치게 성급하게

추진되었다는 것이다. 또한 교원을 개혁 상으

로 인식하는 등 교육개혁에 관계된 집단의 공감

도제 로형성되지못했고, 개혁에 해국민

들의전폭적인지지를획득하지못함으로써여론

의형성∙수렴등개혁방안을추진할수있는지

원체제를 확보하지 못했다는 점 등도 주요한 실

패요인으로지적하고있다. 

이연구는개혁실패의문제점분석에서출발

하여교사∙학부모∙ 학교수를 상으로하는

여론조사, 전문가를 상으로하는델파이조사

및국민여론조사, 그리고외국의개혁성공사례

분석 등을 통해 교육개혁 성공∙실패 요인을 추

출했다. 그래서 향후 교육개혁 과제를 추진하기

위한전략적차원에서국민적공감 를형성하고

개혁주체와목표∙ 상을분명하게제시하는방

안을구상했다.

연구결과

이를바탕으로하여현정부에서추진해야할

교육개혁과제및전략에 해다음과같이제안

하고자한다. 

첫째, 모든국민이납득할수있는개혁에 한

합의를도출해야할것이며, 개혁에 한관점이

다양할 수 있다는 유연한 사고 방식으로 실천해

야한다. 

둘째, 교육개혁에 해 정부가 열의를 가지고

정치적인 향력을배제한상태에서일관성있는

방침으로진행해야한다.

KEDI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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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교사들이 교육개혁에 능동적으로 참여

할수있도록하는유인체제와여건을조성할수

있도록한다. 

넷째, 교육개혁에 해 지속적이며 장기적인

재정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교

육재정을 GDP에 6% 수준 이상으로 반드시 확

보해야한다. 

다섯째, 지역 단위로 시민들이 교육개혁의 과

제들과관련된토론에심도있게참여할수있는

일상적인공간과시간을확보할수있어야한다.

여섯째, 정부의 교육개혁은 교육 전문가가 중

심이되어야한다. 교육개혁은정치의논리가아

닌 전문가 중심의 교육의 논리가 주도되어야 한

다. 

일곱째, 우선적으로해결해야할당면개혁과

제로서 입 제도 개혁, 사교육비 경감 책, 교

원정책, 유아교육공교육화등을제시하고있다. 

RR2002-14

교원수급계획수립연구

[2003-2015]

연구책임자｜박덕규

연구목적

우리나라의 교원수급 정책은 매우 위태로운

상황으로서초등학교교원은공급부족현상을보

이고 있으며, 중등 교원은 과잉 공급 상태에 있

다. 초등교사는 균형적인 주문식 양성체제를 유

지하다가 공급계획도 없이 갑자기 정년을 65세

에서 62세로 조정하면서 부족현상을 초래했고,

중등교원은 이미 1970년 말부터 만성적인 과

잉공급 현상을 지속해 왔다. 더욱이 우리나라는

선진국들과 유사한 저출산 시 에 돌입해 인구

감소 현상이 지속될 전망이다. 이에 학생인구의

감소를토 로학생수용계획을근본적으로전환

해야할 시점에 서있다. 이 연구는 2003년부터

2015년까지의 교원 수급 계획을 정 한 자료를

토 로마련하고있다. 

연구내용

가. 학생인구및교원수추계선행연구분석

- 누적 자기회귀 이동평균 모형에 의한 방법/

코호트 조직에 의한 방법/교사 학생비에 의한

방법/Correa방법/산업인력수요추정방법

나. 교원수요추정에 향을주는정책변수탐

색

- 교원 정년의 조정/학급당 학생수 감축/학급

학교의 수업단위 변화/중학교 의무교육에 따른

교사 자격증 체계/선택중심 교육과정 운 에 따

른 교과 교사 배치/교원의 법정 정원수/학생 인

구변화/교원1인당주당수업시간수/교원의퇴

직률

다. 교원수요추정

- 초∙중∙고등학교학생수추계/각급학교학

급 수 추계/교원의 주당 수업시간 수 결정/교원

의퇴직률지표개발/교원수요추정

라. 교원공급체제분석및공급규모책정

- 교원공급체제분석/수요와공급비교/공급

규모책정

마. 수요공급정책방안제안

- 교원수요의중장기적전망과과제/양성기관

의 재정비의 필요성 제시/중장기적 정책방안 제

시

연구결과

연구결과초∙중등교원의공급체제에 한개

선안을다음과같이제안한다. 

부분 국립양성 기관에서만 양성∙공급하는

경직된공급체계는부분적으로개방형태로전환

해 양질의 학생들을 교사로 양성해 자유 경쟁에

의한임용절차를운 해야할것이다. 

공급체계상의 또 하나의 문제는 초등학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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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전담교사의양성이다. 

초등학교통합교육과정을운 하고있는1~2

학년 담임교사의 경우를 제외하면 3~6학년의

교과는가능한범위내에서한교사가2~3개교

과를담당하는교과전담교사제도가도입되어야

할것이다. 

초등교사임용의취약지역의초등교원중∙장

기수급계획을수립해지역별로교육감의추천을

바탕으로‘지역연고제주문양성체제’를도입한

다. 지역연고제주문식양성이란교육감이관할

지역에임용할것을계약해교육 학에위탁교육

형태로추천하고장학금을수여해교육받게하고

교육 학을졸업한후에는관할지역에서최소한

5년간의의무복무제도를말한다. 

중등교사 양성에서도 문제는 중∙고등학교의

교육과정이정하고있는교과목과 학에서의전

공교과의 불일치로 인해 교과 교사의 전문성의

한계와학교현장에서의교과전공교사의임용에

어려움이 있다. 중등교사 양성에는 다음의 정책

방안을고려한다. 

- 전체적으로수요보다공급이과다한수급상

황을 고려해 학과 신설이나 정원증원을 억제한

다. 

- 교원임용률이낮은학과및제7차교육과정

시행에 따른 과원이 예상되는 학과는 정원감축

또는일반학과로전환을유도한다. 

- 사범계 학중심의교원양성정책기조위에

서교직과정의적절한기능분화를통해중등교원

양성체제의효율화를유도한다.

- 제7차 교육과정 편제상의 고등학교 교육과

정 중 공통기본과목은 사범계 학, 79개 선택과

목은교직과정중심으로양성한다. 

- 교육 학원의 중등교사 양성과정을 폐지하

되, 필요하면 정규 4년제 학 졸업자를 사범

학4학년에편입시키거나‘학교현장중심교원양

성 체제’를 도입해 지역별로 교원연수원에서 교

과교수법을중심으로실습위주의1년과정을운

할수있다. 

RR2002-16

교육규제개혁의국제동향

분석연구

연구책임자｜ 김 철

연구목적

교육규제는 교육∙훈련기관의 자율성을 저해

하고창의적인기관운 을곤란하게하여, 결과

적으로 효율적인 인적자원개발을 어렵게 하고,

지식정보사회에서요구하는창의적인인재양성

을 어렵게 한다. 앞으로 지식정보사회에서 필요

로 하는 인재를 양성해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교육분야의규제개혁이보다적극적으

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이런 필요에 따라, 이

연구에서는우리나라교육규제개혁을촉진할수

있도록 주요국의 교육규제 개혁 정책 및 교육규

제 사례를 분석해 우리나라 교육규제 개혁 정책

에유의한시사점을얻고자했다. 

연구내용

이연구에서는우리나라교육규제실태및교

육규제개혁동향을분석한후, 주요국의교육규

제실태및규제개혁동향을분석했다. 우선우리

나라교육규제실태및교육규제개혁동향을파

악하기위해규제개혁위원회에등록된교육규제

사례와교육기관에서인식하는교육규제사례를

중심으로 분석했고, 동시에 우리나라 주요 교육

정책상에나타나는규제적요소를분석했다. 그

리고교육규제실태조사결과를중심으로교육규

제및규제개혁정책등에 한교육기관및교육

행정기관의인식을살펴보았다. 

주요국의 교육규제 실태 및 규제개혁 정책의

분석은 미국, 국, 프랑스, 일본을 중심으로 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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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이들국가의교육규제실태와최근의교육규

제개혁정책및동향을분석했다. 특히교육규제

개혁동향에서는우리나라에서쟁점이되고있는

교육규제 역(학생선발, 교육과정, 교원 인사,

사학, 재정지원등)을중심으로교육규제사례를

분석하고규제개혁동향을분석해우리나라교육

규제개혁정책에주는시사점을찾고자했다.  

연구결과

주요 선진국의 교육규제 개혁 정책을 종합해

보면, 몇 가지 공통적인 경향을 발견할 수 있고,

우리 교육규제 개혁에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준

다.

첫째, 주요국들이 교육규제 개혁을 교육개혁

차원에서는물론행정개혁차원에서도강력히추

진하고있다. 

둘째, 부분 선진국들은 교육과정 개정에서

학생들의능력을고려한학습방식을강조하고있

고, 교육과정 운 에서 학교와 교사의 자율성을

부여하고있다. 

셋째, 모든 국가들이 교육정책에서 각종 규제

를완화하거나철폐해단위학교운 의자율성을

신장하고, 단위학교운 에더많은융통성을부

여하려하고있다. 

넷째, 모든 국가들이 공통적으로 학생과 학부

모의학교선택권(school choice)을확 하는정책

을강력히추진하고있다. 

다섯째, 사학에 해서는 사학의 자주성과 독

자성을 인정하면서 자율적 운 을 보장하고 있

다. 

이와같은교육규제개혁의국제동향을분석

한 결과에 의하면, 앞으로 우리나라 교육규제에

서중점개혁되어야할 역은교육기관설?폐에

관한규제, 평준화정책에관련된규제, 고등교육

분야규제, 교육관련법령에근거하지않은규제,

과다한공문에의한규제등이라고볼수있다. 

RR2002-17

교육행정기관의행정실태및

개선방안연구

연구책임자｜노종희

연구목적

이연구는교육행정기관의행정형태의특성과

그러한 행태가 어떤 조건 속에서 유지되고 있는

가에 한심층적인분석을통해질높은학교교

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구축방안을

모색해보고자추진되었다. 구체적으로이연구는

우리나라 교육행정기관의 행정실태를 질적∙양

적자료를통해기관내, 기관간으로나누어파악

하고, 아울러단위학교의교육행정현상을중심으

로학교와상위교육행정기관간의관계를분석해

문제점을도출하고이러한문제를치유하기위한

개선방안을도출했다.

연구내용

이연구의분석방법은문헌연구와질적연구방

법그리고양적연구방법들을고루활용해진행되

었다. 문헌연구는 교육행정기관의 행정 행태에

관한 이론적 근거를 밝히고 실제 연구결과들을

분석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졌고, 질적연구방법은

각수준의교육행정기관에서근무하는인사에

한 심층 질문지(in-depth questionnaire)를 제작

해이를분석했다. 또한양적연구방법은단위학

교의교육행정실태와문제점분석과개선방안을

알아보기 위한 선다형 의견 질문지(multiple-

choice opinionnaire)의 응답을 통계적으로 분석

하는데 활용되었다. 이러한 방법을 통해 교육행

정기관의행정실태에 한인식과문제점을구체

적으로분석했다. 

질적분석이가능하도록구성된제1차심층질

문지의 배포는 교육인적자원부, 시∙도 교육청,

지역교육청, 단위학교에 현재 근무하고 있거나



근무한경력이있는사람들을 상으로했다. 한

편, 양적 분석이 가능하도록 설계된 제2차 질문

지는단위학교의교원과단위학교와빈번하게접

촉하는 상위 교육행정기관인 교육청의 장학사

(관)들을중심으로응답하도록했다. 

연구결과

교육행정기관내, 교육행정기관간, 그리고 단

위학교의행정행태에 한문제점을분석하고이

를 개선하기 위해 본 연구는 각 기관내, 기관간,

단위학교 등의 세 단위로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먼저교육인적자원부, 시∙도교육청및지역교

육청등교육행정기관내교육행정업무추진과정

에서 드러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①

행정목표면에서는‘교육행정의타당성제고’를,

②행정과업및역할면에서는‘행정업무와권한

의 하부기관 위임’을,  ③ 행정수행 과정 면에서

는‘합리적절차에따른정책추진’을, 그리고④

지원체제 면에서는‘합리적인 행정지원체제의

정립’이필요하다. 또한각교육행정기관간에이

루어지고 있는 비효과적, 비생산적 행정행태를

개선하기 위해 ① 열린 교육행정체제의 구축 및

운 , ②분권화를통한학교중심자율경 체제

로의지배구조조정, ③상위교육행정기관의권

위주의적행정및장학지양, ④교육청의구조조

정과지원행정체제로의전화, ⑤민주적∙합리적

의사결정체제의구축, ⑥교육행정담당자의변혁

적리더십육성, ⑦교육행정담당자의변혁적리

더십육성등이요구된다. 마지막으로, 단위학교

의행정행태에 한개선방안으로①교육현안과

접한관련이있는행정목표의설정, ②권한의

실질적 위임을 통한 단위학교 행정 업무의 재구

성및실천과교원들의의식변화, ③학교현장의

의견과여건을고려한현장친화적교육행정업무

의추진, ④학교현장의요구와국가의필요가부

합되는교육행정의구현과충분한지원, ⑤지역

과단위학교의특성을감안해교육공동체가자발

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교육행정 업무의 개발과

지원등을구체적인개선방안으로제시했다.   

RR2002-18

국가교육통계체제혁신방안연구

(1)

연구책임자｜박재윤

연구목적

현행국가교육통계조사제도를보면, 1개의조

사를 통해서 모든 자료를 수집하는 방식으로 되

어있고, 이로 말미암아 조사담당자들의 부담이

과중하고한편으로는수집되는자료의신뢰도가

저하되는 문제점이 있다. 더욱이 전문분야별로

필요한상세한자료를수집하기가어려운실정이

다. 이러한상황을고려해이연구는현재실시되

고있는교육기본통계조사의내용, 방법등의실

상을분석하고, 문제점을분석하고신규조사제도

의정립방안을제시하고자했다. 교육통계조사제

도는조사내용, 조사주체, 자료의수집방법등이

조사목적에 합치되도록 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

는국가교육통계조사를분리해제시했다. 

연구내용

먼저 국가교육통계조사제도의 실태와 문제점

을분석했으며, 이어서외국의교육통계조사제도

와 그 시사점을 분석했다. 상국은 미국, 일본,

독일이었으며이들나라의교육통계조사의장점

을검토해조사제도개선에반 하고자했다. 여

러 조사제도에 해 다음과 같은 내용을 분석했

다. 

∙조사목적, 조사내용, 조사범위

∙조사주체와 조사방법, 그리고 자료의 처리

방법

∙조사기준시점, 상기간, 실시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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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표와결과표

∙조사결과의발간과서비스체계등

신규통계조사실시방안도제시해, 교원관련조

사, 교육재정관련조사, 학교보건관련조사, 학교

시설 설비관련 조사 등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

했다. 이들조사들의목적, 조사내용을제시했으

며, 조사표를 제시함으로써 향후 조사가 실시되

기위한조건을검토했다. 

연구결과

이연구의결과현재실시되고있는교육기본

통계조사는여러문제점을가지고있다. 

∙조사내용의과다로인한업무부담이과중함

∙표본조사의장점을살리지못하고있음

∙조사내용의불균형으로충분한자료의수집

이되지못함(재정분야등)

∙일부필요없는자료가수집되는경우도있

음

∙자료처리나보관상집중체제로인한위험요

소상존

이연구는현행교육기본통계조사를필수적인

조사내용을 중심으로 간략화하고, 그 신에 교

원 등 필요한 조사를 추가시키는 방안을 다음과

같이제시했다. 

∙학교에관한기본사항조사: 현행교육기본

통계조사를정리해기본사항만조사, 매년

∙교원통계조사 : 초∙중등학교 및 고등교육

기관교원에 한조사, 3년주기전수조사

∙교육시설및설비조사: 교육시설과설비실

태파악, 3년주기, 전수조사

∙교육재정통계조사 : 단위학교 및 지방교육

행정기관에 한조사, 매년전수조사

∙학교보건에관한통계조사: 각급학교학생

의발육, 체력, 건강상태조사, 매년표본조사

∙학교교육비조사 : 학부모가 지출하는 교육

경비파악, 매년표본조사

이들조사를추가로실시하기위해서는각조

사별로조사지침이개발되고제도화되어야하며,

적정한예산지원이필요함을지적했다.  

RR2002-19

국가수준의생애능력표준설정

및학습체제질관리방안연(Ⅰ)

연구책임자｜유현숙

연구목적

이 연구는 지식기반사회의 도래에 따라 요구

되는 능력의 규명을 토 로 국가 학습목표를 재

설정하며, 국가 학습목표 관리를 위한 학습체제

의질관리방안을모색하는데에그목적이있다. 

이연구는3단계에걸쳐총3년계획으로추진

하는 것으로 설계하 으며, 제1단계에서는 생애

능력표준의설정및질관리시스템구축을위한

기초연구, 제2단계에서는 생애 능력의 수준 및

가설적국가학습목표의설정과함께국가학습목

표 관리를 위한 학습체제 질 관리 모형의 개발,

그리고제3단계에서는개발된질관리모형의시

범적용이연구된다. 연구의제1차연도인올해에

는생애능력육성이요구되는환경요인의분석과

다양한학습체제별생애능력요구, 그리고이를

위한과제를도출하 다. 또한, 이를토 로향후

국가수준의학습체제질관리의방향을제시하

다. 

연구내용

이연구에서는생애능력을‘생애를통하여육

성시켜야할핵심능력’으로정의한다. 그리고선

행연구및외국의동향분석을참고하여생애능력

을 기초문해력, 핵심능력, 시민의식, 특수직업관

련능력의 4가지로 유형화하 다. 이러한 생애능

력은 생애를 통한 학습단계를 거치면서 보다 심

화되고 수준이 넓어진다는 점을 전제하 다.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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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서 이 연구에서는 분석의 상을 학습체제는

국민기초학습체제, 실업학습체제, 전문 학학습

체제, 4년제 학학습체제, 성인학습체제로나누

어 접근하 으며, 학습체제와 노동시장 및 시민

사회로의이행체제를분석하 다. 

분석결과, 4가지 유형의 생애능력, 즉 기초문

해력, 핵심능력, 직업관련능력, 시민의식은학습

단계에따라모든유형이심화되는동시에그강

조점을약간씩달리하고있었음을알수있었다.

그런데특히학습체제별로공통적으로강조하여

육성될 필요가 있다고 보는 능력 유형은 4가지

유형 중 핵심능력으로서, 이러한 핵심능력의 하

위요인인문제해결력, 자기주도학습력, 의사소통

능력, 창의력, 인간관계능력등은모든학습단계

에서 공통적으로 육성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

다. 

연구결과

이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이 생애능력육성을

위한 국가학습체제 질 관리 방향과 단계적 접근

을제안한다. 

첫째, 국가학습목표 개념을 도입∙적용한다.

국가가생애능력육성을지원하기위한체제를마

련하기 위해서는“생애를 통한 학습의 과정에서

가장중요하거나전환기적인시점에서의국민들

이 성취해야 할 능력수준”을 의미하는 국가학습

목표개념을도입한다. 

둘째, 국가학습목표 관리를 위해 생애학습주

기를 3단계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생애학습 제1

주기에는 국민기초교육단계로서 유아교육을 포

함하여 1학년부터 10학년에 이르는 청소년들을

위한 학습목표를 설정한다. 생애학습 제2주기에

는 16세 이상 청소년과 고등교육단계를 포함한

학습자의 목표를 설정하고, 생애학습 제2주기에

는 고등교육 이후 성인들을 상으로 한 목표를

의미한다. 성인교육에는 기업교육에서의 학습목

표를포함한다. 

셋째, 생애학습 주기별로 강조되어야 할 능력

요인의 강을 결정한다. 제1주기에서는 지식기

반사회를 적응하기 위한 기초능력 배양을 주된

목표로한다. 구체적인학습목표에는읽기, 쓰기,

셈하기의 기초문해력 완성, 개인생활, 사회생활,

직업생활을 위한 핵심능력(key skill)의 배양, 시

민의식의고취등이포함되도록한다. 제2주기에

서는상급학교진학을위해요구되는능력과, 노

동시장에 진출하기 위한 능력이 고려되어야 한

다. 제3주기에서는능력의구성요소나기준이더

욱다양할수있는데언어능력, 수리능력, 정보전

산능력이외에도직무기술, 주요소프트기술, 노

동시장전이기술등을강조한다. 

넷째, 학습주기내에구체적인목표와그수준

을설정한다. 그리고어떠한판별도구나시험에

의해수준을평가할것인가를결정한다. 

다섯째, 설정된 국가 학습목표가 현장에서의

효용성을갖추기위해서는사전에다양한준비작

업즉, ①능력위주사회로의전환을위한공감

형성, ② 학력과 자격의 연계체제 구축, ③ 국가

학습목표의성취수준평가체제등을마련한다.

RR2002-19-1

국민기초교육단계에서의

생애능력형성현황과과제

연구책임자｜윤여각

연구목적

인간은전생애에걸쳐삶에필요한능력을함

양∙증진해야하는과제를가지고있다. 이능력

을총칭하여생애능력이라고하면, 국민기초교육

단계에필요한생애능력은무엇인가라는질문에

서이연구는출발하 다. 

국민기초교육단계에필요한생애능력은이후

에지속적으로함양∙증진해야할생애능력의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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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된다는 점에서 기초능력이라고 명명 할 수

있다. 이연구에서는이기초능력이무엇이고, 국

민기초교육단계에있는학생들의기초능력수준

은 어느 정도이며, 이들의 기초능력 함양∙증진

에장애가되고있는요인은무엇이고, 이를제거

하기 위해서 어떤 과제를 우선적으로 수행해야

하는가를확인하는데초점을두었다.  

연구내용

이연구에서는국민기초교육단계에서기초능

력의함양∙증진실태를실감하고있는교사들을

상으로구조화된면담과설문조사를실시하

다. 구조화된 면담 결과에 해서는 전문가협의

회를개최하여검토하 으며, 여기서기초능력에

해당하는능력을추출하고, 기초능력의함양∙증

진에장애가되는요인들과기초능력함양∙증진

을위한과제를정리하 다. 이를토 로설문지

를작성하여실시한설문조사결과와연구결과의

개요에 해서는전문가토론회를개최하여심도

있게검토하는작업을하 다. 

이 연구에서는 인간관계능력, 의사소통능력,

이해력을기초능력으로설정하 다. 인간의모든

활동은인간관계와의사소통과이해라는세차원

속에서 진행된다. 따라서 각각의 차원에 응하

는능력은인간에서는필수적인능력이면서기초

적인능력이된다. 그리고, 기초능력을포함하여

모든능력은지식, 기술, 태도로구성되어있다고

보았다. 이세구성요소는인간이능력을발휘할

때동원되는세가지차원, 즉인식, 절차, 의지의

차원에서도출한것이다. 따라서모든능력은인

식, 절차, 의지라는세차원의좌표에있는지식,

기술, 태도의조합으로구성된다. 

연구결과

연구결과학생들은인간관계능력, 의사소통능

력, 이해력에서보통수준을보여주었으며, 인간

관계능력에 비해서는 의사소통능력이, 의사소통

능력에 비해서는 이해력이 좀더 낮은 수준에 있

었다. 따라서학생들은인간관계능력보다는의사

소통능력과이해력에서, 그리고특히이해력에서

좀더 함양하고 증진시켜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

다. 기초능력의 함양∙증진에 장애가 되는 요인

으로는 인간관계능력의 경우 가정의 과보호, 부

모의성적에 한집착, 입시위주의교육이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의사소통능력의 경우에는

많은분량의교과내용과교과목수와교사1인당

학생 수, 부모와 자녀의 화 부족, 입시에 한

부담이 가장 큰 요인으로 지적되었다. 이해력의

경우에는 정답 찾기 훈련과 입시위주의 교육이

가장큰요인으로지적되었다. 

능력의하위요소인태도를중심으로다시확

인해 본 결과 학생들은 인간관계능력, 의사소통

능력, 이해력, 각각에적절한태도를제 로갖추

고있지않은것으로드러났다. 이것은학생들의

기초능력함양∙증진에서결정적으로문제가되

는것은태도라는것을말해주는것이다. 따라서

국민기초 교육단계에서는 학생들이 함양∙증진

해야 할 기초능력에서 특히 적절한 태도를 갖추

도록하는데좀더관심을기울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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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발간된 2003년도「OECD 교육지표(Education at a

Glance, EAG)」는 30개 OECD 회원국과 18개 UNESCO의

World Education Indicator사업참여국의교육현황에 한국제

비교 자료집이다. 이 자료집은 2000, 2001년도 자료를 토 로

구성되었으며, 이에따르면우리나라의교육여건은OECD 평균에

비해아직도낮은수준이지만학업성취능력과정보활용능력과같

은인적자원의능력은매우우수해교육의효과가높은것으로나

타났다. 이를좀더자세히살펴보면다음과같다.

평균학력은선진국수준

2001년도기준으로OECD 회원국의경우25�64세성인인구

의약64%가우리나라의고등학교단계에해당하는교육이상을

이수했으며약23%가고등교육을이수한것으로나타났다. 우리

나라의 경우, 25�64세 성인 인구의 68%가 고등학교 교육 이상

을 이수했으며 24%가 고등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나타나 OECD

평균수준과비슷한것으로나타났으나, 이는45세이상인구의낮

은교육수준때문이었다. 

│통│계│따│라│잡│기│

컴퓨터사용능력만큼은OECD 최고다

- 「OECD 교육지표」로본우리교육

박현정 (한국교육개발원부연구위원, hjpark@kedi.re.kr)  



Educational Development ː2003  11+12 95

따라서25�34세청년층인구만을 상으로살펴보면, 고등

학교단계이상교육이수율은OECD 평균이74%이나우리나

라는95%로일본(94%)과더불어OECD 최고수준이며, 고등

교육이수율역시OECD 평균이27%이나우리나라는40%로

캐나다(50%), 일본(47%), 미국(39%)과 더불어 OECD 최고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 우리나라 청년층 인구의 평균 학력수준

이매우높다는것을알수있다. 

우리, 정부교육부담비는적고사교육비는4배나높다

「OECD 교육지표 2003」에서 조사하는 교육비는 학교에 투

자하는교육비, 즉학교교육비를의미한다. 이를좀더자세히

살펴보면, 학교교육비(공교육비)는총교육비에서학부모가학

교외교육, 즉사교육에지출하는비용을제외한비용으로서, 주

로정부및민간이국가공교육체제내에서이루어지는모든교

육및관련행정지원을위해지출하는비용을의미한다. 따라서

OECD 교육지표 2003」에서의 학교 교육비(공교육비)는 국∙

공∙사립학교와 시∙도 교육청 및 교육부 직속기관에 한 정

부세출결산과등록금을통한학부모투자등을포괄하는개념

이다.  

이런 맥락에서 정부와 민간이 학교교육에 투자하는 교육비

지출 규모를 살펴보면, 2000년도 기준으로 국내총생산(GDP)

비학교교육비지출액은OECD 평균이5.5%인데반해우리

나라는7.1%로, 미국(7.0%), 국(5.3%), 일본(4.6%)보다높

으며참가국중최고인것으로나타났다. 그러나이중정부가

부담한 부분만을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정부부담 학교 교육비

는GDP의4.3%로OECD 평균인4.8%보다적은것으로나타

난데비해민간부담학교교육비는GDP의2.8%로OECD 평

균인0.6%의4.5배에이르는것으로나타났다. 

우리나라의 전체 학교 교육비 중 민간부담 비율을 교육단계

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전체 학교 교육비 중 민간 부담률이

초∙중등교육단계의경우18%로OECD 평균인7%보다2.5

배 정도 높으며, 고등교육 단계에서의 민간 부담률은 76%로

OECD 평균인20%와비교해볼때4배정도높은것으로나타

났다. 이렇게고등교육단계에서민간부담률이높은것은고등

교육 기관 재학생의 70%이상이 사립교육기관에 재학 중이며

【연령별∙학력수준별성인인구비율(2001)】

주: 1. 후기중등교육은우리나라의고등학교및고등기술학교등

에해당하는교육단계임.

2. B유형 고등교육은 노동시장으로의 진출을 목적으로 하는 고등

교육단계로서, 우리나라의경우전문 학, 교육 학, 산업 학, 각

종학교(전문 과정/ 학과정), 기술 학등이포함됨.

3. A유형고등교육및전문연구프로그램은학문적성격이강하고

상급교육단계진학을목적으로하고있으며, 우리나라의경우

학(교), 일반 학원및 학원 학의석/박사과정등이포함됨.

주: n - ‘0’에가까운수치임.  

【GDP 비교육단계별학교교육비구성(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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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교육기관의 경우 재정의 부분을 수업료에 의

존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초∙중등의 민간부담률은

중학교 의무교육이 2002년부터 단계적으로 시작됨

에따라조만간OECD 평균에근접할것으로전망된

다. 

GDP 비 학교 교육비가 국가별 전체 교육비 투

자를상호비교하고있으나국가별학생수의차이로

인한 교육투자 규모의 차이는 설명하지 못하므로,

「OECD 교육지표2003」에서는이를살펴보기위해

학생1인당교육비지출액을미국달러의구매력지수

환산액(PPP)으로환산하여비교하고있다. 

PPP는 거시적 규모의 경제를 나타내는 지표에서

국가간환율차이등을극복하면서국제비교를위해

유용하게사용하기위해고안되었는데, 각국통화의실질구매력을평가하는환율

용 지표로 세계은행이나 OECD같은 국제기구의 조율하에 시행되고 있다. PPP

는흔히일정한재화와서비스에 해기준국화폐1단위(즉, US 1 달러)로살수

있는것과동일한양을살수있는비교국의화폐단위로정의되며, 일부에서PPP

사용의신뢰성확보에 한문제점을제기하고는있으나현재는OECD의각종국

제비교통계에서사용되고있다. 

PPP로환산했을때, 2000년도기준우리나라의학생1인당교육비는초등교육

3,155달러, 중등교육4,069달러, 고등교육6,118달러로OECD 평균(초등4,381달

│통│계│따│라│잡│기│

주: 우리나라의2000년도PPP 환율은$1 당731.19원임.  

【공∙사립교육기관의학생1인당학교교육비(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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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중등5,957달러, 고등9,571달러)의60�70% 수준에머무르

고있다. 이와같이, GDP 비교육비지출이높음에도불구하고

학생1인당교육비가낮은이유는국민1인당GDP로본우리나

라의 경제 규모는 아직 다른 OECD 국가에 비해 작고 학생수는

많기때문이다. 

낙후된교육여건, 여전하다

국가간교육여건을비교할수있는지표로는크게학급당학생

수와교원1인당학생수가있다. 2001년기준우리나라의학급당

학생수는초등학교36명, 중학교38명으로OECD 평균인초등학

교22명과중학교24명에비해1.5배에이를정도로학급당학생

수가많을뿐더러OECD 회원국들중가장열악한환경을나타내

고 있다. 교원 1인당 학생수 역시 우리나라의 경우 초등학교 32

명, 중학교21명, 고등학교19명으로OECD 평균인초등학교17

명, 중학교15명, 고등학교14명에비해여전히많은편이다. 그러

나이지표에지난2년간집중적으로투자한‘7.20 교육여건개선

사업’을반 한다면, 2003년도기준우리나라의학급당학생수는

초등학교34명, 중학교35명으로, 교원1인당학생수는초등학교

27명, 중학교19명, 고등학교15명으로낮아지게된다. 

컴퓨터사용능력, 아주뛰어나다

「OECD 교육지표2003」에서는두가지연구를토 로인적자

원 능력의 우수성에 한 국제비교를 시도했다. 그 첫 번째는

2000년도에 실시된 OECD 학업성취도 국제비교연구(Progra

mme for International Student Assessment, PISA)이고두번째

는2001년에실시된우리나라의고등학교단계에해당하는후기

중등교육단계에 한 국제비교연구(International Survey on

Upper Secondary Schools, ISUSS)이다.  

먼저, OECD 학업성취도국제비교연구(PISA)는“학교교육을

받은학생들이장차사회에나가서생산적인역할을할준비가되

어 있는가?”를 점검하기 위한 국제비교연구로서, 1998년부터

2006년까지만15세학생을 상으로읽기, 수학, 과학에 하여

3년 단위로 세 차례의 정기적인 평가를 실시하는 장기적 연구로

설계되었다. 이 중 2000년에 실시된 제1회 PISA 평가

(PISA2000)에는OECD 회원국을포함하여32개국이참여했다.

【교육단계별학급당학생수및교원1인당학생수(2001)】

【만15세학생의읽기∙수학∙과학성취도(2000)】

【만15세학생들의학교간/학교내및성별학업성취도격차(2000)】

주: 남녀차이에서수치가(-)인경우에는여학생이남학생보다성적이

높음을의미함. 굵은 씨체로나타낸수치는남녀간의점수차이가통

계적으로유의미한경우를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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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경우, 2000년도 당시 고등학교 1학년

4,902명, 중학교3학년46명, 고등학교2학년28명등

총 4,982명이 평가에 참여했으며, 전국 146개 중∙고

등학교에서실시되었다.

PISA2000 연구결과에의하면, 우리나라만15세학

생의학업성취는읽기, 수학, 과학에서매우높은반면

학교간및학생간성적격차는연구참여국중가장적

게 나타나, 교육의 수월성과 형평성 확보에 성공한 것

으로보인다. 

이를좀더자세히살펴보면, 우리나라학생들의평

균은읽기525점, 수학547점, 과학552점으로세교과

역에서모두참여국평균을훨씬상회하는우수한성

적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과학에서 1위, 수학

에서2위를거두어, 우리나라수학과과학교육의우수

성을 입증했다. 읽기의 경우, 순위는 6위이지만, 핀란

드와캐나다를제외한나머지3�5위국가와의차이가

통계적으로유의미하지않아실질적인차이가없는것

으로밝혀졌다. 따라서우리나라학생들의전반적인읽

기, 수학, 과학성취수준은연구참여국중최상위수

준에속한다고볼수있다. 또한, 학생들간점수격차를

나타내는 지수인 사분편차(interquartile range; 상위

25%에해당하는학생의점수와하위25%에해당하는

학생 점수간의 차이)를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경우 다

른참가국에비해학생들간점수편차가적은편이라는

것을알수있다. 이렇게점수편차가적게나타난것은

최저와 최고 학생의 비율이 적게 나타났기 때문인데,

최저학생의비율이적다는것은바람직한현상이나최

고학생의비율이적은것은우수인재의양성측면에서

개선의여지가있다고보겠다.

앞에서살펴본바와같이, 우리나라의경우다른참

여국들에비해학생들간점수편차가적은것으로나타

났다. 이를학교간점수편차와학교내점수편차로나

누어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경우 읽기에 한 학교간

점수편차가모든참여국중에서가장적게나타나학

교평준화의양상을잘나타내고있다.

│통│계│따│라│잡│기│

【고등학교단계교원의정보통신기술사용현황(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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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남여학생들간점수격차를살펴보면, 참여국들은 부분읽기는

여학생들이, 수학은남학생들이우위를보 으며, 과학은성차가거의

없거나여학생들이더뛰어난것으로나타났다. 이에비해우리나라의

경우 부분의국가들과마찬가지로읽기는여학생이, 수학은남학생이

우위를 보 으나, 과학의 경우에는 오히려 여학생들이 남학생들보다

19점이나낮게나타났다. 따라서, 우리나라의경우읽기에서는남녀간

점수편차가참여국중가장적은반면, 수학과과학은남녀간점수편

차가참여국중가장큰것으로나타나과목에따라성별격차의양상이

다르게나타났는데, 이는수학과과학에있어서여학생들의성취도제

고에 한필요성을제기하고있다.  

두 번째로, 2001년에 실시된 후기중등교육단계에 한 국제비교연

구(ISUSS)에서는우리나라의고등학교단계에해당하는후기중등교육

단계에 있어서 교원 수급, 교원 연수, 교원 및 학생의 정보통신기술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ICT) 사용, 학생들에

한진로지도등에관해국제비교연구를수행했다. 

이중교원의ICT 사용능력에 한국제비교결과를살펴보면, 우리

나라의고등학교단계에있어서 부분의OECD 회원국들은40%이상

의교원들이교육을목적으로컴퓨터활용프로그램이나인터넷을사용

하여ICT자원을활용하고있음을알수있다. 우리나라의경우, 교육용

으로 컴퓨터를 사용하는 교원의 비율이 OECD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

으며, 특히 인터넷 사용 비율이 77%, 이메일 사용 비율이 41%로

OECD 평균보다거의2배정도인것으로나타나우리나라는교원들의

컴퓨터사용정도가다른국가들에비해활발함을알수있다.

한편학생들의ICT 사용능력을살펴보면, 부분의OECD 회원국들

은90% 이상의학생들이학교과제를수행하는데있어서기본적인컴

퓨터기능을사용하거나워드프로세서로문서를작성하는것으로나타

났다. 또한 75%이상의 학생들이 스프래드시트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계산을하거나웹을통한정보탐색및전달을하는것으로나타났으나

그래픽프로그램이나이메일통신, 프로그램작성등의활동은상 적

으로덜활발한것으로나타났다. 우리나라의경우학생들의ICT 사용

능력은 체로OECD 평균과비슷한비율을보 다. 특히, 이메일이용

이나인터넷을통한전자정보활용등은OECD 평균보다높은것으로

나타났으나, 그래픽프로그램을사용한그림그리기나컴퓨터언어를사

용한프로그램작성등은OECD 평균보다낮게나타났다. 

【고등학교단계학생들의컴퓨터관련활동(2001)】

우리나라의 경우, 교육용으로 컴퓨터를 사용하는

교원의비율이OECD 평균보다높게나타났으며, 특

히 인터넷 사용 비율이 77%, 이메일 사용 비율이

41%로OECD 평균보다거의2배정도인것으로나

타나우리나라는교원들의컴퓨터사용정도가다른

국가들에비해활발함을알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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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에소개하는칼럼은최근3개월간ER&D Network 주간교육정책포럼에실렸던 입니다. http://www.eduforum.re.kr에서회원

가입(무료회원제)을하시면최근교육현안에관한깊이있는칼럼을매주이메일로만나실수있습니다.

주간교육정책포럼

왜, 죽음준비교육을실시하지않는가?  ｜오진탁

선진국형교육을설계하는Y형교재를제안한다｜박성수

2만달러시 를�하면서, 아이들교실은냉방이라니? ｜이재선

2003 빅브라더, 한국교단을감시하다｜이헌수



Educational Development ː2003  11+12 101

최근우리사회에자살과관련된언론보도

가끊임없이이어지고있다. 통계청이9월25

일 제시한‘2002년 사망원인 통계결과’자료

에 따르면 인구 10만 명당 자살 사망률은

19.13명으로 교통사고 사망률 19.12명보다

높았다. 그러나지난달29일경찰청이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자살 사망률은 28.94

명이었고, 노인(61세 이상)은 62.5명이어서

충격을주고있다. 유족이제출한사망신고서

에입각해통계청은계산했지만, 경찰청은자

살현장에서경찰이직접조사한자료를바탕

으로 산출한 것이다. 사망신고서에 자살이라

고 표기하기를 꺼리는 유족들의 심정을 감안

해볼때경찰청의자료가보다사실에가깝다

고 할 수 있다. 경찰청의 통계자료로 본다면

우리나라 자살 사망률은 세계 1위라 말할 수

있다. 자살, 즉 건강하지 못한 죽음이 이렇게

많다는것은우리사회가그만큼건강하지못

하다는사실을시사해준다.

자살현상을추적해보면, 현실적인어려움

으로부터벗어나기위해죽음을해결책, 혹은

탈출구로 생각하는 사례들이 부분이다. 자

살을하면단지상태가변화될뿐결코더나

은 상태로 나아갈 수 없다. 자살한다고 해서

자신이봉착했던문제가해결될수도없다. 어

려운 처지로부터 벗어나려는 생각에 자살을

감행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커다란 착각

이다. 

단지막연하게죽으면끝이라는생각에, 혹

은새로운세상에서살고싶다는기 로자살

하는사람도있다. 얼마전자살한초등학교6

학년 J군은‘갑자기 사후 세계도 궁금해지고

죽음이기 된다’라는유서를남긴채아파트

15층복도에서뛰어내렸다. 그러나자살행위

로인해부정적인행위만더늘어나게되어자

살하기 이전보다 더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자살행위는삶의권리만이아니라죽음의

권리마저도 포기하는 행위이다. 인간에게 몇

가지기본권리가있지만, 인간으로서존엄하

게죽음을맞이하지못한다면, 인간답게살았

다한들무슨소용이있겠는가. 자살자는죽음

준비도전혀하지않은상태에서죽음이무엇

을의미하는지, 자살한이후부딪히게되는상

황에 해아무런생각도없이단지막연하게

눈앞의 어려운 상황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순간적인충동으로자살을감행한다. 

인간은 누구나 언제든지 어디에서나 죽을

왜, 죽음준비교육을실시하지않는가? 

오진탁｜한림 학교철학과교수, jtoh@hallym.ac.kr

죽음준비교육은건강한삶과

건강한죽음을목표로한다. 따라

서 죽음준비교육은 바로 자살 예

방 교육이고, 이 땅에서 제 로

살도록하기위한삶의교육이다.



수있다. 언제죽을지정해져있지는않는다는

이유로 다수 사람들은 죽음을 자신의 일이

아닌듯여긴다. 죽음앞에서인간은평등하지

만죽음을맞이하는모습은사람마다크게다

르다. 부분의사람들은두려움과공포속에

서 죽는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그런 식으로

죽는것은결코아니다. 죽음이란옷갈아입는

행위나 마찬가지라고 말하는 티베트의 달라

이라마에게죽음에 한두려움이남아있을

까. 달라이라마가죽음을맞이하는방식은자

살자의그것과크게다를것이다. 죽음을맞이

하는 방식만큼 사람마다 크게 차이나는 것은

없을것이다. 죽음에임하는사람이취하는태

도에따라죽음은두려운현상이될수도있고

희망의 근원이 될 수도 있다. 죽음을 어떤 식

으로 맞이하느냐 하는 것은 각자에게 주어진

몫이다. 

지금까지자살은고도성장에따른후유증

정도로 간주되어 개인의 정신병리적 관점에

서만취급되었을뿐이다. 불황의늪이갈수록

깊어져가는고실업시 의자살은더이상개

인적차원의일시적인문제가아니다. 선진국

에서는 자살 예방을 위해 초등학교에서부터

학교에 이르기까지 죽음 준비 교육을 학생

의성장과정에맞게다양한교과목안에포함

시켜가르치고있다. 죽음준비교육은건강한

삶과건강한죽음을목표로한다. 죽음에 해

아무것도모른채자살을감행하는불행을막

기위해죽음준비교육은시급히시행되어야

한다. 특히우리의광적인교육환경으로인해

학생들의 자살이 이어지는 교육 현실을 감안

하면더욱그렇다.

사람들은죽음준비라는말을잘못이해하

는 사례가 많다. 죽음 준비는 노인만 해야 하

는것으로생각하기쉽다. 그러나죽음은나이

를 가리지 않고 찾아오므로, 가능한 한 빨리

시작해야 한다. 죽음 준비 교육은 노인 계층

보다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보다 효과적

이다. 죽음 준비를 통해 삶을 보다 의미있게

변화시키려는 것이 죽음 준비 교육의 목표이

므로, 상 적으로앞으로살아갈날이많이남

은 학생들에게 변화 가능성이 많지 않을까?

한참 자라나고 싶은 아이들에게 죽음 준비를

강조하는것이지금당장죽으라는뜻이아니

냐고묻는사람들에게다시묻고싶은말이다.

죽음준비라는말에는두가지의미가담겨

있다. 첫째, 삶의 시간이 제한되어 있음에 유

념하면서 지금 자신이 살아가는 방식을 다시

돌아보고서 좀더 의미있는 삶을 위하라는

뜻이다. 둘째, 평소에 죽음을 미리 준비해 갑

자기 죽음이 찾아오더라도 편안히 죽음을 맞

이할수있도록충분히준비해두라는의미이

다. 인간답게, 존엄하게죽음을맞이하고자하

는사람은바르게사는법도함께생각하게되

므로, 자살은전혀생각할수없게된다.

따라서죽음준비교육은바로자살예방교

육이고, 이 땅에서 제 로 살도록 하기 위한

삶의 교육이다. 초등학생에서부터 노인에 이

르기까지 자살이 이어지는 현실을 감안해 학

교교육의 차원뿐만 아니라 노인을 포함한 일

반인을 상으로 행하는 평생교육의 차원에

서도죽음준비교육은하루라도빨리실시되

어야한다. 밝은모습으로죽음을맞이하는사

람이 늘어나야만 우리 사회는 건강함을 회복

할수있을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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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약력｜

오진탁 교수는 한림 학교에서 철학과 교수로 있으면

서자살, 낙태등죽음과관련된다양한현상연구, 그

리고죽음준비교육의활성화에전념하고있다. 저서로

는『죽음, 삶이존재하는방식』(11월간행예정), 번역서

로는『죽음을어떻게맞이할것인가』, 『티베트의지혜』

등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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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가지유형의교재가있다

세계 여러 나라에서 활용하고 있는 학교

교육용교과서는종류나내용이무척다양하

다. 교과별, 지역별, 나라별로 상이하고 심지

어같은학교에서도교사에따라다른교재를

사용할수도있다.

이러한 다양한 교과서를 분류하거나 유형

화하는 것은 그리 만만한 일이 아니지만, 그

럼에도불구하고굳이교과서를두가지로분

류하라고필자에게누가요구한다면구미-선

진국형의 교재와 아시아-후진국형의 교재로

나눌수있을것같다.

그럼 우리 나라의 교과서는 어느 쪽에 해

당할까? 더말할나위도없이후자이다.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누는 기준은 교재의

작성동기가무엇에있으며서술의방식이나

담겨진내용이어느정도구체적이고상세한

가등을생각할수있다.

아시아‐ 후진국형의 교재는 내용이 압축

된 형태이다. 따라서 교재의 내용도 그 정보

가핵심적인것에치중돼있고추상적∙보편

적 서술에 치우쳐 있다. 물론 구체적 서술도

있지만그것은학습자가읽기만하고도알수

있기에 충분한 것이 아니다. 자연히 책의 면

수는 구미‐ 선진국형에 비하면 단히 적은

편이다. 이러한교재를X형또는아후형의교

재라고불러보자.

한편, 구미‐ 선진국형의교재는학생이그

내용을읽는것만으로도충분히이해하고소

화할수있도록친절하고구체적으로서술되

어있다.

학년별독서능력에맞추어서상세하게서

술하 기때문에책의면수는엄청나게늘어

선진국형교육을설계하는Y형교재를제안한다
-교과서가교육현장을바꿀수있다

박성수｜명지고등학교교장, ks5955@hanmail.net 

반면 Y형 또는 구선형의 교재

는교실교육이과제형또는토론

형으로갈수밖에없는구조를가

지고있다. 책을읽어보면될것을

구태여주입식으로설명하려고할

까닭이현저하게줄어드는구조적

힘을가지고있다.



날 수밖에 없고, 교사는 열강을 하며 보충 설

명을 할 필요가 거의 없다. 학생이 읽기만 하

면 그것만으로 지식이 자연스럽게 습득되기

에충분하다. 이런교재를Y형또는구선형의

교재라고불러보자.

두가지유형의교실교육이있다.

아후형또는X형의교재는교사의보충설

명이필수적이다.

교사의주요기능은교재를읽고보충해서

설명하여학생들이이해할수있도록돕는데

중점을두게된다. 참고도서나보충또는심화

를위한학습자료같은것이필요하다. 교사는

가르쳐야할내용을교과서이외의많은다른

자료를늘찾아내야하는부담도생기게된다.

반면구선형또는Y형의교재는교사의설

명이거의필요없을정도이다.

교사의핵심기능은학생들이사전에읽어

와서 학급에서 토론하고 과제를 하거나 수행

한과제에 해상호생각이나정보를교환하

는데있다. 다른학습자료를찾아내는것보다

읽고 토론하고 과제를 하도록 학생들의 동기

를유발하고적절한집단및개인활동을이끌

어내고피드백을제공하는것이다.

X형또는아후형의교재는교실교육이주

입식또는설명식으로갈수밖에없는구조를

가지고있다.

아무리 토론식 또는 과제식으로 교실교육

을하려고하여도그것은부분적또는일시적

으로만 가능하다. 그러다가 또다시 주입식이

나설명식으로되돌아갈수밖에없다.

반면Y형또는구선형의교재는교실교육

이과제형또는토론형으로갈수밖에없는구

조를가지고있다.

책을읽어보면될것을구태여주입식으로

설명하려고 할 까닭이 현저하게 줄어드는 구

조적힘을가지고있다. Y형의교재는자연스

럽게독서능력이나사고능력같은기본능력

에초점을두게하고, 단편적지식보다는종합

적판단력을기를수있게하는체제를갖추고

있다.

학교교육의문제, Y형교재가풀어갈수있

다. 현재우리가사용하고있는X형교재는적

어도세가지문제점을가지고있다.

첫째, 교사가 아무리 열심히 많은 내용을

가르쳐도더가르쳐야할내용이많이남아있

다는미완성의느낌같은것이남아있다.

둘째, 학생이 아무리 열심히 학교 공부를

해도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생각을 가지

게된다. 더배울것이많이남아있다는의식

이형성되는것이다.

셋째, 학부모역시학교의공부만으로부족

하다는느낌을가지게된다. 학교의정규수업

으로채울수없는학구욕을다른길에서라도

채우려는바램을갖게된다. 이러한경향은교

육열이높으면높을수록더증가된다.

Y형의 교재가 개발되면 우선 현재보다 적

어도 4~5배 정도 또는 그 이상의 내용을 담

게된다. 그렇게되면자연히학교공부만으로

도 충분하다는 의식이 형성되고 교사는 목이

터져라 열강하고 과로로 초주검이 되는 현상

은줄어들게될것이다.

우리교육현장에서자연스럽게선진국형의

과제식또는토론식의수업이이루어지는길,

바로Y형의교재에서찾을수있지않을까, 우

리모두진지하게거듭생각해볼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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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약력｜

박성수 교장은 30여 년간 서울 학교 교육학과 등에

재직한 후 전주 학교 총장을 역임하 다. ‘무너져가

는공교육을현장에서바로잡고싶다’는소신하에지

난2002년부터명지고등학교에부임하여‘촌지없고’,

‘체벌없고’, ‘무단결석없는’이른바「3무운동」을전

개하는등일선학교교육개선에열정을쏟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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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년 겨울은 유난히 추울 것이라고 한다.

기온뿐아니라경제사정도어려우니체감기

온은 더 떨어지지 않을까 걱정이 앞선다. 물

적자원도빈곤한나라에서그나마오늘이될

수있도록지탱해온힘의근원은, 바로그어

려웠던시절배고픔을참기위해허리띠를동

여매고, 지적 빈곤을 채우기 위해 머리까지

동여맨 채, 홍익인간이라는 근본적인 신념을

잃지않고지금까지각교육계에서헌신하여

왔던분들의눈물과땀의결과가아닌가생각

한다. 바로, 오늘 회자되고 있는 소위‘지식

기반구축’이우리의유일한생존기반이라는

것은교육계에서헌신하여온분들이라면구

태여 미사여구를 동원하지 않더라도 공감하

고있는사항일것이다.

우리는어느덧동북아의중심국가를희구

하며2만불시 를소망하고있다. 그러나우

리의미래세 가훈육되는초∙중등교육현

장을 보면 이러한 우리 경제 발전과 소득 수

준의 향상이 거꾸로 가고 있는 것 같아 안타

까운마음이든다. 경제개발의2만불시 를

논하면서당장내일의겨울준비는어려웠던

개발도상시절의실태를아직도보이고있는

아이러니를어떻게이해해야할까?

교육부가 제출한 전국 초∙중∙고의 난방

개선 실태를 보면, 전체 432,671개 교실 중

아직 1/3에 달하는 143,562개의 교실

(33.2%)이 미난방 상태이거나(46,704개),

개별난로(96,858개)를사용하고있다는결과

로나타났다. 우리가추구하는경제적이상과

는 거리가 너무 먼 교육 현장의 현실인 것이

다.

세부적으로 분석해 보니, 지역별 미난방

교실의 수는 경남 16,049개, 부산13,564개,

전남 5,677개, 광주 3,683개, 제주 3,224개,

이재선｜한나라당국회의원, ljs739@assembly.go.kr

2만달러시 를�하면서,
아이들교실은냉방이라니? 

더구나 안타까운 것은 아직도

연탄을 때는 교실이 인천 28개,

강원 8개, 경남 13개 교실로 보

고되고있다는사실이다. 급하다.

동절기가되기전에…



울산1,953개, 강원1,252개, 서울401 개, 

전399개, 인천295개, 충북208개의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구, 경기, 충남, 전북, 경북

의경우미난방교실은해소되었다. 더구나안

타까운것은아직도연탄을때는교실이인천

28개, 강원 8개, 경남 13개 교실로 보고되고

있다는사실이다.

물론이들미난방교실은조금씩개선되고

있기는하지만그속도나규모면에서매우미

미한 실정이다. 확인 결과, 인천 종도의 용

유중학교는 6개 교실 중 일부를 온풍기로 교

체하 으며, 동절기에 가장 추운 지역이라는

홍천의팔열중학교는8개교실에연탄을때고

있으나 금년 중 석유난로로 교체할 예정이라

고한다. 또경남의경우는남해의제일고등학

교와 양고등학교는 유류 난로로 교체하

으나 부탄가스를 사용하는 교실이 168개 교

실이나 되는 것으로 파악되어 월동기의 안전

책 차원에서의 전국적인 실태 파악과 그에

따른개선이시급한형편이다.

앞으로개선이시급히요구되는지역별교

실수는경남29,221개, 경북22,237개, 부산

16,471개, 전북15,771개, 강원12,024개, 충

남 10,931개, 전남 10,543개, 울산 6,458개,

제주 4,914개, 인천 4,018개, 광주 3,638개,

경기 3,106개, 서울 1,409개, 충북 1,170개,

전 1,094개, 구 514개의 순으로 나타났

다. 한편개선 상점유비율이높은곳은16

개 광역자치단체 중, 제주(93.4%), 경남

(90.0%), 경북(78.7%), 강원(72.5%), 전북

(70.7%), 울산(69.5%), 부산(52.5%), 충남

(51.8%), 전남(46.7%), 광주(25.2%), 인천

(16.8%), 충북(6.9%), 전(7.9%), 경기

(4.4%), 구(2.3%), 서울(16%) 순으로 보

고되었다.

아직미난방교실로남아있는이유에 해,

교육부는다목적체육관등을비롯한특수교

실 다수가교실수로포함되었기때문이며,

개선실적이저조하고지역간차등이있는이

유에 해서는, 사업집행을지방교육청과지

방교육위원회에서사업순위의완급을조정하

여자율적으로개선하고있기에어느정도차

이가있다고밝히고있다.

사실, 미난방교실은제외하더라도, 현재의

주개선 상인개별난로사용교실만고려하

더라도 이를 냉∙난방 겸용으로 교체하려면,

1개교실당600여만원으로, 총5,800여억

원이 소요되며 이에 별도의 전기요금 부담이

예상된다.

조사과정에서나타난문제는첫째, 교육부

가파악하고있는현황과일선의학교사정이

부합되지않는다는것이다. 난방기준이나개

선 상기준도지방교육청에따라상이하다.

특히연탄을때고있다는3개학교를직접확

인해 본 결과, 현황과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재정 집행상의 문제이다. 이를 개선

할수있는예산은현재연간12조원의규모

로집행되고있는지방교육재정교부금중경

상교부금으로 책정되어 집행되고 있다. 이를

지방별 교육청과 교육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지역별 투자 환경에 부합되게 집행하고 있다

고는 하나, 그 실효성에 해서는 의문이 간

다.

정부의 소망 로라면 수년 후면 바로 2만

달러시 다. 이유야어떻든눈에넣어도아프

지 않을 내일의 꿈나무들을, 추운 겨울 햇볕

자락이 있는 곳을 찾아 몰려다니게 할 것인

가? 아직연탄을때고있거나, 난방시설이구

비되지 않았다는 것은 차제에 두고라도 부탄

가스통을옆에끼고있는위험스런현장을그

로둘것인가? 급하다. 동절기가되기전에

정확히 실태를 파악하고 조속한 책을 수립

해야할것이다.

일반회계 117조 5,000억 원 중 18.8%를

점유하고있으며, 전년 비6%가늘어난26

조3,900억원의살림살이가아닌가? 2만달

러 시 를 논하며, 아이들 교실은 냉방이라

니? 이들에게추운겨울나기를시킬것인가?

이들은바로우리의미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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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약력｜

이재선 의원은 한남 학교 지역개발학과를 졸업하고

동 학교에서경 학석∙박사학위를받았다. 15 에

이어현재16 국회의원을연임하고있으며, 국회윤리

특별위원회위원장, 국회보건복지위원회위원, 국회예

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으로활동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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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채널을돌리다보면놀이터를비추고있

는 화면을 보게 된다. 화면은 아이들이 놀고

있는, 때로는 아찔한 놀이를 비춰주고 있다,

아주멀리서희미하게. 그러나곧아이들의모

습은사라지고만다. 그‘네모난세상’은아이

들을가둬두기에는너무도좁다. 그들의놀이

는언제나TV 화면을수시로넘나든다.

아이의 얼굴 확인도 되지 않고, 모니터에

위험이노출되었다고해서그놀이를당장제

지시킬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또 아이들은 언

제나 TV 화면을 벗어나기 십상인데, 도 체

감시 카메라는 왜 설치해 놓은 것일까? 솔직

히TV를통해아이들의모습을계속지켜볼

부모가 있기는 한 것인가? 아이의 모습이 그

토록 보고 싶다면‘부모된 자의 성실함’으로

아이와놀이를함께하여야하는건아닐까?

아이들의 놀이는 언제나 기발하다. 어른이

보기에아찔할수도있지만언제나그들은심

심하지않다. 어제와똑같은놀이기구를오늘

은다르게갖고놀수있고, 모래한주먹으로

하루 종일 놀 수도 있다. 아이들의 놀이는 언

제나그기발함으로가득하다. 

누군가가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기발하지

만어설픈새로운시도를한다는것은아무래

도어렵다. ‘그네꽈배기타기의고수’가되기

위해수차례모래에얼굴을처박히는모습이

누군가에게 기억되어지고 있다면 분명 창피

한(아이들표현을빌자면‘X팔리는일’)일것

이다. 그 창피한 기억은 놀이의 새 장을 열게

될‘그네꽈배기타기의고수’의탄생을막는

것이다. 

NEIS를통해학생의인적, 성적과품행등

과관련한모든사항을관리하여교육의효율

성을높이겠다? 넷오피스쿨을통해모니터링

되는화면으로학생들의학습을지도하겠다?

순번과 계량화로 나타난 수치를 보고 교육적

이헌수｜양주여자고등학교교사, nadog@jinbo.net 

2003 빅브라더, 한국교단을감시하다

아이들의 놀이는 언제나 기발

하다. 어제와똑같은놀이기구를

오늘은 다르게 갖고 놀 수 있고,

모래 한 주먹으로 하루 종일 놀

수도있다. 누군가가지켜보고있

는 가운데 기발하지만 어설픈 새

로운 시도를 한다는 것은 아무래

도어렵다.



지도를할수있다고생각하는것은TV 화면

을보고아이들의놀이를지도할수있다는말

과무엇이다른지묻고싶다. 계량화된수치가

그사람의전부는아니며, 계량화된것으로판

단한 것이 항상 옳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아니, 오히려 틀린 경우가 훨

씬많다. TV 화면에비치는아이들보다는TV

화면 바깥의 아이들의 모습이 그들의 참모습

일수있다.

교육의효율성을높이려면‘부모된자의성

실함’으로학교현장의실제적인문제에접근

하여야한다. 안방에앉아모니터링하는것으

로교육의효율성을높일수있다고믿는것은

게으른 자의 자기 변명일 뿐이다. ‘성실함’이

전제되지 않는 정보의 수집과 집적은 그래서

더더욱불순해보이기까지한다.

일전한중학교에서개인업무용컴퓨터에

설치한넷오피스쿨을삭제한교사를‘복종의

무및성실의무조항’을들어파면을하 다

는 기사가 보도되었다. 넷오피스쿨은 컴퓨터

실습실에서 관리자가 다수의 컴퓨터를 제어

하고 통제∙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개발된 프로그램이다. 그런데 이 학교에서는

이 프로그램을 개인 업무용 컴퓨터에 설치해

교사들이 컴퓨터에서 어떤 작업을 하는지를

교장이감시하는데사용하 다고한다.

직무상명령이란정당한권한을가진자가

직무에 관하여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내용으

로 해야 하다. 이에 하나라도 어긋날 때에는

복종의의무는그효력을상실하는것이다. 성

실의의무란충성서약이아니라공익적차원

에서직무와관련한것이어야한다.

교사개인의동의없이학교장임의로설치

한 넷오피스쿨을 삭제한 것이 과연‘어떤 직

무’에관한법령을근거로한‘정당한권한’에

한불복종인지분명히언급되어야한다. 또

‘어떤 공익적 차원’의 직무에 한 불성실인

지도말해져야한다. 이에 하여언급하지않

고내리는징계는부당하다. 현행법에서도이

는 위법이며, 헌법 17조의‘사생활의 비 과

자유를침해받지아니한다’는것이나제18조

에서의‘통신의 비 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라는내용에위배되는것이다. 

“진정한권력……물질에 한권력이아니

라 인간에 한 권력이야.”이는 조지오웰의

「1984년」에서전체주의자오브라이언이윈스

턴에게하는말이다. 곧, 개인에 한정보(신

상과관련한정보및노동의감시에의해파생

된정보등)는그목적에따라한정되어야한

다. 그 목적은 절 로, 개인이 인간으로서 마

땅히 가져야 할 권리(인권)를 침해하거나 개

인의 동의 없이 이루어져선 안 된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목적 앞에‘공익적’이라는 수식을

붙이는것이다. 

더군다나교육현장에서학생또는교사개

인과관련한정보를수집할때공익적목적과

더불어그교육적필요까지분명히해야한다

는 것은 더 말할 나위 없이 중 한 사실이다.

단지학습지도의효율성을위해, 교육행정의

편이성을 위해 이루어진다는 일방통행식 발

상은 그래서 전체주의적이라는 오해를 받을

수밖에없는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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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수교사는한국교원 학교를졸업하고, 현재양주

여자고등학교에서교편을잡고있다. 



스스로공부하는아이가21세기를지배한다

한국교육개발원편저/ 즐거운학교

이 책은 한국교육개발원(KEDI)이 발행한 자녀 교육 지침서인『스

스로공부하는아이가21세기를지배한다』를보다많은학생들과학부

모님들에게 널리 보급하기 위해 시판용으로 새롭게 재구성해 발간한

것이다. 

한국교육개발원은 2002년 12월에‘개인 교습∙학원 수강 등을 통

한 선행학습(진도 앞지르기 교육)이 학업 성적 향상과는 무관하다’는

내용을뼈 로한<선행학습효과에관한연구(2002. 06)> 결과에근거

해서이책의초판을발간했다. 

<선행학습 효과에 관한 연구>는 2000년 말부터 1년 6개월간 총

8,500여 명의 학생∙학부모들을 조사 상으로 하여 실시된‘매머드

급’연구프로젝트로, 전국에유행병처럼번져있는선행학습의부작용

을과학적으로밝혀낸국내최초의연구물이다.

이 책에서‘공부 잘하는 아이’로 기르기 위한 부모 역할 10계명이

나오는데, 그내용은다음과같다. 

계명1. 아이에게최 한관심을가져라.

계명2. 학교교육이시작되어도부모의역할은여전히중요함을잊

지말라.

계명3. 초기교육이중요하다는것을명심하라.

계명4. 학교공부에모든것을맡기지말라.

계명5. 공부는자기절제와단련이필요한것임을명심하라.

계명6. 상식을존중하라.

계명7. 학교에서배우는내용에충실하라.

계명8. 좋은교육을하는데있어서텔레비전과컴퓨터게임이장애

가된다는것에주의하라. 

계명9. 부모가바로학교를비롯한교육체제를변화시킬수있는주

인공임을잊지말라.

계명10. 목표는높게설정하고, 기 는많이하라. 그러면아이들은

성장할것이다. 

총 25,000부가 발행되어 전국의 모든 초∙중∙고등학교에 배포된

이책의초판은‘선행학습의부작용’을과학적으로분석한것은물론,

‘공부잘하는법’을객관적데이터를통해설득력있게제시한저작물

로평가받고있다. 그리고이책에 한독자들의깊은관심을증명이

라도하듯, 현재각학교에서추가주문이쇄도하고일반학부모들로부

터도재발행요구가줄을잇는성과를보이고있다. 이번시판용책자

는초판과제목을동일하게했으나, 일반독자들이책의내용을더쉽

게이해하고자녀교육에곧바로활용할수있도록본문편집을새롭게

했습니다. 자녀교육문제로고민하는학부모님들과공부잘하는방법

을찾는학생들에게이책은많은도움이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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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정책어디로, 어떻게가야하는가?

나정지음/ 양서원

이 책은 국내∙외 유아교육

정책 동향에 발맞추어 유아교

육 정책에 한 이해를 높이고

자발간하게되었다. 이를위해

먼저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중

심으로 우리나라의 유아교육

현황을진단해보고, OECD 본

부에서 발간한 자료를 토 로

선진국의 유아교육과 보호 정

책 동향을 살펴보았다. 나아가

‘공교육’의 개념을 심층적으로

규명해보고, 유아교육이왜공

교육으로 제공되어야 하는지 그 당위성을 탐색해 보았으며, 유아교육

의공교육화방향을모색해보았다. 

이책에포함된많은내용은1996년이후교육개혁위원회와한국교

육개발원에서추진한유아교육의공교육체제확립관련연구가밑바탕

이 되었다. 또 최근 OECD 본부 사무국에서 발간한 유아교육과 보호

정책관련자료도큰도움이되었다. 

여성의사회활동참여가증가함에따라유아교육과보호에 한수

요가급증하고, 조기경험이후속발달과학습에긍정적인 향을미친

다는 연구결과들이 나타남에 따라 세계적으로 유아교육 정책에 한

관심이증 되고있는추세이다. 

왓슨, 내가이겼네!

콜린브루스지음/ 이은희옮김/ 경문사

탐정의 명사로 우리들에

게 익숙한 셜록 홈스, 그리고

그의 절친한 친구 왓슨 박사가

펼치는 수학의 미스터리『수학

오디세이』그두번째시리즈가

출간되었다. 

탐정소설의 재미와 과학 지

식을 동시에 느낄 수 있는 이

책은 확률과 통계에 한 잘못

된 상식을 송두리째 뒤바꿔버

리는 수학의 수수께끼가 의문

의 사건 속에서 흥미진진하게

펼쳐진다. 

추리소설과수학의만남이라말할수있는이책은 원한진리, 즉

상식에 한지나친의존과수학에 한무지가우리를곤경에빠뜨릴

수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욕심쟁이 도박꾼과 무모한 사업가, 그리고

무자비한사기꾼이등장하는이교훈적인우화에서확률과통계, 결정

론과게임이론에 한심오한지식을통해사건을해결하고무고한사

람을구하는셜록홈스와그의환상적인콤비왓슨박사의활약상을살

펴볼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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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나누는마인드비전(학생∙일반용/길잡이용)

마인드비전연구회지음/ 우리교육

『함께 나누는 마인드 비전』

은 기능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일상과 꿈, 그리고 공동체라는

다차원적 현실에서 창조적인

삶을사는길을탐구해가며궁

극적으로‘행복한 삶’을 살기

위한 인식 능력과 현실 감각을

기르는프로그램이다.  

놀이와 명상 요소를 바탕으

로 삶에 한 근본적인 질문을

풀어가는『함께 나누는 마인드

비전』은 워크북 형태로 만들어

져직접해볼수있는학생?일

반용과 프로그램 안내자를 위

한 길잡이용이 별책으로 구성

되어있다. 

『함께 나누는 마인드 비전』

은 오랫동안 학교 현장에서 아

이들을 만나 온 교사들이 자기

삶에서 소외감을 느끼는 이들

에게‘마인드비전’이라는프로

그램을 통해 던지는 삶에 한

질문들이다. 

『함께 나누는 마인드 비전』

에는‘삶에 한 근본적인 물

음’이충만하다. 요즘세상에잘못물었다가는왕따당하기십상인물음

들이멋진상상력과탁월한기법으로명확하게제시되고있다. 청소년

들은물론우리성인들도한번제 로묻고 답해보아야할그런삶

의이야기들이다.

이책에는놀이와명상적요소, 학문과예술, 삶과기법, 이런것들

이사람들마음에다가가게끔절묘하게어우러져있다. 지식교육만강

조하거나인간이되라고목소리를높이지않는다. 저자는그저가만히

그림이나사진, 우화들을통해삶의현장을물거울처럼비춘다. 그렇

게 독자들에게 오묘하게 말을 건네며, 보고 듣는 이의 마음을 오롯이

한군데로이끌어간다.

학교현장한복판에서선생님들몇분이함께일구어낸‘마인드비

전’이결국아름답고새로운인성교육교과서로탄생했다. 정말사람다

운사람한번제 로키워보려는선생님들의모진갈구가하나의특별

한‘인간공부’그자체로변신하여우리앞에다가왔다. 너무고마워서

가슴이뛰고눈물이난다. 그저바다건너온수입품과는절 로비교할

수없다. 이건우리들삶의작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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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e s e a r c h F i n d i n g s

교육관련세계의연구 김은주｜한국교육개발원도서자료운 팀장, bonnyk@kedi.re.kr

노력과학업성취

학생들의 노력(diligence)과 이를 지

원하는 체제, 학업성취 간에는 어떤 상

관관계가있는지에 한연구결과를소

개한다. 학생들의학업성패에 향을미

치는주요요인에 한이론들은 부분

타고난능력, 노력, 행운, 학업의어려움

등순으로들고있다. 이연구에서는학

생들이학업에몰두하기위해서는좋은

학교와좋은가정이있어야한다는바탕

에서 가정환경이 학생들의 학업성취에

지 한 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 두 요

인의 조화가 필요하며, 이로 인해 학생

들은학업에열중하고그결과로써학업

성취결과를개선할수있음을시험하

다.

이를 위해 학생의 노력, 이를 지원하

는 시스템, 기타 관련 요인들과 학생의

학업성취간의 관련 정도를 계량화하여

상관관계를 연구하 다. 조사는 458명

의학생에 해노력점수를계량화하

고, 358명의학부모와Grenada의공립

학교 교사 34명을 상으로 노력에

한지원시스템을계량화하 다. 이들가

운데 310명의 학생들은 부모의 노력에

한지원과학생의노력간의직접적인

관련여부를알아보기위해자신의부모

들과직접짝을지워주었다.

<연구결과> 

연구결과학생의노력과학업성취간

에는 상관관계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

었다. 학생들의노력점수가높은경우에

학업성취결과가높게나타났으며, 학업

성취가더욱개선되는것으로나타났다.

성별과연령별상관관계에있어서도차

이를보 는데여학생의경우가남학생

의 경우보다 노력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에따라서는어린학생의

경우가노력과학업성취와의관계가높

은것으로나타났다. 즉, 14세이하의학

생이16세, 17세이상의학생보다노력

과학업성취간의상관이높은것으로나

타났다. 

노력에 한지원에있어서도부모의

노력에 한지원이높을수록학업성취

가높아지는것으로나타났으며, 교사들

과 부모의 노력에 한 지원이 유사한

향을미치나교사들의경우가부모의

노력에 한지원효과보다높게나타났

다.

따라서이연구에서는학생들이보다

열심히노력하도록고무하기위해부모

와 교사 그리고 그밖에 학생들의 삶에

향을미치는사람들의역할이중요함

을보여준다. 이들은학생들에게최선을

다하도록동기를부여해주고, 학교생활

에집중할수있도록해주고, 특히부모

가학생의노력에 한지원을늘릴수록

학생들은 더욱 열심히 노력하게 되어,

그결과로학업성취의개선을가져오게

된다는점을명심해야할것이다. 

능력별그룹핑

중등학교에서 학생들을 능력별로 그

룹핑 한 경우 교사들의 태도는 어떻게

달라지는지를연구한결과를소개한다. 

이연구는학생들의능력별그룹에

한 교사들의 태도와 신념을 학교 형태,

성별, 경험별, 자격별로 고찰하고자, 7

학년에서 9학년 사이의 (11~14세)학

생을 상으로능력별로그룹핑한3가

지유형의45개학교교사1,500명이상

을 상으로 이루어졌다. 여기에는 수

학, 과학, 어능력이낮은학교의교사

들도포함되며, 각학교의다른과목교

사들도표본추출되어포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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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결과>

능력별그룹핑의실질적인효과에

한연구결과들은교사들의신념에널리

향을미치는것으로나타났다. 능력있

는 학생들을 별도로 그룹핑 한 경우 각

학교형태에따라교사들의반응이의미

심장하게 다르게 나타났으며, 능력있는

학생들로 그룹핑 한 경우에 해 보다

긍정적인태도를보이는것으로나타났

다.

인간적, 사회적발달에 해능력있는

그룹을그룹핑한경우, 자존심, 비난, 자

신의능력에 한인지정도, 사회적응,

동기 등에 관한 응답은 자존심에 해

높게구성된능력별그룹과그것들을개

선하는능력이혼합된경우의학생지도

에 해서는 부분의교사가부정적인

효과를지닌다고응답하 다.

능력별그룹핑의불공평에 한교사

들의응답가운데강력하게동의하는부

분은능력별로혼합된클래스에있는능

력이뒤지는학생들의학업성취에는긍

정적인효과가있는것으로나타났다.

규율과불평에 한능력별그룹핑의

효과에 해서는능력별로낮은그룹의

학생들이보다규율의문제가많이나타

나는것으로모든유형의교사들이강력

하게동의하는것으로나타났다.

학습지도에 있어서 능력별 그룹핑의

효과에 한신념은학습지도와학급운

에있어학급이능력별로편성되어있

고, 교과과정이적합하게구성되어있는

경우보다쉬운것으로나타났다.

학생의능력과무관하게혼합하는경

우는과목에따라적합한지여부가다른

데수학과현 외국어가가장적합하지

않은것으로나타났다.

능력별그룹은성별, 연령별로는차이

를 나타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

교사의경우능력이우수한학생들을최

한 향상시킬 수 있다고 응답한 반면,

남자교사의경우에는학급의능력에따

른등급에 해무시하려는경향이강하

게 나타나며, 훌륭한 교사는 능력이 섞

여있는학급을잘가르칠수있어야한

다고동의하는것으로나타났다.   

능력별그룹에 한교사의관심은그

들이 어디서 일하든, 어떤 과목을 가르

치든그들의자격과경험이어떻든학교

에서채택된그룹핑의유형에의해 향

을받는것으로나타났다.

학교선택

교육에있어서시장개념의도입에따

라학교선택제를채택해온잉 랜드와

웨일즈의 중등학교에서 12년간의 경험

을바탕으로학교선택제에따른사회적

구성원이변화된범위를시험하기위해

이루어진연구를소개한다.

이 연구에서는 1988년 교육개혁법

(Education Reform Act, 1988)에 의해

소개된시장의원리에기초를둔정책의

향에 해연구하고, 교육정책의 향

을평가하기위한계량적방법을적용하

며, 공식적인지표에의해측정함으로써

학교의사회∙경제적구성의변화로인

해학교경 효율성과학업의성취변화

를시험하고자하 다.

연간데이터는인구조사자료를활용

하 다.

<연구결과> 

1996년까지빈곤에의해학생들을분

리했던 구분이 매년 감소를 하 으나,

1997~2001년사이에는빈곤에의해서

분리되던수준이증가한것으로나타났

다.

교육시장제의 도입으로 지역의 사

회∙지리적 요소, 학교조직, 입시준비

등의순으로중요성이나타났다. 지역학

교의본질에비추어볼때, 학교선택정

책은명백한이익이나결점을보이지는

않는것으로나타났다. 지역학교의통∙

폐합, 신설 등을 통해 학교수의 변화를

가져오고, 학교가다양화된것으로나타

났다. 학생의사회∙경제적배경과시험

결과간의관계는1989년이후로약화되

지않은것으로나타났으며상위권의학

생과하위권의학생간의격차는더욱커

진것으로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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