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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교육정책에 한모든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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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주소창에“교육정책”을입력하시면접속하실수있습니다.

www.edpolicy.net

※원하실경우에는교육정책관련정보에관한메일링서비스를주1회받으실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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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주요정책자료생산기관별검색/ 법령검색-  주요교육관련법령/ 통계검색- 주요교육통계데이터및분석

정보제공/  교육현안- 쟁점의논의배경, 현황, 문제점, 주장, 외국사례, 전망/  정책연구- 연계기관 및 학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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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교육은그동안높은중등학교및고등교육취학

률을 달성하 고, 급속한 경제 발전에 성

공적으로기여하는등양적발전을이룩하 다. 뿐만아니라OECD의

PISA에의해측정된한국학생들의학업성취도테스트결과, 한국학생

들의학업성취수준은수학과과학에있어서최상위인것으로나타났다.

그러나최근교육질적수준과국제경쟁력이한국교육의새로운문제

로 두되었다. 이러한문제의식에서참여정부는유∙초∙중등교육의

질적향상, 고등교육경쟁력향상, 평생학습의제도화등의세가지정

책방향을제시하 다. 한국교육의문제를해결하는데과도한사교육행

위는학교교육의발전과한국사회의교육적형평성실현에장애로작용

하고있다. 

사교육비경감 책의필요성

학생∙학부모는 내신과 학수학능력시험을 비하기 위하여 개인

교습, 학원과외, 온라인과외 등 다양한 형태의 사교육을 받는다. 많은

선행연구들이부모의사회경제적지위에따라사교육참여비율과형태

가차이가있음을보여주었다. 최근서울 학교사회과학연구원에의하

여수행된“입시제도의변화: 누가서울 에들어오는가?”에따르면도

시지역에거주하고, 학력이높고, 사회경제적지위가높은부모의자녀

들과특목고출신의학생들이서울 학교에들어가는것으로나타났다.

이런상황에서정부는 학입학시험에가정배경의 향력을감소하

기위한정책을수립하여야한다. 지난30여년간정부의정책은기

하던효과를충족시키지못하 다. 오히려학생∙학부모로하여금학교

에서의교수∙학습이 학입학을 비하는데충분하지못하다는믿음

을 갖게 하 고, 이로 인하여 학생∙학부모들은 사교육 기관을 의지하

게되었다. 

공교육정상화가중요

교육인적자원부는과열사교육문제와유∙초∙중등교육의비효과

성문제에 하여정책적검토를통하여2월17일“공교육정상화를통

한사교육비경감 책”을발표하 다. 제목에서도확인되듯이 이 책

의목표는가계의사교육비부담을경감하는것과공교육의질을향상

하는 것 두가지이다.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사교육비를 경감시키기 위

하여정부는e-Learning체제를구축하고, 학수학능력시험 비를위

한 교육방송(EBS) 프로그램 제공에 주력할 것을 강조하 다. 학교는

학교운 위원회심의를거쳐방과후수준별보충수업을실시할수있으

며, 특기∙적성교육을 활성화할것을제안하 다. 

지난 20년 동안 정부정책은 방과후 보충수업 허용과 금지를 반복하

다. 이제정부는학생의 학입학준비를위한보충학습의욕구와가

계의 부담을 간과할 수 없음을 직시하 고, 이러한 현실인식에서 이번

에발표한사교육비경감정책의기조는정책 안의불가피한선택이

었다고할수있다.  

2.17 책의 보다 중요하고 유의미한 부문은 공교육 정상화에 있다.

정부는공교육의책무성을강화하고학생과학부모의신뢰를회복하기

위하여다음과같은5가지중요한방안을제시하 다.

(1) 질높은학교교육프로그램을제공하기위하여교사의전문성

제고및우수교원의확보: 교사평가제도입, 근무여건개선

(2) 학교교육프로그램과학업성취도평가체제개선: 학생학습

활동에 한수행평가강조, 웹기반교수-학습지원체제구축

(3) 학생의수업프로그램선택제도입및학교선택권확

(4) 2008학년도이후적용될새로운 학입학전형제도마련: 개선

된 입제도에서 학은학생선발에있어학생이고교단계에서

수행한학업활동이력철과학교생활기록부를중심으로판단하게

될것이다.

(5) 교육수준의국민최저선보장: 기초학력책임지도제강화

학교교육의 질 향상은 지속적인 노력을 요구하는 상당히 어려운 일

이다. 한국교육의미래는공교육체제의질적향상의결과에달려있다

고하여도과언이아니다. 이번정책프로그램의실행에있어서지속적

이고 세 한 조정을 위하여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요구된다. 학부모,

학생, 교사, 학교관계자, 교육전문가 등관련 집단의 이해와 협조가 무

엇보다중요하다. 정부의사교육비경감 책을의학용어를빌려표현하

자면, 하나는사교육비용경감을위하여즉각적인욕구를충족하는외

과적처방이고, 다른하나는체질을개선하는한의학적처방이다. 한의

학적 치료는 보다 많은 시간과 노력을 요구하지만 궁극적으로 병증의

근원을치료할수있다. 우리는먼길을가야하고공교육체제의가시적

인변화를이룩하기위하여인내해야한다. “다소시간이걸리더라도지

속적으로”정책을집행하는태도가공교육을개선하고책무성을확보하

는가장핵심적인요소이다. 

사교육비경감의근본적인처방은

공교육의교육력강화이다
이종재(한국교육개발원원장, 본지발행인, cjlee@ked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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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구자억 (한국교육개발원기획처장, jogu@kedi.re.kr)

교육인적자원부

서범석차관

Power Interview

“역 정부가실패한사교육비경감 책,

참여정부의e-learning이그답이될것입니다”



Q. 지난2월17일, 교육인적자원부가연간14조원 에이르는학부모의사교

육비부담을줄이기위한사교육비경감 책을내놓았습니다. 이번 책의요지는

e-learning을통해과외수요를흡수하고, 교육의질향상을위해교사평가를하겠

다는것으로요약할수있을것같은데요, 어떻게생각하시는지요?

A. 금번사교육비경감 책의기본방향은학교교육의경쟁력을높여국민들

로부터신뢰를회복하고, 자기주도적학습을강화하여21세기지식정보화사회가

요구하는창의적∙자율적인재를육성하는데중점을두었습니다. 이를위해우수

교원확보, 교수∙학습방법개선, 수준별교육및학생선택권확 등으로학교교

육의경쟁력을제고하고, 내신중심의 학생선발제도를유도함으로써 학입시

에예속된고교교육을정상화시켜나가며, 기초학력책임지도등을통해교육수준

의국민최저선을보장하도록하 습니다. 그리고장기적으로는 입과열의근원

인학벌주의를극복하여능력중심의사회가되도록사회제도개선과의식개혁도

병행추진할계획입니다.

그러나이러한공교육내실화방안등은그효과를내는데시간이걸리므로피

부로느끼는국민의고통을우선적으로덜어드리기위해현존하는사교육수요를

공교육체제안으로흡수하는단계적인방안도마련하 습니다. 이에따라EBS와

에듀넷등e-learning을통한사이버학습지원체제구축, 수준별보충학습실시,

특기∙적성교육활성화, 초등저학년‘방과후교실’운 등의방안을마련하여과

외를흡수토록한것입니다. 

e-learning을통한과외수요흡수는빠른시일안에사교육비를경감시킬수있

는 책의하나로, 구체적인방안을살펴보면우선EBS 수능방송과인터넷강의

를확 하여앞으로수능시험 비는학교수업을충실히하고, EBS 수능강의를

시청하는것으로충분하도록할계획입니다. 이를위해EBS 수능강의는사전기획

단계에서부터수능출제기관인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긴 히협조하여제작∙방

송함으로써강의내용이수능시험의모델이되도록할방침입니다. 

EBS는“EBS 플러스1”에전국최고강사진을기용하여최고수준의프로그램

을제공하고학업성적중위권학생을중심으로방송하되, 방송수준에미치지못

하는학생을위한기초과정강의와우수한학생을위한심화과정강의자료도동시

에제작하여VOD로EBS,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의에듀넷, 전국시∙도

교육청인터넷망을통해무료로서비스함으로써수능전문채널로특화할계획입

니다. 또한, 수능강의를듣고질문이있는학생들을위해“사이버선생님”운 을

통해학습문제질의응답서비스도실시할것입니다. 

이렇게EBS 수능방송과인터넷을통한서비스가본격실시될경우, 원하는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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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EBS 수능방송과인터넷을통

한서비스가본격실시될경우, 원하는

학생은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시청이

가능하게 되어“내신준비는 학교에서,

수능준비는학원에서”라는왜곡된현상

은사라질것으로기 됩니다.



Power Inter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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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은누구나, 언제, 어디서나시청이가능하게되어“내

신준비는 학교에서, 수능준비는 학원에서”라는 왜곡된

현상은사라질것으로기 됩니다.

수능 비 이외에도, 초∙중∙고 학생들의 자기 주도

적 학습을 도와주기 위해 사이버 가정학습 지원체제도

구축하겠습니다. 민간사이트와경쟁할수있는수준높

고다양한자율∙보충학습콘텐츠를개발하여에듀넷과

시∙도교육청의인터넷망을활용하여무료로제공하며,

교과별로 사이버학급을 편성하여‘사이버 가정교사’가

체계적으로학습관리와지도를함으로써내신을위한사

교육비도크게줄일계획입니다.

이처럼자기주도적학습에의한e-learning이활성화

되면사교육비를경감시키는것은물론, 농어촌∙도서지

역, 도시저소득층의교육기회가크게확 되어교육기

회의균등에기여할것입니다.  

교육의질향상을 위한교사평가는 중기 책으로제

시된우수교원확보방안의하나로, 질높은공교육은우

수한교사가확보될때가능하다고보아현재의관리자

위주, 승진등인사관리활용을위한근무성적평점제도

를개선코자하는것입니다.

검토중인교사평가는교사에 한경쟁기제나통제기

제보다는교사의능력개발과자기성찰을통한교수∙학

습및학생지도력향상에활용하여교직사회의활성화

에기여토록하겠습니다.

수능의모델이되도록하겠다는것은동일한유형또는유사한문제가출제되도록하여, 방송내용을잘듣고이해한학생이라

면실제수능에있어서도많은문제를풀수있게된다는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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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교총∙전교조등교직단체, 학부모단체, 시민단

체 등이 참여하여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바, 평가 상,

평가자, 평가내용, 평가방법등구체적인방안은충분한

의견수렴과 검토를 거쳐 현장교원들이 공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확정될것입니다. 

Q. EBS를수능전문채널로특화해서전국의모든학

생들이골고루수준높은강의를들을수있도록하고있

는데, 과거에있던TV과외와비교해서어떤차이가있을

까요?

A. 정보통신기술의발달에따른매체환경의변화를

반 하여위성방송중심의체제에서인터넷중심의체제

로전환한다는것이가장큰차이점이라할수있습니다. 

위성방송의경우는시청시간의제약, 질의응답이불

가능한일방향교육등의제약이있으나, 인터넷의경우

는인터넷이연결된곳이면언제, 어디서나시청이가능

하며반복학습및질의응답이용이하다는장점이있습니

다. 또한, 방송시간의제약에서도벗어나게되어방송되

는중급과정이외에도기초과정과상급과정을함께운

할수있게되어수준별강의와학습이이루어질수있다

는점입니다. 

이와 아울러 수능출제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긴 히협조, 제작하도록하여수능을준비하는학생에

게실질적인도움이되도록하겠습니다.

학생에게 제공하는 방식과 내용도 다양화될 것으로

기 합니다. EBS 방송및인터넷망이외에도, 한국교육

학술정보원의에듀넷과시∙도교육청의망을통해제공

되고이들기관은 상학생또는지역실정에맞게EBS

방송내용을보완하거나재편집하여제공할수있게됩니

다.

Q. EBS 수능방송내용을일정부분시험문제로출제

할것이라고밝히셨는데요, 어떻게하실계획이신지요?

A. 특별한경우를제외하고는EBS 수능방송문제가

그 로수능에출제된다고기 하기는어렵습니다. 수능

의모델이되도록하겠다는것은동일한유형또는유사

한문제가출제되도록하여, 방송내용을잘듣고이해한

학생이라면실제수능에있어서도많은문제를풀수있

게되겠다는뜻입니다.

현재 활동중인�수능출제∙관리개선기획단�에서는

현직교사의출제위원확 와기출문제등의범위및판

정기준을핵심적인문제에 해서는재검토하기로이미

발표한바있으며, 3월말까지확정할계획입니다. 

Q. EBS 수능방송이현재(2004. 2. 25)까지인터넷강

의에필요한시스템구축업체의선정조차이뤄지지못한

것으로드러나많은우려의목소리를낳고있습니다. 또

한일부에선수신이안되는난시청지역에 한우려도

있는데요, 이에 한준비는어떻게되고있는지요?

A. EBS에지원할국고보조금은기획예산처의예산

배정을받아금주중배분될예정입니다. EBS에서는예

산이배부되기전부터이미입찰공고를실시하여사업

자선정을추진하고있기때문에예산만배부되면다음

주부터바로서버구축에들어갈수있습니다. 서버구축

은 약 15~20일이면 완료할 수 있으며, 처음부터 많은

양의학습콘텐츠를서비스하는것이아니기때문에4월

1일부터는서비스가가능할것입니다.

위성방송수신이어려운산간∙오지지역에 한지원

을확 할것입니다. 1997년에전국초∙중∙고에보급

한위성방송수신기및프로젝션TV 활용현황을조사하

여, 필요한학교에는지원을확 하여위성방송수신에

지장이없도록하겠습니다. 또한소년소녀가장등저소

득층학생에 한컴퓨터및인터넷통신비지원사업을

조기에 확 지원할 것입니다. 현재 5만 명 지원에서

2008년까지 10만 명으로 확 하는 방안을 수립하 으

나, 이를2006년까지앞당겨추진할계획입니다.  



도서∙산간지역및저소득층가정의EBS 위성방송의

원활한수신을위해정보통신부등관계부처와협의하여

케이블망설치확 및수신료인하, EBS 위성방송채널

의무화, 수능방송공부방 설치 등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와같이우리부에서EBS 시청과인터넷서비스의편

의를위해여러가지준비를하고있으나, 분명시행초기

에는불편과문제점이발생할수도있습니다. 또한투자

의효율성도생각해야합니다. 교육인적자원부와EBS뿐

만아니라, 시도교육청, 학교, 한국학술정보원등이함께

노력해주셔야지요.     

Q. 방과후에는학교에서과외를받는이른바수준별

보충수업을할수있도록했는데요, 어떻게추진할계획

이신지요?

A. 현재학원등학교밖에서이루어지고있는교과과

외를학교내로흡수하기위해학교장이학교운 위원회

의심의를거쳐수준별보충학습을자율적으로실시할수

있도록하 습니다. 수준별보충학습은몇년전부터금

지하고있는보충수업과는분명히다르다는점을이해할

필요가있습니다. 종래의보충수업이 개교사중심으로

교과진도를빨리나가고남는시간에는문제풀이를하는

강제적∙획일적이었던것과는달리, 수준별보충학습은

학생의학력차를고려하여강좌를개설하고이를희망에

따라선택하여학습할수있도록함으로써자기주도적

학습이이루어지도록하자는것입니다. 강사는현직교원

을원칙으로하되, 필요한경우학부모, 지역인사등외부

인력을활용하도록하며, 교 ∙사 학생등을보조교사

로활용하는방안을아울러검토하고있습니다.

Q. 보충수업의실시로인하여학교가학원화되는것

이아닌가하는우려가있는데요, 이에 해서는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A. 수준별보충학습은학부모의과도한사교육비부

담을 경감시켜 드리고, 교육환경이 열악한 농∙어촌 지

역, 도서∙벽지 학생의 학습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학교실정에따라자율적으로실시여부를결정하도록하

는것임을이해해주시길바랍니다. 엄연히존재하는사

교육욕구를학교교육이일정정도는책임지고해소해야

만할것입니다. 공교육의내실화등으로학교교육과정

운 만으로학생과학부모의욕구가충족될때에는이의

필요성이없다고보고있으며, 실시결정시학교구성원의

의견수렴과학교운 위원회의논의를통해획일적∙반

강제적실시등일부에서우려하고있는문제점은충분히

해결할수있다고봅니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에서도 정규 교육과정의 정상

운 과실질적인학생의선택권보장을위해상설점검반

을운 하는등수준별보충학습이본래의뜻 로적절하

게운 될수있도록지원과지도를해나가겠습니다.  

Q. 수학과 어과목에 해서수준별이동수업을확

함으로써, 천편일률적인수업때문에학교수업을등한

시하는현상을줄여나갈수있다고했는데요, 현시점에서

수준별이동수업이성공하기위한 안은무엇이있다고

보시는지요?

A. 수준별이동수업의확 를위해서는교육여건개

선과교원확보등이중요한요인이될수있습니다. 그러

나현재의여건속에서일부시∙도의경우, 이동수업의

비율이50%에이르고있습니다. 이는수준별이동수업

을획일화된형태로운 하지않고학교의여건을고려하

여탄력적으로운 한다면충분히가능하다는점을보여

주는것입니다. 

우리부에서는수준별수업이보다효과적으로운 될

수있도록학급당학생수감축, 교원증원, 교과교실확

보, 수준별교육자료보급등여건개선을위해최선을다

할것입니다. 다만, 수준별수업의확 와성공을위해서

는우선적으로교사의적극적인참여의지가필수적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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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수업형태의다양화등학교현장의효율적인운 노력

도요구됩니다. 또한학부모와학생의이해와협조도필요하

다고봅니다.

Q. 수준별이동수업으로인하여우열반이편성되어, 이

로인한과열경쟁이생긴다는걱정이있습니다. 이에 한

책이있으시다면어떤것인가요?

A. 우열반편성은우수한학생들간경쟁을통한상급학교

진학의효율성을높이기위한것으로, 총점에의한성적을기

준으로학급을구성하여한학기또는한학년을단위로고정

적으로운 되는형태를말합니다. 

이에비해수준별수업은학습목표에도달한학생에게는

심화학습을하도록하고, 도달하지못한학생에게는보충학

습기회를줌으로써기초∙기본학습을충실히하도록하여

모든학생이학습목표에도달할수있도록돕는데그목적이

있습니다. 수준별이동수업은학생들간의개인차가큰수학,

어를중심으로이루어지며, 학습집단은교과성적, 학생의

희망등을반 하여편성하므로과열경쟁은방지할수있다

고봅니다. 수준별수업이학교현장에정착되면학생의개인

차를중시하는다양한수업이이루어져공교육의질적향상

을가져올수있을것입니다. 

Q. 문제가 되고 있는 특수목적고의 경우엔 설립목적과

맞지않는과정은설치를허용하지않고, 그리고 학입학때

동일계열지원자에게특별전형을확 해주는방안도강구

하겠다고발표하셨습니다. 이런경우특목고특히외국어고

교의반발이있지않을까요?

A. 외국어고등특수목적고는특정분야의인재를발굴∙

육성하기 위하여 설립되었으나, 일부학교에서 입시 위주의

교육과정을운 하여 학입시준비기관으로인식되는등의

부작용을초래하고있는게사실입니다. 따라서, 금번조치는

특목고의교육이본래의설립취지에맞게운 될수있도록

하는데초점을두었습니다. 우선, 특수목적고의설립목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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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특수목적고의 설립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과정설치

(예: 외국어고의 의 진학 과정)를 허용치 않고, 이에 한

장학지도를강화하겠습니다. 



부합하지않는과정설치(예: 외국어고의의 진학과정)를허용치않고, 이에 한

장학지도를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일률적인성적우수자보다는해당분야에소질이

있는우수한인재가선발될수있도록특목고의입학전형방법을개선하며, 이들인

재가동일계 학을지원할때에는특별전형하는방안도강구할것입니다. 이와같

은방안들은편법운 을바로잡고설립취지에부응하자는것이기때문에올바른

교육자라면동의하리라생각하며, 적극적인협조를기 합니다.

Q. 학력경시∙경연 회는 학입시와 관련하여 다양한 평가 자료로 제공되는

순기능도있는데요, 그럼에도불구하고폐지하는것이바람직하다고보시는지요?

A. 학력경시∙경연 회는다양한분야에서탁월한능력을지닌우수인재를발굴

하고육성할수있는중요한수단중하나입니다. 그러나지난몇년간급증한학력

경시∙경연 회는지나친경쟁을부추기는가하면상업적으로악용되어질적인저

하는물론선행학습등으로학생들의학습부담을가중시켜학교교육의왜곡과사교

육비증 의주원인으로작용하고있는것이사실입니다.

학력경시∙경연 회의순기능을고려, 우리부에서는단기적 책으로입시수단

화되어있는경시∙경연 회를폐지하고국∙내외적으로권위있는경시∙경연

회만 존속시켜 본래의 기능을 다하도록 할 계획이며, 장기적으로는 권위 있는 경

시∙경연 회를공적인기관에서인증하는방안도검토해나갈계획입니다.

Q. 2008학년도이후수능성적반 은상당히많은부분이달라지는것으로알고

있습니다. 또한경로별선발체제를2008학년도이후도입하고자검토하겠다고발표

하셨는데요, 2008학년도이후 입전형은어떻게달라지고, 경로별선발체제는무

엇인지자세히말 해주시지요.

A. 2008학년도이후 입전형제도에 해서는교육혁신위원회에서특별위원회

를설치, 공론화과정등을거쳐금년8월까지방안을마련하기로하 습니다. 우리

부에서는 학자율화의기조아래고교교육정상화에기여할수있는다양한선발을

유도하고학교생활기록부의기록내용반 비중을확 하는것을개선방향으로제

시했습니다. 이를위해학교생활기록부자료의신뢰도제고를위한방안을마련할

것입니다. 경로별선발체제란현재교육혁신위원회에서현재기초적수준단계에서

논의되고있는방안으로 학이사전에주요전형요소와함께학생선발경로를제시

하고이에따라학생을선발하는체제를말합니다. 이는 학의유형과특성화에따

른기존의학생선발방법다양화방안에 한일종의발전적 안이라할수있으

며, 수험생은자신의알맞은경로를선택할수있도록한다는것입니다. 앞으로본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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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의 사교육비 경감 책이

소기의성과를거두지못한것은사교

육 발생원인에 한 근원적 처방보다

는과열과외에의해파생된교육적, 사

회적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사교육

욕구 자체를 인위적으로 규제하거나

입시상의 병목현상을 다음 단계로 이

행시키는 증 요법식의 정책을 주로

시행했기때문이라고생각합니다.



적논의및의견수렴과정이있을것입니다.

Q. 한국교육왜곡의한축을학벌주의라고볼

수있겠습니다. 과열과외문제는바로이러한학벌

주의와연관되어있다고생각됩니다. 우리사회에

서학벌주의폐해를줄이기위한방안은어떤것이

있을까요?

A. 학벌주의는교육적측면뿐만아니라사회구

조적측면과복합적으로관련되어있어이의극복

을위해서는우리부나교육계의노력을넘어범정

부적, 범사회적운동으로접근해야한다고생각합

니다.

이에따라참여정부는그동안민관합동기획단

운 등을통해학벌주의극복을위한정책과제를

발굴해왔습니다. 그주요내용은①능력중심인

사관리시스템도입기업및정부부처에 한인센

티브제공, ②지방 학혁신역량강화방안및국립 간

연합 학추진지원등을통한 학서열구조완화추진,

③공공및민간분야에서의지역인재채용장려제도입등

을통한지역인재유치정책적극도입, ④학부모의건전

한교육관함양등을위한학부모의식개혁프로그램운

등을들수있습니다.  이러한학벌주의극복을위한

정책과제들은민관합동기획단및인적자원개발회의등

의논의를거친후금년3월중에최종확정∙발표할예

정입니다.

Q. 획일적인평준화문제에 해서도개선계획을갖

고계신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이에 한구체적인계획

은어떤것인가요?

A. 우리부는고교평준화제도의기본틀을유지하면

서수준별이동수업, 재교육기회확 , 학교선택권확

, 고교체제의다양화, 특목고정상운 등을통해지속

적으로보완해나갈것입니다.

평준화와관련하여항상지적되고있는이질적인학생

지도문제를해결하기위해수학∙ 어교과에 하여중

1부터고1학년까지수준별이동수업을확 하고, 국어∙

사회∙과학교과는학급내수준별분단학습을강화할것

이며, 고2, 3학년은학생의수준에맞는과목선택권을확

해나가겠습니다. 재교육등수월성교육강화를위

해 재학급및 재교육원을설치∙운 하고, 우수학생

의조기진급및조기졸업기회확 와 학의교과목을

미리 이수하여 학에서 학점으로 인정받는 AP(Adv

anced Placement), PT (Placement Test)제의도입도권

장해나가겠습니다.

학생의학교선택권확 를위해학교별로교육과정을

특성화하고, 「학교군별선지원후추첨배정제도」를확

하여학생의소질∙적성에따른학교선택기회도제고해

나갈것입니다

학생∙학부모의 다양한 교육욕구를 수용하기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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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를 다양화, 특성화, 자율화하겠습니다. 안학

교, 국제고, 과학고등을적정수준으로설립또는전환하

여 고교체제를 다양화하는 한편, 일부 실업고를 다양한

직업군의특성을반 하는특성화고로전환하며, 학사와

교육과정등을탄력적으로운 하는자율학교의지정을

확 해나갈것입니다. 자립형사립고는이미예고한

로 2005년 시범운 결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제도

도입여부를결정할계획입니다.

Q. 역 정부마다 사교육비 경감 책을 추진하 으

나, 실효를거두지못한것으로나타났는데요, 그이유는

무엇이라고보시는지요?

A. 지금까지의 사교육비 경감 책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못한것은사교육발생원인에 한근원적처방보

다는 과열과외에 의해 파생된 교육적, 사회적 문제들을

해결하기위해사교육욕구자체를인위적으로규제하거

나입시상의병목현상을다음단계로이행시키는 중요

법식의 정책을 주로 시행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와더불어그나마수립된 책들도여러가지사유로

일관성있게지속적으로추진하지못했습니다.

이와같은반성아래금번 책은공교육의내실화와

사회∙문화풍토개선이라는근본적인 책과사교육수

요의공교육내흡수라는단기 책을함께마련하 습니

다. 또한교육인적자원부, 연구기관, 시도교육청등이협

력체제를구축하여정책의통합성∙일관성유지와지속

적인평가∙환류로추진효과를제고하며, 추진상황을분

기별로점검∙분석하여진척사항을국민에게알리고보

완해나갈계획입니다.

Q. 종합적으로보면, 우리공교육이많은문제점을안

고 있어 사교육비가 늘어나고 있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공교육을어떻게개선해야한다고보시는지요?

A. 우리부는공교육위기에 한국민들의우려를불

식시키고 초∙중등교육이보다더충실히이루어지도록

하기위하여�공교육내실화 책�을마련, 추진하여왔습

니다. 그내용을간략히살펴보면�7. 20 교육여건개선계

획�에따라학교의신설및교실확충과교원의확보로학

급당교원당학생수를줄이고, 제7차교육과정에 비한

시설확충과 지식정보화사회에 적합한 교육환경을 조성

해왔습니다. 기초학력부진학생에 한단위학교책임지

도제를실시하고국가수준의학업성취도를평가와시∙

도교육청이연합하여학력을평가하는등공교육의책무

성을강화하며, 교수∙학습센터의신설과연계체제구축,

지식정보화사회에 적합한 학교모형을 연구∙개발하고

시범적용하고있습니다.

또한, 제7차 교육과정의 교과교육에 필요한 교원의

ICT 활용능력개발지원활동을강화하는등수업의질

제고를위한교수-학습방법을개선하는노력도기울이고

있습니다. 물론일부문제가없는것은아니지만이와같

은지속적인학교교육내실화추진으로일부문제는있지

만, 우리나라 초∙중등 학생들의 학력이 OECD 회원국

중에서최상위그룹에속하는가시적인성과를거둔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우리의교육여건은선진국에비해여전히열악

한편으로이의개선을위해지속적으로노력해야합니

다. 특히교원의증원과사기진작, 우수교원의확보에힘

써야할것입니다. 좋은학교, 좋은교육은무엇보다도선

생님이전문성을가지고헌신적으로학생을가르치고지

도할때이루어질수있기때문입니다. 학생, 학부모, 교

직원, 지역사회등모두가합심하여, 참여와협력속에진

정한학교공동체를이루어야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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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획1- 졸자실업! 취업을위한
그비상구는없는가?

>> 프랑스에선저학력층취업난이오히려문제다

>> 독일의청년실업과정부의 책

>> 우리보다더절박하게취업해야하는 국 졸자의속사정

>> 한국의 학은뒷짐을풀라

>> 진정한국의청년실업률엔브레이크가없는가?

>> 청년실업, 비상구가 없다!

K   E   D   I   K   E   D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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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획11 >>>>  졸졸자자실실업업!!  취취업업을을위위한한그그비비상상구구는는없없는는가가??

오히려저학력층취업난이큰문제

프랑스도70년 중반이후로청년층실업문제로고민하

고있지만그고민의내용은우리나라와큰차이가있다. 무

엇보다 졸자보다고졸이하저학력층의취업난이큰문제

이다. 자격연구센터(CEREQ)가 실시한 신규졸업자의 직업

세계이행실태에관한추적조사결과를중심으로프랑스

졸취업난의정도와특징을살펴보기로하자. 

이조사는1998년도에학업을마치고사회에진출한청년

층 13만 5,000명을 상으로 2001년 봄(졸업 후 3년 정도)

에실시되었다. 이조사는프랑스에서수행되는학교에서직

업세계로의이행에관한가장 표적인조사이며, 1992년도

에 학업을 마친 청년층을 상으로 1997년에 5년간의 이행

실태를추적조사한바있고, 2001년에실시한조사는앞으

로2003년(졸업후5년)과2005년(졸업후7년)에계속적인

추적조사가 가능하도록 설계

되었다. 우리가 관심을 가지

는 조사결과는 다음 표와 같

다. 

<표 1>에서 고등교육 학위

구분은직업계열학위와일반

고등교육학위로분류했으며,

교육연한이 긴 순서 로, 또

교육연한이같은경우일반적

으로우수한학생들을받아들

이는학위과정순으로제시했

다(박사 제외).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고졸자, 그 중에서

도 일반계 고졸자의 실업률

(11.2%)이가장높으며, 기술

계(9.1%)와 직업계(7.0%)

고졸자의경우 학의인문사

회계열 교양과정(10.9%)과

석사과정(10.0%) 졸업자보

다 실업률이 낮기는 하지만,

신선미｜한국여성개발원연구위원, seonshin@kwdi.re.kr

프랑스에선저학력층취업난이오히려문제다
- 프랑스, 졸취업난상 적으로덜심각

학위 전공계열 실업률 정규직 임금(유로) 3년간 임금 교육수준에 능력에 직업을 통한

비율 중앙값 상승률(%) 맞는 직업 맞는 직업 자기실현

DESS 자연과학 6.1 89 1,830 23 49 73 86

인문사회 6.2 77 1,680 23 45 73 84

IUP 공업 4.9 90 1,680 35 59 75 80

3차산업 3.0 76 1,520 20 60 61 81

DUT 공업 3.5 75 1,310 23 61 74 81

3차산업 4.8 73 1,140 28 55 71 76

BTS 공업 3.5 73 1,250 24 54 71 81

3차산업 5.0 74 1,140 23 59 70 80

DEA 자연과학 7.2 78 1,770 26 46 75 89

인문사회 6.5 64 1,560 20 44 64 71

석사 자연과학 5.6 62 1,370 20 38 71 86

인문사회 10.0 69 1,300 20 34 62 77

학사 자연과학 6.2 68 1,300 16 27 61 78

인문사회 7.4 66 1,130 21 38 64 75

학부 자연과학 5.1 66 1,130 25 14 68 84

교양과정 인문사회 10.9 63 950 15 15 69 78

바깔 일반계 11.2 38 960 29 - - -

로레아 기술계 9.1 51 930 24 - - -

직업계 7.0 68 1,030 21 - - -

직
업
계
열

고
등
학
교

일
반
계
열

고
등
학
교

고
교

< 표 1 > 1998년 졸및고졸자의졸업3년후(2001년봄) 취업상태

자료: CEREQ Bref 195호(2003년3월), 200호(2003년9월).
주) DESS와DEA 학위는바깔로레아+5년, 석사는바깔로레아+4년,IUP는공학계특수고등교육기관으로석사가최종

학위임.학사는바깔로레아+3년,DUT, STS, 학부교양과정은바깔로레아+2년과정임. 교육수준과능력에맞는
직업과직업을통한자기실현여부는응답자의주관적평가결과임.   



직업계열 졸자(3~6%)에비해서는높다. 한가지더주목

할것은고졸자나 졸자모두직업계열졸업자가일반계열

졸업자에 비해 실업률이 낮고 정규직 취업률과 임금수준이

높으며일자리만족도도높다는점이다.   

졸자취업난이심각하지않은이유

첫째, 전체 신규졸업자 중 졸자의 비중이 크지 않다.

2001년도에학업을마친신규졸업자는76만여명인데그중

졸자(바깔로레아+2년 이상)는 28만여 명(37%)이다. 여

기에 바깔로레아를 획득하고 진학했으나 유급 등으로 인해

아무런 학위도 취득하지 못하고 학업을 마친 8만 4,000명

([그림1]에서Bac.+α)을합한다해도전체신규졸업자가운

데 고등교육을 경험한 자의 비율이 48%에 불과하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 2001년도 신규졸업자(71만 명) 가운데

69%(50만 명)는 졸(전문 포함) 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있다. 반면에 프랑스는 무자격자(8%)와 직업 고등학교의 2

년제과정(CAP/BEP) 졸업자(28%)의비중이매우크다.   

둘째, 고등교육의확 과정에서직업계열을중심으로고

등교육의 확 가 이루어졌다. 1990~1991학년도에 170여

만 명이었던 전체 학생수는 2002~2003학년도에 221만

명으로 늘어났다. 이러한 과정에서 학생의 과반수 이상을

받는 일반 학교의 학생수는 18% 증가한데 비해, 비교적

우수한학생을받아2년간기술교육을하는DUT 과정의학

생수는 55%, 역시 2년제 직업교육을 실시하나 일반적으로

DUT보다인기가낮은BTS(고급기능사자격) 과정의학생수

도20%가늘어났다. 그밖에교원양성전문기관인IUFM과

각종에꼴(엔지니어학교, 상업-경 학교, 법-행정학교, 예

술학교등특수목적고등교육기관들)의학생수도67%나늘

어났다. 그리하여1990~1991학년도에는일반 학교의학

생수가전체 학생수의65%를차지했으나, 2002~2003학

년도에는59%를차지하게되었다. 그만큼고등교육의팽창

과정에서 학생들을 직업세계에 입문시키는 기능이 강화된

것이다.  

셋째, 고등교육의 구조가 매우 분화

되어있고학교간서열이우리나라처럼

분명하지 않으며 각각의 학교는 전문

화∙특성화되어 있다. 전문화∙특성화

된교육은학생들에게전공분야에서보

다심층적인직업진로개발과직업의식

함양을하게한다. 일반 학교는교양

과정, 학사, 석사, DEA(혹은 DESS),

박사논문과정을운 하며최종적목적

은 학문에 종사할 사람을 양성하는 데

있다. 일반 학교와는 별도로 앞에서

언급한DUT와BTS 과정, IUFM, IUP

그밖에그랑제꼴준비반(CPGE), 각종

에꼴들은선발과정을통해학생들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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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천명) 단위 (천명)프랑스 한국

전문
학교

실업고

일반고무자격

CAP/BEP

Bac

Bac+Q

Bac+2년

학사이상

자료: 프랑스교육부(2003). Reperes et references statisques sur les enseignements, la

formation  et la recherche. 교육인적자원부; 교육통계연보1990 ~2002. 

[그림1] 프랑스와한국의교육수준별신규졸업자수흐름비교(1990-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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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시키는데 이들은 모두 특정분야에서 매우 전문적인 직업

교육을 실시하거나, 그랑제꼴 준비반의 경우 그랑제꼴에 입

학하기 위한 시험준비 교육을 전문적으로 실시한다. 우리나

라는거의모든 학이공무원, 기업체간부, 교사, 학자, 과

학기술자를 고루 양성하면서 서로 무한경쟁을 하고 있다면,

프랑스는고급공무원이되려면법-행정학교, 기업체간부가

되려면 경제-경 계통의 그랑제꼴, 교사가 되려면 IUFM,

학자가 되려면 일반 학교의 박사과정, 과학기술자가되려

면엔지니어학교나일반 학교의관련학과에진학하도록

교육구조가 마련되어 있다. 일반 학교도 전공계열과 전공

학과에 따라 특성화되어 있어서 모든 학교가 백화점식으

로모든학과를개설하고있지는않다.    

넷째, 유급제도를통해 학이신규졸업자가갖추어야할

최저능력을보장한다. 교육과정이요구하는최저수준에도

달하지못한학생들은여러차례등록할수는있지만시험을

통과하지못하는이상졸업장을취득할수없다. 따라서기업

체는 최종 학력을 보고 지원자들의 능력을 평가할 수 있다.

프랑스는 유럽에서 학력이 노동시장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

을하는 표적인나라로꼽힌다. 고등교육기관중유급률이

가장높은곳은일반 학교의교양과정이다. 여기에입학한

학생들의 35%가 1년내에 전공을 바꾸거나 등록을 포기한

다. 선발과정을 통해 학생들을 입학시키는 다른 고등교육기

관들과는 달리 일반 학교는 바깔로레아를 획득한 사람이

면누구나등록할수있기때문에, 특히성적이낮거나기술

및직업바깔로레아를받은학생들이고교전공과관련이없

는분야로 학교에입학하는경우가많기때문이다. 

단기간고용은정부지원못받아

프랑스가 청년층 취업난에 해 본격적인 책을 내놓기

시작한것은1970년 후반부터이다. 부분의정책은주로

무자격, 저학력, 혹은직업교육을받지못한청년층이었으며,

졸실업자가혜택을받을수있는정책으로는1997년부터

여러부처가공동으로추진하고있는“새로운서비스-청소년

일자리(Nouveaux services - Emplois Jeunes)”를 들 수 있

다. 이정책은공공서비스개혁과청소년일자리창출을연

계한것으로다음의두가지목표를동시에추구한다. 첫째,

공공부문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내거나 기존에 조금

밖에 발달하지 않았던 직종을 더욱 발전시킴으로써 수요에

보다잘부응하는공공서비스를제공하는것이다. 적용 상

이되는공공서비스 역은도우미활동, 문화생활, 삶의질

향상, 학교공부보충, 안전등일상생활의모든 역을포함

한다. 둘째, 26세 미만의 청소년들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공급하고, 직업경험을쌓을수있는기회를제공하며, 경력을

쌓을수있도록도와주는것이다.  

이정책의지원을받아청소년들을고용할수있는기관은

비 리 사설단체, 공공기관 및 공기업 (지방자치단체, 중고

등학교, 병원, 철도청, 우체국, 버스회사등)이다. 이들이새

로운서비스를개발해청소년일자리를창출할경우, 국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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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고용되는청소년1인당연1만5,924.55유로를지원해

준다. 이는월1,327유로(약180만원) 정도인데월최저임금

인 1,308.6유로보다 약간 높은 금액이다. 물론 고용하는 기

관에서국가지원금이상의임금을지불하기도하지만큰차

이는없다. 청소년일자리가고용할수있는청소년의자격은

18세에서26세미만의청소년, 30세미만의장애자, 혹은26

세이상30세미만의청소년으로실업수당을받지못하거나

받을수없는실업자이다. 

이 정책의 목적이 청소년들에게 일시적인 일거리를 제공

하는것이아니라안정적인취업처를구하도록하는데있기

때문에, 단기간의고용이나시간제, 계절제고용의경우에는

지원을받을수없다. 따라서정규직채용계약혹은최소5년

간의채용계약을맺어야임금을지원받을수있다. 또기존의

공공 서비스를 개혁하는 경우에만 예산을 지원받으므로, 기

존의채용쿼터에속한자리에청소년일자리프로그램으로

채용한인원을배치할수없다. 즉, 새로운사업을벌여서일

자리가늘어난경우혹은그러한사업으로인해기존의직무

에 추가적으로 인원확보가 필요한 경우에만 청소년 일자리

프로그램의지원을받을수있다. 

교육부(정식명칭은청소년-교육-연구부)는이프로그램의

지원을 받아 초∙중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의 교내생활 감독

및교사보조인력으로보조교사를 거채용하고있다. 청소

년 일자리 정책에 관한 인터넷 홈페이지(www.emploi

sjeunes. gouv.fr)에따르면2002년1월현재35만명의청소

년이이정책의혜택을받았으며, 계약을유지기간은평균2

년정도이고, 매년25~30%의청소년이계약을중지하고새

로운일자리를찾아나가고있다. 

이보다앞서2000년말에작성된보고서에따르면, 1997

년정책시행이래로프랑스전국에서29만1,600명이이프

로그램으로고용되었으며, 그중18만명은지방자치단체, 공

공단체 및 사설단체에서, 8만 9,550명은 교육부에서, 2만

1,000명은전국경찰에서, 1,050명은법무부에서고용했다.

그중 졸자(바깔로레아+2년이상)의비중은40% 정도이

다.  그밖에직접적인일자리창출정책은아니지만청소년

들의 자발적인 진로개발과 도전의식을 길러주기 위한 프로

그램으로“도전청소년(Defi Jeunes)”정책이있다. 이정

책은1980년 말부터지금까지지속되고있는것으로, 청소

년 중교육연구원(INJEP)에 운 본부가 있으며 청소년정

책주관부서인청소년-교육-연구부, 우체국, 프랑스성인직업

교육연합(AFPA), 지방자치단체, 기업체가공동으로참여한

다. 청소년들은 하고 싶은 일을 시∙군∙구 청소년체육실의

도전청소년담당자에게신청하고, 그의가이드에따라하고

싶은일을실현시키기위한프로젝트를구상한다. 그것을위

해교육훈련이나법률적자문이필요한경우, 거기에소요되

는 비용은 시∙군∙구 청소년체육실 도전 청소년 담당자를

통해지원된다. 응모분야는문화, 사회, 인류, 환경, 스포츠,

과학, 기술, 경제등모든분야에서가능하다.  

제출된 프로젝트들 가운데 우수 프로젝트를 선정해 수상

하는데, 수상금액은 프로젝트 수행에 필요한 총예산보다 적

다. 따라서수상금액의30% 정도를, 현금이나물건혹은서

비스등의형태로다른곳에서지원을받아야프로젝트수행

이가능하다. 이때문에지원자들은자기프로젝트를도와줄

후원자(기업이나 단체 등)를 구해야 하며, 시∙군∙구 청소

년체육실의 도전 청소년 담당자가 그것을 도와준다. 수상자

들은 상금과 후원자들의 도움을 바탕으로 프로젝트를 수행

하며, 그결과를가지고전국수상자를선발하게되는데, 여

기에서 선발되면 추가로 상금을 받는다. 참가하는 청소년들

은 자신의 창조적 능력을 계발하고, 자율적으로 프로젝트를

수행하며, 후원자들 혹은 기타 관련자들과 원활한 협력관계

를 형성하고, 취업에 유용한 능력을 배울 수 있는 방식으로

프로젝트를계획하고수행해야한다. 

매년약1,000개의프로젝트가상금을받으며, 2001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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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지원자들의평균연령은24세이고, 수상자의64%가남

자 36%가 여자 다. 제출된 프로젝트 가운데 58%가 공동

프로젝트 으며 42%는 개인 프로젝트 다. 또 바깔로레아

+2년 이상의 졸자는 65% 다. 시∙도 수상자의 상금으

로는 15~17세의 경우 평균 2,968유로(약 400만원),

18~28세의경우평균7,483 유로(약1,000만원)가지급되

었다. 예를들면, 26세의한 학생은시각장애인들이 학

캠퍼스등특정건물에서벽에부딪히지않도록방향을안내

해주는장치를발명하고이를바탕으로몇명의인력을고용

한벤처회사를만들어1997년일드프랑스지방도전청소년

콩쿠르에서 5만 프랑(약 1,000만원)의 상금을 받았으며,

2000년전국콩쿠르에서추가로2만프랑(약400만원)을받

았다. 

프랑스사례에서우리가주목해야할점은 졸취업난에

한 책보다 고등교육의 기능분화와 유급제도를 통한 고

등교육의질관리이다. 그중후자는요즈음과같이“수요자

중심 교육”에 한 요구가 높고 학생모집이 어려워 학간

통폐합이 논의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에 적용하기 어려울

것으로보인다. 또한고등교육의질관리를위해서라면 학

교원평가, 시설투자 등이 우선되어야 한다거나, 고등교육의

질을엄격히관리한다고없는일자리가만들어지는것은아

니라는 주장도 만만치 않을 것이다. 다만, “수요자 중심 교

육”이라고수요자가원하는 로 학정원을늘이고수준미

달의학생에게이렇다할노력도요구하지않은채적당히통

과할수있는학점을주어졸업시키는것이바람직한가는다

시생각해볼일이다.  

반면에고등교육의기능분화는우리나라에서도추진해볼

만하다. 우리나라는 고등교육이 학교와 전문 학으로만

이분화되어있고그구분조차도기능상차이가분명하지않

다. 이에비해프랑스고등교육은일반국립 학교(93개교),

사립 학교(15개교), 학부설 기술교육원(DUT과정 운 ,

112개교), 교원양성기관(IUFM 30개교), 고급기능사과정

(STS 2,100개교), 그랑제꼴준비반(485개교), 엔지니어학교

(243개교), 상업-경 학교(225개교), 건축기사학교(23개

교), 문화-예술학교(243개교), 간호학교(427개교), 법-행정

학교(65개교) 등으로 매우 세분화 전문화되어 있다. 그리고

종합 학교를제외한나머지고등교육기관은특정분야의전

문인력을양성하는직업교육을목적으로한다. 

혹자는 프랑스 학교가 바깔로레아를 획득한 모든 사람

에게개방되어있다는점에서 학평준화의사례로들기도

하지만, 이는 전체 학생수의 약 40% 정도를 수용하고 있

는, 일반 학교밖의다양하고전문화된고등교육기관의존

재를보지못한피상적인인식에불과하다. 바깔로레아를획

득한 사람이면 누구나 학(엄격히 말하면 일반 학교)에

진학할수있는것이사실이지만, 다른한편으로우리나라고

3 학생들이치르는경쟁보다더심한경쟁을거쳐야만입학

할수있고입학한후에도상당수의학생이유급혹은탈락하

는많은엘리트고등교육기관들이존재한다. 

학생들도경쟁없이입학하는일반 학교의교양과정보다

STS, DUT와같은2년제직업교육과정에입학하는것을선

호한다. 고교졸업후빠르면2년내에취업에필요한자격증

을획득할수있기때문이다. 

성적이 매우 우수하고 장기 고등교육을 희망하는 학생들

도일반 학교의학사-석사-박사과정보다직접적으로취업

을준비하는각종학교(그랑제꼴포함)를선호한다. 물론양

자간에서로학력을인정해주는제도가있어서편입을통한

진로변경이 가능하고, 일부 특수목적 고등교육기관은 학

교, 학부설기술교육원에서교양과정혹은학사학위를취

득한 학생들을 상으로 신입생을 선발하므로, 일반 학교

가 부분적으로 특수목적 고등교육기관에 우수한 학생을 공

급하는역할을담당하기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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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독일의전체 학생수는 학교와전문 학을모두

합쳐 2002~2003년 겨울 학기 현재 190만 명을 넘어섰다.

이러한 학생비율은해당연령의청년층에서30%를상회

하는 숫자이다. 그러나 쾰른 소재 독일경제연구소의 발표에

따르면, 이렇게전체 학생수의증가에도불구하고젊은

학졸업자는줄어들고있다. 특히30세까지의직업활동을하

는 학졸업자의수가지난10년간15% 감소했다고한다.

여기에는 독일 학생의 높은 학업중도포기율(4명 중 1명)

이한원인이지만, 한편으로독일의 학졸업생들이차후직

업세계에서 일반근로자보다 더 높은 임금을 받는 학교육

을통한임금상승비율이다른나라에비해높지않아 학공

부에 한사회적동기가다른나라보다상 적으로낮은데

에도원인이있다고할수있겠다.1)

따라서독일에서는청년실업의문제는 학졸업자보다는

오히려 직업교육을 받은 청년층에서 더 심각하게 드러나고

있으며, 독일정부의청년실업 책도여기에집중되어있다.

현재독일의실업자수는2004년1월현재459만7,000명으

로, 1년 전보다는 2만 6,400명이 줄어든 것이다. 하지만 한

달 전인 2003년 12월보다 28만 2,300명이 증가한 것으로,

실업률은2003년12월의10.4%에서2004년1월현재11%

로증가했다.  이러한현상은아젠다2010을통해기업의투

자의욕을 고취해 경제의 성장률을 높여 실업률을 낮추고자

하는정부의노력에도불구하고실업률을낮추는것이아주

어려운 일임을 보여준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25세 이하

청년인구의실업률은전체실업률이1년전보다0.6% 하락

한데비해9%로하락해청년인구의실업률이전체실업률

보다훨씬개선되는현상을나타냈다. 

“아젠다2010”에나타나는청년실업 책

게르하르트슈뢰더정부가2003년3월14일에발표한“아

젠다 2010”의 경제적 측면에서 핵심 목표는 독일의 경제적

역동성의중∙단기적강화, 일자리창출, 사회시스템의장기

적 안정화를 위한 사회시스템의 현 화, 임금부 비용의인

하등으로요약된다. 

간단히말해“아젠다2010”은현재450만에이르는독일

의실업으로인해생겨나는문제들을해결하기위한정부의

포괄적사회∙경제정책이라할수있다. 그런데이러한문제

들을해결하기위해정부가취하고자하는정책은노동시장

권미연｜베를린통신원, miyun65@hanmail.net

독일의청년실업과정부의 책



을더욱유연화하고기업들의사회복지비용부담을줄여투

자의욕을고취시키는것이다. 독일정부의이러한신자유주

의적정책은현연립정권내의사회민주당과녹색당및독일

노조연맹으로부터많은반발을불러일으켰음에도2003년6

월사민당임시전당 회에서당내다수의동의를얻는데성

공했다. 

그런데 슈뢰더의“아젠다 2010”에는 이른바 청년실업에

한 책이포함되어있다. 슈뢰더는“아젠다2010”에 한

정부성명에서경제에 한사회의책임과청년들의직업?실

습교육에 한관심도아울러환기시키고자했다. 그리고그

에 한실천으로2003년4월말부터하우프트슐레나레알슐

레를 졸업하는 학생들에 한 직업∙실습교육을 강화하기

위해“직업∙실습교육강화2003”이라는프로그램을시작했

다.  

이에 따라 직업∙실습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들이 이

루어지기 시작했고, 그러한 조치의 핵심은 직업∙실습교육

생을고용하는데장애가되는관료주의의철폐와직업∙실

습교육의현 화 다. 세부적으로관료주의의철폐는, 첫째

직업∙실습교육생의 고용에 필요한 행정절차의 간소화와,

둘째기업에 한직업∙실습교육자격인증의간소화로요

약된다. 또한직업∙실습교육의현 화에는직업∙실습교육

법과 수공업 법규의 개정을 통해 직업∙실습교육을 받고자

하는 학생들과 실습생을 고용하고자 하는 기업의 자격요건

을완화하는것이포함된다. 즉, 정부는지금까지직업∙실습

교육경력이없는청소년이직업∙실습교육을받고자할때,

직업∙실습준비과정도경력으로인정될수있게해직업∙

실습교육희망자가직업∙실습교육일자리를얻고자지원할

때에안게되는불리한점을없애고자했다. 한편수공업법

규에서는 지금까지 수공업 제도에서 장인자격을 가진 사람

만이도제교육을할수있도록제한하는규정을완화해장인

자격을가지지않은사람도도제교육을할수있도록검토하

고있다. 

그리고 재정적 측면에서“노동 자본”프로그램의 확산을

통해 기업이 직업∙실습교육생을 추가적으로 고용할 때 기

업의재정조건을개선하기위해교육생개인당10만유로까

지신용 출을받을수있도록했다. 

이와같이직업∙실습교육관련조항은직업∙실습교육일

자리를찾는청년∙학생에게더많은일자리를제공하기위

해서 기업에 해 직업∙실습교육생 고용과 관련된 까다로

운행정법규를완화해주고기업에 해재정적지원을제공

하는것으로요약할수있겠다.2)

청년실업해소캠페인

한편2003년5월28일연방정부는“청년실업자의고용

과재교육으로의진입-점프플러스”라는제목으로청년들에

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재취업교육을 하기 위한 특별프로그

램을 결정했다. 연방 경제∙노동장관 볼프강 클레멘트는 청

년들에게미래에 한전망을부여하고청년들에게더많은

일자리와 직업교육을 제공하는 것이 연방정부의 노동시장

정책의중심과제라고역설하면서, 더많은청년들이직업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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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을받고더나아가고용될수있기위해캠페인을벌이며,

할수있는모든역량을동원해증가하는청년실업과싸워나

가겠다고 천명했다. 그는 청년들을 실업에서 구제해 그들이

사회에서필요없다는감정을결코가지지않도록해야한다

고호소했다. 

그의프로그램은현재50만이넘는청년실업자들가운데

최소한10만명이상에게2004년까지일자리나또는재취업

교육자리를제공하는것을골자로하고있다. 이프로그램은

분리되어 있던 노동청의 실업자 지원 업무와 사회복지부서

의 생활보호 상자 지원 업무를 공동으로 관리해 실업자나

생활보호 상자가 예전보다 훨씬 더 강화된 자문과 후원을

받을수있도록조치하며, 지자체차원에서실시하는실업자

지원및재취업교육프로그램에더많은청년들이참가할수

있도록재정적인유인책을마련하는내용을담고있다. 

나아가연방정부는청년실업자들이다시고용되거나재

취업교육을받을수있기위한프로그램을연방노동청주도

로직접실행해, 이특별프로그램의틀내에서지자체가청

년들을 돌보아주기 위한 담당자를 추가로 고용하고 실업청

년들이 지자체의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것을 측면 지원하기

위해3억유로를배정했다. 그리고이프로그램은이미2003

년7월1일부터시작해2004년12월31일까지지속될예정

이다. 

이러한연방정부의노력에따라앞서밝힌 로2004년1

월 현재 전체 실업 비율이 1년 전보다 0.6% 낮아진데 비해

전체실업자중25세이하의청년실업자의비율은9% 하락

하는성과가나타났다. 이에따라경제∙노동장관볼프강클

레멘트는 청년들에게 더 많은 실습자리와 추가적인 지원책

을마련하고자하는국가적인노력이결실을보이고있다고

자평하면서, 실습 과정에서 재능을 보여준 청년들에게 2년

동안실습기간을늘여새로운직업을가질수있는기회를주

겠다고발표했다. 

현재독일의실업인구는2004년1월현재459만7천명으

로2001년7월이후로처음으로하락세를나타내고있다. 그

럼에도독일의실업률은11%에달해독일의경제발전을짓

누르는악재로작용하고있으며, 이러한높은실업률과젊은

연령층의상 적감소와사회의노령화3)는 독일의전통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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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oject

국 15.1 1.4 0.8 17.3

미국 16.7 1.2 -3.0 14.9

프랑스 11.1 3.6 0.2 14.9

스웨덴 7.3 1.4 2.4 11.1

캐나다 8.7 1.2 -0.5 9.4

독일 5.5 0.9 2.4 8.8

일본 7.7 0.7 -0.9 7.5

이탈리아 8.0 0.3 -0.8 7.5

국가 세금공제후 실업위험 학재학시 전체수입
수입 감소비율 국가지원율 상승률

<표1> 일반근로자와비교한 학졸업자의실질임금보상비율

Blondal 2002, 쾰른경제연구소∙∙



사회복지정책의 후퇴를 강요해 국민들의 삶을 어렵게 만드

는요인이되고있다. 이러한사회적상황은청년들의실업률

감소정책이정부의전략적노동정책이될수밖에없게만드

는바탕이된다고진단할수있겠다.

따라서 장기적인 독일 정부의 노동정책은 한편으로 학

졸업자의비율을높여고학력의노동인구비율을높여나가

는것과상시적으로청년실업의비율을낮추기위한정책을

마련하는것이될것이라고보인다. 학졸업자의비율을일

정수준으로높이는것은어린이와청년등후속세 의학업

성취도를 높여 국제적인 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필수적

이며, 청년실업의비율을낮추는것은사회보장비용을담당

할연령층을두텁게해국가재정의건실한토 를마련해지

속적인발전의토 를구축하는데에서필수적이라고할수

있을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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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이에 해서는<표1> 참조

2) 이내용은김종기의�독일정부의아젠다2010과

교육정책��교육개발�2003년 7∙8월호의 내용을 일

부발췌한것이다. 

3) 연방 통계청의 2050년까지의 인구 추정치에 따

르면, 현재 독일의 인구수는 2002년 현재 8,253만

6,700명인데, 2010년 초반까지 아주 낮은 증가율을

보이다가 2013년부터 감소하기 시작해 2050년에는

1963년수준의인구7,500만명으로감소한다. 

그리고 낮은 출산율로 인해 50세까지의 연령층의

인구비율이50세이상의연령층보다더낮게된다. 또

한 20세 이하의 인구수는 현재 1,700만(인구의 약

21%)에서 2050년에는 1,200만(인구의 16%)으로 감소

한다. 60세 이상의 인구수는 2,800만(인구의 약 37%)

으로 20세 이상 인구수의 두 배가 훨씬 넘게되며, 80

세 이상의 인구수는 910만(인구의 약 12%)에 이르게

된다(2001년에는32만으로인구의3.9% 다). 

노령인구의 변화는 다음과 같다. 평균 퇴직연령(연

금수령연령)이 60세인 2001년 현재, 퇴직연령이 되는

사람의수가생산활동연령(20세에서59세) 인구100명

당 44명에서 2050년에는 현재와 같이 평균퇴직연령

(연금수령연령)이 60세로 고정된다고 가정할 때, 매해

생산활동연령100명당약78명으로증가한다. 만약퇴

직연령이65세로늦추어진다면그수는생산활동연령

100명당55명으로낮아진다. 

독일사회의노령화는50년후의문제가아니라, 이

미향후20년이내에심각한사회문제로 두될것으

로 예상된다. 생산활동인구의 연령구성비는 2010년에

서2030년사이에극심한노령화현상을나타낼것으

로 추정된다. 즉, 2001년부터 2010년까지는 생산활동

연령층에서현재의퇴직연령인60세가되는사람의비

율이 100명당 44명에서 46명에 불과할 것이지만,

2020년까지는 55명으로 증가할 것이며, 2030년까지

는71명으로급격히증가할것으로추정된다. 생산활동

연령을 20세에서 64세로 늘리면 생산활동연령은

2020년에 50세에서64세까지의연령층이 1,950만명

(39%)으로주된생산층이된다. 현재는35세에서49세

연령층의 수가 2,000만 명(38%)으로 가장 많지만, 그

수는2020년까지 1,600만명으로줄어들것으로추정

되고있다(Statistisches Bundesamt, Pressemitteilung

vom 6. Juni 2003 참조).



이원고는최근한국의노동시장에서문제시되고있는

졸자실업률의증가와관련하여‘ 국의 학들은학생들의

“취업”을위해어떠한노력들을하고있는가?’라는의문에서

시작되었다. 하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학의 역할을 연구

와 교수(Research and Teaching)로 생각하고 있기에, 우리

의질문은‘ 국 학은졸업생의취업을위해서연구와교수

활동을어떻게변화시키고있는가’하는것이된다. 이질문

에 한답을하기위해서다음세가지를먼저염두에두어

야한다.

첫 번째는 논리적인 자문으로서“고등교육에서는 취업능

력이 효과적으로 개발될 수 있다”라는 전제가 뒤따라야 된

다. 이러한 전제는 논리적으로 미약하며, 실증적 연구 결과

또한항상동일하게나타나는것이아니다. 다시말해, 학

의행위결과가졸업생의취업에 향을준다는연역적인관

계가나타날수있지만, 졸업생의취업이 학의행위에 향

을준다는귀납적인관계가‘반드시’성립되는것은아니다.

따라서 학은 졸업생의 취업을 연구나 교수활동의‘목적’

그자체로하지않는다. 

두번째는 국의 학들이어떤노력을하고있는가라는

‘일반적인그림을그려내는것’이다. 이는필자의한계를넘

어선다. 따라서 선행연구 결과를 단편적으로 소개하는 것으

로 신한다. 

마지막으로이 은‘취업을위한노력’을체계적으로기

술하는 것이 아니라‘취업과 관련이 있을 법한’산발적으로

‘일어나는일(happening)’에 해단편적인소개로그친다. 

이 은크게세부분으로나누어진다. 1장에서는 졸자

취업과 관련된 각종 통계자료를 살펴보면서 전체적인 졸

자 취업 동향을 그려보고, 2장에서는 취업과 관련해서 국

학생의문화적특징, 그리고3장에서는 학에서일어나고

있는에피소드의소개와후기로마무리된다. 

통계로본 국 학생의졸업과그후

국에는 131개의 고등교육기관(Higher Education

Institute)이 있다. 여기에는 77개의 유니버시티(university)

와 17개로 분산되어 있는 런던 학의 칼리지(college), 스쿨

(school) 또는 연구소(institute) 등과 37개의 고등교육 칼리

지(college)가포함되어있다. 이러한고등교육기관과는별도

로계속교육기관(Further Education College)도있다. 이중

에는고등교육프로그램을제공하고고등교육재정국(Higher

Education Funding Council)으로부터 일부 재정지원을 받

아운 되는FE칼리지가162개교있다. HEFC가규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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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봉섭｜런던Sandhurst 초등교학운위부의장겸비컨리서치 표, choi@brcu.com

우리보다더절박하게취업해야하는 국 졸자의속사정



재정 지원하는‘고등교육’이라 함은 고등학교 졸업시험

(GCE A level) 이후에실시하는교육을의미하며, 여기에는

Diploma, Degree, Post Graduate 등으로크게나뉜다.

Diploma는한국의전문 졸업수준이며, Degree는 학

졸업수준이다. Post Graduate는 학원졸업수준이다. 이

에서‘ 졸자’라함은‘Degree 소지자’를의미한다. 

국의 풀타임 학 졸업생 수는 1992년 20만 명에서

2003년에는38만명으로두배가까이증가했다. 2003년파

트타임14만명까지합산하면약52만명이된다(HESA) 이

에반해, 졸자의실업률은1992년12.7% 에서평균매년

1%씩 감소해 오다가 1998년부터는 5% 로 들어섰으며,

2003년 현재 5% 의 안정세를 보여주고 있다(UCAS).

2003년 16세 이상 전체 노동인구 비 실업률은 1992년

11.2%에서2003년4.9%로줄어들었다(NSA, 2004). 

<표 1>은 2001년 9월 잉 랜드내 학을 졸업한 학과별

졸업생수이다. 잉 랜드의총인구는약4,600만명으로한

국과비슷하며, 한국의학과별학생수와직접비교가가능하

다. 2003년한국의4년제 학4학년의재학생수는약46만

명으로 국의 52만 명보다는 약간 적다. 하지만 국의 경

우 야간이나 파트타임이 보편화되어 있어 주간을 기준으로

본다면약38만명으로한국보다약간적다. <표1>에서한국

과 다른 두드러진 특징은 의∙치∙약학계열이며, 한국의 의

약계 4학년 13,374명에 비해 약 93,665명으로 약 7배이다.

이러한 배경에는 국의 경우 의료서비스는 정부가 무료로

제공하고있으며, 의사나간호원은준공무원신분으로서한

국의경우와마찬가지로정부에서교사수급을결정한다.    

<표 2>는 2001년 9월 학 졸업생의 졸업 후 6개월 뒤에

그들의취업상태를조사한것이다. 국정부는1994년부터

각 학이 학생들의 진로조사를 실시하도록 이를 의무화하

고있다. 이조사의회수율은 학에따라약간의차이가있

으나전체졸업생의81% 수준을나타내고있다. 국내, 국외

취업, 진학, 교사양성코스진학등을포함하면전체졸업자의

81% 수준이 된다. 여기서 단기연수 코스라 함은 졸업장 취

득후현장실습을의미한다. 이는주로법, 건축학과등과관

련된졸업생으로현장실습후취업이확정된다. 물론실습장

소만 제공하고 고용으로 연결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고용,

연수, 학업을할수없는상황이라함은졸업후가정상황이

나자녀양육등이주된이유가된다. 따라서실업자라고규

정되는 것은‘취업할 의사가 있고 구직활동을 하고 있으나

직업이구해지지않은상태’만을가리킨다. 이는2002년현

재 학졸업생의5.5% 수준이다.

<표 3>은 학 졸업자의 취업분야별 나타내는데, 일반 사

무비서직에14.3%로가장많고공무원을포함한공공부분

이11.7%로그뒤를잇고있다. 한국의상황과는약간다르

게 국에서는사회복지분야, 특히아동이나노약자, 장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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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 풀타임 파트타임 합계

의치 8,350 1,990 10,340 

약학, 의치 연관 35,090 22,485 57,575 

수의학 22,755 2,995         25,750 

농수산임업 780 55 835 

생화학 4,145 585 4,730 

물리 16,465 1,795 18,260 

수학 5,355 355 5,710 

컴퓨터 22,630  5,825 28,455 

기계 27,415 7,135 34,550 

건축 7,995 4,155 12,150 

사회, 경제, 정치 32,020 9,085 41,105 

법학 17,690 3,410 21,100 

비지니스, 행정 48,900 22,555 71,455 

도서, 정보 8,100 1,300 9,400 

언어 9,325 2,830 22,155 

인문 12,620 2,945 15,565 

예술 29,555 2,545 32,100

교육 34,770 17,690 52,460 

통합학과 26,960 30,840 57,800 

합계 380,920 140,575 

<표1> 2001년9월학과별졸업자수

자료 : HESA,“All HE Students by Subject of Study, Domicile and
Gender 2001/02”*Open university, 한국의방통 제외



를 상으로하는직업군이상당히발달되어있다. <표3>에

서노약자(6.1%), 아동(2.5%)이 졸자의진로에일정비율

을차지하고있다. 컴퓨터관련업종에는3.5%로, 이는1990

년 후반에상당히높았으나2000년 들어와서다소수그

러진상태이다. 

다음으로살펴보아야할부분은 졸자들이노동시장에서

고등교육의수혜를보고있는가하는부분으로서이는학력

별 임금 격차로 알아 볼 수 있다. <표 4>는 2001년 9월부터

2002년8월까지조사된‘노동인구조사’에서추출한것으로

졸자의 임금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이 조사는 횡단 연구

(Cross Sectional analysis) 결과이며, 한시점에서연령별학

력별 임금을 조사한 것이다. 따라서 반드시 현재 25세의

졸자가50세가되었을때, <표4>의곡선이보이는형태의임

금상승이될것이라는보장은없다. 가령지금50 의 졸

자는 25년 전에 학을 졸업했으며, 그 당시의 졸 비율은

고졸자의10% 수준이다. 따라서그당시의 졸자와지금의

졸자의‘생산력’이라는것이동일하다면, 그리고임금이라

는것이‘생산력’에만의해결정이되는것이라면지금25세

의 졸자도 50세가 되었을 때, <표 4>와 같은 임금 곡선을

그려낼수있다. 하지만임금의결정요소가생산력에만의존

하지않고, 자격증의희소가치와같은다른변수에의해서

향을받는다면현재25세 졸자의평생임금곡선은<표4>

처럼나타나지않을것이다. 

이러한 변수를 감안하여 <표 4>를 보면, 졸자 최고임금

수령 시기인 40 초반에서는 주당 720파운드로 고졸자의

450파운드보다62.5% 많다. 한화2,000원을기준으로한달

급여단위로환산해보면 졸자의급여는1개월에590만원

이며고졸자는369만원이다. 이것은세금을공제하기전수

입이며소득세, 의료보험및강제연금합해서약40%가공

제된다. 따라서 실 수령액은 40 초반 졸자는 354만원,

고졸자는221만원정도가된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졸자 공급과잉이 일어날 경우

소지하고있는자격증보다낮은수준의직업을선택할것인

가하는질문에 한답이다. <표5>는National Institute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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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oject

구 분 빈도(%)

국내 취업 65.7%

국외 취업 2.7 %

국내 학원 진학 9.0 %

교사자격 또는 전문 자격 단기 코스 진학 3.6 %

국내 전문 단기 연수 코스 6.1 %

국외 연수 0.4 %

고용, 연수, 학업을 할 수 없는 상황 6.0 %

구직활동을 하고 있으나 미취업 5.5 %

구직을 위한 준비 활동 중 1.0 %

<표2> 국 학졸업생의진로

자료: HESA “What is What Do Graduate Do  2000/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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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HESA  “What is What Do Graduate Do  2001/2002”



Economic and Social Research의 Geoff Mason와 런던

Institute of Education 의Williams 교수와의공동연구로서

생물, 경 , 컴퓨터, 디자인, 역사학과를졸업한370명을표

본조사한결과이다. <표5>에따르면생물, 컴퓨터부분에는

전문직의취업률이비교적높고비즈니스디자인역사쪽에

는다소낮지만전체적으로볼때, 일반행정(8%) 기타(2%)

미상(10%)을 제외한 전문직에 취업을 한 졸업생이 80%인

것으로나타나고있다. 

취업의절박함, 우리보다 국학생이더클수도

국의 졸자취업률을살펴볼때먼저한국과다른문화

와 제도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국에서는 18세가 되면 법

적으로 성인이 되고 본인이 계약을 체결할 수가 있다. 또한

문화적으로18세가되면부모와함께살던집에서떨어져서

독립을한다. 이러한사회문화적현상은 학생도예외가아

니다. 런던South Bank 학Callender 교수(2003)의조사

에 의하면, 국 학생의 연 평균 지출은 학비와 생활비를

포함해서약1,400만원이며이들중가족으로부터지원받는

것은약24% 정도이다. 따라서 학생의지출76%는아르

바이트를하든가또는학자금융자, 은행융자를받아서충당

한다. 

이로인해졸업하는해부채를안고있는 학생이91%이

며 이들의 평균 부채는 약 1,900만원이다. 부모 수입이 연

4,000만원이하인경우, 학생의부채는거의2,000만원에가

까우며부모수입이6,000만원을넘는경우, 학생의부채는

약1,400만원정도이다. 따라서부모수입이적은학생의경

우, 학졸업장은2,000만원의부채를안고취득한것이라

고볼수있다. 2,000만원이라함은 국교사의초임일년간

실수령액정도이다. 이러한학생의부채현상은지난5년사

이에 일어나고 있으며, 그 이전에는 학비가 없었고 또한

grant라고해서정부가 학생의생활비까지지원을해주고

있다. 

이러한부채의부담은고졸자들이 학에진학할때어느

학에서무엇을공부할것인가하는것은중요한비즈니스

의선택이며, 또한 학에서공부하는강도자체도한국 학

생의여건과비교해본다면높을것으로생각된다. 따라서이

러한부채의압박과가족에게기댈수없는문화적배경을고

려해본다면 국의 졸자는한국의 졸자에비해구직을

해야한다는절박감이크다고볼수있다.

국 학의관습과같은또하나의변수로서 국의 학

들은, 학과에따라차이는크지만현장실습을중시한다는것

이다. 사범 와같은경우는현장실습이전교과과정의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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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4> 국노동인구의학력별임금격차

자료: Labour Force Survey (LFS), from September 2001 
to August 2002

직업분포 생물 비즈니스 ICT 디자인 역사 합계

(%)

관리직또는전문분야관리직 9 11 6 0 10 10

전문직 53 18 68 0 30 33

관련전문직 28 49 9 77 35 38

일반행정, 비서직 3 11 3 0 20 8

기타 0 1 3 0 0 2

미상 6 9 12 23 5 10

TOTAL (%) 100 100 100 100 100 100

자료: G. Williams (2003) 

<표5> 학과별전문 역취업



이상을차지하고있으며의과, 법과, 건축과, 컴퓨터학과, 디

자인학과, 언어학과 등도 현장실습을 부분 교과과정의 일

부로서운 하고있다. 일례로 2,000년을전후해서한창컴

퓨터산업계에인력이부족할시기에실습을나간학생이

학에 돌아오지 않는다고 일부 교수들은 한숨을 쉬기까지도

했다. 교수들이나중에알고보니실습나간학생들이자기보

다많은보수를받고취업해있더라는것이다. 

또 하나의 변수로서, <표 1>에서 살펴보았듯이 파트타임

학생이전체 학생의절반을차지하고있다는점이다. 이들

은 부분 직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로서 직∙간접적으로

‘업무능력향상’을위해서 학에들어온사람들이다. 

국은 학재정과취업률의상관관계를부인한다

국의 학을 총괄하는 기관으로서 Higher Education

Funding Council for England(HEFCE ; 헤스키)라는준정

부기관이있다. 이기관의주된역할은고등교육의재정지원

및감사활동을한다. 이기관은교육부의한부서가아닌독

립된 기관으로서 12~15개 학의 총∙학장으로 이사회가

구성되어있으며이이사회는정부로부터받은예산을정부

지침에따라집행한다. 

이기관의역할중에 졸취업과관련하여특징적인것은

데이터베이스의구축과산∙학협력체제구축이다. 

첫째,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관련하여 헤스키(HEFCE)는

2002년부터 학에도일종의리그테이블을적용하여각

학, 학과별로졸업생의진로동향자료를작성하고있다. 여기

에는 각 학의 각 학과별 입학생, 졸업생(자격증 취득자

수), 졸업후6개월후경제활동상황등이포함되어있다. 이

리그테이블은 공표가 되며, 학진학 희망자들은 학이나

학과의선택을할때이리그테이블을참고한다. 따라서향후

학들은이리그테이블에상당히민감해질수밖에없다. 현

재 국의 교육부는 학의 입학정원이라든가학과의 신설,

통폐합에관여하지않고(의 , 사범 제외), 각 학의자율

에 맡겨두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졸업생의 진로 동향 분석

자료는향후각 학이발전전략을수립할때뿐만아니라국

가수준에서노동시장의인력수급전망을하는데활용될수

있다.

둘째, 산∙학협력체제구축은1999년 국상공부(DTI)

Regional Development Agencies Act (RDA)가발표된후활

성화되고있다. RDA는상공부의지역단위조직으로2003

년현재 국8개지역에지역사무소를두고있다. 이들은지

역경제 개발전략을 주로 담당하고, 헤스키(HEFCE)는

Higher Education Reach-Out to the Community Business

and the Community(HEROBC)를만들어상공부의전략과

협력체제로 들어간다. 이러한 전략은 상공부가 지역사회에

경비지원을하고, 헤스키(HEFCE)는 학이이러한경비를

사용할수있도록조성금을지원하고있는형태이다. 이러한

시스템은 지역사회의 기업이 자사 기업의 발전전략을 기획

하고여기에일정부분의비용을투입한후RDA에발전연

구기금을신청한다. 헤스키(HEFCE)는 학들이이러한지

역사회 산업계의 연구 요청에 응하도록 지원금을 조성하고

있다. 일례로버밍햄 학의경우, 이러한HEROBC 프로그

램을통해 2002~2003년동안424건, 약200억원의 학

수입을 만들었다. 2001~2002년 헤스키(HEFCE)가

HEROBC 프로그램을 통해 분배한 예산은 1,660억 원이었

으며이중상공부에서유입된경비는120억원이다.  

국의 학에서발견되는한가지특이한현상은재정과

취업률의관계설정에있다. 흔히한국(주로 학측)에서

학생의취업률이저조해지는이유를 학재정의악화라는데

있다고 주장을 하곤 한다. 다시 말해 학 재정이 충실하고

학생의 학습 환경이 좋아지면 학생들이 보다 효율적으로

학습을 하고 지식을 축적하여 노동시장에서 요구하는 수준

에 이른다는 가설이다. 하지만 지난 10여 년간 국의 학

Educational Development 2ː004  3+4 29

<< Project



생1인당재정지원을살펴보면1989년과1997년사이물가

상승률을제외한실질상승률은마이너스36%로 폭줄어

들고있다(1990년 학생의수업료는전액국고부담이었

음). 하지만1992년과2001년사이의 졸자실업률은12%

에서5% 로줄어들었다.

이상의 국의 사례는 학생의 교육비와 취업률과의 상

관관계를 부인하고 있다(학생 1인당 재정지원율이 줄어든

것은급격히늘어난 학생수에기인된것으로 학재정정

부지출자체가줄어든것은아니다). 학의연구비용을한

국과비교해보면, 2001년한국 학의연구비수입은정부

와민간합계1조612억원으로집계되고있으며, 이들 학

중 서울 1,485억 원, 한국과학기술원 834억 원, 연세

605억원, 포항공 575억원, 고려 469억원으로나타나

고있다. 이에비해2001년도 국의 학들연구수입은6

조4천억원이며, 이들 학중4천억원 의연구비수입을

만들어내는 학은 옥스퍼드(4,012억), 런던 UCL(4,008

억), 런던 Imperial(4,004억), 케임브리지(4,000억) 등이

며, 런던 King's college로서약2,500 억원정도이고에딘

버러, 만체스터 학이 근소한 차이로 뒤를 잇는다

(Guardian Education 2002. 06. 11).

학생1인당교육비용은한국의경우$6,356이고 국은

$9699이다(OECD, 2001).  따라서 국의 학생교육비는

한국의 학보다약1.5배많지만연구비는4배정도많다.

물론연구비액수와 졸자취업은관계가없지만 학의질

은연구의양에따라결정되고 학의질은취업과 접한관

계가있다면이연구비의액수는취업률과상관관계가있다

고볼수있다.

마지막으로노동시장의고용형태와 학의유연성에관한

것으로한국과비교해보면 국은유연성이높은수준이다.

양국모두지난10년이래‘평생교육’또는‘평생학습’에많

은관심을갖고있지만,  국은‘보다나은직업을위한재교

육’에무게를두고있는반면, 한국은‘사회교육’에무게를

두고있다. 이러한직업적커리어업종의수요는한국의 학

들이사설학원에뺏기고있는상황으로 학들이좀더신경

써야할부분이다. 한편정부와고용주가신경써야할부분

이지만 근무시간의 축소와 유연성을 확 해서 근로자들이

학습행위를계속할수있는여건을조성하는것도 졸자실

업문제를완화시킬수있는하나의방안이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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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실업, 그 중에서도 졸 미취업자 문제가 심각한 사

회문제로부상하고있다. 졸미취업자의문제는1960~70

년 에도 있었지만, 문제의 양상이 오늘날과는 확연히 다르

다. 즉, 과거의 졸미취업자문제는고등교육이일반화되기

이전으로서 소수 엘리트들의 문제 고, 또한 산업구조도 고

도화되지 않은 상황으로 고급인력에 상응하는 일자리가 많

지않았던결과에따른것이지만, 현재는그성격이다르다.

이제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높은 수준의 고등교

육기회를 자랑하는 국가가 되었다. 고등교육이 중화 단계

를 넘어서 보편화 단계에 이른 것이다. 따라서 졸 실업의

문제는일부엘리트계층만의문제가아닌, 국민다수의문제

가되었고, 이는사회적통합을저해하는요인으로까지작용

할수있다. 

졸실업의문제의원인은여러가지가있겠지만, 일차적

으로는 교육기회의 확 에 따라 고급인력은 다량 배출되고

있으나 이들을 수용할 수 있는 경제∙사회∙문화적 구조가

같은속도로변화되지못한것을들수있다. 따라서이러한

졸미취업의문제는단순히일자리를몇개늘린다고해결

될 문제가 아니므로, 이를 둘러싼 경제∙사회∙문화적요소

들전반에 한검토를토 로한‘총체적접근’이필요하다.

또한, 산업구조및경제적인요인은물론뿌리깊은인문숭

상의식에따라 졸자가선호하는직업이감소하고있는점

과학벌위주의고용관행등이 졸실업의문제와직∙간접

적으로관련이있다는것을인식해야할필요가있다.

졸실업으로인한문제의심각성을간단히살펴보면다

음과같다. 우리나라는1999년에이미 졸실업자가약30

만 명에 이르 고, 그 후 실업률은 지속적으로 증가해 이제

그수가40만명을넘어섰다. 졸실업으로인한경제적손

실도매우커서, 지난해의한발표자료(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03. 9)에따르면, 국내총생산(GNP) 비실업으로인한

경제적비용추정은2000년기준으로약20조5,000억원이

고(한국은행 GDP기준), 이 중 서울지역 청년 실업(15~29

세)으로 인한 경제적 비용은 서울지역 총생산(GRDP)의

2.0%인1조9,200억원에이르는것으로나타났다. 이러한

수치를통해 졸실업의문제가개인적차원을벗어나사회

문제로확 되고있으며, 단기적처방에의해해결되기가어

렵다는것을알수있다.

그러나정작인력의공급원이라고할수있는 학은그다

지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기는커녕, 미취업의 문제를 졸업

생 개인의 문제로 돌리거나, 지나치게 사회적∙구조적인문

제로전가하고있는실정이다. 지식기반사회에서 학은지

식의 창출과 확산의 전진기지로서, 학에서 배출된 인력이

경제적∙사회적부가가치를창출하고국가발전을이루는선

순환의기능을이루어야국가경쟁력을좌우하는 학의경

쟁력이살아날수있다. 따라서, 졸미취업문제에직면해

학은 외부지원효과를 기 하기에 앞서 스스로 경쟁력 있

는 인력을 길러낼 수 있도록 체제를 정비해 나가야 할 것이

다. 이와관련해몇가지기본적인질문을제기하고이에

안을생각해본다.

졸업후고용가능한전공제도로바뀌어야

학이 기업이나 사회에서 원하는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서는수요자가원하는교육을제공할수있는체제가정비되

어야한다. 이중중요한것중의하나가이른바다양한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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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시스템을구축하는일이다. 학은그동안학문분야간

의요새를구축하고높은장벽을쌓아그속에서편협적시각

으로운 되어왔다고해도과언이아니다. 그러나이러한학

문간의장벽은더이상학생위주의 학운 이될수있으며,

간학문적접근을통한학문발전에도움이될수있는제도라

고할수없다. 

학교육과 지식의 정당성은 진리의 여부가 아니라 상품

화의가능성과같은경제적가치에따라결정되는경우가많

기때문에, 얼마나새로운지식을개발하느냐뿐만아니라그

지식이얼마나신속하게경제적으로이윤을증 할수있는

생산과정에 투입될 수 있는가 하는‘수행성’이 학문의 생산

성을좌우한다는주장이제기되고있다(J. F. Lyotard, 1979

: R. Cowen, 1996). 이러한압력은전통적인 학의학문구

분과전공운 제도에 한개선을요구한다. 오늘날 학에

서교수들은학생들의질이낮고, 학업에 한태도가문제라

고인식하고있는반면에, 학생들은교수들이자신들의기

하는지나치게다른난해한것들을가르치고있다는주장도

제기되고있다(E. Shils, 1983).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볼 때, 요새를 구축하고 있는 학

의학문간장벽은완화될필요가있으며, 학생들이무엇을원

하는지에 한 요구분석을 토 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위한우선적 안으로연계(복합)전공제, 무전공제, 학

생디자인전공제, 학부내전공트랙제, 맞춤전공제등과같은

다양한 전공운 제도를운 할 필요가 있다. 각각의 특성과

장점은 다음과 같다(자세한 내용은 유현숙 외, 1999 :

129~143).

∙연계전공또는 복합전공제는 두 개 이상의 학문분야를

결합하거나 주제들(issues)을 중심으로 연결해 전공하게 함

으로써간학문적접근을가능하게하거나, 각기다른학문을

연계시켜전혀새로운학문을창출할수있는전공운 모형

이다. 간학문적접근을통한주제별전공은직업세계에진출

할경우졸업자들의직장선택의폭을넓힐수있다.

∙무전공제는졸업때까지전공이없이자유롭게학생자

신에게의미있는교양과목과특정분야의과목을균형있게

이수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따라서 다양한 기초 소양 및 인

문∙사회∙자연과학적 소양을 쌓음으로서 실무형 직업인을

양성할수있다. 

∙학생디자인전공제는 수요자인 학생이 스스로 자신이

전공할 분야를 디자인하게 하는 제도로, 자기주도적인 학습

능력이있는학생에게적정한제도이다. 이제도는학생들이

미래에 선택할 직업세계와 관련해 독립적으로 자신의 전공

을설계할수있는장점이있다.

∙ 단위학부내전공트랙제는광역단위의학부내에학과

수준의 전공계열을 두고 이를 세분화된 전공트랙으로 모듈

화해전공을운 하는방식이다. 따라서학부제운 으로경

직된 학 학사조직내에서 유사학문분야가 연계를 높일 수

있고이로인해취업시인접분야에 한실무자로서인정받

을수있으며, 산업구조변화에능동적으로 응하면서도특

정분야에 한아이덴티티를유지할수있다는장점이있다. 

∙맞춤형전공제도혹은 주문형 전공제도는 기업이나 사

회, 학생등주문자의요구에따라융통성있게전공을운

하는제도로, 특히산∙학∙연협동제도를통해운 되어졸

업후취업의기회보장이용이하게됨은물론수요자들이원

하는분야에 한교육을집중적으로실시할수있다. 

물론 학들이모두위에제시한전공운 제도를실시해

야한다는것은아니다. 여전히학문분야에따라학과위주의

전공운 도 유지되어야 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교수 중심의

전공운 도 유지되어야 한다. 중요한 것은 학들이 학문적

요새구축에서탈피해, 학생들이졸업후‘고용가능성’을증

진시킬 수 있도록 전공운 제도에 있어서 융통성을 발휘할

수있어야한다는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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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oject

우선기업이원하는핵심능력이무엇인지알아야

학은사회와기업에서어떠한능력이있는졸업자를원

하는가에 해 도 있고 지속적인 분석을 해야 한다. 다시

말하면, 졸업생들이취업을위해기본적으로갖추어야할핵

심능력이 무엇인가에 한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는 의미이

다. 이른바‘지식정보화사회’, ‘ 로벌 사회’라 불리는 오늘

날에는개인적인삶, 직장생활, 사회생활모두를위해공통적

으로요구되는핵심기술또는능력(core skill)이있음에도불

구하고, 학을졸업한것만으로이러한핵심능력을잘갖추

고있다고는보기어렵다.

지식정보화사회, 그리고 로벌 사회에의 핵심능력은 우

선‘컴퓨터 관련 IT 능력’과‘외국어 능력’이다. 이 두 가지

핵심능력은지식과정보를찾는능력과이를적절히활용하

는능력의육성과불가분의관계이다. 지식과정보를판매하

기위해서는외국어능력이필수적인데, 외국어는비단 어

에 한정된 것은 아니다. 어가 정보의 채취와 교환을 위한

인터넷을비롯해통상을위한중요한능력이기는하지만, 틈

새시장을노릴수있는국가의용어도중시해야하기때문이

다(실제로 국내 소규모 지방 학의 하나인 H 학의 경우는

모든 학생들이 무전공으로 입학해 1~2학년 동안은 컴퓨터

활용능력과 어와 중국어를 중심으로 하는 외국어 능력을

집중육성하고, 3~4학년에이르면스스로전공을디자인하

는방식을취하고있는데, 이러한교육방식이이른바기업에

서 원하는 실무형 인재 양성에 주효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졸업생은거의전원취업을하고있으며, 몇몇 기업에

서는오히려차기졸업생을기다리고있기도하다).

또한, 졸실무인력양성을위해IT능력과외국어능력에

못지않게중요하게요구되는것은읽기∙쓰기를포함한‘의

사소통능력’과‘리더십능력’이다. 선진산업사회에서이루

어진 다수의 연구들은, 공과 학을 졸업한 학생들의 경우에

도기업에서요구하는능력은결국해당분야에 한기술보

다는 쓰기, 의사소통, 리더십 등의 능력이라고 밝히고 있

다. 이러한핵심기술은결국기업에서의특수분야에 한기

술습득을용이하게하고, 담당하는업무가바뀌어도쉽게업

무전이를가능하게하는능력이다. 학은전공에 한지식

을 한두 가지 더 습득시키는 것보다 팀을 이루어서 일할 수

있는능력, 구성원과의견을조율하면서일할수있는능력,

팀을이끌면서일할수있는능력등이중요함을인식해야한

다.

이와 아울러 실무형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학교육

단계에서 직업윤리에 한 교육을 실시하는 것도 필요하다.

앞으로투철한직업의식, 도덕성을구비한인재에 한선호

는더욱증 될것으로전망된다. 조직과하는일에 한헌

신도(committment)는 결국 이러한 의식에 의해 강화되는

것이며, 일의생산성과도연계되는것이기때문이다.

취업기회, 학이나서면확보될수있다

학생들의취업기회를확 하기위해서는전공운 다양화

및인력양성에 한방향설정과함께취업기회를확 하기

위한행정적, 제도적지원체제를정비할필요가있다.

우선전공운 제를위해서는 학의개선노력과함께교

수-학습의 형태에 있어서의 변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이

를위해현 학교육의 부분을차지하고있는노동집약

적인 교수방법이나 일방적이고 강의 위주의 교육형태에서

탈피해, 테크놀러지를 광범위하게 수용하고 기술∙정보 집

약적인교수방법으로전환해야할것이다. 또한시간과공간

을 초월하는 의사소통의 방식으로 학교육의 모습이 변화

할필요가있다.

이와 아울러 지속적으로 사회와 교육수요자가 원하는 내

용을제공하기위한연구와개발이필요하다. 이를위해서는

교육과정수요에 해정기적으로조사를실시하고, 이를통

한주기적교육과정개편을시행하는한편, 항구적인 학의



하부조직으로서가칭‘교육과정개발센터’또는교수-학습지

원센터등을설치해야한다.

한편 교수-학습의 질적 제도 노력과 더불어 학이 자신

있게보증한졸업생을사회에배출한다는의미로서졸업인

증제도권장되어야한다. 이제도는이미다수의 학에서시

도하고 있는 중이다. 이는 학교육 기회 확 로 인한 질적

저하를 방지하고, 수요자인 기업과 사회에서 인재를 선발할

때유익한정보를제공해줄수있다.

또한 학은 산학협력의 강화를 통해 취업기회를 확 해

나갈필요가있다. 앞서언급했듯이 학은지식생산의핵심

센터로서의 기능을 담당해야 한다. 즉, 지식의 창출은 물론

확산∙활용등모든면에서중추적인기능을행사해야한다

는것이다.  이러한역할을수행함에있어산업체와의연계는

필수적이다. 학들은 그 동안의 형식적인 산학연계에서 벗

어나기업과사회가어떠한인력을원하는가에 한분석이

필요하고, 이러한 수요자의 요구를 반 한 인재양성에 주력

해야한다.

마지막으로, 학취업정보센터의내실있는운 이요구

된다. 전담직원배치는 물론, 기업의 응시원서를 나누어주는

정도에서벗어나졸업생의지속적인관리, 상세한취업정도

의제공, 기업의인재유치설명회개회등을통해취업을위

한적극적인지원을해야할것이다.

정부는달라지는 학을적극지원해야한다

졸실업의문제는구조적인성격이강하기때문에 학

만의 노력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앞서 지적했다.

학차원의 노력과 정부차원의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 정

부의역할은여러가지가있겠으나, 핵심적인몇가지를제안

하면다음과같다.

먼저 정부는 졸인력에 한 흐름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정보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현재 졸 실업에 한

통계는 전체적인 숫자를 파악하는 정도이며, 그것도 추정치

에근거하고있고전공이나계열별로산출되고있지못한실

정이다. 졸 인적자원의 흐름을 시계열적으로 파악한다는

것은용이한일은아니나, 졸실업의문제가장기적이고국

가정책적인차원에서다루어지고이문제에 해‘데이터를

근거로한정책개발’이가능하도록하기위해서는, 정보관리

가그일차적인과제가될것이다. 이러한작업을위해안정

적인재정및행정적인지원이이루어져야한다. 

정부는또한유관기관들간의 접한협력체제구축을통

해실업문제에 한 책을수립해나가야할것이다. 우선

교육인적자원부, 노동부, 학의인사들이포함된범정부차

원의 취업 책 협력기구가 구성∙운 될 필요가 있다. 교육

관련부처는졸업생들의동태에관한정보를제공하고, 노동

부는고용통계와고용정보시스템운 에 한정보를제공

해정확한자료에근거한실업 책을수립해야한다. 

또한정부는산학협력통해취업기회를증진시키고있는

학에 한지원을강화할필요가있고, 국내∙외취업인턴

제도를 보다 활성화하고 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학에

한인센티브를제공해야한다. 아울러다양한기관들이컨

소시엄을통해 졸자훈련을하고있는경우에 한지원도

강화해야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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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근자에회자되고있는‘이태백’이라는용어

는청년실업현상을극명하게비유하고있는말이다. 최근청

년실업률은8%를상회하고있으며 졸이상고학력실업률

은4.3% 정도로우리나라평균실업률3.6%를넘어서고있

다. 이러한 현상은‘ 학졸업장=실업증명서’라 할 정도로

졸실업 등 청년실업이 사회문제로 고착되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

취업을 위한 휴학이 늘어 학 5학년이라는 용어도 등장

하고있고심지어취업과외, 비수도권졸업생들의취업을위

한상경, 그리고학력유턴현상등이늘어나고있다. 또한한

전문취업정보업체의 조사결과 취업난이 장기화되면서 아르

바이트로만 생활하는 소위‘프리터(freearbeit)족’이 31%에

이르는것으로나타나고있다. 더구나전경련등경제단체에

서는기업과 학간에인재양성및배출에 한간극을해소

하기위해 학교과과정과 학시스템개선을요구하고있

다. 일반적으로청년실업은일종의‘구조적실업’이나‘마찰

적실업’, 그리고‘실망실업’의성격을띠고있고취직이어

려워휴학을하는등 학졸업을연기하는추세가확산되고

있어 일종의 학생 모라토리엄(student moratorium)현상

으로심화되고있다. 그러나현재의 졸자실업은단순히경

기침체때문만은아니며, 인력구조, 학교육이안고있는문

제점, 그리고기업채용관행변화등구조적요인에서기인된

면도없지않기때문에장단기적처방과함께근본적인해결

방안을모색할필요가있다.

43.8%에이르는청년실업, 분명한원인이있다

2004년1월일본의내각부에서우리나라를비롯한미국,

일본, 독일, 스웨덴등5개국18~24세젊은이들을 상으로

한‘제7회세계청년의식조사’발표에따르면세계젊은이들

의공통된고민은‘취업’으로나타나있다. 이처럼청년실업

의문제는OECD국가를위시한세계각국의공통된고민이

다. 따라서 학졸업자실업은결코간과할수없는사회문제

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사회초년생

들에게 심리적∙경제적 좌절을 안겨준다는 점에서 최우선

과제가되어야한다. 

2003년 말 현재 우리나라 청년실업자 수는 32만 명으로

전체실업자73만명의43.8%를차지하고있고, 10만5,000

여 명의 실망실업자와비정규직 취업자까지 포함한다면, 청

이현청 ｜한국 학교육협의회사무총장, leehc@kcue.or.k

진정한국의청년실업률엔브레이크가없는가?
졸자실업! 취업을위한그비상구는없는가?



년실업률은 10%를 상회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청

년실업률이17%에이르고있는프랑스나일부선진국을제

외하고는결코낮은청년실업률이라볼수없다. 특히청년실

업중에서고졸이하는상 적으로줄어든반면 졸이상의

실업은증가하고있다. 

1998년IMF직후 졸이상실업자구성은25.6%를차지

하던것이매년증가하여1999년에26%, 2000년에30.1%,

2001년에32.7%, 2002년에36.1%, 그리고2003년말에는

40.3%로 계속 상승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2002년

OECD국가들과 비교를 해도 전체 실업률 중 청년실업률이

차지하는 비율면에서 미국∙일본∙프랑스∙독일∙ 국 등

의평균2배선보다높은2.5배에이르며고등학교졸업자의

80% 이상이 학에 진학하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졸실업

자의문제는더욱심각한문제라할수있다. 

졸실업자의원인은단순하지는않다. 그러나분명한것

은 학졸업자들이 선호하는 일자리가 부족한데서 원인을

찾을수있을것이다. 졸실업자문제가근자에더욱심화되

고있는것도신규일자리가감소된때문이다. 그러나 졸실

업의원인은몇가지관점에서논의가가능할것이다. 

우선기업경 과고용환경의구조적변화와관련된다. 

학졸업자 실업문제는 경제성장의 둔화와 함께 기업의 해외

이전 증가와 경력자와 시간제 고용을 확 하는 채용관행의

변화, 그리고 지식기반사회로의전환에 따른 저고용 산업구

조로의변화등을요인으로지적할수있다. 2003년도에2%

의경제성장률하락이가져온일자리감소는10만명에이르

고있다는것만으로이러한고용환경변화의 향을알수있

다. 이와함께기업들의경력중시형채용경향의증가도 학

졸업자 채용비중을 저하시키는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

2002년의경우경력자채용비중이81.8%로급증하고있는

예에서도이러한요인을찾아볼수있다. 물론취약한고용인

프라와지원 책부족도 학졸업자실업에한몫을하는요인

으로지적할수있을것이다. 

두 번째는 학생들의 직업관 변화와 취업양태와 관련된

요인이다. 학생들의 소위 3D업종기피현상과 중소기업기

피현상, 그리고특정분야인의치계열이나고시공부등에치

중하고있는경향은 학생실업증가요인중의하나로진단

할수있다. 일반적으로예외는있으나중소기업의임금수준

이 기업보다 적은 67% 수준(2003년 경우)이어서 보수와

근무환경면에서 취약한 측면이 없지 않아 중소기업 취업을

기피하는경향이있다. 또한2002년통계청경제활동인구조

사결과에나타나있듯희망임금수준이맞지않거나근무여

건이흡족치않아서취업을하지않는다는경우가33.2%인

것을볼때 학생의직업관변화도 학생실업증가의요인

이라 할 수 있다. 물론 인성이나 현장실습교육 등 직업적인

기초태도나가치관부족등도기업에서지적하는 학생관

련실업요인의하나로볼수있다. 

세 번째로는 청년층의 불고용상태인 유휴인력이 높고 학

교에서직업세계로이행하는데많은시간이소요되어장기

화되고 있는 것도 주요한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200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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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실업이나비통학비경제활동자로분류되는청년층유휴

화율이26.6%인151.6만명이나되는데고졸보다전문 나

학졸업자에게서더 높게 나타나 있고, 이들은 취직준비나

군입 기, 진학준비등의사유로취업을못하고있는상태

이다. 이와 함께 학교에서 직업세계로의 이행이 장기화되고

있는것도인적자원개발차원에서중요한문제라볼수있다.

소위‘학교로부터 직업세계로의 이행’(school to work

transition)이순조롭지않아 학졸업자의경우27세가되어

직업세계로진입할수있는것으로나타나있어청년층의직

업세계로의 진입기간이 국제평균 7.4년보다 1.9년이 더 긴

9.3년이소요되는것도요인으로지적된다. 물론직업세계로

의이행기간이긴것은군복무나재수, 그리고취업준비등의

요인이작용하는것으로볼수있지만실제소요기간이긴것

은 졸자실업의요인으로지적될수있을것같다.

네번째로는산업구조의변화를들수있다. 21세기의급

변하는지식집약산업의확 와정보통신기술의발달, 그리

고 문화산업이나 교육산업 등의 구조변화도 졸자 실업의

구조적 요인으로 진단될 수 있다. 최근 산업구조가 반도체,

정보통신및첨단업종등으로집중되고, BT, IT, 등6T가확

됨으로써 저고용 구조와 함께 고용창출효과가 저하되고

있는것도 졸자실업의요인으로지적될수있다. 

다섯 번째는 학교육과 관련된 문제를 들 수 있다. 우선

학교육과정과

산업현장과의 간

격(mismatch)현

상을 주요요인으

로 지적할 수 있

다. 이와 함께

학교육의 질적 문

제도 기업이 지적

하는 요인인데 특

히 졸자의양적팽창에도불구하고기업이요구하는현장

감각과실무능력, 경쟁력을갖춘세계시민적소양등이 졸

자 실업에 관계되는 직간접요인으로보고 있다. 학교육에

한 이러한 전반적인 우려와 함께 산업구조변화와 합치되

지않은 학의교과과정운 이나현장실습이나산학협동프

로그램의 내실화 부족도 지적되는 요인이다. 또한 학문분야

분포측면에서도 첨단과학이나 기술분야는 학생배출이 부족

한반면상 적으로수요가적은분야는과잉배출되고있는

것도 졸자실업의요인으로지적될수있다. 우수한고졸인

재의 일부 인기학과 집중현상과 이공계는 회피하는 현실도

인적자본의왜곡현상을심화시키고있으며선호직종이나세

칭 일류 학진학을 위한 잠재적 실업현상도 학력낭비를 심

화시키고 있는 요인이다. 이렇듯 학교육과정, 학교육의

질, 적시성 교육(just-in-time), 즉 산업체나 기업에서 즉시

필요한현장성교육내용의부족, 그리고학문분야의편중향

상등도 학교육이산업과기술의변화를반 하지못하는

것과관련된문제이다.

여섯번째는정부의 졸자실업 책과관련된요인이다.

IMF이후정부에서도여러형태의청년실업 책을강구하여

추진해왔으나근본적인 책에는미흡한점도없지않았다.

졸자 실업이 증가될 것이라는 관점에서 범정부적 장단기

책이 필요했고, 특히 직업교육개혁을 비롯해 국가경쟁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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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고와 산업구조 변화를 예측하여 학구조조정 등 국가인

적자원개발 정책이 미흡했던 점도 졸자 실업의 중요요인

의하나로볼수있다. 

이나라청년들을살리는길

청년실업의 문제는 현재와 같이 단견적이고 소극적인 자

세로서는 해결할 수가 없다. 학교육의 개혁에서부터인적

자원관리(HRM)와 인적자원전략화(HRS)차원에서 종합적

으로 책을세워야한다. 

경제활동을 촉진시키기 위한 노력은 물론 젊은층의 고용

창출을위한훈련프로그램과 학교육과정을기업이원하는

수요를충족시킬수있는체제로전환해야한다. 그리고취업

현장에서 환 받을 수 있도록 학교육의 체계적인 학사관

리와보완책마련이필요하다. 

우선 학교육과정의 획기적인 개혁이 요구된다. 산업체

와 기업에서 요구하는 사회적 수요에 부응하도록 교육과정

을 개편하여 사회수요중심교육과정으로 전환돼야 한다. 물

론 이러한 과정에서 학문간의 균형발전이나 기초학문과 인

문사회분야의육성도소홀히해서는아니된다.

학교육방법에서도현장적응형실무형교육이보다강화

되어야한다. 인턴십이나현장학습, 그리고프로젝트중심학

습방법등이확 되어현장과의갭이최소화될수있는방안

이강구되어야할것이다. 그러나이러한 학의노력만으로

는 부족하다. 정부나 기업들도 청년실업해소를 위한 노력을

함께기울여야한다.

우선 정부에서는 청년실업 종합 책을 강구하여 적극 추

진하여야한다. 청년층인력개발을위한재정지원은물론재

훈련프로그램의 운용, 첨단과학분야의 인재양성, 학혁신

프로그램의수립, 그리고기업과의긴 한연계정책등을운

하여야한다. 이러한정책중하나는‘청년실업기금’을운

하는일로서과도적실업군을재교육하여국가자원화하는

데활용될수있도록하여야한다. 또한재교육과경험중심취

업 등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해야 한다. 예컨 번역요원 양

성, 방과후 클럽활동 지도요원 양성, 보조교사 활용방안 강

구, 인턴사원및인턴연구원활용사업, 디지털자원요원활용

방안, 사회복지보조요원제 도입, 보육교사활성화 수립 등

‘틈새 자원화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또한 청년인적자원

개발차원에서청년실업군을재교육하고취업기회를창출하

기위한‘청년인재풀제’와‘청년육성창업’등의다각적인노

력이필요하다. 

이와 함께 기업들도 청년실업 책을 위해 적극 투자해야

한다. IT분야와관련한지능형로봇, 디지털, 이동통신, 반도

체, 텔레매틱스, 디지털콘텐츠, 디스플레이등첨단과학 역

에필요한보조인력화내지제2자원화하는투자와노력도요

구된다. 예컨 청년층에게 시간제 인턴십이나 전략화된 첨

단인적자원으로 활용하고 재교육하는 데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따라서 정부- 학-기업의 3원체제가 협력하여 청년실

업을 구제하는 종합 책기구를 적극 강구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생애교육차원에서 전교육단계별 직업진로교육체제의

재구축과 현장체험 등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의 운 이 필요

하다. 물론 입시위주교육의 해소와 산업현장의 요구와 학

교육과정의연계를강화하는21세기형인적자원교육패러다

임을구축하는일이중요하다. 

청년은이나라의장래를짊어지고갈주역들이다. 어렵게

학공부를 하고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순간부터 좌절감을

주어서는아니된다. ‘캠퍼스떠나면백수’가되고심지어유

흥업소에취업하거나이나라를떠날뿐아니라무작정고시

나공무원시험에매달리고있고 학을더다니는5수생증

후군마저있는것은일종의청년모라토리엄현상으로서가

정이나사회적차원에서그리고개인적차원에서커다란낭

비이다. 청년실업해소를위한 책은어떤취업 책보다중

요한이유도여기에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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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세계각국은경제는성장했으나고용은늘지않은이

른바‘고용없는성장’때문에고민하고있다. 우리나라도수

출증가등에따른거시지표의상승세속에서청년실업이가

장큰사회문제로부각되고있다. 여기에기업들의해외진출

이늘어나면서‘산업공동화’현상의기미까지보여청년실업

의골은깊어만가고있다.

평균11번이상원서낸다

지난달 청년실업률이 2001년 3월 9% 이후 34개월래 최

고치인8.8%를기록했다. 특히구직철임에도불구하고취업

여건은갈수록악화되고있어구직을아예포기하는구직단

념자도급증하고있다.

2004년1월중20세부터29세의20 실업률은8.3%를

기록, 2002년1월7.7%, 2003년1월8.1%에이어매년상

승추세를멈추지않고있다. 특히경제여건이급속히악화

된탓에구직을포기하는사례도급속히늘어비경제활동인

구중구직단념자수가12만4,000명을기록, 지난해12월에

비해14.8%, 작년1월에비해서는무려82.4%나폭증했다.

최근노동부는청년실업의현재모습을살펴보기위해구

직자들이취업을위해몇번이나입사원서를냈는가를조사

했다. 이결과취업을하지못한 학졸업자의입사서류제

출횟수는무려평균11.6회에달했다.

이번 조사가 상 적으로 취업률이 낮은 지방 학을 제외

한채수도권지역 학졸업생만을 상으로이뤄진점을감

안하면실제지원횟수는더높을것으로추정돼요즘취업의

문턱이얼마나높은지를단적으로보여주고있다.

이중남자 졸자의입사지원횟수는평균8.3회 던반

면 여자 졸자는 14.9회나 되었다. 특히 이 가운데 지난해

학을졸업한사람은취업지원서를연간평균16.7회나제

출했고2002년이전졸업생의입사서류제출횟수는10.1회

나돼최근취업난의심각성을보여주고있다.

과외선생에서‘취업과외’학생으로

이처럼취업이‘하늘의별따기’보다어려운일이된가운

데어떻게든직장을구하려는 학생들의노력은눈물겹다.

언제부턴가 우리 학사회에는‘취업과외’라는 신조어가

등장했다. 과거과외로용돈과학비를벌던 학생들이이제

는오히려과외를받는처지가된것이다. 수도권의4년제

학3학년인김모씨는주말이가장바쁘다. 주중에는학교도

서관에서공부를하고주말이면서울집에와과거직장인들

의전유물이었던외국어학원의주말반수업을듣는다.

장세풍｜내일신문기자, spjang@naeil.com

청년실업, 비상구가 없다!

- 취업과외, 구직위한통과의례…실현가능한정부 책나와야



김씨는 주중 학교도서관에서도 늦은 밤까지 어 학습서

와매일씨름을하고있다. 이에 해김씨는“ 기업들의경

우일정수준이상의어학능력을갖추지못하면사실상원서

도 내지 못한다”며“솔직히 전공은 시험을 앞두고 벼락치기

공부로해결하고있다”고말했다.

또그래픽디자이너를희망하는김모양은매일저녁서울

신촌의 한 컴퓨터학원을 찾는다. 이곳에서 김모양은 자격증

을따기위해수업을듣고있다. 학교친구중상당수가자신

처럼학원에다닌다는것이김씨의설명이다.

지난해한채용정보회사가 학생4,343명을 상으로설

문조사를실시했다. 이조사에따르면전체의53%가 어회

화, 자격증취득등취업사교육에1인당연간127만원을지

출하고있다. 학년별연평균취업사교육비는4학년생235만

원, 3학년생113만원, 2학년생99만원이었다. 또 학생들이

가장많이받는취업과외는토익∙토플과 어회화등어학

관련과목이었다.

특히 전문직을 희망하는 학생들에게는 과외는 취업을 위

해한번은거쳐야하는필수과정이되었다. 스튜어디스등외

모를 중시하는 직업군을 희망하는 학생들은 메이크업과 예

절교육등을받는경우가많다. 이들이한달에지불하는과

외비는200만원선이가장많다. 또한아나운서등방송사취

업을준비하는학생들도‘방송고시특강’과외를받기도한다.

사교육은 아니지만 비슷한 직업군을 희망하는 학생들이 모

여스터디를하는경우도많다. 언론사취업을희망하는박모

씨는요즘학교에서‘언론고시스터디’에참여하고있다. 이

곳에나가면최근정보를쉽게접할수있어특별한일이없

으면꼬박꼬박참석한다.

김씨가속해있는스터디그룹에서는언론사에입사한선

배들을 초청해 강연을 듣기도 하고, 기출문제로 모의고사를

치르기도한다. 이외에도다이어트는물론취업을위해성형

수술을선택한학생들도있다는소문은공공연한비 이다.

한조사에따르면미취업 학졸업자10명가운데1명은

취업을위해다이어트를하거나성형수술을받은것으로조

사되었다. 이를성별로구분하면여자의비율이남자를크게

웃돌았다. 여자 졸자는17.5%에이르 고, 남자 졸자는

5.5%에불과했다. 취업난으로 학캠퍼스의풍속도도많이

바뀌고있다. 가장큰변화중하나는 학가의현수막의눈

높이를낮추고있다는점이다. 과거사법고시, 공인회계사시

험합격정도는돼야했던 학가축하현수막의눈높이가낮

아지고있다. 최근한 학에서는 기업입사를축하하는현

수막이나붙자언론에부각되는등눈길을끌며취업난을실

감하게 했다. 심지어 조금은 장난스럽지만 공인중개사 시험

에합격한선배를축하하려는후배들의축하현수막도심심

치않게볼수있다고한다. 학도서관의모습도예전과사

뭇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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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S 를졸업한김모씨. 지방출신인김씨는지난해졸

업을했지만아직까지학교자취방에서살며낮시간 부분

을학교도서관에서생활하고있다. 물론식사도아침부터저

녁까지값이싼학교구내식당에서해결한다. 주머니가가벼

운김씨로서는최선의선택이다.

서울의유명Y 도서관은방학중임에도빈자리를찾아볼

수없다. 아직해가뜨지않은새벽6시이전에도도서관으로

향하는학생들이많이눈에띈다. 도서관에들어가보면 부

분의 책상에는 토익∙토플 등 어서적과 취업관련 서적들

이펴져있다. 이들 부분이올해꼭취업하겠다는일념으로

방학중에도도서관을떠나지않은4학년과취업재수생들이

다. 공립도서관들사정도마찬가지다. 취업관련서적을가지

고열람실에들어가하루종일책과씨름하는구직자들로빈

자리를찾기가힘들어진지오래다.

편입∙공무원준비학원은호황

이같은심각한취업난으로가장호황을누리는곳중하나

는편입학전문학원. 이들편입학학원들의호황에는우리사

회에만연한학벌주의가큰 향을주고있지만근본적으로

는보다사회진출이용이한 학과학과를찾으려는 학생

들의심리가크게작용하고있다.

2006학년도부터 학편입학이축소될예정인가운데올

해1학기 학편입학경쟁률이사상최고치를기록했다. 그

러나사상최고치를기록한편입학경쟁률을유심히살펴보

면약 와치 , 사범 등이른바취업이잘되는학과에수

험생이 거몰리는현상이뚜렷하게나타나고있다.

지난달원서접수를마감한서울시내한 학의경우, 약학

부는5명모집에889명이지원해무려178 1의높은경쟁

률을보 다. 또한 어교육과는3명모집에284명이지원해

94.67 1의 경쟁률을 보 다. 또 다른 학의 경우에는 경

학과 3명 모집에 533명이 몰려 178 1의 경쟁률을 보

고, 법학과가142 1, 의학과가93 1의높은경쟁률을기

록했다. 이에반해물리학과등은이 학평균경쟁률에훨

씬못미치는경쟁률을기록했다.

중하위권 학들에서는취업률이상 적으로낮은비인기

학과의경우, 모집정원도채우지못하는경우가허다하다. 실

제로 올해 만 21세의 나이로 서울 최연소 졸업생인 공

기계항공공학부 박윤수 씨도 이 학 치과 학으로 편입할

예정이다.

박씨는“주위에의∙치 편입을준비한사람들이적지않

다”고 말해 안정적인 직업을 구하기 위해 편입을 하는 학

생들의 움직임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당초 학입시제

도의 안으로 시작된 편입학제도도 장기불황과 취업난 등

으로인해결국안정적인직업을찾으려는 학생들의비상

구로활용되고있다. 

특히최근‘사오정’등의유행어가탄생할정도로평생직

장의 개념이 희박해지면서 공무원∙교사임용시험의 인기가

하늘을찌르고있다. 이덕분에서울노량진등공무원임용시

험전문학원들도호황을누리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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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에유리해최근몇년사이수험생이몰리고있는교

육 학은공주교 4.3 1, 제주교 3.7 1 등높은경쟁률

을 보이고 있다. 사범 학도 고려 의 경우 역사교육학과가

7.3 1, 수학교육학과는8.3 1의높은경쟁률을보 다. 이

화여 는 교육학과 5.3 1, 교육공학과 6.2 1을 기록했다.

각종공무원임용시험도최근학생들사이에서가장인기있

는 취업준비 상이다. 최근에는 기능직 공무원시험에까지

학졸업자들이앞다퉈지원하고있다.

최근과학기술부가10급기능직여직원2명을뽑는데550

명이지원해270 1이넘는경쟁률을기록했다. 또비상기

획위원회가 10급 기능직 1명을 선발하는데 600여 명이, 중

앙인사위가같은직급2명을뽑는데500여명이각각몰려들

었다. 특히기능직모집응시자들중에는전문 졸이상의고

학력자들이 거 포진해 해당 부처 관계자들조차 놀랐다는

후문이다. 취업난이 계속되면서 학생들의 직업 눈높이도

많이 낮춰지고 있다. 일명‘3D’업종으로 분류, 고졸 이하의

학력을 가진 사람들의 전유물로 여겨지던 업종에까지 졸

자들이앞다퉈진출하고있다.

표적인사례가환경미화원. 지난해서울시구로구가환

경미화원18명을채용하는데, 졸자34명이응시해화제가

되었다. 지난해서울시환경미화원모집에전문 졸또는

졸출신9명이합격했다. 또 표적인‘3D’업종으로분류되

었던한국전력의전선및전신주관리직에도 졸자들이꾸

준히늘어나고있다. 2만볼트가넘는고압선을다뤄야하는

등목숨을건작업때문에과거에는 졸자들이응시하지않

았다. 그러나 취업난이 심각해지면서 지난해 한전중앙교육

연수원이배출한교육생74명중 졸출신이11명, 전문

졸이21명이나된다.

지난해 노동연구원이 부산지역 14개 학 졸업예정자

1431명을 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61.9%가 눈높

이를낮춰취업할뜻이있다고답했다. 또46.9%는비정규직

이라도취업하겠다는의사를밝혔다. 실제로편의점, 할인점,

PC방등의아르바이트자리도마다하지않은 졸자들이늘

어나고있는것이이번조사가틀리지않았음을보여주고있

다. 그러나아직까지는서비스업을제외한지방공단등의중

소기업들은 인력난을 겪고 있어 조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해외취업시도늘어나

이처럼국내취업이힘들어지자해외로눈을돌리는구직

자들도늘어나고있다. 특히상 적으로취업이어려움을겪

고있는지방 들은아예학교차원에서나서해외취업의기

회를 마련하고 있다. 충남의 4년제 사립 학 출신인 김모씨

는지난해일본IT업체에취업했다. 학교에서운 하는인턴

십제도를이용해일본업체에진출했다. 요즘김씨처럼아예

해외에서 일자리를 찾으려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특히

한국산업인력공단이예산을확보, 본격적인해외취업자들을

지원하고있어눈길을끌고있다.

해외 취업의 장점은 국제무 에서 전문기술 및 업무능력

을쌓을수있고그경험이향후경력에도플러스가될수있

다는점이다. 전문가들은앞으로도해외로눈을돌리는구직

자가지속적으로늘어날것으로전망하고있다.

한 취업정보 회사가 최근 남녀 취업준비생 1,354명을

상으로‘해외취업’에관한설문조사를실시했다. 이결과응

답자 중 90.1%가‘기회만 닿으면 해외로 취업하고 싶다’고

응답했다. 특히이들중30.7%는실제로해외취업을준비했

던것으로나타났다. 또여성들(90.6%)의남성(89.8%)보다

해외취업에 한 선호도가 높았으며, 또 4년제 학 졸업생

(92.3%)이 전문 졸업자(85.2%)보다 선호했다. 또 일부

학생들은방학을이용해기업들이매년열고있는공모전

을준비하기도한다. 공모전에입상할경우, 남들과차별화된

경력은물론해당기업에취업하려할때절 적으로유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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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때문이다. 특히 이들은 공모전 준비를 위해 팀을 짜거나

지도교수나관련전공교수들에게도움을청하기도한다.

다시전문 에입학한다

취업난의비상구가보이지않자4년제 학을졸업했지만

직장을잡지못한구직자들이취업률이높은전문 학인기

학과에다시재입학하는사례도늘어나고있다.

충남지역의한사립 학을졸업한구모씨. 구씨는 학을

졸업하고마땅한일자리를찾지못하자한전문 학에진학

했다. 이곳에서 멀티미디어과에 다녔던 구씨는 이번에 졸업

과동시에한방송장비업체에취직했다.

한국전문 학교육협의회에따르면전국4년제 학졸업

자중전문 입학생의숫자는2001년848명, 2002년1,402

명, 2003년1,607명등으로꾸준히늘어나고있다. 이들재

입학 학생들의 특징은 학과 선택에서 취업률을 최우선시한

다는점이다. 이들에게가장인기있는학과는보건학과, 사

회복지학과, 간호학과등취업률이높은학과들이다.

또 노동부 산하의 기능 학과 직업전문학교도 졸자 등

고학력자의지원이꾸준히이어지고있어주목된다. 전국23

개 기능 학의 신입생 모집에 전문 졸 이상의 고학력자들

이 최근 3년간 매년 200명 이상 지원하고 있으며, 이들 중

50% 정도가합격하는것으로나타났다.

올해도 전문 졸 이상의 고학력 지원자는 200명이며 이

중50%를조금넘는102명(2년제60명∙4년제42명)이입

학에 성공했다. 특히 이들 입학생의 40% 가량은 인문계열

학출신으로서울의명문 졸업생도일부포함돼있다.

이처럼 기능 학에 고학력자들의 재입학이 늘고 있는 데

는높은취업률이가장큰요인으로작용하고있다. 성남기능

학기계과에등록을마친김기은씨는전북의4년제 학

을졸업하고곧바로기능 학에재입학했다. 김씨는취업등

의어려움때문에기능 학을선택했다고했다.

또서울소재4년제 학에서컴퓨터공학을전공한서소연

씨도 유사한 사례다. 서울정보기능 학 패션디자인과에 입

학할예정인서씨는전문기술을익혀취업할수있어기능

학을 선택했다고 한다. 실제로 기능 학은 취업률 100%를

자랑하고 있다. 또한 취업률이 높은 직업전문학교도고학력

자들의진학이증가하고있다. 

지원자가없어모집정원을채우기도어려웠던경기도립직

업전문학교의경우취업난이더욱심해진2�3년전부터경

쟁률이높아지고있다. 특히올해신입생모집에는전문 졸

이상의 고학력 소지자도 235명이나 응시한 것으로 나타났

다. 지난해 이 학교에 응시한 전문 졸 이상 학력소지자가

74명에 불과했던 점과 비교할 때 금년 고학력자 응시자가

2.1배늘어난것이다.

이 학교뿐 아니라 부분의 직업학교에 고학력자들이 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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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면서최고40% 가량을차지하는것으로알려지고있다.

이처럼직업전문학교의응시율이높아지고고학력자들이

몰리는것은수료자 부분이일자리를찾을수있다는이점

때문이다.

학들도취업률높이기에나서

청년실업의 골이 갈수록 심해지면서 단 한명의 학생이라

도더취업시키기위한각 학의노력도다양해지고있다.

일부 학에서는 학교가 특강비 전액을 보조하고 취업관

련부서를 폭강화하고있다. 아예취업관련과목을정규

과목으로지정하고학점을부여하는학교도나오고있다. 특

히취업관련외부강좌를듣기힘든지방 학들은학내에다

양한강좌를마련해운 하고있다.

이처럼 학들이 취업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선 데는 예비

학생들이학교, 학과를선택하는가장중요한기준중하나

로 취업률을 꼽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학생 모집난을 겪고

있는 지방 학들의 경우, 취업률이 학교의 생존문제와 직결

되기때문에발빠르게움직이고있다. 가장눈에띄는취업

책을제시한학교는광주광역시의한사립 학.

이 학은동문출신인턴사원을채용하는기업에 해급

여를 지원하는‘인턴사원 지원제’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올해부터이 학졸업예정자나졸업생이지역중소기

업에인턴사원으로채용될경우, 6개월동안급여의50%를

학교가해당기업에지원한다.

이에 해 학관계자는“최근기업들의채용형태가신입

정규사원보다는경력직원이나인턴사원형태의채용이주류

를이루고있다”며“처음부터정규직원으로채용되기원하기

보다는인턴사원으로채용된후경험을쌓을때원하는직장

을구할수있는기회가늘어나기때문에인턴지원제를운

하기로했다”고말했다.

학들이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는 취업 책 중 하나는

취업관련특강이다.

특히 도시에비해학원등취업교육을받기어려운학생

들을위해지방 학들의경우, 학교내에서다양한특강을실

시하고있다.

충남아산의한사립 는재학생들의취업을위해다양한

특별교육 프로그램을 운 하고 있다. 특히 선문 학은 특강

을받는학생들에 해학생한사람당평균10만원가량의

교육비를지원하고있다.

먼저 이 학은 여학생을 상으로‘전산 세무회계’, ‘무

역실무’, ‘집중 어회화’등3가지강좌를실시하고있다. 또

IT 취업특강과 TOEIC 강좌도 꾸준히 실시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에는 수시합격자 등 예비재학생을 상으로 기초 전

산교육등소위‘조기교육’도실시하기도했다.

물론서울과수도권 학들도다양한학내특강을운 하

기는마찬가지.

서울의한사립 의경우, 전학년을 상으로e-멘토링, 성

공학개론, 여성직업론 등 다양한 강좌로 구성된‘취업스쿨’

을 운 하고 있다. 이 학 관계자는“취업스쿨은 학생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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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활을바람직하게할수있도록조언하고자신의미래

에 한준비를보다이른시기에할수있도록돕고있다”고

설명했다.

일부 학에서는 아예 취업관련 과목을 교양과목으로 지

정, 학점도받을수있게하고있다. 또다른사립 는취업에

도움을 주기 위해 교양과목으로 직업개발, 비서/문서실무,

직업 정보와 진로선택 등을 운 하고, 과거 1학점 정도 던

학점도2학점으로높 다. 또기업체인사담당자들을강사로

초청, 기업의인재상, 채용경향, 취업정보습득요령등취업

에실질적으로필요한내용을강의하고있다.

특히이학교는직업개발시간에강의된내용을교재또

는녹음해수강하지못한학생에게 여도해준다. 취업난이

장기화되면서 취업담당 부서를 강화하거나 새로운 지원 프

로그램을내놓는 학들도늘고있다.

서울시내한여 는지난해2학기부터‘멘토프로그램’을

운 하고있다.

이 프로그램은 재학생에게 자신의 경험과 노하우를 알려

주고현장경험을익히도록도와주는멘토(지도해주는사람)

를정해약15명의재학생(멘티)과정보를공유하고실무교

육을받을수있는장을마련해준다. 특히숙명여 는이프

로그램을 수료한 학생에게 취업경력센터와 멘토 명의의 수

료증을발급하고있다.

멘토로참여하는인사들은교수, 기업임원, 동문, 저명

인사등이다. 경기도지역의한사립 학은직원1명이운

하던취업정보실을실장1명과직원2명으로확 개편했다.

또 어능력 전공능력을 평가해 선발된 학생을 상으로

고도의 취업교육을 시키는‘인재 풀코스’도 운 하고 있다.

이와함께교수들이산업현장과관계를강화해‘1교수1제

자 취업시키기’등 실질적인 취업지원에 나서는‘제자사랑

프로그램’을운 하고있다.

또한 전광역시의 한 사립 학은 지난해부터 학생들의

취업준비를 위한 토털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재은행 제도를

운 하고있다. 이 학의특징은갓입학한신입생부터졸업

을앞둔4학년까지교육을실시하는연중무휴취업교육프로

그램이다. 학년에관계없이인재은행에등록하면, BTC(경

및 업훈련과정, Businessman Training Course)와비서

학, PCT(컴퓨터활용능력반, Personal Computer Efficiency

Test), Net-TOEIC(온라인 토익시험 비반), Agent-

Program(취업 비 준비과정), 직장체험프로그램, 중소기업

체험활동 등에 우선선발기회가 주어진다. 또 취업관련 E-

mail 서비스, 인∙적성검사, 직무능력검사를 통한 진로상담

을받을수있다.

특히졸업예정자중일정교육을수료한학생은학교가희

망기업에우선추천해준다.

정부 책은먼나라이야기

최근 정부는 청년실업을 해결하겠다면 다양한 책을 제

시하고있다. 그러나정부 책이성공해취업이쉬워질것이

라고생각하는학생은거의없다. 이에 해올해 학을졸

업했지만직장을구하지못한김모씨는“정부가발표하는각

종 청사진을 보면 오히려 정신적으로 더 힘들어진다”며“기

감만 주고 현실화되지 못할 청사진은 처음부터 제시하지

않는것이더좋다”고지적했다.

정부의 일자리 200만개 만들기가 성공해 내년 설날에는

부모님과친지들눈치때문에고향에가지못하는 학생과

졸업생이없었으면한다.

Educational Development 2ː004  3+4 45

<< Project



■특별기획-참된학업성취란무엇이고
이를위한방법은?

>> 학교교육이지향해야할‘참성취(authentic achievement)’1)

>> ‘하향평준화’에 한우려, 결국우려일뿐이었다

>> 세계는지금‘학업성취개념’을완전히바꾸고있다

K   E   D   I   K   E   D   I  

PP
rroojjeecctt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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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삼왜‘참성취’인가? 현재의학교교육을비판할때의

례껏등장하는“암기, 반복학습”, “사지선다형시험을 비한

문제풀이식학습”, “비판적사고력, 창의력교육의부재”- - -

등의용어를사용하여학교교육을다시한번비판해야할필

요가있는가? 이제까지그러한비판이수적으로부족하 는

가? 비판이부족하여학교뿐만아니라, 전사회가그러한교

육을 위한 시장이 되어 버렸는가? 학습지를 통해 가정에서,

그리고보습학원, 종합학원, 입시학원등에서수많은학생들

이밤낮을가리지않고그러한“공부”를하고있다. ‘참성취’

에 한논의를누가필요로하긴하는가? 

시험에의한‘점수’와동의어로이해되는‘학업성취’: 그

경향의강화추세

도구의 성격을 불문하고 시험을 통해 나타나는‘점수’를

‘학업성취’와동일한의미로이해하고그‘학업성취도’에기

초한학생선별(selection), 나아가학교선별을강조하는경

향은더욱강화되는추세에있다. 교육개혁정책의전개흐름,

그교육개혁정책에 응해온학교와학교를둘러싼수많은

기관에서전개되고있는“교육활동”이라불리는사태들의성

격, 학교교육과관련하여사회적논쟁이되는이슈들의특징,

등이 그것을 말해 준다. 지난 10여 년간 한국의 학교교육개

혁정책의방향은초기에는‘평등성에기초한다양성’을강조

하는것이었으나얼마지나지않아그것은‘수직적위계상의

수준의다양성’을강조하는방향으로변화되어지금에이르

고있다.2) 1995년5. 31 교육개혁이후한국의학교교육에

는 소위 패러다임의 전환이 요구되어 왔다. ‘공급자’(학교,

교사) 중심의교육에서‘수요자’(학생, 학부모) 중심의교육

으로. ‘공’적관리와통제로부터‘사’적시장과자유경쟁시

스템으로. ‘공통적요소’에 한강조로부터‘다양성’의추구

로. 새로운패러다임을 표하는그용어들은지금까지도교

육개혁정책의서두를장식하고있지만그내용의초점은시

기별로 다르다. 초기 학교교육개혁정책은 사회적으로 가치

를부여하는교육내용범위의확 , 개별학습자의관심과능

력을토 로학습할수있도록돕는학습‘과정’(process)에

한강조등에개혁의초점을맞춘것이었지만, 곧이어그

초점은‘산출’(product)에기반한서열화와그에기초한선

별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변화하 다. 전자에서 후자로의 정

책이동은단4~5년안에진행되었다. 

초기5. 31 교육개혁의일환으로학교에핵심적으로강조

된것은교실수업의개혁이었다. “열린교육”이라는명칭으로

초등학교에주로초점을맞추어진행된교실수업개혁정책들

은소위‘수요자의요구’와‘다양성’의의미를학습자의‘필

김정원｜한국교육개발원부연구위원, garden@kedi.re.kr

학교교육이지향해야할‘참성취(authentic achievement)’1)

- ‘학업성취’의의미에 한재검토를촉구하며



요’, ‘흥미’, ‘학습수준’등에서의‘다양성’으로이해하는것

이었다.3)이때주로등장한개념들은“학습자중심교육”(이

돈희, 1998), “자기주도적학습, 참된학습, 통합교육과정, 총

체적언어학습, 다중지능이론”(이인효외, 1997), “학습자에

의해구성되는지식-구성주의”(황윤환, 1998 등) 등이다. “수

행평가”역시 학습의‘과정’을 중시한다는“열린교육”의 이

념을 실현한다는 차원에서 개혁 초기에는 초등학교에, 이후

중등학교에까지중요한교육개혁정책의하나로제시되었다.

특기∙적성 교육 정책과 그와 관련한 학입학전형에서의

특기자전형의강조는사회적으로그가치를인정받는교육

내용 역의 범위를 비 교과교육활동으로까지 확 하려는

정책이었다고할수있다.   

그러나7차교육과정이적용되기시작한2000년이후한

국의 교육개혁정책은 학업성취수준별 학생 선별로 그 초점

이이동한다. 교과별로학년별로너무도많은학습주제에

해 구체적인 학습활동까지 규정하고 있는 한국의 국가교육

과정이라는‘표준’과 교육과정 운 의‘자율성’을 강조하는

“열린교육”사이의충돌, 교수-학습‘과정’에 한평가로서

의“수행평가”의 이념과 학생 선별을 위한 소위“객관적 기

준”에 한현실적요구사이의갈등, 강제된정책이초래한

부작용, 등으로인해학교현장에서는5.31교육개혁초기정

책실현도버거워하는와중에국가교육정책의기본방향자

체가변해버린다. 2000년이후한국학교교육개혁정책의기

조는‘학업성취도평가’를토 로한‘학교교육의질관리’로

전환된다(교육인적자원부, 2003: 13).  

다시중요한것은소위“주지교과”에서의시험점수라는

것을 재확인한 학교들, 특히 일반계 고등학교들은 학교교육

과정개편을서둘 다. 초기교육개혁정책방향에따라특기

적성교육을그취지 로실시하려하고학생동아리활동을

조장하기위해노력해왔던학교들은다시“0교시”, “자율학

습”을부활하고특기∙적성교육을교과“보충수업”으로전환

하는등, “주지교과”중심으로학교교육과정을개편하고동

아리활동에 한지원도중지했다(김정원외, 2002 : 206).

초기교육개혁정책의적용 상이되었던1999년도일반계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에 해서는“특기적성 세 ”, “이해

찬세 ”라는별칭이붙어다니는가운데이별칭은“공부못

하는 학년”과 같은 의미로 이해되기도 하 다(김정원 외,

2002 : 209). 초등학교의 경우, “열린교육”이“학업성취도

저하”의주범(조선일보1999년4월4일자, 2000년12월27

일자)이라는논리가 두되는가운데“열린교육”이라는용어

조차 사용이 금기시되고 초등학교에 한 때 사라졌던,4) 학교

차원의지필시험이다시부활하여2002년한초등학교의경

우, 전교차원에서매달모든과목에 한시험을치르기시

작하는등(한국교육개발원, 2002) 학교들은이전의시험중

심체제로다시회귀하 다.  

결국 몇 년간 회자되었던‘결과’보다는‘과정’, “주지 교

과”의성적못지않은“다양한적성”에 한강조는그야말로

일시적인구호 을뿐, 이사회를여전히지배하는것은소위

“객관적”인시험점수이다. 시험점수를위한학교교육은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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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랄하게 비판되는 상이면서 동시에 여전히 학교교육의

실패와성공을재는“현실적”이고도“객관적”인잣 가되고

있다. 소위“세계적조류”는한국국가교육정책을이와같은

방향으로이끄는기본토 로작용하고있는것으로보인다.

현재서구의“주류”교육정책에서는, 학교교육을복지차원의

사회적책임으로간주하기보다개인이나가족의‘사’적문제

로 규정하려는 경향이 강하다(Whitty, 1998). 국가의 주요

역할은‘기초학업능력’의 보장에 있는 것으로 규정되며, 그

를위한표준설정및시험이강조되고있다. 그런데한국에

서세계의경향을읽을때, 이러한경향의선두에있는 국

이나 미국의 역사∙사회적 배경이 한국의 그것과 다르다는

점은고려되지않는다. 국이나미국의학교와교사들은전

통적으로“중앙국가로부터 상당한 자율성”을 지녀왔으며

(Whitty, 1998 : 303), 이들은학생에 한개별지도가가능

한규모로의학급규모의축소, 부진아나소수인을위한교육

과정, 인종통합정책, 다문화적 교육과정, 장애아 통합교육,

통합교육과정등, 교육시설, 제도뿐만아니라교육내용차원

의 다양한 실험을 진행해 온 역사를 지닌 국가들이다. 그에

비해 한국은 단히 표준화된 학교교육체제를 유지해 왔다

는 중요한 차이는 고려되지 않은 채, 소위“세계적 조류”는

한국사회로 하여금 가르치고 배우는 내용에 한 체계적인

검토보다는시험에의한평가와그에기초한학생선별(학교

선별)을핵심과제로삼도록만들고있다. 

현재주요쟁점이되고있는‘평준화제도가학생들의학

업성취에긍정적인 향을주느냐’하는문제에 한논쟁에

서도성취도를측정하는평가도구가무엇을‘성취’로규정하

고있는가, 그것이학교교육을통한‘성취’를 표할수있는

것인가에 해서는질문하지않는다. 다만특정한하나의시

험에의해측정되어드러나는‘점수’를곧학생의성취로규

정하고그성취에미치는 향이무엇인지에 해서만논의

할뿐이다. 시험에서의높은점수를겨냥한전략에치중하는

교육에 한비판은구호로서만존재할뿐, 여전히시험에서

의‘점수’는‘학업성취’와같은의미로서이사회에서그확

고한지위를점하고있다. 

학교교육이지향해야할‘참성취’: 한가지단상

그럼에도불구하고, 아니그렇기때문에학교교육을통해

이루어져야 할‘참 성취’가 무엇인지에 한 적극적인 논쟁

이제기될필요가있다. 우리가믿고있는것, 아니방치하고

있는것에 해근본적으로다시질문해보면서. 

∙학교교육을지배하는두가지우상: 지식, 활동

교사에의한교과서내용의요약및해설, 반복학습을통

한암기, 나아가문제풀이가한국학교수업, 나아가학원수업

의전형이되고있는것은누구나가르치고배워야할핵심적

지식(core knowledge)의객관적실체를전제하는신념때문

이다. 또한그것은국가교육과정과그에기초한교과서의내

용, 나아가학교안팎에서이루어지는각종시험에서평가하

고자하는내용이모두가학습해야만하는핵심적지식을

변한다는암묵적전제때문이다. 이러한신념은“궁극적으로

중요한”그지식습득을위해가장“유리하고, 가장쉬운”방

법을찾는사태를막을만한근거를갖지못하게한다. 어떠

한“교육적”이념이 구호로 전개되던 상관없이 현실 속에서

학생들을가장배려하는수업은보다“빨리”보다“정확하게”

그지식을습득하고그것을평가하는시험에잘적응하여높

은 점수를 얻을 수 있는 전략을 추구하는 수업이다. 아무리

학습하는‘방법’과학습‘과정’의중요성을강조해도, “수행

평가”로교실수업의변화를꾀하려고해도결국실패하는이

유는여기에있으며, “학원이학교보다더잘가르친다”는표

현도이신념으로부터도출된다. 

이와는다른차원에서, 일종의이념적수준에서학교교육

을지배하는것은학습자의학습‘활동’자체에가치를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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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신념이며, 이는또다른차원에서문제를만들어내고있

다. 학습자의학습‘활동’에 한강조는학습해야만할소위

“객관성을지닌”지식이존재하는것이아니라, 지식은학습

자의학습‘활동’속에서‘구성’되는것이라는전제에서출발

한것이다. 구성주의라불리는이관점은교실수업개혁의과

정에서 그 인식론적 근거로 제시되어 왔지만(교육인적자원

부, 2001; 황윤환, 1998 등) 학교현장에서는그인식론적기

반에 한논의가적극부각되기보다는수업외형에서의변

화만이크게강조되어온경향이강하다. 그리하여교사의설

명과강의로이루어지는“전통적수업”에비해“좋은수업”은

학생‘활동’으로 구성된 수업이어야 한다는 것이 하나의 구

호가 되어 왔다. 이는, 학생의‘활동’자체에 가치를 부여하

는경향을낳아서로유기적으로연계되지않는파편화된여

러 활동들도 단지 학생들의‘활동’이라는 점 때문에 가치를

부여하게끔 한다. 시범수업으로 공개되는 한 번(2차시, 80

분)의초등학교국어수업에서‘이야기줄거리바꾸기’, ‘이

야기를 그림으로 그리기’, ‘신문에서 자 오려 붙이기’등

그야말로“다양한 활동”들이 진행되곤 하는 것은 이 때문이

다. ‘활동’이중요하므로각활동들이어떻게상호연계되는

지, 그것들이무엇을지향하는것인지분명하지않아도무척

바쁘게 움직이는 학생들로 인해 위와 같은 국어 수업은“좋

은수업”으로일반에게공개된다.5)

∙교사, 질문, 학생의상호관계속에서구성되는지식:

‘참성취’

교육내용과방법이상호엮여있는교육과정-양자를구분

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 교과나 그 밖의 역들에서 제기되

는주요질문으로학습하되그질문들과관련한기존의주요

결론들로엮어진내용에‘객관적’지식으로서의절 적가치

를부여하지않는교육과정, 주요질문을해결해나가는과정

에서 교사와 학생에 의해 계속 구성되어 가는 질문, 교사와

학생을둘러싼실제세계가교실의세계와분리되지않는수

업- - -  그러한교육과정과그러한수업에서얻게되는성취

를‘참성취’로규정하고싶다. 

이러한 교육과정에서의 교육내용은 교과나 그 밖의 역

에서제기되어온‘질문들’이다. 그질문들에교사와학생이

‘함께’답해나가면서새로운질문들을만들어간다. 질문에

답하고질문을만들어가는과정이바로학생의활동이자,

교사의활동이며, 그자체가교수방법이다. 이러한의미의수

업에서교사와학생은상호긴 한관계속에함께학습하는

주체들이며, 그관계속에서서로의세계를공유하는가운데

현실세계와구분되지않는교실세계가형성된다.  

우연히미국위스콘신주메디슨에서생물교사워크숍에

참여하게된필자가얻은한생물교육프로그램이이추상적

논의에 구체성을 부여할 수 있을 것 같아 여기에 소개해 본

다. 위스콘신-메디슨 학 한 연구소에서 개발한 초∙중등

생물교육 프로그램6) 중 하나인“속성재배식물의 한살이

(Fast Plants Life Cycle)”는40일간에걸친씨뿌리기에서부

터 수확까지의 과정에서 식물의 성장, 발달, 개화, 수분, 수

정, 그리고수정후사건들에 해학습할수있도록구성된

것이다. 여기에서는“씨앗의 발아를 위해 필요한 주요 환경

요소들은무엇인가? 씨에서나온새싹은어떻게스스로환경

에적응하는가? 무엇이축적된에너지에의존하던새싹들로

하여금빛에너지에의존하도록만드는가?”등을비롯한15

개의질문을교사와학생들에게제시하고있다. 

또한 학습자의 학령 단계별(유치원~4학년, 5~8학년,

9~12학년)로이프로그램의활용방법도함께안내되고있

다(Wisconsin Fast Plants, 2003, 1990; www.fastp

lants.org).7)

이러한 프로그램에서는 실제 세계로서의 학습 환경 속에

서주어진질문에 답하고또한질문을만들어가는과정을

교사와학생이함께경험한다. 학생과교사는이프로그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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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한살이’, ‘성장과생식’, ‘환경’, ‘유기체의특성’과 같

은 생물학의 주요 개념을 학습할 뿐만 아니라, 함께 관찰하

고, 그림 그리고, 질문하고, 예언하고, 을 쓰고, 그래프를

그리고, 상관관계를밝히는가운데언어, 수학, 미술, 사회등

여러교과 역에서의주요기능과개념에 한학습, 화와

토론의기술및조화로운인간관계형성이라는정의적 역

에서의학습도함께한다.  

지금우리는무엇을시작해야하는가?

이러한논의는즉각한국교육현실에 한이해부족의전

형으로비난받게될것이틀림없다. 물론그렇다. 현재와같

은국가교육과정체계속에서위와같은활동을요구할수는

없다. 초등학교의과학과에배당된수업시수는1년에102차

시, 한 학기 51차시이다. 102차시 동안 가르치고 배워야만

하는내용은16 종류의단원이다.8) 

이러한 사정은 중∙고등학교에서도 예외는 아니다. 더욱

이학업성취도측정을위한시험들은위와같은활동을요구

하지도않는다. 그러한활동을위한시설도, 예산도없다. 

그래도무언가시작해야하지않는가? 우리의국가교육과

정에 해근본적으로다시검토해보자. 지금의교육과정으

로수준별수업을어떻게하느냐를고민하는것못지않게, 아

니그보다더, 현재국가교육과정에제시된모든내용을그러

한형식으로가르쳐야하고, 또배워야하는지검토해보자.

왜우리의학교는“속성재배식물의한살이”와같은프로그램

을“비현실적”이라고규정하게만드는가? ‘평준화정책과학

업성취도와의 관계’, ‘학급규모와 학업성취도와의 관계’등

을묻는것도중요하지만그와함께우리가‘학업성취’라부

르는것의실체가무엇인지에 해서도질문해보자. 학입

학전형에서내신성적몇%를반 하고, 수학능력시험몇%

를반 할것인지에 해논란을벌이기전에학교에서평가

되는학업성취의내용이무엇이고, 각종국가수준의학업성

취도 평가도구들이 평가하고 있는 학업성취의 내용은 무엇

인지에 한것부터점검해나가자. 

극히 비현실적인 주장으로 들릴지 모르지만 지금 우리에

게 절실히 필요한 것은 학교교육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참

성취’가과연무엇인가에 한논의와논의의내용을구체화

하기위한다양한실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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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참학업성취’가아닌‘참성취’라는표현을쓰는이

유는학교교육에서의성취의범위를소위“주지교과”에한

정하지 않기 위해서다. “농구”, “연극”등의 역들도“세

상에참여해세상을이해할수 있게 하는”주요한교육

역일수있다는점에서이들이수학, 과학등의교과 역

과같은위치에놓여야한다고본다.  

2) 한국 학교교육정책에 한 이러한 분석은 위티

(Whitty, 1994, 1998)가 사용한‘수평적 다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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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rizontal diversity), ‘수직적 위계’(vertical hierarchy)

라는개념을적용한것이다. 

3) “열린교육”이라는 이름으로 교실수업 개혁을 중앙

에서 강제한 정책이 지녔던 부작용 또한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었지만여기서는그러한논의는제외한다. 

4) 실제전혀시험을보지않았다는것을의미하기보다

는시험성적이성적표에상 적석차와함께기록되지않

았다는표현이더욱정확하다. “열린교육”정책과더불어

초등학교에시험이금지되었을때에도많은학교에서지

필시험(paper-pencil test)은 이루어졌고, 시험결과에 기

초한서열화는비공식적으로진행되었었다. 

5) 이러한문제는제7차교육과정에서도발견된다. 학

습해야할지식의내용과함께그것을위한탐구활동을제

시했던 6차 교육과정이 탐구활동과는 별개로 지식 습득

그자체만강조되는결과를낳자7차교육과정에서는지

식 역을별도로제시하지않고활동중심으로교육내용

을제시하고자하 다. 그러나그것은학생‘활동’이내용

과의관계를드러내지못하고각‘활동’들이서로분절되

는결과를낳고있다. 예를들어초등학교5학년과학과의

경우, 6차 교육과정에서의‘식물의 구조와 기능’이라는

단원은7차에서는‘식물의뿌리’, ‘꽃과열매’, ‘식물에서

잎이하는일’등의단원들로구분되고, 각단원들은여러

가지꽃의생김새나열매의생김새를관찰하는활동들로

구성되어 있다(교육부, 1994, 1997 비교 참조). 이 활동

들은그지향점을파악하기어려울뿐만아니라, 각단원

들이각자다른시기(혹은다른학년)에배치되어있어이

틀에기초한학습이뿌리, 잎, 줄기, 꽃, 열매로구성된식

물에 한총체적인이해로연결되기를기 하기란쉽지

않다.

6) 이것을비롯하여이연구소에서개발한다양한프로

그램은전국수준에서참여하는교사들과함께하는워크

숍을통해계속학교와공유되고있다.

7) 이것이‘참성취’를 표하는예이기때문에여기에

소개하는것은아니다. 물론미국의학교교사들이모두이

프로그램을활용하기때문에소개하는것은더욱더아니

다. 단지우리가지향해야할바가그러한것이아닌가하

는필자의견해를좀더구체적으로전하기위해여기에예로든것

뿐이다. 필자가모르는더좋은사례가얼마든지있을수있다.

8)위에 제시된 프로그램이 40일간 진행되는 것이라는 점을 상

기해보라.



윤종혁｜한국교육개발원학교제도연구실장. jonghyeok@kedi.re.kr

‘하향평준화’에 한우려, 결국우려일뿐이었다
- 고교평준화적용∙비적용지역간학업성취도비교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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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고교평준화정책과관련된쟁점들이사회적인논란

이되고있다. 이와같은상황에서특히고교평준화정책이

학생들의학업성취를저하시키고있다는이른바“하향평준

화”가중요한쟁점으로부각되고있다. 과연그런주장이설

득력있는쟁점이될수있는가를검증하는차원에서국가수

준의학업성취도평가자료를 상으로이를평준화적용지

역과평준화비적용지역으로구분하여실제학생들의학업

성취도결과를비교분석하 다. 

이를 위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2001년과 2002년에

주관하여실시한국가수준의학업성취도평가결과및이와

관련하여교육과정평가원에서실시한설문조사결과를활용

하여다음과같이분석하 다.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에고려돼야할한계점4가지

2001년에 실시한 학업성취도 평가는 전국의 고등학교 1

학년학생7,544명과중학교3학년학생6,074명등13,618

명이참가하 다. 한편, 2002년도학업성취도평가는고등학

교 1학년 학생 5,663명과 중학교 3학년 학생 6,040명 등

11,703명이참가하 다. 2001년과2002년도의학업성취도

평가를실시했을때이와동시에배경변인에 한분석을

위하여수험생들의부모학력과사교육수강여부등에 한

설문조사도동시에수행하 다. 

2001년도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는중3과고1 상으

로국어, 사회, 수학, 과학, 어등5개교과목에 해실시하

으며, 2002년도의평가역시교과목은전년도와동일하

다. 본 보고서에서는교육성취도 결과에 해 평준화지역과

비평준화지역의합계로학생수및학생분포에 한백분율

(행100% 및열100%)을제시하 다. 

국가수준교육성취도평가자료분석결과제시에앞서, 결

과해석에도움을주고자2001년과2002년교육성취도결과

의 교과별 평균과 표준편차를 요약하여 다음의 <표 1>과 같

이 제시하 다. 제시된 표에 하여 해석할 때, 2001년과

2002년간의검사동등화가이루어지지않은상황에서연도

간평균비교는무의미하다고볼수있다. 특히, 평준화전환

지역에서성취도평균에 한연차비교는지양하고가급적

구 분 2001년 2002년

고등학교1학년 중학교3학년 고등학교1학년 중학교3학년

국어 55.48(18.82) 58.64(17.17) 45.31(16.73) 50.07(18.81)

사회 44.63(18.49) 47.25(16.88) 46.11(19.56) 50.60(21.26)

수학 41.97(22.62) 45.54(19.50) 38.97(22.07) 50.41(26.50)

과학 49.21(19.98) 50.62(17.75) 45.10(21.59) 40.00(18.71)

어 44.65(22.79) 41.69(19.86) 37.76(20.54) 43.07(22.21)

<표1> 2001~02년고1, 중3 학생의교과별교육성취도평균(표준편차)



빈도와 백분율로 해석하 으며, 평준화 지역과 비평준화 지

역간의미미한차이에 한과도한해석은지양하는방향으

로분석하 다. 

그런데이와같은자료분석과관련하여다음과같은한계

점을 우선 지적해야 할 것이다. 첫째, 본 자료는 2001년과

2002년에한정하여자료가제시되어있다. 즉, 장기간에걸

친종단연구가아니기에장기간에걸친평준화, 비평준화효

과의분석에는한계가있다. 둘째, 2001년과2002년시험의

난이도차이에 하여고려해야한다. 따라서연도에따른점

수의변화는커다란의미가없다. 따라서평균점수비교는하

지 않았다. 셋째, 부분적으로 자료의 신뢰성에 해 검토할

여지가있다. 특히지역변인이분리되지못하 기때문에상

황에따라지역에따른차이인지평준화의효과인지분명하

게판별하기어려운점이있다. 넷째, 전체집단의학생수에

부분적인 차이가 존재하는데, 이는 항목별로 무응답자가 있

기때문으로보인다.

‘ 어’에있어서는평준화학생평균점이높았다

다음의<표2>와<표3>은2001년도및2002년도에실시

한중3 및고1학년학생들의과목별학업성취도수준을평

준화지역과비평준화지역으로구분하여제시하 다. 각각에

서상위3%, 5%, 10%, 30%에속하는학생들의비율을보

기위하여각지역별로전체집단에서차지하는백분율을산

출하 다. 편의상5개교과목성취도중에서특히양지역학

생간에명확한비교 상이되고있는수학과 어를중심으

로분석하고자한다.   

2001년도와 2002년도 학업성취도 결과를 분석해 볼 때,

전체적으로평준화지역과비평준화지역학생들의각교과

목별학업성취도에 해다음과같이해석할수있다. 체

로상위3% 집단의경우중3학년및고1학년모두평균점

수는지역별로별다른차이가없음을알수있었다. 이와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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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획2 >>>>  참참된된학학업업성성취취란란무무엇엇이이고고이이를를위위한한방방법법은은??

구 분 고등학교1학년 중학교3학년

평준화지역 비평준화지역 소계 평준화지역 비평준화지역 소계

상위3% 집단 95.01 94.09 94.82 88.99 89.44 89.14

172(79.6) 44(20.4) 216(100) 125(66.8) 62(33.2) 187(100)

상위5% 집단 91.87 90.39 91.52 86.25 86.44 86.31

276(76.5) 85(23.5) 361(100) 215(66.4) 109(33.6) 324(100)

수학과 상위10% 집단 85.51 84.06 85.12 81.62 81.61 81.62

533(73.4) 193(26.6) 726(100) 430(66.5) 217(33.5) 647(100)

상위30% 집단 71.25 69.65 70.77 70.43 69.49 70.09

1511(70.2) 642(29.8) 2153(100) 1164(63.9) 658(36.1) 1822(100)

전체집단 45.10 37.34 41.97 47.64 42.84 45.54

4509(59.8) 3035(40.2) 7544(100) 3408(56.1) 2666(43.9) 6074(100)

상위3% 집단 94.83 94.62 94.79 89.78 89.18 89.61

162(81.4) 37(18.6) 199(100) 148(72.5) 56(27.5) 204(100)

상위5% 집단 92.44 92.14 92.38 86.95 86.95 86.95

290(80.8) 69(19.2) 359(100) 233(74.2) 81(25.8) 314(100)

어과 상위10% 집단 88.22 86.90 87.90 81.08 80.31 80.86

538(75.7) 173(24.3) 711(100) 446(71.4) 179(28.6) 625(100)

상위30% 집단 75.02 72.25 74.18 67.73 64.96 66.73

1513(69.7) 658(30.3) 2171(100) 1177(63.9) 664(36.1) 1841(100)

전체집단 47.63 40.24 44.65 43.79 38.99 41.69

4509(59.8) 3035(40.2) 7544(100) 3408(56.1) 2666(43.9) 6074(100)

<표2> 2001년평준화∙비평준화지역고1, 중3 학생의교과별교육성취도수준비교(단위: 점, 명, %)

구 분 고등학교1학년 중학교3학년

평준화지역 비평준화지역 소계 평준화지역 비평준화지역 소계

상위3% 집단 92.45 91.58 92.34 97.83 97.91 97.86

137(87.8) 19(12.2) 156(100) 174(71.3) 70(28.7) 244(100))

상위5% 집단 88.53 87.33 88.36 96.81 97.03 96.87

238(85.9) 39(14.1) 277(100) 248(72.3) 95(27.7) 343(100)

수학과 상위10% 집단 82.25 80.59 81.97 94.28 94.19 94.25

462(83.2) 93(16.8) 555(100) 440(71.2) 178(28.8) 618(100)

상위30% 집단 68.28 65.01 67.53 83.47 82.92 83.29

1272(76.9) 383(23.1) 1655(100) 1235(67.1) 605(32.9) 1840(100)

전체집단 42.36 32.78 38.97 52.40 47.14 50.41

3657(64.6) 2006(35.4) 5663(100) 3755(62.2) 2285(37.8) 6040(100)

상위3% 집단 90.55 90.24 90.52 94.68 93.06 94.37

143(89.4) 17(10.6) 160(100) 152(80.9) 36(19.1) 188(100)

상위5% 집단 87.55 86.97 87.48 91.61 90.39 91.36

237(89.1) 29(10.9) 266(100) 251(79.2) 66(20.8) 317(100)

어과 상위10% 집단 81.03 79.75 80.87 85.73 83.81 85.23

480(87.1) 71(12.9 551(100) 503(74.1) 176(25.9) 679(100)

상위30% 집단 65.83 60.63 64.68 72.11 69.92 71.48

1289(77.9) 365(22.1) 1654(100) 1303(71.1) 530(28.9) 1833(100)

전체집단 41.31 31.30 37.76 45.46 39.15 43.07

3657(64.6) 2006(35.4) 5663(100) 3755(62.2) 2285(37.8) 6040(100)

<표3>  2002년평준화∙비평준화지역고1, 중3 학생의교과별교육성취도수준비교(단위: 점, 명, %)



은 추세는 고 1학년과 중 3학년 학생 모두 상위 5%, 10%,

30% 집단에서 비슷한 경향으로 나타났다. 다만, 평준화 지

역의상위3% 학생집단이전체집단에비교해보았을때좀

더많이분포하고있었으며, 이는특히 어, 수학등의과목

에서두드러지고있다는것을알수있다. 

그러나 어교과는상위권30% 학생부터평준화지역학

생들의평균점이비평준화지역학생보다고1학년5.20점,

중3학년2.19점이높아지는등 체적으로다른과목에비

해격차가더벌어지고있음을알수있다. 이는조기 어붐

등상 적으로교육정보력등에서우세한성과를보이고있

는 평준화 지역의 특성을 반 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그 로전체집단별성취도에반 되어모든과목에서

평준화 지역 학생들의 평균점이 비평준화 지역 학생들보다

의미있게높은것으로조사되었다. 특이한점은고등학교수

험준비가평준화지역에비해서상 적으로치열하다고인

식되고 있는 비평준화 지역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의 평준화

지역학생들과비교한평균점격차가같은지역고등학교1

학년학생들에비해서 상 적으로적다는사실이다. 이를볼

때지역변인들을고려한다고하더라도고입선발시험을

비하는학업효과가어느정도는반 된것이라고할수있다. 

중소도시, 학교규모가학력향상변수로작용했다

2001년도및2002년도학업성취도평가를 도시, 중소

도시, 농어촌 지역 등 학교 소재지별로 분석하 다. 체로

도시지역(서울특별시및6 광역시)은모두평준화적용

지역이며, 농어촌지역은일부광역시소속읍∙면이하지역

을제외하고는거의 부분비평준화지역이라고할수있다.

그러므로평준화지역학생과비평준화지역학교소재지별

로비교∙분석할수있는부분은중소도시의학교라고할수

있다. 

이와같은전제속에서다음의<표4> 및<표5>는2001년

및2002년도평준화∙비평준화지역의중소도시소재학교

재학생들의학업성취도를비교분석한것이다. 2001년도학

업성취도결과를보면, 전체적으로중소도시에재학중인상

위권학생들의성적은평준화지역과비평준화지역사이에

별다른차이는존재하지않고있다. 다만, 비평준화지역학

생의상위권점유율이평준화지역에비해서상 적으로높

다는것이특이한사실이라고할수있다. 전체집단평균은

고등학교1학년학생의경우 어, 수학등을중심으로모든

과목에서 평준화 지역이 비평준화 지역보다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중학교3학년학생의경우사회, 과학, 수학등일부

과목은비평준화지역학생들의성적이약간좋거나평준화

지역과비슷한것으로분석되었다. 

그런데전체집단평균은고등학교1학년학생의경우

어, 수학등을중심으로모든과목에서평준화지역이비평준

화지역보다높게나타났다. 그러나중학교3학년학생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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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고등학교1학년 중학교3학년

평준화지역 비평준화지역 소계 평준화지역 비평준화지역 소계

상위3% 집단 92.85 94.27 93.93 89.33 89.45 89.42

13(24.1) 41(75.9) 54(100) 12(20.3) 47(79.7) 59(100)

상위5% 집단 89.38 90.38 90.10 85.83 86.43 86.30

32(28.3) 81(71.7) 113(100) 24(22.4) 83(77.6) 107(100)

수학과 상위10% 집단 83.14 84.10 83.82 81.06 81.44 81.35

77(29.7) 182(70.3) 259(100) 49(22.5) 169(77.5) 218(100))

상위30% 집단 70.02 70.33 67.53 69.46 70.42 70.19

230(28.7) 572(71.3) 802(100) 145(24.2) 453(75.8) 598(100)

전체집단 49.29 42.84 44.23 45.76 47.30 46.91

509(21.7) 1841(78.3) 2350(100) 460(25.5) 1345(74.5) 1805(100)

상위3% 집단 95.50 94.69 94.90 87.88 89.49 89.02

12(25.0) 36(75.0) 48(100) 16(29.1) 39(70.9) 55(100)

상위5% 집단 92.12 92.25 92.21 86.04 87.21 86.86

26(28.6) 65(71.4) 91(100) 24(30.0) 56(70.0) 80(100))

어과 상위10% 집단 87.56 87.06 87.19 79.81 80.45 80.26

52(24.9) 157(75.1) 209(100) 52(29.2) 126(70.8) 178(100)

상위30% 집단 72.60 72.73 72.70 66.27 65.98 66.06

211(26.6) 581(73.4) 792(100) 161(28.0) 415(72.0) 576(100))

전체집단 50.61 45.83 46.86 43.94 42.29 42.71

509(21.7) 1841(78.3) 2350(100) 460(25.5) 1345(74.5) 1805(100)

<표4> 2001년평준화∙비평준화지역중소도시간학업성취도수준비교(단위: 점, 명, %)



우사회, 과학, 수학등일부과목은비평준화지역학생들의

성적이약간좋거나평준화지역과비슷한것으로분석되었

다. 특히 어 과목의 경우는 평준화 지역과 비평준화 지역

사이에분명한격차가있는것으로보아서향후이와관련된

새로운 책이요구된다고할것이다. 

한편 이와 별도로 평준화 적용 지역 및 비평준화 지역을

규모, 중규모, 소규모학교등학교규모별로분석해보았

다. 이와관련된2001년도및2002년도학업성취도결과가

비슷한양상을보여주었다. 학교규모별로볼경우, 체로

거의모든과목에서상위3% 집단은평준화및비평준화지

역간에별다른차이가없었다. 그러나소규모학교만을 비교

하는경우평준화지역학생들의성적이비평준화지역보다

높게나타났다. 한편전체집단을 상으로하는경우, 학교

규모가 클수록 고 1학년이나 중 3학년 모두 비평준화 지역

학생들의성적이좋았으며, 학교규모가작을수록평준화지

역학생들의성적이좋았다. 특히2001년도와2002년도모

두비평준화지역에있는소규모학교재학생들의성적이평

준화지역학생보다현저하게떨어지고있는데, 이는농어촌

지역학교에다니는학생의학력문제라고인식해도무방한

상황을보여준것이라고할수있다.  

부모 학력이 졸 이상이거나 사교육을 받은 학생이 높

은점수얻었다

여기에서는 2001년도 및 2002년도 학업 성취도 평가를

학부모의최종학력, 그리고학생의사교육수강여부와관련

하여분석하 다. 체로학생의아버지학력이높은경우전

체집단에서는아버지학력이낮은학생보다성적이높은것

으로조사되었다. 특히아버지학력이 학원졸업이상인평

준화지역학생들은같은학력의아버지를둔비평준화지역

학생보다모든과목에서골고루2점이상씩높은점수를받

은것으로나타났다. 다만, 아버지학력이전문 졸업학력

의학생들은비평준화지역학생이평준화지역학생보다다

소높게나타난것이주목할만한사실이라고할수있다. 

그러나상위3% 집단의경우는 체로아버지학력이평

준화및비평준화지역학생간에별다른상관이없는것으로

보인다. 특이한 점은 아버지의 학력이 4년제 학졸업과

학원 이상인 학생들은 주로 평준화지역에거주하고 있으며,

중졸이하인학생은주로비평준화지역에많이거주하고있

다. 이는 도시가 평준화 지역인 것에 기인한 결과로 보인

다. 특히평준화지역의아버지학력이 학원이상인학생들

의 성적이 같은 평준화 지역 내 중졸 이하 학력의 아버지를

둔학생, 그리고비평준화지역의중졸이하학력의아버지를

둔학생성적과큰격차를보이는것이공통된현상으로나타

나고있다. 이는단순하게평준화및비평준화문제를떠나서

학생의가정적배경으로인한교육적격차혹은문화격차라

고이해할수있을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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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고등학교1학년 중학교3학년

평준화지역 비평준화지역 소계 평준화지역 비평준화지역 소계

상위3% 집단 91.72 92.25 91.97 97.34 97.86 97.60

18(52.9) 16(47.1) 34(100) 41(49.4) 42(50.6) 83(100)

상위5% 집단 88.33 87.88 88.10 96.39 97.15 96.75

30(48.4) 32(51.6) 62(100) 61(53.0) 54(47.0)115(100)수학과

상위10% 집단 79.91 81.01 80.44 94.06 94.26 94.15

82(51.9) 76(48.1) 158(100) 108(51.9) 100(48.1) 208(100)

상위30% 집단 66.68 65.40 65.98 84.02 82.99 83.46

253(45.4) 304(54.6) 557(100) 274(45.7) 325(54.3) 599(100)

전체집단 44.93 40.50 42.28 55.10 48.24 51.02

644(40.0) 964(60.0) 1608(100)       758(40.4)  1117(59.6) 1875(100)

상위3% 집단 91.35 90.24 90.91 94.13 93.74 93.96

21(60.5) 17(39.5) 43(100) 32(58.2) 23(41.8) 55(100))

상위5% 집단 88.21 87.07 87.76 90.90 91.00 90.94

42(60.0) 28(40.0) 70(100) 58(59.2) 40(40.8) 98(100)

어과 상위10% 집단 81.71 80.05 80.99 85.49 84.33 84.93

83(56.8) 63(43.2) 146(100) 110(51.9) 102(48.1) 212(100)

상위30% 집단 65.35 61.88 63.48 71.44 70.61 71.03

236(46.1) 276(53.9) 512(100) 293(51.0) 282(49.0) 575(100)

전체집단 42.32 37.85 39.64 47.96 39.97 43.20

644(40.0) 964(60.0) 1608(100) 758(40.4) 1117(59.6) 1875(100)

<표5> 2002년평준화∙비평준화지역중소도시학생의학업성취도수준비교 (단위: 점, 명, %)



한편 학업성취도 검사 결과를 사교육과 연계하여 살펴본

결과는 체로다음과같이분석할수있다. 상위3% 집단의

학생들은사교육을받거나받지않는효과를거의구별할수

가없다. 그러나전체집단에있어서는사교육을받은학생이

사교육을받지않은학생보다훨씬높은점수를내고있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다. 특히, 같은 사교육을 받은 학생이라

하더라도 평준화 지역의 학생이 비평준화 지역의 학생보다

다소높은점수를받는것은사교육효과이외에다른변수,

즉 도시교육환경및교육정보력등을반 하는것이라고

할수있다. 

그런데 고등학교 1학년보다는 중학교 3학년에서 평준화

지역과비평준화지역학생간의성적격차가좁혀지거나일

부과목은비평준화지역학생의성적이다소나은것으로분

석되고있다. 이는비평준화지역의중3학년학생의사교육

수강률이 63.1%로서 같은 비평준화 지역 고 1학년 학생의

수강률(32.5%)보다 높은 현상에서도 미루어 짐작할 수 있

다. 말하자면, 이는비평준화지역의특성상고입준비를위

한학습이평준화지역학생들보다심하기때문에일어난현

상으로이해할수있다. 

한편상위권학생들의점수차이가별로없는것이과외또

는 학원 수강의 효과가 없어서인지, 아니면 과외 또는 학원

수강을했기때문에그만큼따라가는것인지하는점은쉽게

속단할수는없다. 더중요한것은같은성적범위의집단을

놓고분석했기때문에상위권에서는점수차이가거의나타

나지않을수도있을것이다. 따라서과외또는학원수강의

효과는 전체집단에서 비교해본 결과가 가장 합리적인 판단

근거라고할수있다. 

특히, 사교육과 관련해 볼 때, 어와 수학에서 사교육을

받은학생과그렇지않은학생의과목별평균점수차이가크

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이 정도의 유의미한 점수 차이면

과외또는학원수강이어느정도학업성취에 향을미친다

고볼수도있다. 그러나 체로상위권학생들의과외또는

학원수강비율이높기때문에나타난현상일수도있기때문

에지나친의미부여는곤란할것이다. 

조사결과, ‘하향평준화’에 한우려는사실과달랐다

고교평준화지역및비평준화지역간학업성취도를분석

한결과다음과같이정리할수있다. 첫째, 흔히평준화정책

으로인해서‘하향평준화’가일어나고있으며, 이에따라현

행고교평준화정책을개선해야한다는주장이제기되고있

다. 그러나본논문에서분석한바와같이상위권학생(상위

3%, 5% 집단)의 학력은 평준화 지역과 비평준화 지역간에

별차이가없으며, 전체적으로는평준화지역학생들의학력

이높은것으로나타났다. 이는평준화정책이후학력이저

하되고있다는논리와는정반 되는현상이라고할수있다. 

둘째, 고등학교학생과중학교학생의학업성취도평가에

따라비평준화지역의전체적인학력하향세에 한재해석

이향후과제로요구된다. 비평준화지역상위권학생들이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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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화지역상위권학생과별차이가없음에도불구하고전체

적으로평준화지역에뒤처지고있는요인은지역변인에서

찾을수있을것이다. 이성취도평가는지역변인을고려하

지 않았지만, 여러 가지 정황 증거상 비평준화 지역에 속해

있는읍∙면이하농어촌지역재학생들의교육환경과가정

배경등이평준화지역에속하고있는 도시지역재학생들

에게뒤처지고있는문화격차등이별도로고려되어야할것

이다. 이런측면을고려하면평준화지역이전체적으로학력

이비평준화지역보다높다는논리도단언하기가쉽지는않

을것이다. 

셋째, 학교규모및학교소재지가학력향상의변수로작

용하고있다. 평준화지역의경우, 학교규모가소규모이면서

도시에 있는 학교일수록 상위권 학생은 물론 전체적으로

학력이높은것으로나타났다. 반면에비평준화지역은중소

도시에있는 규모학교일수록학력이높은것으로분석되

었다. 다만, 중소도시만을비교 상으로할경우, 평준화적

용지역과 비적용지역간에 별다른 학력 차이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고있다. 이는향후평준화및비평준화지역선정등

고교입시제도의개선정책에중요한기준으로삼을수있는

전제라고할수있다. 

넷째,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평준화 지역과 비평준화

지역과관계없이부모의학력이학생의학업성취도에많은

향을미치고있다는점이다. 이는상위권학생에게는별

향을미치지못하지만, 전체적으로 도시에거주하고있는

고학력학부모를둔학생성적이농어촌지역의저학력학부

모를둔학생성적보다훨씬높다는사실에서알수있다. 학

력의차이를사회경제적지위의차이로환원한다면, 이에

한 원인 규명은 평준화 정책 개선 여부와 관계없이 지역간,

학교간, 학생간교육인프라및문화격차를해소할수있는

방안을모색하는것에서시작해야할것이다. 

다섯째, 사교육수강과학업성취도의상관관계가평준화

및비평준화지역의고교선발체제와많은관계를가지고있

다는점이다. 사실상상위권학생들은사교육을받은학생과

안 받은 학생, 평준화 지역과 비평준화 지역과 관계없이 별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전체 집단을 분석해 보면, 사교육을

받은평준화지역학생이비평준화지역의사교육을받은학

생은물론사교육을받지않은학생보다학업성취도가높은

것으로확인되었다. 이는사교육시장자체가 도시중심으

로형성된요건과동시에성적이뒤처지는학생에게는사교

육이어느정도는효과가있다는것을말하고있다. 그러므로

사교육비경감 책으로서학습부진학생및학업우수학생

을맞춤식교육으로 처할수있는공교육활성화방안이요

청된다고할수있다. 

여섯째, 체로평준화지역학생들이비평준화지역학생

보다 학업 성취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지만, 중학교 3학

년의경우는비평준화지역학생이평준화지역학생과비슷

하거나더높은성적을내는사례가많이있었다. 같은비평

준화지역간에비교해보아도고등학교1학년보다는중학교

3학년학생들이상 적으로학업성취도가높은것으로분석

되었다. 이는비평준화지역의중3학년학생들이고입선발

시험을준비하는과정에서상 적으로학업부담을많이가

지는것으로이해할수있다. 사교육을받는학생이비평준화

지역중학생이같은지역고등학교학생보다많은이유도여

기에있다. 평준화정책을해제하면사교육비가경감되고사

교육을받는학생이줄어들것이라는주장은그런측면에서

사실과다른것이라고지적할수있다. 그럼에도불구하고현

행비평준화지역의중3학년학생들이평준화지역중3학

년학생과비슷한수준에이른것도고입선발제도라는매개

체를중심으로작용한것이라는사실도인정해야할것이다.

지역에 따라 그 상황에 맞는 고교 개혁이 필요한 것도 바로

이점에서착안할수있을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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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양분｜한국교육개발원교육조사연구실장, vitamine@kedi.re.kr

세계는지금‘학업성취개념’을완전히바꾸고있다

- 외국의학업성취평가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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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업성취평가가중요한이유

선진국에서는 국가 경쟁력이 궁극적으로는 교육의 힘에

의해 좌우되며, 국가의 경쟁력을 신장시키기 위해서 현재의

학교 교육은 변화되어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자리잡고 있다.

따라서학교교육의질에 해서관심을많이기울이고있을

뿐만아니라, 학교교육의질을높이기위해서다양한교육적

변화를 도모하고 있다(OECD, 1995). 학교 교육의 질은 학

교교육을인지하는시각에따라산출로보려는입장과과정

으로 보려는 입장, 그리고 투입-과정-산출로서 보려는 입장

이있을수있다. 그러나학생들이학교교육을통해서무엇

을얼마나배우게되는가하는학교교육의산출이가장중요

하다고할수있다. 

그중에서도교육목표의성취도, 즉학업성취도가신장되

었을때우리는교육의질이향상되었다고한다. 최근에선진

국에서학생들의학업성취증진에지 한관심을나타내는

이유는 지식기반사회에서는 국민의 지력이 국가의 생존을

결정하기 때문이다. 학교 현장에서 학업성취도는‘학과 성

적’, 즉 공부와 동일시한다. 현학적으로는 교육과정에 명시

된 교육목표(혹은 수업목표)를 성취한 정도로 인식하고 있

다. 

이 에서는선진외국에서학생들의학력을관리하기위

해서 학업성취도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살펴보기로 한

다. 이를위해서최근의일본, 국, 미국의교육과정개정방

향과학교성적표에학생들의학업성취정도를표기하는방

법, 그리고국가수준에서실시하는학업성취도평가의동향

을살펴보기로한다.1)

일본, 학력은곧‘삶의역량’

일본의초등학교와중학교의경우, 1998년12월에고시

되어2002년4월1일부터적용되고, 고등학교의경우1999

년3월에고시되어2003년4월1일신입생부터단계적으로

적용되는 새 학습지도요령에서는‘기초∙기본’이라는 말을

강조하고있다. 이는학생들의‘삶의역량’을육성하는데기

초적?기본적 학습 내용 또는 학습 습득이 필수 불가결하나,

주5일제 수업 및‘종합적 학습시간’신설 등으로 자연히 수

주) 

1) 이 에서제시된내용은소경희외(2000). 교육과정∙교육

평가국제비교연구(Ⅱ) - 주요국의학교교육과정∙교육평가운

실태분석-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연구보고RRC 2000 - 6 -1과

박순경외(2001), 교육과정∙교육평가국제비교연구(Ⅱ) - 국가

수준교육과정질관리방안을중심으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연

구보고RRC 2001- 8의일부를발췌한것이다.



업시수 및 교육내용이 삭감됨으로써 학력 저하가 초래되지

않을까하는염려에서이다. 새학습지도요령은앞으로일본

의학교교육에서가르쳐야할기초∙기본이무엇인가를검

토하면서 교육내용을 엄선했고, 엄선된 기초∙기본에 해

서는 학생 개개인에게 확실히 습득시킨다는 생각으로 학교

교육을전개하고자하고있다. 

이번의교육과정개정에서가장중요시여기는것은학력

을단순한지식의양으로파악하지않고, 스스로배우고스스

로 생각하는 등의‘삶의 역량’을 육성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는것이다. 이는‘삶의역량’을육성하기위해서일정정

도의기초적∙기본적지식및기능등을습득시키는것이절

로필요하다고보고있다. 이러한의미에서새학습지도요

령은학력을지식의양으로파악하려했던종래의학교교육

과는 달리, 생각하는 능력 및 배우는 능력을 중심으로 하는

학력을 기르는 장으로 전환하고, 수험 준비 교육에서‘삶의

역량’을 육성한다는 의미에서의 교육으로 전환하려는 것을

의도하고있다.

학교에서의학습상황의평정은전교과가‘관심∙의욕∙

태도’, ‘사고∙판단’, ‘기술∙표현’,  ‘지식∙이해’라는네가

지관점에기초해서목표에준거한평가, 즉절 평가방법에

의해서이루어지고있다. 국립교육정책연구소의교육과정연

구센터는 학교에서의 목표에 준거한 평가의 객관성을 확보

하기위해각교과의내용단원마다평가규준과평가방법에

한구체적실례를개발해제공하고있다.

일본의문부과학성에서는교육과정실시상황을평가하기

위해서2001년부터초∙중∙고등학교를 상으로전국적∙

종합적 학력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전국적∙종합적 학력조

사는 국어∙수학∙사회∙과학∙외국어 교과를 상으로 지

필검사에의해서이루어지나, 지식및기능의도달도뿐만아

니라 스스로 배우는 의욕 및 사고력∙판단력∙표현력 등의

자질및능력까지를포함한도달도를적절히평가해갈필요

성을느껴서이에 한조사방법및출제방법에 한연구

를하고있다. 

국, 아동들의문해력, 수리력향상이주요목표중하나

최근 국은국가교육과정을개정한바있다. 이새교육

과정은 1999년 9월 개정이 선언되어 2000년도 8월부터 적

용되고있다. 국가교육과정개정의주요목표는학생들의성

취 기준을 향상시키는 데 초점을 둔 것으로, 새 교육과정은

수업을위한요구사항을좀더명백히하고, 학교에교육과정

개발의 융통성을 증가시키는 방법으로 설계되어 있다. 국

의현정부의주요목표중의하나는특히문해력과수리력에

서모든아동들의기준을향상시키는것이다. 그결과, 2002

년까지 문해력은 11세 아동의 80%가, 수리력은 11세 아동

의75%가그들연령에기 된기준을성취할수있어야한

다.

국의 초등학생들의 교과학습에 한 평가는 교과수업

중에수시로이루어지고있다. 교사들은다양한방식으로꾸

준히 관찰하고 평가한다. 즉 교사들은 매일 아동들이 하는

것, 그들이만들어낸것, 그들이말하는것을관찰하고평가

한다. 학교에따라서는학생들의진전과정을파악하기위해

서1년에2번정도평가가이루어지는경우도있다. 학교수

준에서의 평가는 국가 교육과정에 제시된 학습 프로그램과

수준을 준거로 이루어진다. 학생들의 교과 학습상황에 한

평가는 1년 단위로 이루어지며, 문장 기술식 방식이 일반적

이다. 그러나학교에따라서는교과의평가요소별로특정의

평정척도를사용한평가를먼저한후, 종합적인문장기술

식평가를하기도한다. 

국 중등학교의 교과학습 상황에 한 평가는 1년 단위

로이루어진다. 교과학습상황에 한평정방법은교과목별

로약간다르다. ‘국어’의경우교과의성취도에 한전체적

인평가및평가요소별평가는‘4, 3, 2, 1’의수치를이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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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단계척도를사용하며, 노력정도와시험결과는‘A, B, C,

D'라는 알파벳을 이용한 4단계 척도를 사용해서 표기하고

있다. 그리고마지막으로담당교사가이를종합해문장기술

식평가를하고있다. 

국은1989년국가교육과정을도입함과동시에핵심단

계별로학생의학업성취도를평가하는것을골자로하는학

업성취도평가(NCA, National Curriculum Assessment)를

계획했다. 이평가의기저에는교육성과를통한교육의책무

성이라는 철학이 내재되어 있다. NCA는 국 교육의 핵심

단계가끝나는7, 11, 14, 16세에교과별로총괄평가형태로

이루어지며평가문항의개발및관리는1997년부터는자격

인증및교육과정원(QCA)이담당하고있다. 국가교육과정

에근거한평가에서는각성취목표에도달한학생들의성취

특성을행동용어로제시하고있다. 성취목표는8단계로설

정되어있으며, 8단계보다높은수준의성취수준을exceptio

nal performance로명명하고있다. 국가교육과정에서는한

단계를 승급하는데 약 2년이 소요되는 것으로 설정하고 있

다. 국가교육과정에근거한평가는절 기준평가이다. 핵심

단계3을종료한공립학교학생들은국가교육과정에근거한

평가에참여해야한다. 그러나1, 2단계와는달리교사에의

한평가에서일정수준이상(일반적으로수학과과학에서3

수준이상, 어에서4수준이상)으로판정된학생만이표준

화검사에참여할수있다. 교사에의한평가는국가교육과

정에포함된전교과를 상으로하며, 핵심단계3의전과

정에서관찰한학생들의성취행동, 숙제, 구두발표등을바

탕으로이루어진다. 핵심교과( 어∙수학∙과학)에 한교

사에 의한 평가 결과는 표준화 검사 결과와 함께 보고되고,

나머지교과에 해서는교사에의한평가결과만으로학생

의수준을결정한다. 또한표준화검사에응시할자격을얻지

못한(수학, 과학3수준이하, 어4수준이하학생) 학생의

경우에도교사에의한평가결과만으로학생의수준을결정

한다. 표준화검사의평가 역과내용은다음과같다.

어지필검사2종- 읽기와쓰기에 한작문1(60분)

세익스피어에관한작문1편(75분)

수학지필검사2종- 계산기사용이허용된검사(60분)

계산기사용이허용되지않은검사(60분)

과학2종- 각60분

미국, 교육과정의혁신이개혁의핵심

최근미국정부에서교육의수월성을제고하기위해추진

하고있는교육개혁의핵심분야는바로교육과정의혁신이

다. 이것은교육을국제경쟁력강화의핵심요소로간주하며

교육과정의개혁을통해교육의질을제고하려는것이다. 미

국교육과정개혁의기본방향은교육과정운 에있어서전

국적인 공통성을 높이면서 학문적인 깊이를 강조하는 것이

다. 구체적인 내용은 ① 국어∙수학∙과학∙역사∙지리 등

기초 교과의 이수 단위를 높인다. ② 외국어 교육과 컴퓨터

교육을강화한다. ③고등학교학생들의졸업요건을보다엄

격하게하고, 진급이나졸업사정을위한최저학력평가제

도를실시한다. ④가급적연간수업시간수를늘린다. ⑤국

가수준에서학교교육의절 적성취기준을설정해구체적

이고명확한교육의방향을제공할수있도록교육성취기준

을개발한다. 등으로연방정부의개입아래적극적으로추진

되고있다.

이중에서국가수준에서의성취기준개발은한편으로는

학생들이달성해야할성취기준을제시해학생들이최소한

의필수성취기준을달성할수있도록하기위해서, 다른한

편으로는학생들의성취기준달성정도에 한평가를통해

서교사의책무성을점검하기위해서시행된것이다.

학교에서의학습상황의평가는공립초등학교의경우, 교

과 역과태도 역에 해모두각 역별로한학기에두

번씩일년에총4번에걸쳐점수를기재하도록되어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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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교사는학생에 한전체 역을종합해자신의평가의견

을질적으로기술하게된다. 교과 역의경우에는학년말에

일년동안기재한4번의평가결과를모두종합해종합점수

를 기재한다. 사립의 경우에는 교과 역과 태도 역 모두

과목별로세분화된하위평가요소가존재한다. 교과 역에

해서는하위평가요소별로학생의성취도를평정한다. 태

도 역에 해서는하위평가요소별로학생의노력도만을

평가한다. 성취도평정은5단계평정척도에의해등급이주

어지고, 노력도평정은3단계척도에의해등급이부여된다.  

미국의일리노이주에위치한사립카톨릭고등학교에서는

한학기에4회씩총8회에걸쳐서평가를시행한뒤학점을

부여한다. 총 8회에 걸친 평가가 이루어지는데 8번의 평가

중2/4분기말에시행되는‘평가-4’와4분기말에시행되는

‘평가-8’의 결과만이 공식적으로 성적표에 기록된다. 교과

성적에 한평가는교과별로13단계의평정척도에근거해

등급이매겨지고해당등급에속하는점수가주어진다. 성적

산출시 학생이 honors 강의를 수강한 경우에는 0.25점을,

AP 수업을들은경우에는0.5점을추가해최종성적을산출

한다. 과목 전체 평균이 0.83 이상인 학생에게는“honors

with distinction”3.33-3.829인 학생에게는“First honors”,

2.83-3.329인학생에게는“second honors”의상이주어진다.

13등급이외에도Pass/Fail 수업이나자격시험인경우에는

P(passing)의 학점이 부여되며, 특별한 상황에서 교장의 사

전승인이있는경우에한해I(Incomplete) 학점이부여될수

있다.

일리노이 주에서는 주교육위원회 주관으로 ISAT(Illinois

Standard Achievement Test)라고불리는학생평가를정기

적으로 시행한다. ISAT는 개별 학생들의 성취도 평가를 통

해개별학생들과학교들이일리노이주정부수준에서설정

한학습기준을어느정도잘수행하고있는가를점검하기위

한목적으로시행되는평가이다. 2000년의경우3, 5, 8학년

학생들에게는읽기, 쓰기, 수학평가가, 그리고4, 7학년학생

들에게는 과학과 사회 평가가 각각 실시되었다. ISAT에

한학생들의성취결과분석은개별학생수준, 학교수준, 일

리노이주전체수준으로이루어지며, 개별학생들의성적표

에도이들수준의정답률이제시되어있다. 4단계평정척도

에의해등급화된다.

우리도학업성취개념이바뀌어야한다

앞에서살펴본일본∙ 국∙미국의교육과정개정방향과

학교 성적표에 학생들의 학업성취도를 표기하는 방법 그리

고국가수준에서실시하는학업성취도평가동향에근거해

우리나라 학업성취도 평가를 재검토하기 위한 시사점을 정

리하면다음과같다.

첫째, 학업성취도 평가는 교육과정에 근거해야 하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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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는학교교육의개선에환류되어야한다. 각국의교육과

정개정은기초능력의수준을향상시키기위한방향이며, 이

를위해서국가또는주수준에서의학업성취도평가를실시

하고있다. 국내에서도국가수준의학업성취도평가가실시

되고있다. 그러나학업성취도평가결과는교육과정이나교

수-학습자료등학교교육의개선에실질적으로환류되어야

하나 그 결과를 학교 교육에 환류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

국가수준의평가에는막 한재원과노력이소요되며, 이러

한재원과노력은평가가교육과정과맥을같이하고, 그결

과가교육의개선에실질적으로활용될때만정당화될수있

다.

둘째, 학생 평가 결과 보고에 있어서 평가 요소별로 절

평가방법을지향하고객관적으로평가할수있도록체제화

되어야한다. 학생평가결과보고양식의평가 역과관련

해서보면, 외국의나라들은교과 역과생활∙학습태도

역을평가 상으로하고있으나, 후기중등교육으로올라갈

수록교과 역에국한해서만보고를하고있는것으로나타

나고있다. 교과 역의평가에있어서도초등학교수준에서

는교과별평가요소나관점을제시하고그에따라평가를하

고있으나, 중등학교수준에서는평가요소가없는경우가있

다. 교과 역의평정방법에있어서는절 기준평가에따른

등급을부여하고있다. 일본의경우에는객관성있는절 평

가를 위해서, 평가 준거와 평가 방법에 관한 실례를 개발해

보급하고있다. 

우리나라에서는 교과목별 원 점수 제공을 병행하고 있으

며, 중등학교는 교과목별 점수뿐만 아니라 교과목별 석차도

제시하고있다. 아울러내신성적을위해서점수부풀리기가

유행하고있는바, 객관성있는평가점수산출을위한절

평가의준거와방법이개발되어보급되어야한다.

셋째, 학업성취도평가에있어서전통적교과의틀안에서

인지적성취에만초점을맞추고사실적지식과개념과원리

의이해수준을객관식선다형문항으로평가하는것을지양

해야한다. 학업성취도평가에있어서일본의경우스스로배

우고스스로생각하는삶의역량을강조하고있다. 따라서우

리나라에서도 학교 교육의 성과를 점검함에 있어서 이들의

성과를강조할필요가있다. 교육의질을보다향상시키기위

해서는 교사들이 보다 고차적인 사고력을 평가하는 풍토로

바뀌어야할필요가있으며, 교과에 한흥미와자신감그리

고자기주도적학습능력등을평가해야할필요가있다. 아

울러 국의경우주관식지필검사뿐만아니라, 학습과정에

서교사가관찰한결과를포함해평가가이루어지고있다는

점도고려해야할필요가있다. 

종래의 학업성취에 관한 개념은‘교과 학습에 해 배운

정도’로서의개념이강했다. 그러나자연스럽게지식이나기

능중심의측정이용이한내용들만을학업성취의중요한요

소로고려하게되었고교과를벗어난일반적인지적기능과

태도등은제외되는경향이있었다. 

그러나요즈음에는학업성취의개념이확산적으로재개념

화되고있다. 황정규는21세기에서요구되는학력은‘정보의

획득, 기억, 재생’이라는 전통적 의미의 학업능력보다는 창

조력, 논리적사고력, 비판적사고력, 통찰력등과같은고등

정신능력을포함해자기조절학습능력, 학습하는방법에

한능력, 학업적성등도포함되어야한다고보고있다. 

따라서21세기사회에서각분야의과제수행에는인지의

힘, 능력을요구할뿐만아니라자기자신의내면적정서상

태와흐름을이해하고통제하고조절하는힘, 타인의정서상

태를 이해하고 그들의 정서적 표현∙표출에 적절히 처하

는능력, 끈기있게추진하는인내와추진력등이더욱요구된

다고보고있다. 따라서학교교육에서이룩한성취를제 로

재기 위해서는 이들에 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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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사협회역시“오늘날학교는높은성적에 한기 와

그렇지못했을경우가해지는가혹한제재조치라는

유래없는압박에시달리고있다. ……그러나이상만높고

현실적여건은이를따라가지못하는연방교육법은

결국실패하고말것이다. ……정부가주와지역학교들에게

학생들의학업성적에 한책무성을부여하듯이, 

정부역시연방교육프로그램의재정적문제에 한

책임을지어야마땅하지않을까?”

세계의 교육

World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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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개발미국소식1∙2호의부시행정

부 연방교육법「No Child Left Behind

(NCLB)」개관에이어이번호에서는이법

안을놓고일고있는교육계의소리를담아

보고자한다. 

No Child Left Behind - 동상이몽

부시 통령은지난2000년자신의 통

령 선거 캠페인에서 미국 학생들의 성적이

부진하다는 점을 주요 쟁점으로 내세우고

자신이그문제의해결사가될것을자처했

다. 그리고백악관에입성하자마자학교교

육을 현 정부의 주요사업으로 전면에 내세

운뒤‘단한명의낙오자도허용하지않는

다’라는야심적교육프로젝트를제시했다.

NCLB는 이듬해 공화당은 물론 많은 민주

당의원들의지지를받으며현재의연방개

정교육법으로탄생했다. 

그 후 2년이라는 시간이 흘 다. NCLB

가미국학교교육이제궤도에서그기능을

다하고모든학생들이수준높은학업성취

를거두는데견인차역할을할것이라는부

시 통령의 믿음에는 아직까지 변함이 없

다. 지난2004년1월28일 국민국정연설

에서부시 통령은“저학년에서배우게되

는기초적읽기와수학은모든기술을습득

하는데기본이되는것들입니다. 하지만오

랫동안너무나많은아이들이그런기초능

력을완전히터득하지못하고있습니다. No

Child Left Behind이 통과됨으로써 학생들

이 제 로 읽고 쓸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은

이제단순한기 가아닌꼭이루어야하는

법적규정이되었습니다. 우리는학교에좀

더많은재정적지원하고있으며—2001년

이후36퍼센트가증가—동시에높은학력

성취를 이루어 주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모든 학생들의 기초 지식을 점

검하고 학부모에게는 학력검사 결과를 알

리고 학교가 교육적 역할을 제 로 수행하

지 못할 경우 좀더 나은 학교를 선택할 수

미국학교들, “차라리돈안받고 NCLB 안한다”

김 주｜시카고통신원, ykim30@uic.edu

2005~2006학년도까지 모든 교사의 자질을

일정수준끌어올리고유지한다는NCLB의목표

를 이루기 위해서는 꾸준한 교사 재교육뿐 아니

라 우수한 교사들을 타이틀 원 학교로 유인하고

이들이 다른 부유한 지역의 학교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그만큼 임금 인상이 뒤따라야만 한다.그

런데 문제는 NCLB를 실천할 때 필요한 만큼의

재정지원이이루어지지않고있다는점이다.



있도록하고있습니다. 미국의모든아이들

이우수한학력을성취할수있도록진일보

하고 있는 것입니다”라고 말하며 NCLB가

미국교육에가져올획기적성과에 한강

한자신감을다시한번확인해주었다. 

그렇다면 과연 교육개혁의 바람을 직접

맞고 있는 일선 교육자들도 부시 통령처

럼NCLB가학교교육에장밋빛미래를드

리울 것이라는 꿈에 부풀어 있을까? 쎄,

적어도 최근 지역 교육 행정가와 학교장을

상으로 실시된 여론조사에서는‘아니올

시다’라는 답이우세하다. 

뉴욕의 여론 연구기관인 퍼블릭 아젠다

(Public Agenda)는 전국의 교장 925명과

지역장학관1,006명을 상으로NCLB에

한 여론조사를 했다. 그 결과 적지 않은

응답자가 이 연방교육법안이 공교육에 도

움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독이 된다는 반응

을보 다. NCLB는소모적행정업무의증

가를 가져온다는 불평이 많았으며, 응답자

의 절반 이상이 이 연방교육법안이 순수하

게 교육적 이로움을 고려한 법이라기보다

는정치적계산아래만들어진것이라고생

각하는것으로드러났다. 전체응답자의약

40퍼센트만이이법안이좋은교육적의도

에 기인한 것이라고 답한 반면, 약 53퍼센

트의 응답자는 현혹적인 슬로건을 내세워

공교육제도자체를침해하고무너뜨리려는

의도가숨어있거나정치적효과를노린것

이라는부정적인견해를보 다. 

또한전체응답자의3분의1은현실적으

로 이 법안이 내세운 교육정책이나 목표를

실천하기는 어렵다고 보았으며, 10명 중 9

명은 연방정부의 교육 예산은 NCLB가 각

주, 지역구, 학교차원에서실천되기에턱없

이부족하다고응답했다. 뿐만아니라미국

에서 가장 큰 교사협회인 전국교육연합회

(NEA)는 지난 2003년 5월 NCLB에 반

한다는 기본 입장을 공식 발표하고 NCLB

가 겉으로는 그럴싸하게 들릴지 모르나 교

육 파행을 가져오는 법이라며 비판하고 나

섰다. 그리고 미국 교육을 바로잡기 위해

NCLB에 한 법적 전면전을 불사할 것이

라며앞으로다가올심상치않은법정공방

을암시했다. 

NCLB에 해 비판적 입장을 견지하는

사람들은 비단 교사들만이 아니다. 클린턴

행정부 당시 교육부차관을 지냈던 마이클

코헨 씨는 NCLB가 과연 계획 로 실천될

수있을것인지회의적이라고말한다. 클린

턴 행정부 당시 연방교육법이었던「Goal

2000」은 NCLB에 비해 훨씬 느슨한 교육

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실현하는 데

적지않은어려움이있었다며, 자신의경험

상NCLB가실현가능한가하는점에는적

지않은의구심이제기된다고밝혔다. 또미

네소타 출신 민주당 의원인 웰스톤은

NCLB가 그렇지 않아도 불리한 여건에 놓

은빈곤층공립학교와수백만소외계층아

이들에게 교육적 희생을 강요하는 법이라

고강한우려를표명하기도했다. 

No Child Left Behind : 기적을 향한 항

해, 무엇이문제인가?

정부는 학교가 교육을 실천하는데 필요

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각 교실에는 열정

가득하고 자질 넘치는 교사가 학생을 지도

하며학교는책임있는교육활동을통해학

부모에게는 학교에 한 폭넓은 선택권을,

학생들에게는 모두가 수준 높은 교육을 받

도록하자는것을골자로하는NCLB. 다분

히 교육적 이상향으로 들리는 부시 행정부

의현연방교육법에 해많은이들이성토

World Education   U.S.A.

66 Educational Development 2ː004  3+4



하는이유는무엇인가? 우선NCLB가요구

하는 사항들은 교육 재정 현실로나 상식적

으로가능하지않은소모전이라는점이다. 

∙연방정부의교육재정지원부족

피부로직접느껴지는NCLB의가장큰

문제점은연방정부가각주와구, 학교단위

에서NCLB를실천할수있는충분한재정

적뒷받침을하지못한다는점이다. 부시

통령이국정연설에서언급했다시피NCLB

가 연방교육법으로 통과된 후 미국 연방정

부차원의교육비는약36퍼센트정도증가

했다. 그리고부시행정부는연방교육비증

가는NCLB가가져온주요성과이며, 이것

만 보더라도 연방정부가 NCLB 실천을 위

한노력과지원을아끼고있지않다고주장

한다. 36퍼센트라는교육비증가비율자체

만 보면 교육예산이 상당히 증가했다는 생

각이 들 수 있지만, 문제는 NCLB가 각 학

교에 요구하는 사항들을 실천하기에는 턱

없이적은액수라는점이다. 

교육개발 1∙2월호 미국 교육편에서 논

의되었듯이 학업 성취도 향상을 미국 학교

교육의 핵심과제로 제시하고 있는 NCLB

는각주로하여금학생들이성취해야할학

력표준을 마련하고 정기적으로 주 학력고

사를실시하도록요구하고있다. 주와지역

학구는 주 학력기준에 도달하지 못한 학교

에 보충교육 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학

부모들에게 학교의 학업성취 상황을 알리

고 학부모에게 학교 선택의 기회를 보장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또 각 학교는

2005~2006학년도까지 모든 교사가

NCLB에서 제시한 자질을 갖추도록 되어

있다. NCLB가규정하고있는위의사항들

은모두충분한교육예산없이실천을기

하기어려운일들이다. 

예를 들어, NCLB가 절체절명의 과제로

부르짖는학업성취도향상과자질높은교

사 확보라든가 가장 미흡하고 가장 절실히

요구되는 곳은 소외계층의 아이들이 많은

타이틀원(Title I, 타이틀원에 한설명은

교육개발1∙2월호참조하기바람) 학교들

이다. 도시빈민지역이나시골의타이틀원

상이 되는 아동들은 중∙상류층의 자녀

들에 비해 상 적으로 교육적∙문화적 혜

택을누리지못하는것이현실이며, 그들이

놓인열악한교육여건은곧낮은학력고사

성적으로이어져왔다. 

뿐만아니라학구와학교의빈곤한재정

은타이틀원학교에게교사부족현상이나

교사교육을충분히받지않은이들에게학

생들의 교육을 맡기게 된다는 문제점을 야

기해왔다. 미국교사들의임금은지역학구

에 따라 차이가 많이 난다. 따라서 지역 주

민의소득이낮은곳에근무한다는것은교

사의 임금도 그만큼 상 적으로 낮다는 것

을의미한다. 

더구나타이틀원 상아동이많이다니

는가난한학교는교육시설이나자료등이

빈약하며 여러 모로 근무 여건마저 불리하

다. 때문에교사들은되도록타이틀원학교

를 회피하려 하고, 교사 수급에 적지 않은

어려움을겪게되는가난한학교는교사자

격증이없거나주에서정한일정교육을거

치지않은이들에게의존해왔다. 

저조한학업성적과교사부족혹은교사

의자격미달현상의 명사로불리는타이

틀원학교는NCLB라는태풍의눈에서있

다고해도과언이아니며, 연방교육법이일

으키는 개혁의 바람이 가장 거세게 불어닥

치고있는곳이기도하다. 이처럼타이틀원

학교의학업향상을위한노력이효과를보

기위해서는학급당학생수줄이기, 개별화

지도, 교육 기자재 확보, 보충 교육활동 제

공등효과적인교육활동을할수있는여

건을갖추는일이선행되어야한다. 

그리고 2005~2006학년도까지 모든 교

사의 자질을 일정 수준 끌어올리고 유지한

다는 NCLB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꾸

준한 교사 재교육뿐 아니라 우수한 교사들

을타이틀원학교로유인하고이들이다른

부유한 지역의 학교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그만큼 임금 인상이 뒤따라야만 한다. 즉,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를 올리는 문제나 교

사의자질을확보하는일모두재정적뒷받

침없이는불가능한일이다. 그런데문제는

NCLB를실천할때필요한만큼의재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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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이이루어지지않고있다는점이다. 

교육재정위원회가 국회의 요구로 지난

2002년부터 2004년까지의 NCLB 연방교

육 재정을 산출한 결과에 따르면, 2003년

NCLB를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돈은 약

562억 달러로 추정된 반면 연방정부가 실

제지원한액수는약236억달러로지난해

NCLB 재정 부족액은 326억 달러에 이르

는것으로드러났다. NCLB 중가장핵심이

되고있는소외계층아동의교육지원사업

인타이틀원프로그램에 한지원역시그

기 를 훨씬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밝혀졌

다. 

만5세에서17세에이르는미국전체학

생중2003년한해타이틀원지원 상이

되는 학생은 약 850만이었다고 한다. 이들

에게 효과적 보충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서

는 약 282억달러의경비가지출되어야했

으나, 연방정부에서 지원한 실제의 금액은

약117억달러로전체필요예산의41퍼센

트에지나지않았다고한다. 거기다장애아

들의특수교육비의40 퍼센트를연방정부

가부담하기로한약속역시지켜지고있지

않은 실정이라고 한다. NCLB를 지원하기

위한연방교육예산이부족하다는것은그

만큼주와학교수준에서실천할수있는역

량을뒷받침해주지못하고있다는것을의

미한다. 

예를 들어, 뉴햄프셔주에서 NCLB가 규

정하고 있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은2003년한해에만 략학생당575

달러 정도가 소요되는 되는 것으로 산출되

었다. 하지만연방정부가실제지급한액수

는 약 77달러로 필요 경비의 약 7분의 1에

도미치지못하는것으로드러났다. 하와이

의경우는좀더심한데NCLB 필요예산은

학생당약1,032달러 던반면연방지원금

은학생당7달러에그치고말았다.

이런재정지원미흡에 해민주당의케

네디의원은“NCLB가실현하고자하는목

표자체를문제삼고자하는것은아니다. 하

지만 재정 없이 NCLB가 성공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우려를표명했다. 케네디의원

은 NCLB가 처음 입안되었을 당시만 해도

그교육이상과목표에전폭적인지지를아

끼지않았다. 하지만부시행정부가연방교

육법 실천 명목으로 지급하는 재정이 필요

에훨씬미치지못한다는사실은NCLB 옹

호자들의 마음마저 돌아서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전국교사협회NEA 역시“오늘날 학교는

높은성적에 한기 와그렇지못했을경

우가해지는가혹한제재조치라는유래없

는압박에시달리고있다. ……그러나이상

만높고현실적여건은이를따라가지못하

는연방교육법은결국실패하고말것이다.

…… 정부가 주와 지역 학교들에게 학생들

의 학업성적에 한 책무성을 부여하듯이,

정부 역시 연방교육 프로그램의 재정적 문

제에 한 책임을 지어야 마땅하지 않을

까?”라고 말하며 연방정부의 학교 제재를

앞세운 어붙이기 식의 행정에 해 강도

높은비난함께연방정부가보다책임감있

는재정지원을이행할것을촉구하고나섰

다. 

더 나아가 연방정부가 연방교육 프로그

램을 이행하도록 강요하면서 그에 따르는

재정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엄연히 NCLB

자체에위배되는일이라며, 미국의교사, 학

생, 학부모를 신해 법정 싸움을 통해 이

문제를바로잡을것을결의했다. 그도그럴

것이“연방정부는 주나 지역 교육구에

NCLB 프로그램에 한 경비 부담을 주어

서는안된다”고NCLB자체에명시하고있

기때문이다. 전국교육협회의법정소송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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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임에 해 교육부장관 로드 페이지 씨는

아이들교육에보탬이되지않는투정일뿐

이라며 일축했고, 전국교육협회는 단순한

투정이 아니라 도움을 달라는 아우성이라

며 맞받아치며 지원보다는 처벌에 의존하

는 NCLB에 제동을 걸겠다는 의지를 굽히

지않고있다. 

오르건의 주지사인 테드 콜롱고스키 씨

역시“학교가 제 로 교육을 하고 있지 않

다는말만할뿐문제점을개선할돈을주지

않는다”며 NCLB는 그럴 듯한 감언이설에

불과하다고비난하고나섰다. 

이에 해교육부는“연방교육법을이행

하기싫으면정부가주는돈을받지말던가,

돈을 받으려면 NCLB의 규정에 따르라”고

말한다. 실제 코네티컷 주의 체셔, 소머스,

말보로등의학구처럼적은돈에비해터무

니없이큰의무를지느니차라리연방교육

비를받지않고정부의간섭도받지않겠다

며 연방 교육비를 지원을 거부하는 곳들이

생겨나고 있으며, 뉴햄프셔 주는 NCLB의

재정부족사태가주교육재정에부담을주

는 것을 막기 위해 주 재정 중 단 한푼도

NCLB 프로그램 운 을 하는데 쓰여져서

는안되며, NCLB는연방정부에서나오는

재정 한도 내에서만 실천하도록 한다는 것

을 주의 법으로 입안하려는 움직임마저 보

이고있다. 

∙학교평가방식의비현실성

뉴저지주지사인맥그리비씨는현연방

교육법이 정한 학교교육 성취평가 기준은

혼란을 초래할 여지가 있으며 개선이 요구

된다는 서신을 교육부장관에게 보낸 바 있

다. 또 버지니아 주 교육장 크리스티 씨 역

시NCLB의평가방식은현실적논리에맞

지않고상식적사고를벗어난것이라며비

난했다. 

NCLB는 미국의 모든 공립학교로 하여

금주에서실시하는표준학력고사를의무

적으로치르도록규정하고그결과를인종,

사회∙경제적 배경, 성별, 어 수준, 장애

여부 등 학생 집단의 특성에 따라 10개의

세부 그룹으로 나누어 분석하도록 요구하

고있다. 만약이세부그룹중단하나의그

룹이라도 주에서 정한 학력 기준에 도달하

지 못할 경우, 또 매해 일정한 수준의 성적

향상을 꾸준히 올리지 못하는 경우에도 향

상요망학교로분류되는데, 이런학교평가

방식과 기준에 문제성이 많다는 지적이 제

기되고있다. 

먼저, 학습장애가있는것으로판별되어

특수교육을받는아동들이나이민등의이

유로 아직 어가 서투른 아이들에게 일반

아동과 동등한 수준의 교육 성과를 기 한

다는것은어려운일이며, 이아이들의성적

이주학력기준에미치지못하는경우에도

학교전체를깡그리교육성과가저조한학

교로 낙인찍는 것은 다분히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학생 세부 그룹 전체가 매해

일정정도성적향상을올린다는것은현실

적으로불가능하다는것이다. 

요지는 NCLB 아래에서 이루어지는 학

교교육성과분석기준에맞추어실패학교

라는 꼬리표를 피해갈 학교가 과연 얼마나

되겠냐는것이다. 그리고매해일정점수이

상을 높여야 한다는 것은 해가 거듭할수록

효과적인 학교라는 평가는 받기 어려워진

다는것이며, 상 적으로그만큼교육에실

패했다는 오명을 갖는 학교 수가 늘어난다

는것을의미한다. 

재정지원미흡과매년일정점수이상을

올리라는 것은 차라리 학교와 학생들에게

기적을행하라는것과같다고일부교육관

계자들은 꼬집는다. 그만큼 현실을 외면한

정책이라는것이다. 열악한재정과학교평

가 기준을 만족시킨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논리적으로 거리가 멀다는 NCLB 실천 가

능성 측면에서의 비판 외에도 NCLB가 추

진하는 정책 자체가 교육을 저해하는 문제

점투성이라는비판도만만치않다. 

따라서 교육개발 5~6월 호에서는 이번

호에이어NCLB 정책저변에깔린기본전

제들에 한 점검과 우리나라 교육에 주는

시사점을 중심으로 미국 연방교육법「No

Child Left Behind」에 한 논의를 계속할

예정이다.

World Education   U.S.A.

Educational Development 2ː004  3+4 69



World Education   GERMANY

70 Educational Development 2ː004  3+4

2004년 새해부터 독일의 교육계를 달구

고 있는 가장 뜨거운 이슈는‘엘리트 학

교’이다.  올해초독일정부는당정수뇌부

연석회의를 통해 독일 학의 국제적 경쟁

력을높이기위해, 고급두뇌들이독일의

학교에서연구를지속하게할뿐아니라다

른나라에있는고급두뇌들을독일로이끌

더많은유인책이있어야한다고의견을모

았다. 이를 바탕으로 1월 26일 연방교육부

장관 에델가르트 불만(SPD)은“브레인 업

(Brain up), 독일이 최우수 학교를 찾는

다”라는제목의‘엘리트 학교’구상을내

놓았다. 그구상은현존독일의 학교들에

서 경쟁을 통해 최우수 5개 학교를 선정

해 2006년부터 매해 2억 5,000만 유로를

지원하며, 오는 2010년까지 추가로 약 12

억5,000만유로를투입해엘리트 학교를

육성한다는내용을담고있다.    

알다시피현집권사민당은현재의신자

유주의 정책에도 불구하고, 표적인 서유

럽의 좌파 정당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현

재까지 스스로를 진정한 좌파라고 생각하

는 이들은‘엘리트’라는 개념과 사고 자체

를거부해왔으며, 이들의전통적교육정책

방향은 교육에서 균등한 기회의 제공에 중

점을 두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경

향은 사민당의 연정 파트너인 녹색당에서

도마찬가지이며, 나아가녹색당은여러정

책 부분에서 사민당보다 더욱 진보적인 입

장을취하고있기도하다. 

따라서현재 학교수업료도입을둘러

싼 논쟁에서도 사민당과 녹색당은 여러 편

향에도 불구하고 전체적 방향에서는 기본

적으로 첫 번째 학위 과정의 학생들에게

는수업료를징수할수없도록개정된현재

의 학교육 강법(Hochschulrahmen

gesetz)의해당조항을지키려고한다. 또한

초∙중∙고교학생들의학업능력과성적을

향상시키기 위한 책에서도 전국적인 평

가기준을 마련해 약점이 있는 곳을 조기에

발견해적절하게후원을하는등, 빈곤층및

사회적 약자층 출신의 학생들에게 많은 후

원을하는것에중점이주어져있다. 즉, 현

사민당/ 녹색당연립정권은실업률의증가

와 강화되는 국제적인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노동정책, 의료보험정책, 연금정책등

거의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정부와 기업의

재정적 부담을 줄이고 개인의 부담을 늘이

는 신자유주의적 정책을 도입하고 있음에

도, 교육정책에서만큼은 적극적인 신자유

주의적정책을도입하고있지는않다. 

그렇다면 현재 사민당 수뇌부에서 제기

되는‘엘리트 학교’는 무엇을 의미하는

가? 

이번 호에서는‘엘리트 학교’를 시발

로독일교육의현안을조금포괄적으로짚

어보면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시사점

을찾아보고자한다.

연방정부의엘리트 학교구상
김종기｜베를린통신원, ki1325@hanmail.net)

연방교육부장관 불만은 개혁위원회‘미래의 독일’

에서“우리에게는 세계적으로 이름을 떨쳐 가장 뛰어

난두뇌들을유인하는최우수 학들이없다”라고발언

했다.이러한 연방정부의 엘리트 학교 구상은 주 정

부로부터 자신들의 재정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학발

전을이룰수있을만한지원을받을수없는개별 학

의 입장에서는 일단 매력적인 것으로 여겨지고 있으

나…

∙∙



세계 학교순위와불만의구상

중국의 상하이 지아통(交 ) 학교가

‘노벨상수상자배출수’, ‘21 개주제범주

에서 인용된 연구자 수’, ‘자연 과학 분야

발표 논문 수’, ‘과학 인용 확장 인덱스 및

사회과학인용인덱스논문수’, ‘교수진학

문 수행성과’등의 다섯 항목을 바탕으로

“세계 학교 랭킹—2003”1)을 작성 발표했

다. 그에 따르면 뮌헨 학교가 세계 48위

(유럽 10위), 하이델베르크 학교가 58위

(유럽12위), 뮌헨공과 학교가60위(유럽

14위), 괴팅겐 학교가 91위(유럽 27위),

베를린 자유 학교가 95위(유럽 29위), 본

학교, 쾰른 학교, 프라이부르크 학교,

함부르크 학교, 뷔르츠부르크 학교가

102~151위그룹(유럽32~52위그룹), 베

를린훔볼트 학교, 프랑크푸르트 학교,

키일 학교, 마인츠 학교, 뮌스터 학

교, 튀빙겐 학교가 152~200위 그룹(유

럽 53~76위 그룹)이었다. 이러한 순위 발

표가독일의 학발전센터(CHE)에서발표

하는 독일 내의 학순위와 일치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독일이 세계적으로나 유

럽 내에서도 최상위의 우수 학교들을 보

유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

은사실이다.  

이러한상황을바탕으로연방교육부장관

불만은 개혁위원회‘미래의 독일’에서“우

리에게는 세계적으로 이름을 떨쳐 가장 뛰

어난 두뇌들을 유인하는 최우수 학들이

없다”라고 발언했다. 그에 따르면 독일은

좋은 학교, 전문 학및연구기관이많이

있지만, 세계적으로고급두뇌를유인할핵

심이없다. 따라서그는 학끼리의경쟁을

통해 독일의 최우수 학들이 세계의 최우

수 학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자

하며, 이러한경쟁의목표를새로시작하는

분위기를창출하는것으로잡고자한다. 

또한그는독일의 학교들이세계의최

우수 학교로 성장하는 데에서 핵심은 더

질 높은 강의와 연구, 학과 연구소 및 경

제 사이의 더 긴 한 협력, 효율적인 학

행정구조를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파악한

다. 그는 최우수 학 선발 경쟁을 다음과

같이여러단계로나눈다.  

1단계 : 독일의각 학교의발전안제출

모든 학교는어떻게옥스퍼드, 하버드,

취리히ETH 같은세계적인최우수 학으

로성장할수있는복안을가지고있는가를

밝힌다. 여기서출발점은강점분석이다. 모

든 학의모든학부가동일한강점을가지

고있지는않으므로, 국제적경쟁에서실제

적인기회를가질수있는 학은여러학부

에서이미강점과이후의발전잠재력을가

지고있는 학뿐이다. 이때경쟁은이미보

유하고 있는 강점을 가시화하고 발전의 잠

재력을이용하는것을목표로한다. 그것을

위해 학은유관연구소및유관기업과도

긴 히협력해야한다. 

2단계 : 국내외의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

위원단의평가

심사위원단은 각 학이 제출한 구상을

평가해, 심사위원단은가장설득력있는구

상을 제출한 10개 학을 선정한다. 이때

연방정부는 선정된 학들이 자신들의 전

략구상을더조 하게구성할수있도록재

정지원을한다. 

3단계: 최고의전략구상에 한포상

연방정부는 선정된 학들이 자신들의

전략을 현실화할 수 있도록 최소한 5년 동

안 매해 상황에 따라 5,000만 유로까지 지

원한다. 이와더불어이 학들은실험약관

의법적토 위에서새로운길을시험해보

는것이가능해진다. 

4단계: 새로운경쟁의시작

첫단계에서포상을받지못한 학에도

기회를 주기 위해 경쟁은 몇 년 후에 다시

반복실시된다. 그것은첫회에서선발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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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http://ed. sjtu. edu.cn/ranking.html 참조. 미국의하버드 학교가1위, 스탠퍼드 학교2위, 칼텍3위, 캘리포니아버클리 학교4위, 국케임브리지 학교5위, 미

국MIT 6위, 프린스턴 학교7위, 예일 학교8위, 국옥스퍼드 학교9위, 미국콜롬비아 학교10위이다. 서울 학교는세계152~200 위(아시아태평양18~22

위) 그룹이다. 



학들이 지속적인 발전 노력을 늦추지 않기

위한압박으로작용한다.  

이러한단계적시행안과함께불만은연

방교육부가더상세한실행안을2004년3

월29일연방과주위원회(BLK)에서발표

할 것이며 경쟁에서 최고 핵심적인 학교

를선정하기위한타당성있는기준이어떤

것인지에 해서는연방정부와지방정부가

학술및연구단체와함께정할것이라고했

다. 그리고그가운데서가장핵심적인요건

은각 학이학문적으로어느정도의탁월

한 성과를 내는가와 후속세 를 어떻게 양

성하고있는가에있다고했다. 

엘리트 학교 구상의 사회 경제적 배

경과각계의반응

현재독일의 학교육개혁에서논란이

진행되고 있는 사안은‘교수자격제도(Hab

ilitation)의 폐지 또는 완화’와 하빌리타치

온을 하지 않고 교수에 임용될 수 있게 한

‘주니어교수제(Juniorprofessur) 도입’, ‘강

의와 연구성과 평가제 도입’, ‘ 학수업료

도입’등으로서2), 이들 사안은 각 이해 당

사자들의 견해의 차이가 커서 현재 논쟁이

진행중인사안이다. 그가운데서 학수업

료 도입안은 독일 학의 재정적자에서 비

롯되는 것으로서 무상교육의 골간이 유지

되는독일의 학교에서주로기민련, 기사

련, 자민당및일부의사민당관계자를중심

으로지속적으로제기되고있다. 

일반적으로독일의 학은 개주정부

의재정적인관리아래운 되고있다. 그런

데현재독일의 학들은늘어나는학생수

(2002/03 겨울학기 현재 거의 193만 명을

상회하고있다)와교수의부족및만성적인

재정난에시달리고있다. 그리고 학이겪

고 있는 재정적 어려움은 정치인이나 학

총장들로 하여금 계속적으로 수업료 도입

을충동질하는원인이되고있다. 이러한상

황에서 연방정부의 엘리트 학교 구상은

주 정부로부터 자신들의 재정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학발전을이룰수있을만한지

원을받을수없는개별 학의입장에서는

일단매력적인것으로여겨지고있다. 

베를린훔볼트 학교총장위르겐믈리

넥은 불만의 이러한 구상을 칭찬하면서 탁

월한연구역량을지닌독일의 학들이어

떤목표를가지고지원을받을수있을지에

한구체적제안이있게될것이며, 훔볼트

학교는2억5,000만유로를받기위해지

원할것이라고밝혔다. 

그러나 튀빙겐 주의 과학부장관 다그마

시판스키(CDU)는“만약불만이자신이선

동하는 엘리트 학교를 그와 같은 경쟁을

통해서 찾을 수 있다고 믿는다면‘독일이

슈퍼스타를 찾는다’라는 가요 회와 비슷

한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라고

불만의구상을비난하고나섰다. 또한기민

련당수안겔라메르켈은기민련이 학사

이에서더많은경쟁이가능하게할독자안

을국회에상정할것이며, 무엇보다 학교

육 강법의 학수업료 징수금지 조항이

없어져야한다고주장하고있다. 

나아가 기민련/기사련과 자민당은 사민

당의 제안의 진지성에 해 의심을 나타내

고 있다. 바이에른 과학장관 토마스 고펠

(CSU)은 사민당의 양두 마차인 사무총장

올라프 숄츠와 원내 총무 프란츠 뮌테페링

(지금은 슈뢰더가 사임한 사민당 당수직을

이어받았음)을 격렬한 용어로 비난하면서,

사민당은30년동안엘리트를비방하고파

괴시켜왔다고주장했다. 또한자민당사무

총장코르넬리아피퍼는 학이인적∙물적

자원을스스로사용할수있고, 학생들을스

스로선발할자유를획득하기전까지는엘

리트 학교에 해 이야기하는 것은 의미

가없다고지적하고있다. 노르트라인-베스

트팔렌 주 기민련 의장 위르겐 뤼트거스도

현재의 엘리트 학의 설립은 방향이 빗나

간것이며, 학생수는지나치게많으면서재

정이 지나치게 빈약한 독일 학교의 문제

에 한해답이아니라고지적했다.

한편불만의구상은같은당내에서도우

려섞인평가를받고있기도하다. 슐레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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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권미연�행정및교육서비스를통해변화를선도하는

드레스덴 공과 학교�, �교육개발�(2002, 11∙12월호)

참조., 



히-홀스타인 주 수상 하이데 지모니스

(SPD)는 전적으로 엘리트에 해서만 지

원이이루어지는것에 해서경고한다. 그

는엘리트 학교구상자체에 해서는반

하지 않지만 문제는 모든 독일의 학교

들이 경쟁력을 가지도록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고녹색당 표라인하르트뷔

티코퍼는“나는엘리트라는단어가겁이난

다”라고 말하면서 교육정책에서 목표는 폭

이더넓어지는데있어야한다고주장했다.

그에 따르면 계속 반복되는 독일의 최우수

학을 둘러싼 논쟁에서 문제는 최우수

학교가제도판위의도안처럼그려질수있

는것이아니며, 미국의하버드나프린스턴

같은 우수 학교들이 처음부터 엘리트

학교로설립된것이아니라, 스스로그렇게

발전되어 갔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사민당 청년조직인 유조스(Jusos)의

학생 회원과 사민당의 학생 당원으로 구

성되어 있는 유조- 학그룹은 엘리트 학

교 구상을 더욱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유

조- 학그룹의 연방의장 룹퍼트 스튀페는

“적은엘리트에욕심을내고 부분의사람

들에게는 교육을 위한 경비를 가능한 적게

쓰고자 하는 사람은 미래를 내다보지 못한

다”고 비판하면서 자신들의 내부모임에서

공식적인논의를한후 처방안을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여 생 자유연합도

엘리트 학교와 같은“등 프로젝트”는

성공하지못할것이라고본다. 의장넬레히

르쉬는“우리는 그 구상에 의해 외국의 모

델에서 껍데기만 모방할 뿐이며, 실질적인

학개혁에 한 토론을 가로막는다”고 비

판했다. 다만함부르크과학장관외르크드

래거(무소속)만은이와같은 학환경에서

“등 프로젝트”에 해 찬성하고 있다. 그

는 학들이 모두 나쁘기보다는 차별이 생

긴다하더라도좋은 학이있는것이더낫

다고주장했다. 그와함께함부르크상공회

의소의 칼 요하임 드라이어는 사민당의 노

선 수정에 지지하면서 지금까지의 함부르

크 학의상태가비록엘리트 학으로성

장할 증거를 보여주지 못했지만, “시민을

표하는 모든 정당에 해 연방정부가 국

가적인 엘리트 학을 함부르크 학에 설

립할것을같이호소하자”고말했다. 

남는문제

현재불만의엘리트 학교구상은재정

적어려움에처해있고, 주정부로부터특별

한재정적지원을받을처지가아닌 학에

서 주로 호응을 얻고 있다. 앞서 말한 베를

린훔볼트 학교등이 표적인예이다. 여

기에는 학의 재정난을 근본적으로 개선

해 학의물적토 의확고한안정속에서

경쟁력을확보하고자하기보다는단기적으

로경쟁을통해가시적인경쟁력을가진특

정 학에 유한한 자원을 집중적으로 지원

하겠다는것으로독일 학전체가안고있

는만성적인재정난을해결할수있는근본

적인 책이될수있을것이라고보기어려

운측면이있다. 

더나아가불만이밝히고있는최우수

학의기준에포함되는“현 적경 ”이라는

기준의 애매함은 향후 최우수 학의 선정

과정에서도문제의소지를안고있다할수

있으며, 또한정부의주도하에분배되는지

원금을 얻기 위한 학끼리의 경쟁은 학

에 한교육부의간섭으로도드러날수있

고, 따라서 학의자율권이저해될위험이

존재한다. 따라서이것은 학의자율적발

전에 오히려 족쇄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는것또한불만의구상을우려의눈길로바

라보게하는원인이되고있다. 

따라서 전통적으로 엘리트주의 교육을

거부해 왔던 사민당이 주도하는 엘리트

학교 구상은 엘리트주의 교육을 옹호하는

기민련/ 기사련및자민당집단으로부터도

무시당하며, 자신의당뿐아니라연정파트

너인 녹색당으로부터도 호응을 받지 못하

고있다. 무엇보다후속세 로서당내의청

년 조직인 유조스의 반발은 엘리트 학교

구상이 효과적인 결실을 낳기 위해서는 사

회 구성원의 합의 과정과 실질적인 보완이

아직많이필요하다는것을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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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수해 케임브리지 학에 합격한 한국

여학생

해마다 학입시 철이면 수석합격자나

만학도, 역경을이기고값진승리를얻어낸

주인공들의 이야기가 신문과 방송을 장식

한다. 이런미담보도풍속은우리나라언론

만의 관행이 아니라 외국의 언론에서도 비

슷한양상을보인다. 최근들어국내에서고

교를 마치고 외국의 명문 학 학부에 진학

하는학생들이늘고있고, 90년 후반부터

늘어난 조기 유학생들이 자라서 명문 학

에 진학하는 사례도 생기면서 입시철 성공

담의주인공도국제화되는것같다. 

그런데 국내 언론들이 성공담의 주인공

을 부각시키려는 열망이 지나친 탓인지 아

니면 외국의 선발체제와 우리나라 입제

도의차이에 한정보의부족때문인지오

보성 과장 보도도 적지 않다. 가장 흔한 과

장 보도 중의 하나는 우리나라처럼 수석입

학이라는잣 가적용될수없는데, 일방적

으로 미국 ○○ 학에‘수석 합격’, 동양인

으로서‘최초합격’하는식으로성과를부

풀리는것이다. 또다른사례로는특정학생

의성공을너무강조하다보니해당 학의

입시제도 자체를 왜곡시켜 그릇된 정보와

편견을심어주는경우이다. 후자의사례로,

올해 1월에 국내 언론 여기저기에 소개된

한 여학생의 케임브리지 합격소식 보도

를들수있다.

국민일보(2002. 1. 14일자)를시작으로,

서울신문, MBC 등에연이어소개된그학

생의경우, 2003년도에케임브리지 학에

서 입학허가를 얻지 못하고 1년 뒤 재도전

해입학허가를받은좀예외적인경우이다.

우리나라에서는 명문 진학을 위해‘재수

는 필수’라는 유행어도 있지만 국에서는

특정 학만을고집해재수를하는일이그

리흔치않다는점에서이학생의사례는좀

예외적이다. 어쨌든 이 학생의 케임브리지

합격 보도에서 국내 언론들은 하나같이

첫해에 떨어진 것은“ 국의 귀족계급”에

속하지않아서당한모종의차별이고, 올해

다시합격한것은그학생의출중한능력때

문인양보도했다. 세계적명문케임브리지

학에합격한것으로보아이학생의노력

과실력에 해서는박수를보낼일이지만,

첫해에 떨어진 이유에 한 해석에는 문제

가있다. 

국내언론들은지난해에이학생이‘부당

하게탈락’했다는해석의근거로2003년8

월 14일의‘가디언’지 보도를 인용하고 있

다. 그러나 국의 학생선발절차를웬만

그한국학생이케임브리지 학에떨어진

진짜이유는따로있었다

강 혜｜한국교육개발원부연구위원, kyh@kedi.re.kr

전공과목 교수와 입학담당교수가 나누어서 실시하는

이 인터뷰는 강도 높은 심층면접의 진수를 보여주는

것으로, 학생들에게는그어떤시험보다힘든관문으

로 여겨진다… 어떤 학생이 이들 학에 합격하지 못

했다는 것은 바로 이 인터뷰에서 떨어진 것을 의미하

며, 후에수능성적이아무리좋아도이미그학생은떨

어진것이다. 

- 입시철미담보도의빛과그림자



큼아는사람이라면그보도의취지와진실

성을믿기어렵다. 그래서필자가2003년8

월 14일자‘가디언지’기사를 확인한 결과

국내언론들(또한학생측)의인용은해당기

사를 잘못 해석한 것이거나 아니면 기사내

용을간접전달받은것으로추정된다.

해마다8월중순에A - level성적이발표

되고, 그 결과에 따라 이미 주어진 입학 허

가의 최종적 당락이 결정되는 날이면 국

의매스컴이그시험의결과등을소개하기

에 바쁘다. 지난해 8월 14일자 가디언지의

보도내용 중에서 케임브리지 학의 학생

선발과관련해눈길을끄는기사가두개있

었다. 하나는“케임브리지 진학 좌절에도

흔들리지않는, 전과목A받은학생의꿈”이

라는제목의기사로, 국북부시골출신으

로 케임브리지 의 에 탈락했던 한 여학생

이 이날 수능성적표를 받고서 케임브리지

학의 배타성(학생 자신이 생각하기에)과

장래의꿈을밝힌좀황당한분위기의기사

다. 또 다른 기사는“다섯 과목 A만으로

는 아직 부족하다”는 제목으로, 앞의 그 여

학생을포함해A-level에서좋은성적을거

두고도 케임브리지 학 트리니티 칼리지

에입학허가를못받은세명을언급했으며,

그중에한명이국내언론에서소개된한국

인여학생이다. 이기사의전반적인취지는

케임브리지 의 들어가기가 매우 어렵다

는 점과, 이들 세 명이 다른 학에서 꿈을

펼칠계획을간략히소개하고있을뿐이다.   

이두기사를직접읽지않고간접적으로

정황만 전해 들으면‘케임브리지나 옥스퍼

드 학은 학생들의 출신배경을 가지고 차

별하나보다’고생각할지도모른다. 그러나

이런식의판단은얼마전서울 신입생관

련 보고서에서 강남지역의 고소득, 고학력

부모의 자녀들이 서울 에 많이 입학한다

는내용을보고, 시골학교에서공부잘한다

고소문난학생이서울 수시모집에서떨

어진 뒤에“나는 강남 출신이 아니라서 서

울 에떨어졌다”고항변하는것과다를바

없다. 먼저케임브리지를원망한앞의 국

여학생의 경우 케임브리지뿐 아니라 다른

명문의 두군데서도입학허가를받지못

했고고향근처의의과 학한군데서만입

학허가를받았다. 이여학생의경우장애인

부모를두고늙은할머니를돌봐가며그누

구보다힘든여건에서열심히공부를한것

으로알려졌다. 그런점에서이런학생들을

위한별도의전형(할당제)제도를갖추지못

한 획일적 선발기준을 문제삼을 수는 있지

만 현행 선발제도 아래서 예외적으로 차별

받았다고할수는없다. 

현재 국에서 의과 학에 진학하기 위

해서는 뛰어난 학과성적은 물론 다양한 활

동경력과, 특히 병원에서의 봉사활동 경력

이 있어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케임브리지 학에 진학하기 위해서는 고

난도의 심층면접을 통과해야 하는데, 높은

수능성적만을 내세워 자신을 뽑아줘야 한

다는것은억지에가깝다고할수있다. 

이점에 해서는케임브리지 학의입

학담당자가, 최우수학생들사이의높은경

쟁률로 인해 명석한 학생들 중에서도 탈락

자가 속출하고 있는 현실을 언급하는 것으

로 앞의 여학생의 항변에 간접적으로 답한

바있다. 

학생들의최고관문은시험아닌‘인터뷰’

이처럼 수능 고득점자의 명문 입학허

가여부를둘러싼오해가생기는것은 국

의 학생 선발 절차가 우리나라와는 상당

히다르기때문이다. 국에서는2004년가

을에입학할신입생선발이2003년가을에

진행된다. 학진학 희망자는 UCAS(전국

학입학전담기구)를 통해 일괄적으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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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이 지망하려는 학(전공) 6개를 기입해

온라인으로지원한다. 이때학교의추천서

와그이전에치른GCSE, AS(A-level의일

부분) 시험성적을 비롯한 종합적인 내신자

료, 학생의자기소개서등이공통의양식으

로 작성되어 함께 제출된다. 이 자료들은

UCAS를통해해당 학에보내지고각

학은 전형자료 전반을 검토해 입학을 허가

하거나 거부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특정

학생을 따로 불러서 인터뷰를 해보기도 한

다.  옥스퍼드와케임브리지의경우다른

학들보다 먼저 지원을 받아서 전형자료들

을검토하고그중에서일부를골라인터뷰

를 실시한다. 전공과목 교수와 입학담당교

수가 나누어서 실시하는 이 인터뷰는 강도

높은 심층면접의 진수를 보여주는 것으로,

학생들에게는 그 어떤 시험보다 힘든 관문

으로 여겨진다. 그 결과는 12월 말쯤에 개

별 통보되는데, 입학 허가서에는 다음해 6

월에 치를 A-level시험에서 일정한 성적을

얻을것을조건으로요구한다. 그러므로어

떤 학생이 이들 학에 합격하지 못했다는

것은바로이인터뷰에서떨어진것을의미

하며, 후에수능성적이아무리좋아도이미

그학생은떨어진것이다. 

반면 조건부 입학허가를 받고도 6월에

치르는 수능시험(결과는 8월 중순에 발표

됨)에서그조건을충족시키지못하면탈락

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 조건은 개 A-

level 세과목에서A를얻는정도이므로이

들 학에서 이미 입학허가를 얻은 학생들

에게는별로부담이안된다. 

이 같은 선발 과정에 비춰 볼 때 수능에

서다섯과목혹은여섯과목에서A를얻었

다고해서이미정해진당락의결과가뒤집

어질수는없다. 최근에들어옥스브리지신

입생들중에수능네댓과목에서A를받는

일이 흔하며, 심지어 A평점의 변별력이 떨

어진다고 해서 그보다 높은 수준(AEA:

Advanced Extension Award)의 시험성적

을요구하는일도늘어나고있다.

지난 여름에 케임브리지 학의 학생선

발을문제삼은것과비슷한사례가2000년

에옥스퍼드 학에서도있었다. 당시 국

북부 소도시의 공립학교 출신으로 옥스퍼

드 학의 의과 학에 탈락한 여학생이 미

국의 하버드 학에서 전액장학생에 뽑혀

화제가 된 적이 있다. 그런데 당시 이 소식

을 보도한 지역신문의 인터뷰에서 그 학교

의 교장이‘옥스퍼드’의 탈락 결정을 배타

적이라고 비난하고, 여기에 노동당 정부의

제2인자인고든브라운재무장관이거들어

옥스퍼드 학을 비난하면서 정치적 쟁점

으로비화되었다. 

나중에 옥스퍼드 학의 입학담당자는

이례적으로 그 학생이 지원했던 의학부의

경쟁률과 지원자 순위까지 거론하면서 입

학사정의공정성을밝혔고, 다른정치인들

은브라운장관의사려깊지못한발언을비

난하는 등 공방이 있었다. 그런데 반년 뒤

그여학생스스로“자신은인터뷰에서예상

보다잘못했고, 옥스퍼드에들어갈실력이

못되었다. 좀더인터뷰준비를잘해서옥스

퍼드에다시도전하고싶다”고고백해언론

과정치권에의해증폭된오해는해소된셈

이다.  국과우리나라의사례에서보듯이

때때로 언론의 선정적 보도와 지나친 웅

만들기는 교육에 관한 진실을 왜곡하고 그

릇된 편견을 일반화시켜 사회적 갈등을 증

폭시키기도한다. 그런점에서교육관련언

론보도가정치적, 상업적목적에서벗어나

정도를 걷는 일은 교육의 정상화를 위해서

나사회통합적측면에서매우중요한과제

라고할수있다.

World Education   ENGLAND

76 Educational Development 2ː004  3+4



World Education   CHINA

Educational Development 2ː004  3+4 77

1949년 신중국 건립 이후 1980년 의

개혁개방 이전까지 중국은 국유제와 계획

경제체제 아래에서 국가에서 교육의 규모

를 통일적으로 기획하고, 재정교부를 실시

하는교육의국유제를실시했다. 중국은개

혁개방의 심화에 따라 증가하는 교육수요

와교육공급능력의부족, 교육발전수요와

교육자원에 한 공급의 부족간의 격차가

심화되기 시작했다. 또한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정부가 학교설립운 을 독점하는 체

제는 다양한 교육수요를 만족시킬 수 없었

으며, 교육의 다양화와 활성화에 걸림돌로

지적되었다. 

이에 따라 1987년 중국 정부는“사회역

량강화를 위한 학교운 조례”를 발표했고,

1995년 교육법 제25조에“국가에서는 기

업, 사업조직, 사회단체와 기타 조직 및 공

민개인이법에의해학교및기타교육기관

을 설립하는 것을 장려한다”고 규정했다.

또한2002년12월전국인민 표 회는“중

화인민공화국 민 교육 촉진법”을 통과시

켜2003년9월1일부터시행하게했다. 동

법의 시행으로 인해 민 교육의 발전에 필

요한 법률적 보장을 제도화함으로써 발전

의계기를만들었다. 이 에서는중국민

교육의발전현황과추세를살펴보고, 그문

제점및발전방향을제시하고자한다. 

중국 민 학교는‘민 ’보다는‘공적’성격

강하다1)

중국의 민 학교는 한국의 사립학교와

비슷하다. 하지만 한국의 사립학교보다 유

형과 운 면에서 더욱 다양성을 띠고 있는

데, 시장경제의 향을그 로반 했기때

문이다. 민 교육법에서는 학교설립자, 재

정원천및교육 상3개측면에서민 교육

에 한규정을했다. 즉, 국가기관외의사

회조직과 개인이 국가의 재정지원을 받지

않고 학교나 기타 교육기관을 설립∙운

하는활동을민 교육2)이라고정의한것이

다. 이에따른민 학교의유형을살펴보면

다음과같다.

세계의15%에달하는교육인구가

‘중국’에있다

유경희｜북경통신원, liujingji@hanmail.net

중국의 민 학교는 역량이 취약한 공립학교를 민간이

인수해 시장의 기제를 도입함으로써 학교운 의 질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운 되었다. 즉, 민간이 인수해

운 하기 시작하면서 지방 교육행정부문에서 점차적

으로학교에 한재정지원을줄이다가3년후에는재

정지원을 끊음으로써 운 자가 학교의 교육비와 일상

운 비를 자체적으로 조달하는데, 학생들로부터 납입

금을징수할수있게되어있다. 

1) 국가교육발전연구센터편저, “2001년중국교육녹피서”, 교육과학출판사, 2001년8월, PP107~110 참조.

2) 기업이본기업직원을 상으로하여설립운 하는교육기관은민 교육에포함되지않는다.



가.  혼합형학교

1980년 초반 중국의 민 교육은 정부

의명령아래정부에서토지, 학교건물과교

사를 제공하고 교장도 파견해 운 하는 혼

합형의 학교로부터 시작되었다. 이러한 혼

합형의 학교는 공교육 자원이 비교적 풍부

하고 국유제 역량이 강 한 지역에서 나타

났는데, 주로다음과같이나눌수있다.

1) 공립학교로부터체제전환을이룬민

학교

이런유형의학교는역량이취약한공립

학교를 민간이 인수해 시장의 기제를 도입

함으로써 학교운 의 질을 높이기 위한 목

적으로운 되었다. 즉, 민간이인수해운

하기 시작하면서 지방 교육행정부문에서

점차적으로 학교에 한 재정지원을 줄이

다가3년후에는재정지원을끊음으로써운

자가 학교의 교육비와 일상운 비를 자

체적으로 조달하는데, 학생들로부터 납입

금을징수할수있게되어있다. 

이런유형의학교는다음과같은역할이

기 되었다. 첫째, 교육에 한투자와시장

의 기제를 도입해 역량이 약한 공립학교를

개조할수있다. 둘째, 교육자원이상 적으

로풍부한지역에서쓰지않고남아도는공

립학교의건물, 교사등을민간에이양해관

리함으로써 자원 활용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 셋째, 새로 건설된 아파트 단지에

서는 이러한 학교를 통해 주민의 교육수요

를충족시킬수있다. 

이런 공립학교로부터 체제전환을 이룬

민 학교는 인수받은 초기 정부의 지원을

조금 받는 외에 3년이 지난 후부터 정부에

일정비율의이윤을납부한다. 정부는그중

의 일부를 이용해 교육여건이 열악한 공립

학교의교육여건을개선하기도한다. 

2) 공립학교에서민 기제를활용하여운

하는학교

공립학교에서 남는 자원과 사회의 모금

을통해민 학교를운 하는것인데이경

우학교자산은공립학교소유이다. 이런유

형의 다수가 명문학교에서 운 하는 민

학교에 해당한다. 예를 들면 명문고등학교

에서한개의역량이약한학교를합병해명

문교의 이름으로 운 하고 수익을 얻는 것

이다. 

3) 공립학교와기업이연합하여운 하는

민 학교

이 경우의 공립학교는 다수가 명문교이

며, 기업은민 기업일수도있고국유기업

일수도있다. 연합해학교를운 한다는것

은 기업이 일부 교육자금을 조달하고 공립

학교에서 운 해 이윤을 나누어 가지는 형

식이다.

4) 지방교육부문과지역사회에서공동으

로설립∙운 하는민 학교

지역사회에서매년일정부분의재정경비

를학교에기여해교육여건을개선하고, 교

사처우를 개선하는데 이용한다. 또한 지역

사회의 기업, 사업기관을 동원해 공동으로

자금을 조달하기도 한다. 출자기업에서는

표를 파견해 학교이사회에 참여할 수 있

으며, 출자기업직원자녀를우선학교에입

학시킬수있다.

이상의 민 학교는 공적 성격이“민 ”

의성격보다강한데이런혼합형학교의학

교운 목표, 관리모델(정부가 학교에 한

관리와학교내부관리포함), 교과과정, 교

과서, 수업모델등면에서공립학교와매우

유사하며, 교육의질이비교적높은편이다. 

.

나. 민간에서자금을조달하거나투자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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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설립∙운 하는민 학교

이유형의학교는사기업이비교적발달

한 지역에 많이 있으며 학교수가 혼합형의

학교보다훨씬적은편이다. 자금조달형학

교는 설립초기 사기업이나 개인이 투자하

는부분이적은편이다. 주로학부모로부터

징수한고액의학비, 기여금, 학교건설비또

는 교육예치금에 의존하거나 또는 은행

출금을이용해운 된다. 또한주식을발행

해 자금을 조달하는 형식으로도 운 되는

“교육그룹”또는“교육회사”형태의민 교

육도존재한다.

중국의민 교육3)은점차상승세에있다

1997년 국무원에서“사회역량 학교운

조례”를반포한후중국의민 교육은점차

적으로 발전하기 시작해 양적 규모와 운

질에서커다란발전을가져오고있으며, 중

국 교육체계에서의 지위와 역할도 점점 높

아지고 있다. 중국 민 교육의 발전현황과

추세를구체적으로살펴보면다음과같다. 

가. 규모가 점점 확 되고 공립학교에서

차지하는비중이높아지고있다

1997~2002년 민 학교의 학교수와 재

학생수가 각급 각 유형의 학교에서 차지하

는비율은증가추세를보이고있다. 민 학

교의 규모효율성과 교육여건도 일정 정도

향상되고 있으며 각급 각 유형의 민 학교

의학교당평균학생수도증가하고있다. 학

생 교사비율은초등학교가높아지고있

는외에기타민 학교는낮아지고있다.

나. 민 학교의학교당학생수와학생

교사비율비교

근년에각급각유형민 학교의학교당

평균학생수는증가하고있는추세이다. 그

러나 같은 레벨의 공립학교와 비교하면 격

차가 있다. 민 초등학교가 공립초등학교

보다크고(공립초등학교학생수가적은것

은 농촌지역에 량의 소규모학교가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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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초등학교 일반중고등학교 직업중고등학교 민 학(전문 포함)

1997             2002 1997         2002 1997          2002 1997     2002 1997                2002

학교수 2.4643(만개)  4.84(만개) 806개 5122개 1702개 5362개 698개 1085개 1115개 1335개

및비율 13.5               43.3  0.3            1.1 2.2              6.7 6.9             14.7 2.0                   9.4

학생수 134.9만명 400.52만명 52.2만명 222.14만명 54.6만명 305.91만명 18.4만명 47.05만명 120.4만명 224.5만명

및비율 5.4              19.7 0.4             1.8 0.9             3.7 3.6               9.2 0.4                    3.5

<표1> 1997~2002년 각급각유형민 학교가전국학교중에서차지하는비중변화 (%)

자료: “중국교육사업통계연감1997”, “중국교육사업발전통계공보2002”

유치원 초등학교 일반중고등학교 실업중고등학교 민 학

(전문 포함) 

1997       2002 1997      2002 1997       2002 1997       2002 1997      2002

55            83 289        434 321         571 267        434 700         2441

22,6         21,5 18,1      23,4 23,6        19,5 30,9        23,0 -             13,4

<표2> 1997~2002년각급각유형민 학교의학교당평균학생수학생 교사비율의변화

자료: “중국교육사업통계연감1997”, “중국교육사업발전통계공보2002”

학교당 평균학생 수

(명)학생 교사비율

유치원 초등학교 일반중고등학교 실업고등학교 민 학

민 공립 민 공립 민 공립 민 공립 민 공립

83        258 434        264 571       1068 434       735 2441     6888

21.5     42.5       23.4      21.0 19.5        18.9   23.0       16.0 13.4      14.7

<표3> 2002년민 학교와공립학교의학교당평균학생수및학생 교사비율비교

학교당평균학생수(명)

학생 교사비율

주: 학생교사비율즉학생수: 교사수(1), 21.5 즉21.5:1임.

자료: “중국교육사업발전통계보고2002”

3) 국가교육발전연구센터편저, “2003년중국교육녹피서”, 교육과학출판사2003년11월, pp.136~141 참조



하는 요소와 관련된다), 기타 민 학교의

학교당 학생수는 공립학교보다 적은 편이

다. 학생 교사 비율을 보면 민 초등학

교, 민 일반중고등학교와 공립초등, 중고

등학교의격차는점점작아지고있다. 민

유치원과 민 학의 학생 교사비율은

공립유치원, 민 학보다 낮으며, 민 실

업고의학생 교사비율도공립실업고공

립 학보다많이높은편이다.

다.  민 교육의경비현황

근년에 민 교육의 규모가 확 되면서

민 교육경비가점차적으로증가되고있는

추세이다. 2001년각급각유형의민 학교

에서 조달한 교육경비는 130억 원에 접근

했다. 민 학교의경비원천을보면다수경

비가 학생들이 납부한 학잡비인데 이 부분

의 비중이 65%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점차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추세이다. 민

학교설립자가투자한부분이18%이고, 기

타수입원천이약16%를차지한다. 다양한

레벨과 유형의 민 학교의 경비원천 구조

는큰차이를나타내고있다. 학잡비의비중

이 가장 높은 교육기관은 민 학으로서

85%의 비율을 차지했다(2000년). 다음으

로는 중등전문학교와 실업고등학교로서

72%를 차지했다. 중고등학교와 초등학교

의학잡비비중은상 적으로낮은바60%

를 차지했다. 고등교육과 직업교육의 학비

가차지하는비중이가장높고, 다음으로는

일반초등학교 고일반중고등학교는상

적으로 낮은 편이었다. 공립학교와 비교하

면 민 학교가 학잡비에 한 의존정도는

많이 높은 편이었다. 각급 각 유형 학교의

학생당 경비 기준을 보면 공립학교와 비교

할 때, 민 학과 민 중등전문학교의 학

생당 평균 교육비 기준이 공립학교보다 낮

은편이고, 민 일반초등학교, 중고등민

학교의 학생당 교육경비는 공립학교보다

훨씬높은것으로나타났다. 학생당학잡비

를 보면 민 중등전문학교가 공립학교보

다학잡비기준이낮은외에기타민 학교

는모두공립학교보다높았다. 학교경비지

출 구조로부터 보면 민 학교의 사업비 지

출 비중은 공립학교보다 낮으나 기본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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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경비 설립자 학잡비 학교기업및 기타수입 공립, 민 학교의학잡비가

(억원)           투자 서비스수입 총경비중차지하는비중

2001년 129.49    100.0     18.4      65.9        1.7          14.1 -

2000년 86.67      100.0     18.6     62.3        1.4          17.7 16.4

학 9.1          100.0      4.6      84.9        1.0           9.5 22.4

중등전문학교 11.9        100.0      5.8      71.9       5.0          17.3 35.2

일반중고등학교 48.9         100.0     22.3     57.5        1.7          18.5 14.8

실업고등학교 4.8          100.0     14.9     72.2        1.1          11.9 23.9

초등학교 20.8        100.0     18.1      60.5        0.6          20.9 9.8

<표4> 2000~2001년민 학교경비원천구조 (%)

자료: “중국교육경비통계연감2001”, “중국교육경비통계연감2002”

계 교육사업비 공용경비 기본건설비 학생당 평균학잡비

민 계 민 계 민 계 민 계 민 계

계 3514  1654    2453  1480   1067  587   1386   174    2169    -

학 7288  13325   4893  10787  1695  5589  3198  2538    6427    2575

중등전문학교 1609  4726    1363  4282   640   2006   723   444    1278    1856

일반중고등학교 4350  1533    2915  1385   1278  520   1637   147    2430    193

실업고등학교 2506  2753    2047  2498   857   1036  1190   254    1785    559

초등학교 2348  791     1730  754    801   197    929    37    1434    79

주: 각급학교중에는성인학교가포함됨. 계란은전국각급각유형학교(공립과민 포함), 
그러나원숫자는분리할수없음.

자료: “중국교육경비통계연감2001”

<표5> 2000년각급각유형학교의학생당평균교육비현황(원)



비 지출 비중이 공립학교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다음과같은이유에서이다. 

첫째, 많은민 학교는근년에새로설립

된 학교로서 학생을 모집하는 동시에 기본

건설을 하기 때문에 학교경비 수입의 많은

부분이학교의기본건설에이용된다. 둘째,

민 학교의 경비지출 중 교사봉급과 학생

에 한자금지원등개인에지출되는부분

이공립학교보다낮기때문이다.

라.  종합

이상의민 학교발전현황으로부터분석

하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첫

째, 근년에 민 교육의 총량은 점차적으로

상승하는추세를보이고있다. 둘째, 민 교

육은점차적으로도시로부터농촌지역으로

확산되고있다. 셋째, 농촌지역의민 학교

는의무교육이하의단계에집중된다. 넷째,

민 교육의 발전은 지역 분포면에서 불균

형성을보이고있다. 다섯째, 전체적으로보

면 민 교육은 특히 민 학교의 교육여건

측면에서 공립학교와의 격차가 줄어들고

있으며 일부 민 학교는 이미 공립학교를

능가하고있다. 여섯째, 민 학교의운 경

비 주요 원천은 학생들이 납부한 학잡비이

며 근년에 학잡비에 의존하는 정도가 높아

지고있다.  

그러나문제점도많다

개발도상국가인중국은낙후한재정으로

세계의 15%에 달하는 교육인구의 교육문

제를해결해야하는과제를안고있다. 중국

의 민 교육은 사회와 가정의 다양한 교육

수요를만족시키고, 효율성과교육의쇄신,

다양성에적극적인기여를했다. 그러나중

국의 민 교육은 다음과 같은 면에서 문제

점을나타내고있다.

가. 교육기회의불평등야기

중국의교육제도상초등학교와중학교는

무시험제도를실시하고있다. 이에따라초

등학교는 근거리 입학제도, 중학교는 학군

단내에서의컴퓨터무작위추첨제4)를실시

하는 평준화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민 학교의 학생 선발은 이런 정책적 제한

을받을필요가없기때문에부유계층의자

녀들은학교선택을충분히할수있게된다.

부유계층의 학부모들은 자식을 좋은 학교

에보내어양질의교육을받게하기위해무

상의무교육을 포기하고, 고액의 학비를 써

가면서 교육 질이 높은 민 학교를 선택해

보낸다. 그렇지만 저소득층의 자녀들은 학

교선택의 여지가 없어 교육기회의 불평등

이 있을 수밖에 없다. 또한 호적을 본적에

두고큰도시에와서일하는근로자자녀들

의교육문제는큰문제로되고있다. 근년에

지방정부에서 정책면에서 어느 정도 배려

를 하고 있지만 그들의 교육문제는 여전히

문제로되고있다. 북경의경우교육의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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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사업비 개인부분 공용경비 기본건설비

민 계 민 계 민 계 민 계

계 69.8  98.4       30.4  54.0      39.4  35.5      30.2   10.5     

학 67.1  81.0       23.3  39.0      43.9  41.9      32.9   19.1  

중등전문학교 84.7  90.6       39.8  48.2      44.9  42.4       15.3   9.4   

일반중고등학교 67.0  90.4       29.4  56.5      37.6  33.9       33.0   9.6   

실업고등학교 81.7  90.8       34.2  53.1      47.5  37.6       18.3   9.2   

초등학교 73.7  95.3       34.1  70.4      39.6  24.9       26.3   4.7 

주: 각급학교중에는성인학교가포함됨. 계란은전국각급각유형학교(공립과민 포함), 
그러나원숫자는분리할수없음.
자료: “중국교육경비통계연감2001”

<표6> 2000년각급각유형학교의경비지출구조현황 (%)

4) 근거리와학군단은중국의“호적”을근거로하고있는데, 중국실정에서보면도시호적을갖기란쉽지않다. 큰도시에와서개인적으로일하는외지사람들은일반적으로

본도시의호적을갖고있지못하다.



높은 공립학교에서는 그들을 받아주지 않

는다. 그들은 교육의 질이 낮은 학교(이런

경우에도별도의비용을납부해야함)나교

육여건이 열악한 민 학교에서 공부할 수

밖에없다.

나. 운 상의미숙으로인한문제점

강한 경제력이 뒷받침되고 있는 민 학

교는자금을이용해운 과경 , 교수개혁

에 성공해 사회적으로 학부모로부터 신뢰

를 받고 있다. 그러나 정부 지원이 전혀 없

는상태에서거액의투자가필요하고, 공립

학교와 경쟁을 하는 가운데서 자금부족과

경 관리가 미흡해 교육의 질이 저하되고,

심지어 학교경 이 어렵게 되면서 해산되

는학교가생기는등의문제로인해학생들

이불이익을받는경우가있다. 이는학부모

들의 민 교육에 한 불신을 초래해 민

교육의 건전한 발전에 소극적인 향을 미

치고있다.

다. 상위법과의 상충문제(교육의 공익성

침해)

2002년 말에 통과된“민 교육촉진법”

제7장제52조의규정에서는“민 학교에서

는 운 비용을 공제하고, 발전기금과 국가

의관련규정에의한기타필요한비용을보

류한후, 출자인은운 경비의남은경비부

분에서합리적인수익을취득할수있다. 합

리적인 수익 취득에 관한 구체적인 방법은

국무원에서 규정한다”고 했다. 민 교육에

한 출자인이 합리적인 수익을 취득할 수

있게 하는 것은 민 교육에 한 정부투자

가전혀없는중국의실정에근거해민 교

육 투자자들을 적극적으로 동원하고, 사회

적인 효율성과 경제적인 효율성을 동시에

구현하기위해서이다. 

그러나이조목이상위법인교육법제25

조의“국가에서는 기업, 사업기관, 사회단

체, 기타사회조직과공민개인이법에의해

기타 교육기관을 설립∙운 하는 것을 장

려한다. 어떤조직이나개인은 리를목적

으로 하여 학교 및 기타교육기관을 설립∙

운 해서는아니된다”는규정과상충된다.

제25조의 규정은 법리적으로 교육의 공익

성을확인했고, 사적이익의 상이되어서

는안된다는것을확인하고있는것이다.

공립학교와의조화가관건이다

외국의재단법인이설립∙운 하는사립

학교는 공익성을 전제로 하지만 중국의 민

교육은 시장기제를 활용하는 산업화의

성격을강하게보여주고있다. 교육을산업

화로취급할경우투자의가치가매우크다.

민 교육촉진법에서투자인이합리적인수

익을취득할수있게한것은교육의공익성

을침해했고, 정부에서교육의산업화를주

도하는방향으로이끌고있는것으로볼수

있다. 정부에서는 민 교육에 한 재정지

원을 전혀 하지 않기 때문에 민 학교들은

나름 로의 고민과 어려움 속에서 있으며,

공립학교보다불공정한 우를받고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의무교육 단계의

민 학교에 한 재정지원 문제를 고려해

야 할 것이다. 그리고 교육법 제25조를 수

정해 의무교육단계의 민 학교를 비 리

학교로 규정함으로써 교육의 평등성과 공

정성을 유지하고, 비의무교육 단계의 민

학교에 한 출자자의 합리적인 수익취득

문제를 합법화해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하위법이 상위법과 상충되는 문제를 해결

할수있다. 의무교육단계의아동들이공립

학교를 다니든 사립학교를 다니든 정부의

재정지원을받는것은당연한것이다. 그리

고 민 교육촉진법 실시세칙이 하루 빨리

규정되어“학교운 비용”, “발전기금과 기

타필요한교육경비보류”가어떻게해석되

는 것이 합리적인지에 한 규정이 필요하

다. 정부는 의무교육단계 민 학교의 교육

여건을 공립학교와 어느 정도 평준화함으

로써 저소득층 자녀들이 교육기회의 불평

등으로 인한 희생양으로 되지 않는 정책적

조치를취해야할것이다.

또한 민 학교가 공립학교와 동등한

우를받을수있도록법적규정을마련하고,

정책을 강화해 민 학교가 건전한 발전을

할수있는지원조치가필요하다. 

World Education   C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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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0
년 초반까지만 해도 실재(진리)는

인식 주체와 관계없이 객관적으로 저

기밖에존재한다는실증주의패러다임이자연과학뿐아니

라 인문∙사회과학에서도 주류를 이루었다. 그러나 이러한

인식론적전제와이에기초한방법론들은20세기초반에심

각한도전을받으면서지식과실재는객관적으로저기밖에

존재하는것이아니라인지적, 사회적으로구성된다는구성

주의패러다임이등장하 고, 이는사회과학분야뿐만아니

라전학문 역에걸쳐 향을미치고있다. 교육평가분야

도예외가아니어서구성주의패러다임은평가이론과실제

에실질적인변화를일으키고있다. 이러한 향아래나온

평가 모델들로는 Stake의 반응 평가(responsive

evaluation), Bogdan & Biklen의 자연주의 평가

(naturalistic evaluation), Guba & Lincoln의 제 4세 평

가(fourth generation evaluation) 등이 있다. 평가 실제에

있어서도 새로운 형태의 평가들이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있다. 학교평가의경우를예를들어보면우리나라의경

우는KEDI에서2000년도2002년도까지적용∙실시해온

‘학교종합평가’를가장 표적인예로뽑을수있을것이며,

외국의사례로는 국의교육기준청(OFSTED : Office for

Standards in Education)의 학교평가나 미국 뉴욕주의

School Quality Review Initiative에 의한 학교평가 사례를

들수있다. 

그러나아직도실증주의패러다임에보다익숙한연구자

들이나 보고서의 독자들에게 이러한 구성주의 패러다임에

기초한질적평가결과들이정말타당하고, 신뢰할수있는

것인가, 다른 사례에도 일반화하여 말할 수 있는가는 항상

석연치 않은 부분으로 남아 있었다. 이 에서는 Guba &

■ ■ ■ ■ ■ ■ ■ ■ ■ ■ ■

■ ■ ■ ■ ■ ■ ■ ■ ■ ■ ■

질적평가결과어떻게볼것인가

젊 은 이 론 >>>> 질적평가결과어떻게볼것인가

- 질적평가의타당도에 해서
한국교육개발원교육기관평가연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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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ncoln(1989)과 Gall, M. D., Borg, W. R., Gall, J. P.

(1996)에 의해 제시된 타당도와 신뢰도 준거를 정리하여

제시함으로써질적평가에관심을가지고이를실행해보고

자 하는 연구자들과 평가자들, 그리고 평가 의뢰자들에게

질적연구의타당도와신뢰도문제를해결할수있는유용

한정보를제공하고자한다.

1. 사례연구결과의타당도와신뢰도

Gall, M. Borg, W. Gall, J(1996)은그들의저서Educa-

tional Research: an introducation(6th)에서 질적 연구 방

법의 하나로서의 사례 연구를 다루면서 질적 연구 결과의

타당도와신뢰도를판정하는방법에 해다음과같이제시

하고있다. 질적평가결과물은사례연구의형태를띠므로

여기에서 사례 연구 결과의 타당도와 신뢰도 판정 방법을

살펴보는것을의미있는일이될것이다.

사례 연구자들은 실재(reality)와 과학적 연구의 본질에

한실증주의자들의가정에동의하지않는다. 이러한견해

차이로 인하여 사례연구자는 연구결과를 어떻게 개념화하

고타당도와신뢰도를어떻게평가할것인가에 해서실증

주의연구자와다른견해를가진다.

그러나사례연구자중에서도실증주의철학을받아들이

는연구자들은타당도와신뢰도에 해양적연구자들과다

소유사한입장을견지한다. Robert Yin이그 표적인연

구자이다. 그는 신뢰도와 타당도를 판단하는 준거로 다음

네가지를제시하고있다.

- 구인타당도 : 사례연구에사용된측정치(a measure)

가연구 상이되는개념들을정확하게구현해내고있는

정도

- 내적타당도 : 연구자가X와Y 간의인과관계를논리

적으로보장하는 정도. 이를위하여연구자는X 이외의어

떤요인도Y의원인이되지않음을보여줌.  기술지향적인

사례연구는인과관계를밝히는것을목적으로하지않기

때문에내적타당도는준거는적용되지않음.

- 외적타당도 : 사례연구의 결과가 유사한 사례로 일반

화될수있는정도..

- 신뢰도 : 다른연구자들이처음연구자와동일한절차

를 사용하여 동일한 사례를 연구하는 경우 유사한 결론에

도달할수있는정도.

YIN의구인타당도와신뢰도에 한이러한생각은양적

측정준거에필적하는것이다. 즉양적연구자들이이용하

는“좋은실험설계”의준거에해당하는것이다.

그러나 실재를 객관적으로 알 수 있다는 실증주의 가정

을거부할경우신뢰도와타당도문제는보다복잡한문제

가된다. 각개인이자신의실재를구성한다면(구성주의가

정), 연구자가 연구과정의 중심이 된다면(사회 과학에서

“반성적(reflexive)”전환), 그리고 어떤 연구과정 혹은 어떤

유형의지식도다른것에 해우위를가지지못한다면(포

스트모더니즘가정),  연구자가어떻게타당하고신뢰로운

지식에도달할수있겠는가?

이러한질문을고려하면서몇몇연구자들은타당도와신

뢰도의전통적인개념은사례연구자료와그해석에적용

되지않는다고결론을내린다. 신에해석학적철학에기

반을 두는 연구자들은 개연성(plausibility), 확실성

(authenticity), 신빙성(credibility), 관련성(relevance) 등의

기준들을적용한다. 다른연구자들은타당성이라는개념을

유지하면서해석학적타당도(interpretive validity), 촉매적

타당도(catalytic validity), 초월적 타당도(transgressive

validity), 모조타당도(simulacra/ironic validity), 상황적타

당도(situated validity) 등의준거를적용하기도한다.

David Altheide & John Johnson의 해석적 타당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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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pretive validity) 개념에 해살펴보면서타당도개념

의 형성 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해석적 타당도는 해석학

적패러다임에기초하여연구를수행하는연구자가생성한

지식의신빙성에 한판단을의미한다.

①유용성(Usefulness): 해석학적연구에서는세상을객

관적으로기술하는것은가능하지않다고보기때문에객관

성 신에 유용성이라는 준거를 제시한다. 사례 연구는 그

결과물로서의 보고서를 읽는 개인들에게 통찰을 제공하기

도 하며, 연구 상이나, 보고서의 독자들, 혹은 다른 집단

들을편견, 혹은좁은시야등으로부터자유롭게한다는측

면에서 유용할 수 있다. 문화연구에서는 이런 유용성의 관

점을강조한다. 

②맥락적완전성(Contextual completeness) : 사례연구

현상이적절하게이해되기위해서는상황안에서이해되어

야 한다. 연구자의 맥락화 과정이 종합적일수록 현상에

한그의연구는보다믿을만한것이될것이다. Altheide &

Johnson은 연구하는현상의의미를해석할때, 역사, 물리

적조건과생태학적, 사회적, 문화적인환경; 참여자의수;

활동; 일정및사건의순서; 일의분업; 일상및변이; 중

요한사건들및그들의근원과결과; 구성원들의인식과의

미; 사회적규칙과질서의기본패턴등과같은맥락적특

징을 고려할 것을 권고한다. Altheide & Johnson은 사례

연구 해석의 타당성을 평가하는 데 있어 상황의 다의성과

참여자들의암묵적지식에민감할필요가있음을강조한다.

다의성(multivocality)은 많은 환경에서 참여자들이 하나의

목소리로말하지않다는사실을말한다. 연구자가다의성의

가능성에 해개방적이라면사례연구해석은보다신뢰로

운것이될것이다.

암묵적 지식은“ 개는 분명하게 언급되지는 않았지만

상황을 통해 이해된 것”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끄덕임, 침

묵, 유머, 장난스러운뉘앙스에서드러난다. 달리말하면사

례연구결과물은어떤상황에있는암묵적의미와결합된

다면 더 믿을 만한 것이 된다. 암묵적 의미는 연구 상이

된개인들이표현할말을찾을수없거나, 혹은그들이일상

의담화나연구자와의인터뷰에서명백히표현하지는않았

지만당연한것으로생각하는것을의미한다.

③연구자의입장(Researcher positioning): 만약연구자

가연구되는상황과자신이어떤관계에있는가에항상민

감하 음을보여준다면그의해석은보다신뢰롭고유용한

것이될것이다. 예를들어많은경우사회적계층(예, 상류

층, 중산층, 하류층)에 의해 혹은, 일에 있어 역할에 의해

(예, 노측, 사측등) 사회적으로분류된다. 이때연구자는이

런맥락에서자신의위치혹은역할(예, 중류층, 학연구

소연구원, 참여관찰자)에민감해야하고, 그리고이러한것

들이계급화된구조와어떻게관련되어있는가에민감해야

한다. 만일 연구자가 이러한 역할 관계에 민감하고 그것이

연구에미치는 향을신중하게고려한다면그결과는더욱

젊 은 이 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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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을만한것이될것이다.

연구자는 자기반성 과정(self-reflective process)을 통해

자신의배경과계층이연구과정과결과에어떤 향을미

치는가를민감하게살피고이를견제할수있는연구절차

를마련해야한다. 신념, 가치, 기타개인적특성들은잠재

의식적인것들로서자기반성을통해고치기어려울수도있

다. 이런문제는연구자를잘아는다른동료에게연구프로

젝트의목적, 자료수집과분석방법, 연구결과를검토해줄

것을요청함으로써해결할수있다. 이를통해연구결과의

신빙성을위협하는개인적인특성과조건들을확인할수있

을것이다. 이때연구결과의신빙성을위협하는것으로제

기된문제에 해반박함으로써연구결과의신빙성을높일

수있다. 다른한편으로는그지적을근거로하여연구결과

를재고해볼수도있을것이다.

④ 보고 양식(Reporting style) : 연구자가 어떤 보고 양

식을선택할것인가는연구결과에 한독자의해석의타

당성에 향을미칠수있다. 연구자가구성원들의현상학

적실재를재구성할때, 그것이믿을만하고진실한것으로

지각될수있도록 의형태이든그래픽의형태이든이러

한 재구성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이 때의

목적은 독자들이 피험자의 세계에 매우 가깝게 접근할 수

있도록연구되는현상을“정말같게”표현하는것이다. 

이상의 것 이외에도 질적 평가 연구의 타당도와 신뢰도

체크를위해사례연구자들이개발한추가적인절차들이있

으며다음의것들이 표적이다.

⑤ 삼각측정법(Triangulation) : 이는 여러 각도에서 여

러사람이여러가지방법으로연구 상에 한자료를수

집하는 방법이다. 즉 협력적 증거를 끌어들임으로써 사례

연구결과를확증하는것이다. 사례연구자들은이절차를

삼각측정법이라 한다. 이것은 사례 연구 결과의 타당성을

체크하기 위해 다양한 자료 수집 방법, 자료원, 분석가들,

혹은이론들을활용하는과정이다. 이러한절차는오직한

가지자료수집방법, 자료원, 분석가, 이론에의존하여생

길수있는치우침을방지하는것을돕는다.

Sandra Mathison은사회과학연구에서가끔동일한현

상에 한트라이앵귤레이션자료가수렴하는것이아니라

불일치와모순이있는것을보고한바있다. 이럴때에도어

떤설명적프레임안에서이를조정함으로써충돌되는데이

터를타당화하는것이가능할수있다.

⑥ 내부 구성원에 의한 확인(Member checking) : 사례

연구의주요목적은내부자관점을표상(represent)해내는

것이다. 다시말해연구 상이되는개인들에의해구성된

실재를드러내는것이다. 

이때 연구 결과의 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해 구성원들로

하여금 연구 결과의 정확도와 완전성을 검토해 보도록 할

수있다. 이과정에서사실적오류는쉽게수정될수있다.

다른경우연구자는그격차를극복하기위해더많은자료

를수집해야할필요가있을수있다. 또한구성원들이보고

서를읽으면서그들상황에 한새로운사실을회상하거나

새로운 지각을 가지게 될 수도 있다. 그럴 경우 그에 따라

보고서를다시써야만한다.

⑦증거의사슬(Chain of evidence): 사례연구에서는현

장에서관찰등의방법에의해서원시자료(raw data)가수

집되고, 이를 분석하여 주제, 패턴, 인과적 관계를 추론한

다. Yin에 따르면 연구자가 강한 증거의 사슬(a strong

chain of evidence)을제시하면, 다시말해연구문제, 원시

자료, 연구결과간의의미있는연쇄성을보여주는경우연

구의타당도가그만큼강화된다.

연구자는사례연구보고에서연구의궤적(audit trail)을

제공함으로써명백한연구결과의체인을만들수있다. 궤

적은사례연구가따르는연구과정을기록해놓은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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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기록에는(1) 원시자료의근원과기록방법, (2) 자료

축약(reduction)과분석결과, (3) 자료재구성과종합결과,

(4) 과정노트, (5) 의도혹은경향과관련된자료, (6) 도구

개발정보등의6가지유형의내용이포함되어야만한다. 사

례연구보고서에이모든기록을포함하기는어려울지라도

방법론부분과부록에이러한자료의 표적인샘플을포함

시키는것은용이한일이다. 

⑧국외자분석(Outlier analysis): 예외적인사례들을무

시하거나설명하기보다는, Miles & Huberman은이런극

단적인사례들을기본적인결과물을검증하고강화하기위

한방법으로활용할것을권하고있다. 국외자는그들의점

수가 전체 점수분포의 극단 또는 양끝에 떨어지는 개인을

말한다. Miles & Huberman은어떤것을긍정하거나부인

함으로써가장많이잃거나얻을개인들을찾아조사할것

을권한다. 만일이런개인들이예상치못한답변을한다면

(예를 들어, 그것을 부인함으로써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 그것을 긍정하는 경우), 연구자는 그들이 진실하게

답변하고있음을보다더확신하게될것이다. 혹은연구자

가진실이라고생각하는것에 해적극적인부정을보이는

사례를찾는것도한방법이될것이다.

⑨패턴합치(Pattern matching) : 사례연구는새교육

과정과같은어떤간섭(실험처치)이학업성취도와자아개

념과같은하나이상의산출에미치는효과를검증하기위

한 실험 형태로 설계될 수 있다. 실증주의 패러다임에서는

주로독립변인과종속변인으로설계된다.

Yin은이런유형의사례연구결과로부터나온인과적추

론의타당성을검증하기위해사용할수있는몇개의절차

들을 소개한다. 이런 절차들은 사례 연구의 자료들에 비추

어서검증될수있는일련의이론적명제(가설)을요구한다.

인과적추론은사례연구에서발견되는패턴합치, 즉사례

연구자료에서발견되는패턴과이론적명제로부터유도된

예측과부합할수록 더욱힘을받게된다.

⑩ 장기간의 관찰(Long-term observation) : 오랜 시간

에 걸쳐 자료를 수집하고 현상에 해 반복적으로 관찰을

하는것은사례연구결과의신뢰도를증가시킬수있다. 장

기간의관찰을통해서보다지속적인경향과일시적현상을

구별할수있게된다.

⑪ 표성 검토(Representation check) : 연구결과가

표적인연구 상에관한것인가를결정하기위해서연구자

는데이터수집이접근가능하거나혹은너무엘리트제보

자들에게만지나치기의존하고있지않은지를검토해야한

다. 또한연구자는관찰된것이얼마나특이한것인가를결

정해야한다. 연구자에게 어떤 때는 나타나고 어떤 때는 나

타나지않는사실들은연구결과를왜곡시킬수있다.

⑫ 코딩 신뢰도(Coding check) : 코팅 과정의 신뢰도는

양적 연구자들이 개발한 채점자간 신뢰도(inter-rater

reliability)를결정하는방법을통해확인될수있다.

2. 제4세 평가의적합성판정준거

젊 은 이 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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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ba & Lincoln(1989)는구성주의패러다임에기반한

제4세 평가의적합성을판정하는기준으로다음과같이

응 준거(parallel or quasi-foundational criteria), 해석학

적 과정(hermenutic process itself), 확실성 준거

(authenticity criteria)라고 하는 세 가지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이를차례로살펴보면다음과같다.

A. 응준거(The Parallel Criteria(Trustworthiness))

다음의준거들은전통적인실증주의패러다임에서다년

간사용되어온타당성준거와 응되기때문에 응준거

(the parallel, or foundational criteria)라고부르고있다. 전

형적으로연구의타당성을판정하는전통적인준거에는내

적타당도, 외적타당도, 신뢰도, 객관도가포함된다. 

타당성 준거 자체가 그들이 고안된 패러다임의 전제에

기초한것이므로실증주의준거가제4세 평가를포함하

여 구성주의 연구에 그 로 적용하는 것은 상당히 무리가

따르는일일뿐만아니라무의미한일이다. 그렇다면구성주

의연구에서는어떤기준이의미가있는가? 여기에서는최

한전통적인실증주의기준들과상응하는방식으로제시

하고자한다. 하지만구성주의연구는그존재론과인식론

에 있어 실증주의자와 견해를 달리하므로 기존 개념의 재

개념화는불가피하다.

①신빙성( ; credibility)

이는 실증주의 패러다임에서의 내적타당도에 상응하는

기준이다. 연구결과와객관적실재(objective reality) 간의

동형성(isomorphism, ) 아이디어는응답자들에의해

구성된 실재(constructed realities of respondents)와 그들

에게 귀인 한 재구성(reconstructions) 간의 동형성에 의해

체된다. 다시 말해, 소위 사실적 실재(“real”reality), 저

밖에있는(out there)에있는객관적실재에초점을맞추는

신반응자들에의해구성된실재들과평가자에의해재구

성(represented)된, 그리고여러스테이크홀더에귀인하는

실재들 간의 일치를 확인하려는 쪽으로 초점이 바뀌게 된

다. 이러한동형성을검증하는방법으로는다음과같은몇

가지가있다. 이는인류학자, 사회학자, 현장연구자들에의

해널리인정되고사용되는것이다. 

∙장기간의참여(prolonged engagement) : 잘못된정보,

왜곡, 혹은 피상적 정보를 극복하고 구념(construction)을

밝혀내는 데 필수적인 라포와 신뢰를 형성하고, 연구자가

그안에몰입하여그상황의문화이해를촉진하기위해서

는 장기간 연구 현장에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

다.

∙지속적인 관찰(persistent observation) : 상황 가운데

찾으려고하는문제혹은이슈와가장관련되어있는특징

들과요소들을발견하고이들의자세한부분에까지초점을

맞추기위해서는충분한관찰이필요하다. 이러한지속적인

관찰의목적은장기간의참여가제공하는연구의폭에깊이

를더하기위함이다.

∙동료보고(peer debriefing) : 이해관계에연루되지않

은동료와함께연구결과, 결론, 잠정적분석, 또는현장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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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레스를놓고보다집중적인논의과정을거칠수있다. 이

러한 과정을 거치는 목적은 해당 상황에서 계약적 관계가

없는사람과연구결과를검증하고, 아울러평가자가가지고

있는암묵적, 함축적정보를명제화하는것을돕는것이다.

공정한 동료는 평가자가 자신의 연구에서 자신의 입장, 가

치, 역할을이해하고, 맥락밖에서잠정적가설들을검증하

며, 다음의방법론적단계를찾고시도할수있도록돕는다.

이렇듯비 이보장되고전문성이수반된동료관계는카타

르시스의수단으로현장연구에보통수반되는심리적인스

트레스를완화시켜주는통로가되기도한다.

∙부정적사례분석(negative case analysis) : 이후에알

게된사실에비추어잠정적가설을수정하는과정이다. 가

설이 모든 알려진 사례들을 설명할 때까지 주어진 가설을

발전시키고 정련하는 과정이다. 부정적 사례 분석은 양적

자료에서는 통계적 검증과 상응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

다. 다시말해누구도.000 유의수준을만족시킬수없듯이

질적연구자도모든사례들이해당연구의범주에꼭맞을

것이라고 기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상당한 정도의 부정적

사례를분석하고난후에는, 평가자는가능한경쟁가설들

중에서적절한가설을제외한모든가설을기각하 음을보

다신뢰롭게말할수있게된다.

∙진보적주관성(progressive subjectivity) : 평가자(연구

자)가자신의발달하는구념(construction)을모니터링하는

과정이다. 어떤연구자도백지상태에서연구에참여하지는

않는다. 그러나연구로부터나온어떤구념이든지구성주의

원칙을만족시키기위해서는연합구념이어야한다. 연구자

의구념이다른사람의구념보다어떤특권적지위를가질

수는없다. 진보적주관성(progressive subjectivism) 기법은

이러한 특권의 정도를 체크하도록 고안된 것이다. 연구 현

장에서어떤활동을하기전에연구자는기존의자신의구

념을기록하고-연구를통해발견하려고하는것- 그기록을

축적, 보관해간다. 가장유용한기록보관인은위에서논의

한동료연구자(debriefer)가될것이다. 연구하는동안연구

자는 정기적으로 그의 계속 발달하는 구념을 기록한다. 만

일연구자가자신의초기구념에너무많은특권을부여하

고 있다면, 다른 참여자들이 제공하는 구념에 마땅히 기울

여야할만큼의주의를기울이지않는다고볼수있다. 동료

연구자는 이러한 경향에 해 이야기해 주고 도전해야 할

매우 중요하고도 민감한 자리에 있다. 만일 연구자가 오직

찾으려고 기 했던 것만을 발견하거나, 혹은 어떤 중간의

구념에 고착되어 있을 경우, 신빙성은 심각하게 위협받게

된다.

∙구성원들에의한확인(member check) : 이는초기구

념의출처인이해당사자들과함께가설, 데이터, 초기범주

들을 검증해 가는 과정이다. 이는 신빙성을 확인하는 가장

중요한 기법이다. 이러한 과정은 자료 수집과 분석 단계에

서계속적으로일어나고연구과정에서반복된다. 

제4세 평가에서는신빙성을확인하는한가지방법으

로서 트라이앵귤레이션(triangulation)을 제시하지 않는다.

트라이앵귤레이션이라는것자체가변하지않은현상이존

재한다는 가정 아래 트라이앵귤레이션이 논리적으로 확인

될수있다는실증주의적함의가너무많이내포되어있기

때문이다. 여기에서는 트라이앵귤레이션은 사실적 속성을

지닌구체적인자료항목들을교차확인하는정도의것으로

간주된다.

②전이가능성(transferability)

전이가능성은 외적 타당도 혹은 일반화가능성에 상응하

는 것으로 생각될 수 있다. 실증주의 패러다임에서는 유사

한사례에동일하게일반화될수있는정도에관심을가지

지만구성주의패러다임에서는해당연구결과가다른맥락

에있는사람들에게의미있게전이되어이들에게직∙간접

의경험을제공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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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이가능성의 정도를 확보하는 중요한 기법은“풍부한

기술(thick description)”이다. 전이가능성을높이기위해평

가자가해야할일은해당연구를위해모든가능한가설들

을 발굴하고, 두드러지는 가설들이 발견된 그 시간, 그 장

소, 그문맥, 그문화에 해광범위하고주의깊은기술을

제공하는것이다. 구성주의자들은연구의신뢰구간을제공

하는 신 자신의 상황에 적용하고자 하는 사람 입장에서

전이가능성을촉진시키기위해가능한가장완전한데이터

베이스를제공하는것이다.

③안정성(dependability)

이는 전통적 기준의 신뢰도(reliability)와 상응하는 개념

이다. 이것은시간추이에따른자료의안정성에관계된것

이다. 이런불안정성은연구자가지루하거나기진하거나혹

은과정중의긴장으로인해지나친심리적스트레스를받

고있을때일어난다. 그러나안정성에는평가자에의해명

백한방법론적결정이나혹은성숙해가는재구념으로인한

변화는고려요인에서제외된다. 물론전통적연구에서연

구방법(설계)의변화는신뢰도를크게위협하는요인이된

다. 마찬가지로, 가설, 구념 등의 변경은 연구의 신뢰도에

심각한타격을입힌다. 그러나사례연구에서이러한변화

들은 안정성에 전혀 위협이 되지 않으며 오히려 성숙하고

성공적인연구의보증이된다. 그러나이런변화들은모두

기록되어야하고후에추적될수있는것이어야한다. 그래

서외부사람들이그평가과정을보고그들의결정을판단

하고, 무엇이평가자가결정적으로그렇게판단하고해석하

도록했는가를이해할수있도록해야한다. 과정의논리와

방법결정을서류화하는기법이안정성감사(dependability

audit)이다.

④확증성(confirmability)

확증성(confirmability)은 전통적 연구에서 객관성에 상

응하는것이다. 확증성은연구의자료, 해석, 결과가평가자

가 아닌 그 상황(맥락)과 사람들에 뿌리를 두고 있는 것으

로서단지평가자의상상속의허구가아니라고하는것을

보증하는 것과 관련된 것이다. 연구방법을 통해 객관성을

확보하려는전통적연구에서는동일한절차를따르면연구

자의가치, 동기, 편견, 정치적경향으로부터자유로운연구

결과를얻을수있다고믿는다. 그러나구성주의패러다임

에서연구결과의일관성은자료그자체에근거한것이다.

이는자료(구념, 주장, 사실등)는그원천으로거슬러올라

갈수있고, 원시자료에 한해석들이구조적으로통일성

있고확증적인전체틀안에서상호부합되도록하는데사

용된논리가연구결과보고에서명확하게드러난다는것을

의미한다. 따라서이렇게원시자료와이들을압축하는과정

들이외부검토자에의해검토되고확증될수있도록하는

것을확증성감사(confirmability audit)라고한다. 

B. 질관리기제로서의해석학적과정(The Hermeneutic

Process as Its Own Quality Control)

제4세 평가를포함한구성주의패러다임에기반한질

적평가과정의해석학적싸이클은그자체가질관리기제

로서 역할을 하게 된다. 전통적 평가에서는 적합성

(goodness) 판정을 위해 외부적, 객관적 평가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반면, 제 4세 평가에서는 해석학적, 변증법적

과정을통해이루어진다. 자료는받는즉시분석되고, 분석

결과는코멘트, 정교화, 교정, 개정, 확장등을위해자료를

제공한 사람들에게 피드백될 수 있다. 이러한 즉시적이고

계속적인정보의교환과정은오류의가능성을최소화한다

고할수있다. 다양한이해당사자들의이러한계속적이고

다양한 도전 속에서 어떤 거짓 명분을 유지하거나 교묘한

속임수가지속되는것은아주어려운일이다.

C. 확실성준거(The Authenticity Criter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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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제시한 두 가지 타당성 기준은 유용하긴 하지만

제4세 평가에서달성하려고했던목적을정말이루었는

가를판단하는데는충분한정보를제공해주지못한다. 우

선 응 준거(parallel criteria)를 살펴보면 이는 구성주의

패러다임의상이한가정에기초하여재개념화작업이이루

어졌지만여전히이런개념들은실증주의가정에뿌리를두

고있는것이다. 따라서그곳에는제한된느낌, 비유적으로

말하면다른반 편홈코드에서경기를하는느낌을가지

게한다. 그외에도불편한감정을가지게하는것은이것은

주로방법론적기준이라는점이다. 실증주의패러다임에서

는 방법론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방법론은 결과가 신뢰할

만하도록보장하는데매우중요한것이다. 그러나구성주

의연구혹은제4세 평가에서는방법은단지하나의고려

요인일뿐이다. 방법이외에산출물, 성과, 협상기준은제4

세 평가에서평가를판단하는데중요한요소가된다. 

단지방법적준거에의존하는것은이해당사자의권익이

정말신장되었는가하는부분을위협하게한다. 예를들어,

오랜기간지속적으로관찰하는것이이해당사자의구념을

충실히표상한다는사실을담보하지는못한다. 오직방법에

의존하는 것은 연구의 의도(목적)가 성취되었는가를 보증

하는데는불충분하다.

두번째해석학적과정자체를질관리기제로보는접근

은구성주의에뿌리를둔것이지만과정중에녹아있어암

묵적이므로명확한증거를보고자하는사람들에게는전혀

설득력이없다. 여기에서는마지막으로구성주의자체의가

정에서 출발한“확실성 준거(authenticity criteria)”를 제안

한다. 이러한 기준들은 명백하게 확증될 수 있고 구성주의

평가로부터 나온 어떤 사례 연구에서든지 활용될 수 있다.

확실성준거에는다음과같은것들이있다.

①공정성(fairness)

공정성은 다른 구념(constructions)들과 그들에 깔려 있

는가치체제가평가과정에서공정하게고려되고반 되는

정도를가리킨다. 연구(평가)는모든과정에서가치와불가

분의관계를가지며, 평가자들은불가피하게가치다원주의

적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평가자들은 평가를 둘러싸고 있

는 여러 가치 체계에 기초한 다양한 구념(multiple

constructions)들이 존재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평가자

의역할은이모든구념들을찾아내고, 소통하고, 그런구념

들이서로충돌하고있는방식을설명하는것이다.

이러한공정성을달성하기위한두가지방법을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는 이해당사자들을 확인하고 각 집단

내 구념을 확인하는 일이다. 각자의 구념은 주장(claims),

관심(concerns), 이슈(issues)를 두고 서로 간 갈등을 확인

하는과정에서가장명백히드러날것이다. 가치와신념체

계에있어차이를설명하는것이항상용이한일은아니지

만분명한갈등이존재할때이일은자료수집과자료분석

과정의일부분이되어야한다.

두번째단계는권고안과후속조치를위한아젠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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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개방적인협상과정이다. 이런개방협상은노사협상과

중재를 모델로 한 것으로 제 4세 평가에 적합한 협상은

다음과같은특징을가진다.

(1) 협상 과정은 공개적이어야 한다.  각 이해당사자 혹은

이들의 표들이 다 보는 자리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비공개

회의, 비 추가조항등과같은것은허용되지않는다.

(2) 협상은 동일하게 숙련된 협상자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

다. 모든 이해당사자들이 동일하게 숙련된 협상자가 될 수는

없지만적어도모든편에서능숙한협상자에게도움을청할수

는있어야한다. 

(3) 협상은 원칙상으로만 아니라 실제로 거의 동일한 힘을

가진위치에서진행되어야한다.

(4) 또한협상은모든편이같은수준의정보를가지고있는

상황에서진행되어야한다. 이해당사자는어떤정보가그들의

이해관계와관련지워볼때무엇을의미하는지를이해하는데

도움이필요할수도있다.

(5) 협상그자체는관련된문제에만초점을맞추어야한다.

(6) 협상은모든사람이동의한규칙에따라이루어져야한

다.

공정성기준이충족되기위해서는항소기제가만들어질

필요가있다. 협상과정에서어떤쪽에서규칙이지켜지지

않았다고느끼는경우항소할수있는기제가만들어질필

요가있다. 평가가이루어지기이전뿐아니라정보가밝혀

지고공유되는과정에서도, 권력관계가바뀔때마다계속

해서재협상되어야한다. 

공정성 절차가 비교적 문서화될 수 있고 가시적인 절차

인 반면 다음 네 가지 준거들은 더 모호한 편이다. 하지만

이네가지준거에 해서도이것이성취되었는가의여부를

문서화하는일은매우필요한일이다.

②존재론적확실성(ontological authenticity)

이는각개인이보다많은정보를가지고그것을보다정

교하게사용할수있게되었다는측면에서개인자신의내

적구념이발달되고, 성숙되고, 확장되고, 정교화되는정도

를가리킨다. 개인혹은집단의의식세계의확장혹은성숙

을 가리킨다. 이는 간접 경험을 통해서도 강화될 수 있다.

이러한간접경험은이해당사자들과다른이들에게자신의

“세계”를 보다 많은 정보를 갖고 정교한 방식으로 이해할

수있는기회를제공한다. 평가자가이해당사자들이그들의

경험을재평가할수있는예, 사례혹은다른자료들을제공

함으로써 이들의 경험이 같은지 혹은 다른지를 보는 것은

그들의맥락에 한보다정교한이해를도울것이다. 간접

경험이충분하지않을지모르지만, 이는이해당사자들의의

식, 특히주어진맥락의구조적측면에 한의식을확장시

키는강력한도구가될것이다.

이준거를확인할수있는두가지방법으로는다음과같

은것이있다. 첫째는, 선별된이해당사자들의증언이다. 개

개이해당사자들은그들이보다넓은이슈들을이해한다거

나, 그들이이전에이해할수없었던이슈들을이해할수있

게된다거나하는사실을증거할수있다. 두번째는각각의

사례연구에 한감사추적을통해평가의각각다른시점

에서개인적구념을기입해갈수있다. 이때평가참여자들

의 구념뿐 아니라“진보적 주관성(progressive subj-

ectivity)”을문서화하기위해평가자자신의구념도포함시

켜야한다.

③교육적확실성(educative authenticity)

개별반응자에게서다른이해집단에있는사람들의구

념에 한이해가증진된정도를가리킨다. 이해당사자들은

적어도그들과는매우다른타인의구념들에노출될필요가

있다. 왜냐하면그런노출을통해서가치체계가다르면평

가 상을둘러싸고있는이슈에 해서얼마나다른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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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을야기하게되는가를볼수있기때문이다.

교육적확실성의성취여부를수립할수있는방법으로는

다음두가지가있다. 첫번째는, 이과정에참여한자들중

에서선택된몇사람의증언을듣는것이다. 이증언은그들

이그들의구념과는다른타인의구념을이해하게되었다는

사실에 해증언할수있다. 두번째는, 그과정의마지막

에, 평가궤적을기입할때, 해석학적순환과정에서상호교

환을통해보인이해증진내용들을포함시키는것이다.

④촉매적역할(catalytic authenticity)

이준거는평가과정을통해실제행동이촉진되었는가를

확인하는 것이다. 평가를 통해 새로운 그리고 보다 정교한

구념에 도달하고, 다른 사람들의 입장을 이해하게 되는 것

은오히려공정성체제내에서성취될수있다. 그러나평가

의목적은어떤특정형태의행동과의사결정이다. 어떤제

4세 평가도참여자의편에서이루어진실제행동이없이

는완전하지못하다. 이해당사자들, 참여자들, 목표 상의

참여를전제한제4세 평가는이전세 의평가에서는찾

아볼수없었던방식으로행동을촉진하게된다.

이를확보할수있는방법으로는다음같은세가지방법

이있다. 첫째, 참여자들이단지평가를듣고공감하는것에

그치지않고그것을기꺼이실행할의사를가지고있는가에

해참여자들의증언을들을수있다. 둘째, 협상과정에서

나온해결책들에의존할수있다. 행동이협상되었을때이

것은참여자들이스스로결정한것이므로실천을담보하게

된다. 셋째, 주어진 시간 동안 체계적인 추수 작업을 통해

실제이루어진행동과변화의정도를추적해볼수있다.

⑤전략적확실성(tactical authenticity)

하기를 원하고, 필요하다고 느끼고, 행동하고자 하지만

의미있게그것을할수있는권한이부족할수있다. 이기

준은이해당사자들과참여자들이어떤조치를실행할수있

는권한이부여된정도를의미한다. 권한부여의첫단계는

모든이해당사자들에게평가에 한투입에기여하고평가

의초점과전략을형성하는데일조할수있도록기회를제

공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권한 부여 과정은 참여자들

이협상결과에실질적으로 향을미칠수있는방식으로

협상에참여할수있도록계속되어야한다.

이준거가만족되었는가는다음세가지방식으로확인될

수 있다. 첫 번째는 몇몇 구성원들과 이해당사자들을 선정

하여증언을듣는일이다. 둘째, 어떤집단이참여하는가를

결정하고그들이참여하는방식을점검함으로써추수작업

을하는것이다. 그리고마지막으로참여자들이나평가자가

평가과정에서권한부여정도에 해평가를하는것이다.

위에제시된타당성기준각세트는각각의목적을가지

고있다. 그목적을혼돈해서는안될것이다. 또한타당성

기준은패러다임과마찬가지로특정가정에근거한것이라

는것을마음에두는일은매우중요하다. 따라서실증주의

준거혹은기준에의해구성주의평가를판단하는것은부

적절하며그반 의경우도마찬가지이다. 평가의타당성은

각각이기반하고있는전제에서도출된적합한판단의잣

에의해서만판단되어야한다.

젊 은 이 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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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
래에 미국의 교육과정학자인

파이나(William F. Pinar)는그

의 동료들과 함께�교육과정의 이해�

(Understanding Curriculum, 1995)라는

제목의 책을 저술해 세상에 내놓았다.

1,000페이지가넘는방 한분량의이책

은 그와 비슷한 시기에 잭슨(Philip W.

Jackson)에 의해 편집되어 출판된�교육

과정연구논문집�(Handbook of Research

on Curriculum, 1992)과 더불어 현재까

지미국을중심으로하여이루어진교육과

정분야의연구를집 성한책으로평가받

고있다. 

�교육과정의 이해�에서 파이나는

“1918년에 탄생한 교육과정 개발 연구는

1969년에 사망했다. 이제는 교육과정 이

해의 시 이다”라고 담하게 선언하고

있다. 파이나가교육과정개발연구의‘탄

생’시점으로지목하고있는1918년은보

비트(Frank Bobbitt)가�교육과정�(The

Curriculum)이라는 제목의 책을 출판한

해이며, ‘사망’시점으로 지목하고 있는

1969년은 슈와브(Joseph J. Schwab)가

‘실제적인 것 : 교육과정의 언어’(The

Practical: A Language for Curriculum)

라는제목의논문을발표한해이다. 

교육내용이없는교육행위라는것을상

상할 수 없는 만큼 교육과정 개발에 관한

연구, 다시 말해 어떤 것을 교육내용으로

삼아야 하는가 하는 문제에 한 탐구는

교육의역사만큼이나오래된것이라고보

아야 할 것이다. 예컨 기원전 5세기 무

렵에 플라톤은�국가론�에서 올바른 삶은

무엇이며그러한삶을사는인간을기르기

위해가르쳐야할내용이무엇인지를상세

하게기록하고있으며, 송나라주희( ,

1130~1200)는 유학의 전통을 교육내용

으로 구체화, 체계화하는 데에 기꺼이 일

생을 바쳤다. 현재 우리에게 알려져 있는

‘4서’( : , � , , )는주

희가 교육과정 개발 연구를 통해 완성한

유학의교과서라고볼수있다. 

사정이 이러한 만큼, 보비트가�교육과

정�이라는 제목의 책을 발간한 1918년을

교육과정개발연구의탄생시점으로보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 하는 의문이 생기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보비트의�교육과

정�은 교육과정이라는 분야를 여타의 학

문과구분되는독자적인 역으로간주한

최초의 책이라는 점에서, 그 이전과는 구

분되는교육과정개발연구의새로운방향

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보비트를‘교

육과정 개발의 시 ’의 서막을 알리는 나

팔수로간주하는것에이의를제기할사람

은그다지많지않을것이다. 

보비트가 열어 놓은‘교육과정 개발의

시 ’는 교육과정을‘과학적으로’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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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적으로’구성하기 위한 방법을 고안

하는 데에 온통 관심을 쏟은 시 라고 말

할수있다. 보비트가보기에그당시의학

교교육과정은왜그렇게되어야하는지에

한 합리적 논의 없이 옛날부터 해오던

것을그냥답습해주먹구구식으로, 제멋

로 개발된 것이었다. 이 사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학교교육이무엇을목적으로삼

아야하는지를분명히해야하며, 그목적

을 달성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수단을

강구해야한다. 

그가 보기에 학교교육은 올바른 삶을

사는것, 즉장차어른이되었을때에하게

되는이러저러한활동을성공적으로수행

할수있도록하는데에그목적을두어야

한다. 학교교육이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

해서는무엇보다도먼저어른들의활동을

상세하게조사∙분석해야하며, 이를체계

화해 교육과정을 구성해야 한다. 보비트

자신이 사용하고 있는 예를 들자면, 오마

하에서 로스앤젤레스까지 기찻길을 놓아

야하는기술자는먼저그두지역사이의

지형을 정 하게 조사할 것이며, 그 조사

에 기초해 기찻길을 어디로, 어떻게 놓아

야 하는지를 결정할 것이다. 이와 마찬가

지로, 아이가사회의구성원으로서의어른

의 삶에 이르기까지의‘도로’(즉, 교육과

정)를 설계해야 하는‘교육 기술자’는 어

른의삶을정 하게조사∙분석한후에무

엇을어떻게가르쳐야하는지를결정해야

한다.

보비트가 열어 놓은‘교육과정 개발의

시 ’는 타일러(Ralph W. Tyler)에 의해

완성되었다. 1949년에 출판된 타일러의

�교육과정과 수업의 기본원리�(Basic

Principles of Curriculum and Instru-

ction)는 교육과정 개발의‘성경’으로 불

릴 정도로 교육과정 개발 실무에 관심이

있는많은사람들에게읽혔고현재까지도

막 한 향을미치고있다. 그책에서그

는교육과정과수업의구성절차를체계화

해 제시하고 그 각각의 절차에 한 설명

을붙여놓았다. 그에따르면, 교육과정과

수업은 (1)교육목표의 설정, (2)학습경험

의 선정, (3)학습경험의 조직, (4)평가의

순서로 구성 혹은 진행되어야 하며, 평가

의결과는다시교육목표를설정하는데에

참고 자료로 활용되어야 한다. 타일러에

의해체계화된교육과정의구성방식은그

후블룸(Benjamin S. Bloom), 타바(Hilda

Taba), 메이거(Robert F. Mager) 등에의

해더욱상세화되고체계화되었다. 

교육과정 개발의 시 를 연 보비트와

그것을완성시킨타일러의관점에서보면,

교육과정연구라는것은학생들에게무엇

을가르쳐야하는지를제안하거나, 그것을

제안을 실행하는 데에 도움이 될 만한 지

침을 상세화하는 일 이외의 다른 것이 될

수없다. 

그러나 1970년 를 전후로 하여 일군

의학자들은교육과정실제에 한처방에

관심을 기울이기보다는 교육과정 실제를

하나의현상으로간주하고그에 한기술

적, 이론적탐구를수행했다. 미국의경우,

교사의교수행동을기술하는도구로서의

‘수업형태분석법’을개발한플랜더즈(N.

Flanders), 교사가 수업의 과정에서 사용

하는논리적조작을연구한스미스(B. O.

Smith)와 스(M. O. Meux), 교사와학

생이주고받는언어의종류와성격을분석

한벨라크(A. A. Bellack) 등은그 표적

인 학자에 해당한다. 이들 여러 학자들은

학생들에게가르쳐야할내용을처방하는

데에관심을기울이기보다는현재학교에

서이루어지고있는교육과정실제가어떻

게 되어 있는지를 기술하는 데에 관심을

기울 다. 슈와브의 논문‘실제적인 것 :

교육과정의 언어’는 1970년 를 전후로

하여이루어지기시작한교육과정연구의

새로운조류에 한완강한저항으로해석

될수있다.

이 의 서두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교육과정의 이해�에서 파이나는 슈와브

의 논문‘실제적인 것: 교육과정의 언어’

를교육과정개발의시 의종말을알리는

표지판으로간주하고있다. 슈와브가보기

에, 그 당시의 교육과정 연구는 교육과정

에 한 실제적 처방보다는 그것에 한

이론적 이해를 주요 내용으로 삼고 있었

다. 현상에 한‘이론적 이해’라는 것은

그 행위의 본질상 아무 것도 없는 상태에

서이루어지는것이아니라모종의‘개념’

에 의존해 이루어져야 한다. ‘개념’에 의

존하지않는다면현상은기술되거나파악

되지않는다. 그리하여, 여러학자들은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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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리에 여타의 학문 역, 특히 심리학과

사회학등에서사용되는개념을빌려와교

육과정실제를기술하고설명하는데에마

음껏 활용하고 있었다. 슈와브가 보기에,

기존의 여러 학문의 개념 체계를 활용해

교육과정현상을기술하고설명하는행위

그자체는나쁠것이없지만, 그행위를각

학문 분야의 탐구 행위가 아닌 교육과정

연구행위라고볼수있는가하는것은의

문이다. 이점에서, 슈와브는교육과정연

구의정체성을교육과정현상의이해에서

가아니라교육과정의개선을위한지침을

제공하는 데서 찾고자 했다. ‘교육과정의

언어’, 교육과정 연구자가 주로 활용해야

하는언어는교육과정현상의이해를위한

이론적이해의언어가아니라교육과정실

제의 개선을 위한 지침 개발의 언어인 것

이다. 이와같이슈와브는그당시의교육

과정연구의흐름을거슬러보비트와타일

러로복귀함으로써교육과정연구의정체

성을확립하고자했다. 

파이나가 보기에 슈와브는 보비트에서

시작된교육과정개발연구의전통을공개

적으로지지하는마지막주장자라는점에

서그전통의사망지점에위치하고있다.

파이나는슈와브의충고를따르는 신에

그 전통의 사망 지점을 전후로 하여 싹트

기 시작한 교육과정 현상의 이해를 위한

노력을추적해보다분명한형태로드러냄

으로써 학문으로서의 교육과정의 면모를

바로세우고자했다. 그가보기에, 교육과

정 현상은 처방의 상이기만 한 것이 아

니라 이해의 상이기도 하며, 이해된 것

보다는 이해되어야 하는 것이 훨씬 더 많

은 미지의 세계, 독해되지 않은 텍스트이

다. ‘독해되지않은텍스트’로서의교육과

정 현상은 다양한 관점에서 탐구될 수 있

으며, 이 탐구가 성공을 거둔다면 교육과

정현상이보다분명하게드러남과더불어

우리의시야를현재보다더넓게확장시킬

수 있을 것이다. �교육과정의 이해�에서

파이나는‘독해되지 않은 텍스트’로서의

교육과정현상은역사적, 정치적, 인종적,

심미적, 현상학적, 신학적, 제도적맥락등

여러 가지 맥락에서 해석될 수 있다는 것

을보여주고자했다. 

파이나의 이 시도는 교육과정 현상에

한이해의폭과깊이를확장시켜주었을

뿐만아니라교육과정현상을이해하는데

에있어서‘해석학’이큰기여를할수있

을것이라는기 감을심어주었다. 다만,

교육과정현상의심장부에교과를가르치

고 배우는 일이 위치하고 있다는 엄연한

사실을 파이나가 조금이라도 존중했더라

면�교육과정의이해�는현재보다더정돈

된 모습으로 세상에 나올 수 있었을 것이

다. 다시말해, 교육과정현상을어떻게설

명하는지가 불분명한 제각각의 관점들을

병렬식으로나열하는 신에교육과정현

상을여실하게보여주는하나의이론의다

양한 표현들을 제시할 수도 있었을 것이

다.

교육과정 연구의 두 방향, 즉‘실제적

처방’과‘이론적 이해’라는 두 방향의 분

기점에서 슈와브는‘실제적 처방’의 방향

을선택한반면에파이나는‘이론적이해’

의 방향을 선택했다. 슈와브의 관점에서

보면, 교육과정에 한 실제적 처방은 이

론적이해의도움없이도얼마든지이루어

질수있으며, 파이나의관점에서보면, 교

육과정에 한이론적이해는실제적처방

을 염두에 두지 않고서도 그 자체로 충분

히의미를가질수있다. 

말하자면 슈와브와 파이나 두 사람은

R e s e a r c h F i n d i n g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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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적 처방’과‘이론적 이해’의 단절을

통해‘교육과정 연구를 어떤 방향으로 수

행해야 하는가, 실제적 처방 또는 이론적

이해 중의 어느 한 쪽을 수행함으로써 교

육과정 연구를 완수했다고 볼 수 있는가’

라는질문이부과하는중압감으로부터벗

어나고자 했다. 그러나, 교육과정 연구에

종사하는사람이라면누구든지, 슈와브나

파이나의 기 와는 달리, 그 질문이 부과

하는중압감으로부터한시도자유로울수

없다. 파이나의 경우를 염두에 두고 말하

자면, 교육과정 현상을 이해하는 데에 관

심을 가지고 있는 연구자는 예컨 ‘올바

른 삶은 무엇인가’, ‘도덕적인 면에서 올

바른인간을기르기위해서는무엇을가르

쳐야 하는가’라는 문제에 해 아무런

답을 할 수 없어도 좋은가? 이 문제에

해아무런해답을내어놓지못하는경우라

도교육과정연구는여전히의미를가진다

고보아야하는가?

파이나의 관점에서 보면, 교육과정 연

구가 취할 수 있는‘실제적 처방’의 방향

은한물간옛날의전통정도로가볍게보

아넘길수있을지모르지만, 교육과정연

구에서‘실제적처방’의방향은결코잊혀

지거나무시되어서는안된다. 물론, 교육

과정 연구자가 도외시하지 말아야 할‘실

제적 처방’의 방향은 보비트와 타일러가

취했던교육과정개발에 한관심과는같

지않다. 그방향을무시하는것은교육과

정실제가추구하는것, 즉‘올바른삶’이

무엇인지에 한탐색을관심의 역바깥

에놓고외면함으로써잠시동안의평온을

얻으려는것이나다름없다. 교육과정연구

는‘올바른삶은무엇인가’, ‘도덕적인면

에서올바른인간을기르기위해서는어떻

게 해야 하는가’라는 실제적 질문으로부

터한시도자유로울수가없다. 물론, 그렇

다고 하여 파이나가 취하고 있는‘이론적

이해’의방향을버려야하는것은아니다.

파이나가 취하고 있는 그 방향은, 파이나

가 그의책전체를통하여보여주고있는

바와같이, 실제적처방에 한관심에갇

혀 있는 교육과정 연구자의 시야를 보다

크고풍부하게하는데에기여할수있다.

근래에 유한구는�교과이론과 교과정

책�(2002)이라는제목의책에서교육과정

이론을두얼굴을가진‘야누스’로규정하

고있다. 그책에서저자는교육과정이론

을실제적처방과이론적이해, 또는그의

용어로‘전향적 처방’과‘후향적 이해’라

는두개의상반된얼굴을가진존재로묘

사하고있다. 그가보기에, 교육과정이론

은‘전향적처방’과‘후향적이해’의어느

한쪽을부정하거나긍정함으로써그존재

가확립되는것이아니라그‘야누스적성

격’을 동시에 존중하고, 그 두 얼굴 사이

의 팽팽한 긴장을 한치의 어김도 없이 유

지하고 보여줄 때 비로소 그 본연의 자리

를차지할수있다. 

여기서한가지놀라운사실은, 그저자

는교육과정이론본연의자리를성리학의

교육이론에서 찾고 있다는 점이다. �교과

이론과 교과정책�의 저자가 주장하는 바

에의하면, 성리학의교육이론은교육과정

이론의야누스적성격을온당하게존중하

는 이론, 다시 말해, 최고 수준의 이론적

이해를보여줌과동시에가장구체적인실

제적 처방의 방향을 보여준다는 것이다.

저자의 이 주장이 옳다면, 성리학의 교육

이론은‘가장 이론적인 것이 가장 실제적

인것이다’, ‘가장추상적인것이가장구

체적인 것이다’라는 만고불역( 古 )

의진리를여실하게구현하고있는이론이

라고보아야할것이다.

‘성리학은 공리공론(空 空 )의 집합

소이다’라고말하면서도다른한편으로는

‘성리학을 포함해 동양의 사상은 서양의

그것에 비해 실제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

라는말을하는것을보면, 성리학의교육

이론이실제적처방과이론적이해라는두

개의얼굴을온전하게구현하고있다는유

한구의주장은옳은것으로받아들여도좋

을것으로보인다. 

저자의이주장은비단�교과이론과교

과정책�에서뿐만 아니라 그 주장의 원천

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이홍우의�성리학

의교육이론�(2000), 그리고그주장에비

추어새롭게쓴�교육과정이론�(2003) 등

의 여러 저서에 보다 상세하게 취급되어

있다. 이책들에는태극( 極), 성( ), 리

( ), ‘중층구조’( 構 ) 등 현 의 독

자에게는 비교적 낯선 용어가 등장한다.

낮선 용어가 줄 수 있는 부담감에서 벗어

나그아이디어에주목하는독자라면누구

든지 교육과정 이론의 진수를 맛볼 수 있

을 것이다. 더욱이 서양에서 수입된 교육

과정이론에식상해있는독자라면우리들

자신이속해있는전통의깊이와아름다움

에새삼놀라움을금할수없을것이다. 다

른많은것은차지하고서라도최고수준의

교육과정이론을우리의전통에서찾을수

있다는 사실보다 더 반가운 일이 또 어디

에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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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정책과관련한정보및자료를종합적이고체계적으로제공하는교육
정책포털사이트-교육정책정보센터! 
교육연구개발연계체제사업의하나로지금문을새롭게활짝엽니다. 
올바른교육정책을추구하는교육정책정보센터에서 한민국교육정책의
미래로들어오십시오.

한민국교육정책의
큰문이열립니다!

교육정책정보센터한국교육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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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하고엄선된정책정보를검색하고원문을보실수있도록연결해드립니다

교육정책과관련된자료들을통합검색시스템을통해누구나손쉽게활용할수있습니다.

∙ 교육현안에 한전문적분석정보를제공하고국내외동향들을소개합니다

교육현안및정책연구결과, 동향등에 한분석정보를제공함으로써교육문제, 

교육정책에 한이해∙판단∙연구∙결정에도움을드립니다.

교육쟁점에 한토론의장이펼쳐집니다

교육현안에 한각계전문가의견해와여론조사결과를소개합니다. 

또한교육쟁점에 해깊이있게토론할수있는장을제공함으로써

교육공동체적관심을유도하고 안적아이디어를찾을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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