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

E

D

I

파워인터뷰 김용익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간사위원
특별기획 저출산고령화 시대의 교육,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가?
세계의 교육 영국 / 중국 / 독일
혁신학교를 찾아서(4) 전북 남원 용북중학교 (국내편)
일본 가나가와현립 다이시고등학교 (국외편)

2005 11+12월호 Vol.32 No.6

E D U CAT I O N A L D E V E LO P M E N T

20051112

EDUCATIONAL DEVELOPMENT

저출산고령화시대의 교육, 시각의 변화가 필요하다

저출산고령화시대에는 교육 틀의 변화가 중요하다. 학령인구를 중심으로 하는 학교교육시스템에
서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시스템으로 확대해야 한다. 또한, 장애인, 주부, 실직자들
이 적극적으로 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가치관의 변화와 국민의 생활수준 향상 그리고 1962년부터 약 30년 간 정부차원에서 추
진되어온 가족계획사업에 의해 우리나라 출산율은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 볼 수 없을 정도로
급속히 저하되고 있다. 2005년 현재 우리나라 출산율은 남여 2명당 1.22명의 수준으로, 과
거 1960년에 출산율이 6.0명이었던 것에 비하면, 상상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낮은 수준이
다. 여기에 우리나라는 한국전쟁이후 1960년대 말에 이르기까지 나타난 급격한 출산율 증
가 세대인 베이비붐세대들이 노년층이 되는 2020년부터는 더욱더 급속히 고령화되어 역삼

고 형 일│ 한국교육개발원 원장

각형 인구변동 형태인 극심한 저출산고령화시대로 접어들게 된다.

henky@kedi.re.kr

우리나라처럼‘사람이 자원’
인 나라에서는 저출산고령화시대가 지속되다보면 잠재성장률
이 낮아지고 국가경쟁력이 약화되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는
입학정원의 부족으로 많은 학교들이 폐교하게 될 것이고, 젊은 층의 노인부양 비용은 계속
적으로 증가할 것이고, 이에 따른 의료비 및 사회보장비용도 증가하게 되어 국가나 개인모
두에게 큰 부담이 될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다.
현재의 상황에서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저출산고령화사회를 극복하는
1차적인 방안은 출산을 장려하고 아이를 낳는 풍토를 만드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국가차원의
위원회를 조직하여 대비하고 이에 대한 법조항을 만들어 장려하고 있으나, 실상 현실적인
여건은 이러한 법조항을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한 우리나라 사회∙문화적인 원인을 살펴보면, 그 가운데에 항상
‘교육’
이 위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 설문 결과에 따르면, 젊은 부부들 사이에서‘자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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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이 개혁되어야 한다. 단순히 18세만의 학령기 아이들이 입학하는 곳이라는
인식을 깨고, 대학은 교육을 원하는 모든 사람에게 문호를 개방해야 한다. 장애인
도, 주부도 실직자도 그리고 정년퇴직자들까지도 정규의 대학을 통해 자신의 기
존 능력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도록 되어야 한다.

의 직업과 인생의 성취에 자녀가 걸림돌이 되고 있다’
고 응답한

그리고 교육의 관심 틀을 넓혀나갈 필요가 있다. 학령인구를 중

경우가 많았다. 특히, 남성보다는 여성이, 자녀출산과 양육이 사

심으로 한 학교교육시스템에서 교육의 관심을 모든 국민을 대상

회적인 성공에 어려움을 준다고 더 많이 응답하였다. 이러한 결

으로 하는 평생교육시스템으로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 국가

과는 당장 아이를 낳으면 겪게 되는 보육∙육아문제와도 연결선

발전에 주도적이었던 젊은 세대가 줄어듦에 따라 이들을 대신하

상의 문제라고 볼 수 있다. 저출산의 장애가 되고 있는 또 다른

거나 대처할 수 있는 동력이 필요한 것이다. 이러한 동력은 기존

교육문제로는 사교육비를 들 수 있다. 이는 물론 보육∙육아문

의 사회참여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던‘장애인, 주부, 실직자 그

제보다는 한 걸음 뒤의 일로 인식되긴 하나,‘한 명도 제대로 기

리고 정년퇴직자들’
로, 이들이 원하고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명

르기 힘들다’
는 인식의 팽배와 자녀교육비로 인한 경제적인 문

문대학에도 진학하여 교육받고, 고급의 능력을 육성할 수 있는

제 또한 출산율 저하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

그런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이처럼 저출산과 고령화로 야기되는 많은 문제들은 교육과 연
관되어 있고, 교육의 새로운 시각을 요구하고 있다.

이를 위해 대학이 개혁되어야 한다. 단순히 18세만의 학령기
아이들이 입학하는 곳이라는 인식을 깨고, 대학은 교육을 원하
는 모든 사람에게 문호를 개방해야 한다. 장애인도, 주부도 실직

우선 사교육비와 보육∙육아비로 대표되는 교육비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보육∙육아를 국가차원에서 보조하고, 공교육을 강화

자도 그리고 정년퇴직자들까지도 정규의 대학을 통해 자신의 기
존 능력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도록 되어야 한다.

해 국민들의 사교육비 부담을 줄여나가야 한다. 이와 더불어 학
교교육의 교육과정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획일화된 교육과정

국가와 사회가 인재를 함께 키워야 한다. 과거에 자녀양육의 문

에 의해 모든 학생들이 동일한 교육내용을 받는 시스템에서는

제를 개인의 문제로 생각했던 시기는 이미 지났고, 노인의 문제

세계적인 수준의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이제

를 가족의 책임으로 여기는 시대도 지났다. 저출산고령화시대가

는 학생들 개개인에게 맞는 적성교육과 창의적인 교육이 잘 이

도래한 이래로 국가와 사회가 인재를 키워가는 데 필요한 많은

루어지도록 교육과정과 교육내용을 개편해나가야 할 것이다. 일

여건을 적극적으로 마련해 주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교육문제

종의 수준별 맞춤학습 등이 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이와

도 저출산고령화시대에 맞춰 해법을 찾아 나가야 할 것이다.

더불어 여성과 남성이 동등한 가사분담과 동등하게 일하고 성취
할 수 있도록 성역할에 대한 인식변화 교육, 즉 양성평등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2005 November∙ Decem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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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wer Interview

“

고령사회형 교육체계를

”

만들어야 합니다

김용익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간사위원
곧바로 인구를 늘릴 수 없다면 인구의 질을 높이는 전략을 사용하여 실질적인 사회경제
적 활동인구를 늘리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라고 말하는 김용익 간사위원으로부터 저출산
고령화가 불러올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 들어본다
대담 이찬희 | 한국교육개발원 홍보출판심의위원장, chlee@ked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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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WER INTERVIEW

Q 올해 한국의 출산율은 여성 1명당 1.22명 정도로 계속적으로 감소추세인데 반해, 평균 수명은 점차 늘어나 저출산
고령화시대의 본격적인 진입을 알리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저출산고령화 추세를 어떻게 판단하고 계신지요.
A 지금 출산율은 굉장히 낮은 겁니다. 여성 1명당이라고 하면, 실감이 잘 나지 않는데요. 이 표현은 남여 두 명이 1.22
명을 낳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대단히 심각한 것이지요.
우리나라가 이 정도 수준으로 출산율이 줄어들기 시작한 것은 2000년부터입니다. 한 5년 정도 된 것이지요. 비교적 최
근에 줄어들었기 때문에 아직은 저출산의 양상이 고착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사회∙문화적으로 저출산의 양상이 고착
화되면 다시 복구하기가 어려운데요. 우리나라는 저출산 역사가 짧기 때문에 고착화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여러가지
여건만 갖춰진다면, 복구 시킬 가능성이 상당히 열려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고령화의 속도가 대단히 빠르다는 것입니다. 65세 이상의 고령자인구가 9.1%인 현재는 고령화 사회이고요.
2018년에 15%를 넘어서 고령사회가 되고, 2026년에는 20%를 넘어 초고령사회가 되는데요. 지금 통계청이 예측하는
2050년의 인구구조를 보면 65세 이상의 인구가 37.3%에 달할 것이라고 합니다. 2050년이 되면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1/3을 훨씬 넘어, 대단히 부담스러운 상황이 될 것입니다.
‘이처럼 고령화의 속도와 폭이 대단히 크다’
는 점이 우리나라 저출산고령화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Q 우리나라의 저출산고령화 실태를 매우 심각한 수준으로 말씀해주셨습니다. 저출산고령화의 진전 속도가 빠르다는
것은 그만큼 대비할 시간이 짧다는 것을 의미할 텐데요. 속도가 빠른 원인은 무엇인지요?
A 흔히 저출산고령화에 대한 속도를 말할 때, 2018년부터를 고령사회라고 하고, 2026년부터를 초고령사회라고 하는
데요. 구조적으로 인구구조상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해는 2020년입니다. 과거 우리나라 인구변동의 역사를 보면, 1955
년 한국전쟁이 끝난 후 베이비붐이 시작되어 대체로 1960년대 후반까지 지속된 것으로 보는데요. 그 베이비붐 세대가 굉
장히 규모가 컸습니다. 그 당시 가족계획을 시작하기 직전인 1960년에 출산율은 대체로 6명 수준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한 가정에 자녀를 6명을 낳았다는 의미이지요. 지금의 상황에서는 잘 상상이 안 되지만, 1960년대에는 흔히 그랬습

2005 November∙ Decem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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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의 40

A 현재 인구예측을 보면 중요하게 나타나는 문제는 크게 3가
지입니다.

대, 50대 형제

첫 번째는 저출산으로 인한 1세부터 14세까지의 유년인구가 감

들을 보면 형제

소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65세 이상의 고령인구가 대폭적

남매가 많은 가

으로 증가한다는 거죠.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한 사회를 움

정이 많죠.

직이고 동력이 되는 핵심인구인 5세부터 64세까지의 생산가능

베이비붐 세대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한다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앞으로

가 시작되던

는 일할 사람이 줄어든다는 거죠. 이 문제는 한국사회의 패러다

1955년 더하기

임의 변화를 요구할 정도로 중요한 문제입니다.

65세 를 하 면

20세기 후반의 지난 50여 년 동안 한국에서는 인구가 지속적

2020년이 나오

으로 증가해왔습니다. 매년 지속적으로 노동력 공급이 확대 재

지 않습니까. 그

생산∙공급되었고 바로 이게 한국경제를 운영하는 대전제였습

러니까 2020년

니다. 그러니까 맘 놓고 물적 자원에 투자를 하는 것이지요. 그

이 베이비붐 세

런데 2016년부터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들기 시작하거든요. 그러

대가 노인층으

면 사회∙경제가 바뀌는 거예요. 우리나라 경제와 산업을 움직

로 진입하기 시작하는 시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0년에 접

이는 방식 자체가 바뀌어야 되고, 그것에 따라 정부의 운영방식

어들면서 노인의 수가 갑자기 증가합니다. 반면 1960년대 가족

이라든가 재정의 운영, 각종 사회제도 운영이 바뀌어야 하는 것

계획 이후 아이들의 숫자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줄어들었기 때

이지요.

문에 인구구조가 가분수가 되는 거죠. 2020년 이후가 되면, 젊

이러한 상황이 되면, 이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를 어떻게 극복하

은층은 상대적으로 적고 노인은 굉장히 많으니까 속도가 굉장히

느냐가 관건이 되는 거예요. 생산가능인구가 유지되어야 노년인

빠르게 변하는 것이지요. 베이비붐 세대가 십수 년을 지속했으

구도 부양 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해결책은 아니고 당위적으

니까 2020년부터 십수 년 사이에 노인의 인구는 갑자기 늘어난

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생산가능인구가 그것을 부담할 만한

다는 것이지요. 그게 속도가 대단히 빠른 이유입니다.

생산을 해내지 않으면, 노인인구를 부양할 방도가 없는 거 아닙

정책적으로 생각해 볼 때 2020년부터 고령화 속도가 빨라진다
는 것은 고령화에 대비할 시간이 2020년까지, 즉 15년 밖에 남

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핵심이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 교육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사회전
반에서 고령사회를 대비하는 여러 가지 사회 조치들을 취하고

Q 그렇다면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를 어떻게 극복해야 할까요?

2026년을 맞이하지 않으면, 그 다음에는 그 고령화 속도를 따라
갈 방도가 없습니다. 산업구조도 바뀌어야 되고, 고용임금도 교

A 극복을 어떻게 해야되는지를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광의

육도 각종 복지제도 등 여러 가지가 다 바뀌어야 되는데요. 그렇

의 인적자원의 확보’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적자원은 기본적으

게 바꿀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2020년까지라고 말씀드릴 수

로 인구의 수가 있어야 합니다. 첫째로‘사람을 확보해야 하는

있겠습니다.

것’
이 바로 저출산 대책의 필요성입니다. 인구의 수를 유지하고
늘리는 것은 일찍부터 실시되어야 했습니다. 인구구조의 변동으

Q 저출산∙고령화시대에 발생하고 있고, 발생할 수 있는 문제
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로 보자면 1990년대 초반 전두환정부 시절에는 저출산대책을 실
시했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2004년부터 본격적으
로 대책을 시작했기 때문에, 출산율이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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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이 크려면 20년이 걸리고 인구구조는 2005~2020년까지
는 아무리 출산율을 늘려도 변동이나 변화가 없는 겁니다. 물론
지금의 정책은 좀더 시간이 지난 뒤에 차이가 나타나겠지요. 이
미 인구의 변동은 한 20년 이상은 주어진 것으로 받아들여야 합
니다.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대책은 기존의 인구 중에서 생산
하는 인구를 늘리는 겁니다. 그게 바로 여성의 사회경제적 참여
를 올리는 거예요. 가정에 있던 여성을 경제활동에 참여하게 하
는 거죠. 또한, 고령자를 활용하는 거예요. 실제로 일하는 기간
을 늘리는 거예요. 70에서 75세까지 일을 하도록 조건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인구학적 정의는 65세가 노인이라
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70세나 75세가 되어야 노인이 되고

때문이죠.

피부양상태로 들어가게끔 한다면 십년의 인구를 실제로 공급받

현재의 보건복지부가 생각하는 보건에 대한 생각을 바꾸고 국

을 수 있는 겁니다. 또 한 가지 방법은 장애인들의 능력을 발휘

민의 평생건강관리 시스템을 만들어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노인

시켜주는 겁니다. 굉장히 많은 장애인들이 제대로 교육을 받았

들의 건강은 평생 동안 관리한 건강의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으

으면, 충분히 자기 몫을 행했을터인데 장애인들이 취업을 못하

니까요. 우리나라의 경우 사고도 많은데요. 사고를 일으키면 젊

고 집에 있는 경우가 100만정도에 달합니다. 현재의 장애인 교

어서의 노동력이 중간 손실된다는 거예요. 지금부터는 그러한

육을 다시 봐야 합니다. 여성, 노인, 장애인, 이들이 모두 훌륭한

노동력의 손실을 감당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건강관리가

일꾼이 될 수만 있다면, 지금까지 안 쓰던 노동력의 추가공급을

인적자원을 확보하는 중요한 밑바탕이 됩니다.

받을 수 있고, 일정부분의 부족한 노동력을 대부분 채울 수 있을
겁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한 전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건강이 갖춰진 상태에서 여러 가지 교육문제가 제기됩
니다. 지금 현재의 교육방식은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를 졸

그 다음에는 이렇게 실질 공급을 늘리는 노동력 전체에 대해 그

업하고 그 중 81%가 대학진학을 합니다. 6세부터 23세까지 일단

사람들을 건강하게 하고 끊임없이 교육해서 그 사람들의 생산성

교육을 하는 거죠. 그때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고 그 다음의 교육

을 두 배로 늘리면 인구부족은 극복할 수 있다고 봅니다. 현재의

과정은 대체로 교육인적자원부의 관심분야를 벗어난 듯 합니다.

인구 수를 당분간 유지할 수 없다면, 인구의 실질적인 공급숫자

물론 형식상으로 평생교육이 있지만, 지금 현재는 교육부예산

를 늘리고 인구의 질을 높이는 전략을 통해 극복 가능하다고 봅

중에서 유아교육, 대학이후의 평생교육, 중간의 공적 교육체계

니다.

에서 탈락한 청소년들에 대한 교육은 관심밖에 있는 것 같습니
다. 이들에게 다시 주어지는 교육을 저는‘패자부활전의 기회’
라

Q 그러면 인적자원 확보 방안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고 하는데요. 저는 이들에게 재교육이 끊임없이 이루어져야 한
다고 봅니다.

A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인적자원을 확보하는 방법은 기본적으

현재까지 한국사회가 그러한 탈락자들을 포기하고도 발전할

로 두 가지예요. 하나는 보건이고 하나는 교육입니다. 보건은 왜

수 있었던 이유는 젊은 남성청년 노동력이 끊임없이 공급되었기

중요하냐면 사람들이 아프고 사고라도 나면 노동력 손실이 오지

때문입니다. 그 사람들을 방치하고도 됐었던 거죠. 그러나 앞으

않습니까. 건강관리를 잘못하면 노인이 되었을 때 굉장히 병이

로는 노동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중간 탈락자를 광범위하게 놔두

많을 거 아닙니까. 일찍 노화할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이 사

고는 사회유지가 안되게 됩니다.

회가 감당할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건강해야 교육도 할 수 있기

인구의 구조를 보면 그 전에는 청년인구가 많았잖아요. 이제는
2005 November∙ Decem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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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가능인구 중에서도 연령의 중위값이 자꾸 올라가고 있거든

준으로 학과를 선택합니까. 자기의 가능성, 자기의 취향을 18살

요. 현재는 20대가 끝날 쯤에 생산성이 올라가기 시작해서,

에 파악할 수가 없거든요. 오로지 자신의 성적만으로 완전히 패

30~40대 초반까지는 생산성의 피크를 그리게 돼요. 그러다가

팅하는 거라고봐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학과에서 공부하는 것과

40대 후반 50대 가면서 생산성이 떨어지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자기가 할 일을 연결시키지 못하는 겁니다. 자기가 배운 내용과

는 40대 50대가 한국사회의 주축이 될 거라는 말이예요. 그렇기

전혀 다른 일을 하게 되는 것, 그게 대학교육의 거대한 낭비가

때문에 이제는 40~50대 능력이 떨어지게 내버려둬서는 한국사

있는 거예요. 대학교육에서 배운 것과 실제 자기의 직무와 연결

회가 유지가 안되는 겁니다. 평생교육체계를 빨리 구축해서, 평

되지 않는 것으로 인해 엄청난 낭비구조가 있는 겁니다. 저는 고

생교육을 통해 지식과 기술, 능력의 보수 유지를 해주어야 합니

등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의 81%가 대학을 가는 것도 문제라고 봅

다. 40~50대 능력이 떨어지지 않도록 국가가 교육에 신경을 써

니다. 81%라는 것도 정말 적절치 않은 숫자라고 생각해요. 일본

야만 합니다.

이나 미국도 대학으로 40%~60% 진학을 해요. 우리나라의 경

대학 이후의 교육은 평생에 걸쳐서 퍼뜨려도 된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 대학원 석∙박사 교육은 평생교육하고 구분되는 것이

우, 대학을 갈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 대학을 간다는 거예요. 이
러한 것을 바꿔나가야 합니다.

아니잖아요. 정규대학도 40대에 들어갈 수도 있어야 합니다. 그
Q 우리나라 사람들이 왜 그렇게 대학을 가려고 하고 선호한다
고 생각하시나요?
A 바로 대학밖에 갈 곳이 없는 겁니다. 우리사회에서는 대학을
못가면 사람취급을 못 받잖아요. 사람취급을 못 받으니까 대학
을 가는 거고, 대학을 못간 19%는 인생을 비참하게 사는 거예요.
고령사회로 갈때는
도표
---’
교육시스템이‘
까지 이루어져야 함
현재의 교육시스템

이것은 교육시스템의 문제가 아니예요.
‘대학교육’
을 일종의 재화라고 보면 대학을 가는 것과 기술학
교에 입학해 숙련기술자가 될 수 있는 종류의 상품이 있다면 이
둘은 경쟁하는 관계잖아요. 그런데 이 둘은 대학교육이 너무 우
등재고 이것은 너무 열등재라는 게 문제입니다. 대학교육과 기
술교육이 대등한 경쟁이 되는 상품이 되게끔 해줘야 합니다. 다

러나 지금 문제는 행정대학원, 최고경영대학원 등 여러 대학원

시 말해서 기술교육을 받고 숙련된 기술자가 되면 사회에서 인

들이 도처에 깔려 있어도 대학원들이 실질적인 생산성 향상과

정받고 자기 인생을 성취하면서 살게끔 해주지 않으면 이 문제

연결되어 있지 않은 채 자격만 있다는 거예요. 내용이 있어야 하

는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학입시가 심각한 겁

고 산학과 연계가 되어야 돼요. 능력을 유지하는 수단으로 석∙

니다. 그 구조를 그대로 두고 대학입시제도를 고쳐 해결하려고

박사과정이 역할을 해줘야 한다는 거예요. 각종 단기연수과정

하니까 해결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교육계에서는 오로지

등이 있어야 하고 거기에 평생교육시스템을 더 많이 활용해야

대학입시제도에만 신경을 쓰고 있잖아요. 한국사회가 고령사회

된다는 거예요. 중∙고령자들도 지속적으로 자기 능력을 계발해

에 적응하려면 교육시스템에서 대변화가 있지 않으면 감당이 되

서 자신의 능력이 떨어지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앞으로 그

지 않아요. 그래서 빨리 일자리로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렇게 하지 않으면 한국사회는 절대로 유지될 수 없습니다.

서 성취할 수 있게 되어야 하고요. 그 대신 그렇게 빨리 일자리

저는‘학부 대학도 반드시 18살에 갈 필요가 있느냐’그게 대단

로 들어간 사람이 원하면 언제라도 대학교육을 받을 수 있게끔

히 의심스러워요. 다들 대학을 다니셨겠지만, 18살에 무엇을 기

해줘야 해요. 30살에 대학가는 게 전혀 이상하지 않게 해줘야 된

10

Educational Development

다는 거예요. 삼수, 사수는 낭비지만, 십수, 이십수는 낭비가 아
니예요. 왜냐면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자기가 일을 해보고 자기
자신을 실험 해보고 내 능력과 취향과 나의 가능성을 보고 학과
를 그것에 맞춰 선택하면 훨씬 더 공부를 열심히 하고 교육성취
도가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18살에 대학간다’
는
그 신화를 깨뜨려야 되는 거예요.
Q 간사위원님께서‘패자부활전’
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요. 특
히, 학교에서의 패자부활전을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
시는지요.
A 우선 중간탈락자가 생기지 않게 하려면 초∙중∙고등학교에
서 사춘기를 무사히 넘기게 해줘야 합니다. 중∙고등학교에서 영

예. 맞습니다. 저출산고령화시대에는 보육∙육아교육도 절대적
으로 중요합니다.

어, 수학 이런 것을 가르치는 것으로 임무를 다했다고 생각하는

첫째, 본질적으로 보육유아교육은 초기의 인격형성에 관여되는

것은 이제는 정당화되지 않습니다. 예전 노동력이 많았던 시기에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수단적으로는 보육과 유아교육이 여

는 중도탈락자를 방치해 두어도 사회에 문제가 없었지만, 앞으로

성들의 육아노동을 경감시켜주는 방식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는 그 탈락자가 있으면 안됩니다. 학교에 사회복지사도 두고 상

육아가 과거에는 여성, 어머니의 임무이고, 가사노동의 일부분으

담교사도 더 두고, 아이들에게 어려운 일이 있으면 상담을 해주

로서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상태는 더 이상 가사노동의

고 이러한 문제를 무사히 넘기게 해줘야 합니다. 그게 저는 현대

일부분으로 이해해서는 절대로 출산율이 올라가지 않는다는 거예

적 의미의‘덕육’
이라고 봐요. 그리고 아까 평생 건강관리를 해야

요. 사람이 모자라기 때문에 여성들이 자기 성취를 해야 되고, 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학생들이 건강관리도 해주고 건강에 대

을 할 수 있게 해줘야 돼요. 아이를 낳고도 일을 할 수 있으려면,

해서 가르쳐주고 운동도 시켜주고, 그게 현대적 의미의‘체육’
이

가정과 일이 양립화(family and work balance)되려면, 바로 보

예요. 지금 우리 학교가 지육만 하고 있잖아요. 말로는 지덕체라

육과 유아교육이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고 하지만 실제로는 지육에 치우쳐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현대
적 의미의‘덕육’
과‘체육’
을 강조하여 사춘기를 무사히 넘길 수

저출산문제가 보육과 유아교육만으로 해결되지는 않지만, 저출
산 대책을 만드는데 중요한 필요조건이 됩니다.

있도록 도와주어 인력손실을 최소화해야만 합니다.
Q 위원님께서 구상하고 있는 정부차원의 또는 국가 전반의 대
교육기간이 길어지는 것이 저출산의 중요한 원인이예요. 왜냐
하면 결혼연령이 점점 늦어지기 때문에 결혼이 늦어지고, 결
혼이 늦어지니까 출산이 늦어지고, 불임이 늘어나게 되고 낳
더라도 적게 낳게 되는 일종의 악순환이 벌어지는 거죠.

안이나 정책이 있으면 말씀해주시지요.
A 저출산 대책과 노인대책으로 나눠 얘기를 하자면, 저출산 부
분은 여성들이 부담 없이 아이를 낳아서 키울 수 있게 해줘야 합
니다. 거기에 제일 기본이 되는 것은 육아지원 문제입니다. 육아
를 하는데 대한 비용과 노동의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지요. 아이

Q 초∙중등교육의 현대적 지덕체 교육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를 키워주는 육아지원시설은 낮에만 아이를 봐줍니다. 밤 시간

저출산고령화 시대에는 보육∙육아교육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에는 결국 엄마의 몫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가사노동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못 낳잖아요. 이것을 해결하려면 양성이 성역할의 분할을 풀어
2005 November∙ Decem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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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까 젊은 층들이 경제적인 문제로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살고
하는 전망이 불확실하지 않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혼을
자꾸 미루게 되는 거죠. 미룬다는 말은 중요한거예요. 미루는 것
과 포기하는 것은 다르거든요. 미룬다는 것은 그 조건을 풀어주
면 결혼을 하는 거예요. 포기하는 것은 결혼을 아예 안하겠다는
거니까요. 결혼을 안하겠다 이렇게 되면 얘기가 어렵잖아요. 사
실은 저출산대책이라고 직접적인 대책으로 묘약을 풀어놓을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래서 고용임금제도라든가 실업문제라든
가 이런 것들을 풀어서 젊은 층이 결혼 할 수 있게 해주고 그리고
결혼해서 애를 낳아서 기르는데 남성이든 여성이든 출산과 보육
야 돼요. 쉽게 얘기하자면 부부가 가사노동과 육아노동을 같이

때문에 자기 인생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조건을 만들어줘야 해

해야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여평등의 성차별을 젊은 세대가

요. 아직 저출산 경향이 고착되지 않은 상태인 우리나라의 경우

가정생활, 개인적인 생활에서부터 채득하는 게 중요하게 됩니

는 고착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건을 마련해주면 출산율이 올라갈

다. 서양에서는 6시에 퇴근해서 집안일을 같이 하잖아요. 모든

수 있습니다. 그 조건이 된 상태에서 캠페인을 한다면 원상회복

게 자연스럽게 이루어지지만, 한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래

까지는 어렵더라도 어느 정도까지는 가능할 것이라고 봅니다.

도 여성들이 부담을 갖게 되기에 아이를 둘 정도 낳는다고 하면
여성들은 자기 성취의 많은 부분을 포기해야 되는 상태가 되는

이러한 것들이 가능하도록 정부차원의 노력이 있어야 할 것 입
니다.

거죠. 30대의 여성들에게 물어보면‘우리엄마는 너무 좋으신 분
인데, 나는 우리엄마처럼 될 수가 없다’
고 말합니다. 물론 그 모
델을 옛날 어머니의 그 역할모델을 현대에도 그대로 모델로 삼

Q 저출산고령사회를 잘 이끌어가기 위해 교육당국에게 또는
교육가족들에게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시지요.

을 수는 없죠. 그래서 이제 양성평등이 중요해요. 그렇게 하는
데 동양사회에서는 결정적으로 문제가 되는게 있습니다. 남자들

A 첫째는 교육의 변화가 고령사회의 여러 가지 문제를 극복하

이 집에 일찍 갈 수 없는 기업문화입니다. 기업문화, 접대문화

는 관건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교육이‘고령사회형 교육체

때문에 우리나라 직장문화에서는 출세하려면 직장, 밖에서도 일

계’
에 맞게 이뤄져야 한다고 봅니다. 교육만큼 중요한 게 없어

을 해야 하잖아요. 협상하고 전화하고 나서 집에 가면 9시, 10시

요. 물론 보건도 중요하고 산업, 고용임금제도도 중요하고 다 중

가 되고 피곤하니까 자야 되고, 결국 가사노동은 대부분 여성에

요하지만,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드는 것을 극복하는 방법이 교육

게 지워지기 때문에 안 낳게 되는 겁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이기에 다른 무엇보다도 교육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것을 교육

한국의 직장문화(남성문화)가 바뀌어야 됩니다. 일례로 일본의

계에서 인식을 하셔야 해요. 이것과 교육시스템의 관계 내지는

경우 가정친화적 기업, Angel Plan이라는 육아지원책을 마련하

고령화사회대책에서 교육이 차지하는 위치를 교육계에서 인식

고 실시하였지만, 출산율이 올라가지 않는 중요한 이유 중의 하

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교육을 보는 눈이 바뀔 수 있다

나가 성역할의 분화, 여성들에게 전가되는 부담이 걸림돌이 된

고 생각합니다.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상황적으로 중요한 문제는 2000년부터 출산율
이 저하가 됐는데요. 출산율 저하라는 게 경제위기하고 상당히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그 이후에 우리 고용제도가 비정규직 위
주로 자꾸 형태로 바뀌고요. 경제적으로 실업률이 올라가고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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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획.저출산고령화 시대의 교육,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가?
가장 빠른 저출산고령 ..........최경수
화추세가 계속되고 있다

■세계적으로

교육정책,‘learning ..........김이경
how to learn’이 중요하다

■초∙중등

원인과 파장을 주 ..........이삼식

■고등교육정책,

핵심요소인 영유아 보 ..........나 정
육, 교육을 우선하라

■평생교육정책,

■저출산고령화의

시한다
■출산율의

재교육과 기본교육 ..........이현청
의 이중구조가 필요하다

를 향상시켜라

중∙고령자의 가치 ..........권대봉

Special project |

저출산고령화시대의 교육 ,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가 ?

세계적으로 가장 빠른

저출산고령화 추세가 계속되고 있다
최경수│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 choi@kdi.re.kr

우리나라의 저출산 고령화는 세계적으로 가장 낮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으며, 단기간 내 반전될 가능성이
많지 않아 보인다. 저출산 고령화는 노동인구 감소라는 사회∙경제적인 문제를 야기한다. 이를 근원적으
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 차원에서 보육과 교육이라는 측면에서 모색해야 한다.

우

리나라 출산율은 2004년에도 1.16을 기록하여 2002년 이후 계속 1.2 수준에 미달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낮은 수준일 뿐만 아니라, 외국과 비교하더라도 OECD 최저의 수준에 해당

한다1). 더욱이 현재 추세를 감안한다면, 우리나라의 저출산율 추세는 앞으로도 장기간 지속될 것으로 전
망되고 있다는 데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출산율이란 통계용어로는 합계출산율(total fertility rate)을 말하는데, 한 여성의 평생 동안에 걸친 출
산 횟수를 추정하는 통계적 지표이다. 한 국가의 인구규모가 장기적으로 일정하게 유지되기 위하여 필요
한 출산율은 2.1이다2). 그러므로 출산율이 2.1에 미달하는 현상이 지속된다는 것은 그 나라의 인구가 장기
적으로는 감소하게 됨을 의미한다.
우리나라는 인구밀도가 높은 나라이기 때문에 인구의 감소가 무엇이 문제가 되느냐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리고 어떤 국가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인구 규모가 이상적이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뚜렷한 해답도 있
을 수 없다. 그러나 문제는 인구가 급속히 감소할 때에는 생산인구에 비하여 피부양인구의 비율이 높아지
기 때문에 연금,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에 있어서의 적자발생 등 많은 경제적인 문제를 야기할 수가 있다
는 데에 있다. 과거 베이비 붐의 영향으로 과밀학급, 대입경쟁 등 많은 문제가 발생하였던 것과는 반대로
노인인구의 증가는 생산인구 1인당 부양 비중을 증가함으로써 과거와 반대의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는 것
이다. 급속한 출산율의 하락은 중장기적으로 이러한 문제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다.
세계적으로 가장 낮은 출산율 나타내
우리나라 출산율 저하 추세는 다음의 <그림 1>과 같다. 1970년대 중반까지만 하여도 우리나라의 출산율
은 전형적인 후진국형으로 3.0 이상의 높은 수준에 있었다. 그 이후 소득상승과 정부의 가족계획 홍보 및
시행 노력으로 1980년대 중반에 출산율은 2.0 이하의 수준으로 하락하였으며, 당시에는 세계적으로도 모
범적인 가족계획의 성공사례로 알려졌다. 그러나 출산율은 그 이후에도 계속 하락하여 1990년대 후반까
지는 1.5 근처에 머물러 있었으며 2001년 이후에는 급기야 1.2 수준으로 하락하여, 저출산율이 오히려 심
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되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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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에서는 소위‘인구폭발’
이 인류
(그림1)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 추이

의 미래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요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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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한 수의 인류가 살게 될 것이리
라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급속한 출산율 하락 역

일반적으로 출산율은 소득상승에 따라 하락한다. 역사적으로 1

시 급속한 소득 증가가 근본적 원인이다. 서구 선진국에서는 출

인당 소득과 인구증가율 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소득이 매우 낮

산율이 수백 년간에 걸쳐서 서서히 하락하였으나 우리나라에서

을 때에는 출산율은 높지만 사망률 역시 높아 인구증가율은 낮

는 급속한 경제성장에 따라 소득수준이 급속히 증가하였으며,

은 수준에 머물러 있게 된다. 역사적으로 중세 이전에는 어느 국

이에 따라 출산율도 급속히 하락하였다고 보아야 하는 것이다.

가에서나 인구증가율은 1% 수준을 넘지 않았다. 그러나 소득 수

급속한 출산율의 하락 그 자체는 우리나라의 압축성장을 반영하

준이 상승하게 되면 사망률이 하락하고 평균수명이 증가하게 되

는 자랑스러운 지표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저출산의 추세가 수

어 인구증가율은 상승하게 된다. 소득 수준이 더욱 증가하여 어

년째 지속되고 있다고 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저출산

느 수준을 넘게 되면 출산율은 하락하며 인구증가율은 다시 낮

은 우리나라의 어두운 측면을 반영하는 것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은 수준으로 복귀하게 된다. 인구학에서는 인구증가율이 낮은

더욱 그러하다.

수준으로 복귀하는 이러한 변화를 인구변천(demographic
transition)이라고 부른다.

우리나라의 저출산율 추세는 선진국들과도 확실히 다른 양상
을 띠고 있다. 선진국들에서는 일찍이 2차대전 이전부터 저출산

이러한 인구변천이 일어나는 시기는 세계적으로도 공통성을

의 추세가 시작되었으며, 그후 매우 점진적으로 진행되어 최근

가지고 있다. 그 시기는 1인당 국민소득 수준으로 따져 약

에는 역대 가장 낮은 출산율(the lowest low fertility rate)을 기

2~3000달러에 해당하는 시기인데 유럽의 경우 그 시기는 산업

록하고 있다(<그림 2>). 그러나 그 수준은 대부분의 선진국들에

혁명을 전후한 시기였으며, 일본의 경우에는 1950년대 말에서

서 현재 1.5~2.0 수준으로 우리나라보다는 크게 높다(<표 1>

1960년대에 걸친 시기였다. 이러한 인구변천이 우리나라에서는

참조).

1970~1980년대에 걸쳐서 일어났다고 볼 수 있다.
세계적으로도 과거 1960년대에는 인구증가율이 크게 상승하여
1)�OECD 국가 중에서는 체코공화국만이 1.17(2003년도)로 우리와 유사한 수준을 기록하였다.
2) 출생성비는 여자가 남자보다 낮기 때문에 인구규모를 일정하게 하기 위한‘재생산출산율’(reproduction fertility rate)은 2.1로서 2.0보다 크다.
2005 November∙ Decem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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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 합계출산율 수준의 국제비교 (2000년 기준)
한국
2 000

1)

1.16

일본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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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

이탈리아

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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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

1.35

1.76

1.50

1.20

1.18

�주 : 1) 한국은 2004년 통계

자료 : OECD

현재 출산율이 매우 낮은 수준에 있는

(그림2) 와국의 합계출산율 추이

국가들은 한국(1.16, 2004년), 일본(1.33,
2.40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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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스웨덴

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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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등 동아시아 국가들과 스페인
(1.20, 2000년), 이탈리아(1.18, 2000년)

2.20

등 남유럽 국가들이다. 현재 최저출산율

2.00

을 기록하고 있는 이러한 국가들의 공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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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은 과거에는 보수적인 사회였으나,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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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톨릭 국가들로서 매우 보수적인 사회
였으며, 한국과 일본은 유교적인 질서 하
에서의 보수적인 사회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남유럽 국가에서도 대가족제도는 급속히 해체되고 있으며, 한국과 일본에서는 여성의 경제활동과
권리가 놀랄 만큼 빠른 속도로 신장되고 있다. 그러므로 출산율의 하락은 사회의 변화, 그 속에서의 여성
들의 변화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러한 변화는 통계적인 분석으로도 뒷받침되며, 이로부터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앞으로도 상당한 기간 동안에는 지속되리라고 하는 전망이 가능하다.

1970년대에 시작한 우리나라의 산아제한정책은 세계적으로도 모범적인 가족계획의 성공사례
로 알려졌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출산율이 하락하여 2001년 이후에는 급기야 1.2 수준으로
하락하여, 저출산율이 오히려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된 것이다.

단기간 내 저출산율 반전 가능성 희박
출산율 하락 추이에 대해 설명하기 위해서는 출산율의 통계적 정의를 좀 더 자세히 알아볼 필요가 있다.
출산율은 합계출산율(total fertility rate)과 완결출산율(completed fertility rate)이란 통계에 의하여 측
정된다. 통상적으로 말하는 출산율이란 전자인 합계출산율에 해당한다.
합계출산율이란 특정년도의 가임기간(15~49세) 여성의 각 연령별의 출산율을 합산한 통계이다. 만약 여
성들의 연령별 출산율이 앞으로도 현재와 같다면 각 연령별 출산율의 합은 한 여성의 일생에 걸친 출산 횟
수와 같게 될 것이므로 합계출산율은 한 여성의 평생 동안에 걸친 출산 횟수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각 연령별로 여성들은 서로 다른 집단이기 때문에 특정 연령 여성의 평생에 걸친 출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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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태는 현재의 각 연령별 여성과는 다르다. 예를 들어 현재의 20

(표2) 외국의 완결출산율 추이

대 여성은 40대 여성보다는 훨씬 더 학력수준이 높고 가치관도

출생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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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르다. 현재의 30대 후반 여성은 이미 20대에 출산행위를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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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지만, 현재의 20대 여성은 아직 출산을 시작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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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많다. 그렇기 때문에 출산율의 변화 추이를 따져보기 위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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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

2.21

는 각 출생년도 집단(cohort)별로 그 출산이력을 따져보는 것이

스페인

-

-

스웨덴

2.12

영국

-

미국

-

보다 유용하다.
이러한 통계가 완결출산율인데 반면 이 완결출산율 통계는 출
산행위가 종료되어야 알 수 있으므로 출산율 변화의 최근 경향
은 알 수 없다는 문제점을 가진다. 예를 들어 출산은 40대에 이
르러야 거의 끝나므로 2005년 현재 40세가 되는 1965년생에 대
해서만 완결출산율은 의미가 있으며, 현재 출산 활동 변화의 중
심부에 있는 20대 후반과 30대 초반 여성에 대해서는 완결출산
율은 아직 미완의 통계로서 불완전한 통계에 지나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다.
서구의 경우에는 완결출산율은 시대적으로 크게 변화하지 않
았다(표 2). 반면 출산연령이 경제∙사회 환경에 따라 크게 변화
하여 결과적으로 완결출산율은 일정한 가운데 합계출산율 만 변
화하는 양상을 보여 왔다. 예를 들어 현재의 30대 여성은 이미
20대에 출산행위를 종료하였으나, 현재 20대 여성은 30대에 출
산을 계획하고 있다고 하자. 이러한 경우에는 여성의 완결출산
율은 변화하지 않으며 반면 현재의 합계출산율은 당장 출산을
하고 있는 여성 수가 적으므로 크게 하락한다. 따라서 합계출산
율은 완결출산율보다 큰 폭의 변화를 보이는 특성이 있다.
이러한 변화를 보이는 대표적인 국가가 스웨덴인데, 스웨덴은
일찍부터 저출산이 문제가 되었으므로 1900년대 초부터 이미 출
산율에 관한 자료가 잘 구비되어 있다. 스웨덴의 완결출산율은
지난 1세기 동안 2.0 수준에서 거의 변화가 없었다. 반면 출산연
령은 시대적 상황에 따라 등락을 거듭하였는데 1970년대 중반부
터 1980년대 후반까지는 1.5의 수준에 있었으며 이후 1990년대
중반까지는 2.0 이상으로 상승하였다가 1990년대 후반부터는
다시 1.5의 수준으로 하락한 바 있다. 스웨덴의 합계출산율 변화
는 여성의 출산에 대한 선호보다는 출산시기의 변화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합계출산율뿐만 아니라, 완결출산율도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표 3>은 통계청에 의한

1950

1955

1960

1965

2.22

2.11

2.13

2.10

1.99

1.80

1.72

1.67

1.65

1.51

2.14

2.07

1.88

1.80

1.67

-

2.22

2.18

2.13

-

-

-

-

2.44

2.14

1.90

1.76

-

2.14

2.05

1.98

2.00

2.03

2.04

1.96

-

-

-

-

2.01

1.97

1.87

-

-

-

2.01

1.99

2.02

-

�주 :‘-’는 자료없음을 의미
자료 : OECD(2001), Society at a Glance. Social Indicators, Table
GE4.3, 2002, Paris.

완결출산율의 추이 및 추계치인데 통계청 역시 장기적으로 우리
나라의 합계출산율은 1.4의 수준으로 하락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 하락은 여성의 혼인연령 상
승, 출산연령 상승 등으로 일시적인 요인에 기인하고 있을 가능
성이 있지만 이를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출산율이 크게
회복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
외국의 인구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더라도 일본의 경우 혼인 및
출산연령을 감안하더라도 그 효과는 0.2~0.3에 불과하다고 한
다. 우리나라도 이와 별로 다르지 않을 것이므로 현재의 상황이
지속된다면 장래 출산율이 회복된다고 하더라도 그 폭은
0.2~0.3에 그쳐 출산율은 여전히 1.5 이하의 낮은 수준에 머무
른다고 추측할 수 있다.
(표3) 우리나라의 완결출산율 추이
출생년도

1935 1940 1945 1950 1955 1960 1965 1970 1975 1980 1985

완결출산율 5.14

4.31

3.21 2.50 2.27 2.08 1.97

1.71

1.49

1.45

1.44

�주 : 1955년생까지는 실측치, 이후는 통계청의 추계임.
자료 : 1950년까지는 권태환(1997), p.34 <표 1-4>, 1955년 이후는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 2001.

이러한 전망은 여성의 연령대별 출산율을 살펴보더라도 마찬
가지이다. 우리나라 여성의 연령대별 출산율 추이(<그림 3>)를
살펴보면 혼인 및 출산연령의 상승에 따라 1980년대 이후 20대
전반과 후반 여성의 출산율은 지속적으로 하락하였으며 반면 30
대 전반 여성의 출산율은 다소 상승하였다(그림에서 합계출산율
은 천분율 로 나타낸 것이므로 100명은 연령별 평균 합계출산율
0.1에 해당한다). 1980년대 후반에서 1990년대까지는 여성의 고
학력화, 즉 대졸 여성의 증가로 인하여 20대 전반 여성의 출산이
주로 하락하였다. 그러나 1990년대 후반부터는 고학력 여성의
2005 November∙ Decem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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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3) 우리나라의 여성 연령대별 출산율 추이

결혼 연령 상승 혹은 결혼 기피 경향
으로 인하여 20대 후반 여성의 출산

200.0
1985
1990
1995
2000
2004

180.0
160.0
140.0
120.0

율이 급속히 하락하고 있다.
만약 앞으로 20대 후반 여성의 출
산율 하락 경향이 멈춘다거나 30대

100.0

전반 여성의 출산율이 증가한다면

80.0

우리나라의 저출산 경향은 전환될

60.0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적어도 가까

40.0

운 장래에는 그럴 가능성은 작아 보

20.0
0.0
15~19세

20~24세

25~29세

30~34세 35~39세 40~44세 45~49세

인다. (그림 4)는 출산율 하락 경향이
우리나라보다 앞서 시작되었으며 여

�자료 : 통계청,「인구동태조사」, 각년도

러모로 사회적 공통성을 가지고 있

(그림4) 일본의 연령대별 출산율 추이

는 일본의 1993~2002년(평성 4년
~13년) 간의 연령대별 합계출산율

1400
129.6

평성4년
7년

1200

10년
13년

1000

93.3
90.6

추이이다. 일본에서는 이 기간 중 20
대 전반 여성의 출산율 하락 경향은
이미 완료되어 일정한 수준에 있다.

900

그러나 혼인 및 출산의 연기 혹은

800
43.0

기피 경향으로 20대 후반 여성의 출

39.7

400

32.5

산율은 계속 하락하였으며, 30대 전

22.9
200
6.0

4.0

2.3

4.0

00
16 ~ 19

20~24

25~29

30~34

35~39

�주 : 평성 4년 (1993), 7년(1996), 10년(1999년), 13년(2002년)

40~44

반 여성의 출산율은 다소 상승하는
추이를 보였지만 아주 미세한 변화
에 그치고 있다. 오히려 30대 후반

여성의 출산율이 상승하였지만 이 역시 출산율 하락의 추세를 반전하기에는 매우 미미하다.
그러므로 적어도 향후 수년 후에 예를 들어 5년이나 10년 내에 저출산율 경향이 반전될 가능성은 적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출산율 회복을 위한 정책방안과 장기적인 전망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에 대해서 말
하기 위해서는 출산율 하락의 원인을 알아볼 필요가 있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증가가 가장 큰 원인
출산율 하락의 원인은 매우 광범하다. 따라서 출산율 상승은 어느 특정한 부분을 고친다고 하고 이루어
질 수 있는 성격은 아니다. 출산율이 하락하는 것은 각 개인 구체적으로 여성들의 의사결정의 결과이며,
따라서 출산율 하락의 원인 역시 앞서 언급한 대로 여성들이 변화하였다는 데에 그 근본적인 원인이 있
다. 그렇다면 과거에 비하여 여성들은 어떻게 변화하였는가? 이에 대하여 가장 분명한 변화는 경제활동에
대한 여성들의 자세가 변화하였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20대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의 상승은 매우 괄목
할 만하다. (그림 5)는 연령대별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의 추이를 나타낸다. 그림에서 가파르게 상승하는
곡선은 20대 후반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로서 지난 10년간 거의 10% 포인트 상승하였다. 이러한 급속한

18

Educational Development

(그림5) 5세 연령계층별 여성 경제활동참가율 추이
70.0

20~24세

30~34세

25~29세

35~39세

저출산 문제는 부양해야 할 인구보다 피부양인
구가 많아짐으로써 발생하는 것이다. 따라서 부

65.0

양인구의 생산성이 증대되거나, 부양인구의 이민
에 의해 해결될 수 있다. 그러나 이들은 비현실

60.0

적인 방안이다. 결국 적은 수의 차세대 인력의
생산성을 높이는 질 높은 교육이 가능성이 높은

55.0

대안이다.

50.0

고 있다. <그림 6>은 소득계층별로 아동양육의 어려움의 원인을

45.0

조사한 결과이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저소득층의 경우에
40.0

는 양육비용을 양육의 가장 큰 어려움으로 제시하였으나 중, 고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소득층에서는 과중한 양육 및 가사부담, 믿고 맡길 곳이 마땅치

�주 : 통계의 원자료인『경제활동인구조사』자료는 1998년에 표본이 재구축

않음을 가장 큰 어려움으로 제시하였다.

되었으므로 1997년과 1998년간에는 표본의 변화로 인하여 통계의 연속
성이 취약함

학문적 분석 결과에 의하면 아동양육의 비용에서는 일반적으

자료 : 통계청, KOSIS

로 양육으로 인한 여성의 취업기회 상실의 기회비용이 약 50%

변화는 외국에서는 유례를 찾기 힘든 현상으로 매우 급속한 여

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양육에 드는 직접비용이 약 40%로

성들의 변화를 나타낸다. 여성들의 경제활동 증가는 양적인 측

그 다음, 그리고 보육비용 등이 그 다음을 차지한다. 흔히 출산

면뿐만 아니라 질적인 측면에서도 매우 강하다. 주요 대학에서

율 하락의 원인으로 교육비용, 주택비용 등이 제시되고 있으나

여학생 수는 전체의 반수에 육박하고 있으며 각종 국가고시 등

교육과 주택 사정이 과거와 큰 변화가 없는데도 2000년 이후 최

에서도 여성 합격자 수는 크게 증가하고 있다.

근들어 출산율이 매우 낮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음은 출산연령에

본문에서 제시하지는 않았으나 20대와 30대 여성

(그림6) 취업 모(母)의 아동양육의 어려움

의 유배우자 및 무배우자별 취업률 추이를 살펴보면
유배우자와 무배우자 각각의 취업률은 크게 증가하

500만원�이상

양육비용

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즉, 여성의 취업률 증가는

과중한�
양육�및�
가사부담
믿고�맡길�
곳이�마땅치�
않음
긴급상황시�
지원체계�
미비
기타

400~499만원

여성의 미혼율 증가 혹은 혼인 연기에 의하여 이루
어진 것이며, 여성의 직장과 가정생활의 병립이 개
선되어서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이러한 점에서 우

350~399만원

300~349만원

리나라의 여성의 취업률 증가는 미국 등 선진국의

250~299만원

경우와는 다르다. 경제환경의 개선과 여성의 고학

200~249만원

력화에 따라 여성의 경제활동과 자아실현, 경제적

150~199만원

욕구는 증가하였으나 사회적인 여건은 이에 상응하

100~149만원

여 개선되지 못하였으며 그 결과가 출산율의 저하로

99만원�이하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경향은 취업여성의 아동양육의 어려움의
원인을 조사한 여성부의 실태조사에서도 잘 나타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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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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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여성부,『2004년도 전국 보육∙교육 실태조사』,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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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여성들 자신의 변화가 가장 큰 원인임을 반영하는 것이며, 그 가장 큰 변화는 여성의 고학력화, 경제
활동욕구의 증가를 들 수 있다. 그러므로 여성의 취업 욕구 및 기회 증가와 그에 따른 양육의 어려움, 사회
적 제도(가치관을 포함한)의 부적절성이 큰 직접적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밖에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동시에 부모가 자식을 뒤따라 다니며 보살펴야만 하는 우리나라의 후진적
교육제도, 그 결과인 높은 교육비용, 그리고 청년층의 가정 형성을 저해하는 높은 주택비용과 취업난 등
도 중요한 원인이다.
결국 출산율은 그 사회의 구성원, 구체적으로 젊은 구성원들의 판단을 반영한다. 출산율을 결정하는 기
본적인 요인은 청년층 들이 그 사회에서 가정을 이루고 사는 데에 대하여 얼마나 중요한 가치를 부여하고
있느냐, 미래에 대해서 어떤 희망을 가지고 있느냐에 의하여 결정된다는 사실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해법은 보육과 교육 측면에서 모색해야
교육 측면에서의 시사점은 저출산 문제가 어디에서 비롯되는가를 살펴봄으로써 알 수 있다. 모두에 강조
한 바와 같이 저출산 문제는 인구규모가 아니라 연령별 인구구성의 불균형에서 비롯된다. 즉 부양하여야
할 인구보다 피부양인구가 상대적으로 많아짐으로써 발생하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는 부양인구가 늘어남
으로서도 해결 가능하지만 그들의 생산성이 높아짐으로서도 해결 가능하다. 부양인구의 생산성이 높아
그들의 소득이 그 이전 세대보다 크게 높으면 1인당 더 많은 인구를 부양할 수 있으며 연금재정의 불균형
등의 문제도 해결 가능한 것이다. 예를 들어 소득이 이전 세대보다 2배 높으면 그들의 부양 능력은 두 배
로 증가할 것이다.
이민정책이 저출산 문제의 해소방안으로 제시되기도 하지만 이는 매우 비현실적이다. 그만한 이민을 받
아들일 수도 없거니와 이민을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그들은 결국 우리나라에 머물게 되어 또 다른 부양
부담을 가져올 가능성이 높음을 선진국들의 경험은 입증하고 있다. 그렇다면 결국 적은 수의 차세대 인력
의 생산성을 높이는 질 높은 교육이 저출산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는 또한 가능성이
매우 높은 대안이다.
저출산이란 가구당 자녀수의 감소를 의미하므로, 그리고 많은 경우 그들의 부모는 맞벌이로 인하여 소득
이 높을 가능성이 크므로 그들에 대한 교육 투자는 크게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저출산 현상이란 수적 감
소와 더불어 질적 증가를 동시에 수반하는 현상인 것이다. 그렇다면 교육의 투자 증대를 어떻게 생산성
제고로 연결할 것인가의 과제로 귀착되는데, 바로 그러한 이유에서 향후 교육의 질적 개선 필요성, 개혁
의 노력은 크게 증가할 것이라고 쉽게 결론 지을 수 있다.
또 하나의 측면은 유아교육의 강화이다. 프랑스, 스웨덴 등 보육에 엄청난 예산을 지출하는 국가들에서
는 3세 이상 교육이 거의 보편화되어 있다. 유아교육의 증가는 부모의 시간적 양육부담의 해소 및 생산성
제고, 보육여건 개선으로 저소득층 아동에 대한 인적개발 여건 부여 등의 차원에서 모두 앞으로 크게 강
조될 분야이다. 이를 위해서는 교육과 보육이 긴밀하게 연계되어야 하며,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행정도
통합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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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고령화의

원인과 파장을 주시한다
이삼식│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인구정책개발센터 소장, lss@kihasa.re.kr

저출산 현상이 지속되면 유소년인구가 감소하고, 생산가능인구도 감소할 것이다. 반면, 평균수명 증가로
노인인구가 급격히 증가하여 인구고령화가 가속화될 것이다. 저출산 고령화의 원인과 대책을 논하고, 향
후 유아보육정책과 각급 교육정책의 방향을 제안한다.

인

구 규모와 구조로 집약될 수 있는 인구현상은 궁극적으로 출생, 사망 및 인구이동의 인구동태적 요
인들의 변동에 의해 좌우된다. 인구변동요인 중 출생은 한 여성이 가임기간(15-49세) 동안 낳게

되는 평균 출생아수인 합계출산율로 측정된다.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산업화가 본격화된 1960년대 초만해도 6.0명으로 아주 높았다. 당시 3%대에
이르는 높은 인구증가율은 낮은 경제성장으로 감당하기 어려워 결과적으로 빈곤의 악순환은 계속되었다.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인구증가율이 낮아져야 한다는 인식 하에 출산율 감소는 제1차 경제개발5개년계획
의 중요한 과제 중 하나로서 통합되었다.
저출산 국가보다 낮은 출산율 심각
정부 주도의 강력한 가족계획사업과 함께 국민소득 증가, 교육수준 상승, 보건의료 발달, 영양상태 개선
등의 영향으로 합계출산율은 1970년 4.5명으로 급속하게 낮아졌으며, 1983년에는 인구대체수준(합계출
산율 2.1명으로 부부 2명을 대체하는 의미를 가지며, 이 수준이 장기간 지속되는 경우 인구는 안정적으로
유지됨)까지 낮아졌다. 합계출산율은 1980년대 중반부터 1990년대 중반까지 1.6~1.7명 사이에서 어느 정
도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그러나 외환위기를 계기로 합계출산율은 다시 감소하여 2004년에는 1.16명까
지 떨어졌다.
우리나라 출산율은 오랜 기간 동안 저출산 현상이 지속된 유럽 국가들이 포함된 OECD 국가들의 평균수
준(1.6명)은 물론, 저출산 국가인 이탈리아(2003년 1.29명), 스페인(2002년 1.25명), 일본(2004년 1.29명)
등보다 더 낮다. 출생아수를 보면, 1970년대 초까지 연간 100만 명 이상이었으나 2004년에는 47.6만 명
에 불과하다(1970년 출생아수의 45% 수준).
(표1) 합계출산율 및 출생아수 변동 추이 (1960-2004)
구분
합계출산율
출생아수

1960 1970 1975 1980 1983 1985 1990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4.53

3.47

2.83

2.08

1.67

1.59

1.65

1.58

1.54

1.47

1.41

1.47

1.3

1.17

1.19

1.16

1,041 1,007

6.00

875

865

663

656

656

721

696

678

643

616

637

557

495

494

476

�자료 : 통계청,『인구동태통계연보』, 각 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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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고령화시대의 교육 ,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가 ?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경제적 요인들로는 교육
수준, 경제활동참가율, 산업 및 직종 변화, 소득수준,
주거환경, 가족행태, 정부정책 등 무수하다. 이들 사
회경제적 요인들은 복합적으로 개인의 가치관에 영향
을 미치며, 인구학적 요소로서 결혼(유배우율)과 출산
(기혼여성의 출산율)에 영향을 미친다.
교육 참가는 그 자체로 혼인연령을 상승시켜 첫아이
출산시기를 늦추어 궁극적으로 전체 자녀수를 줄이게
된다. 교육은 다른 부문에의 영향을 통해 간접적으로
도 출산에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어, 교육은 지식과
정보 및 새로운 사상에 대한 접근성을 높인다. 이는
노동시장과 사회적 지위에서의 여성의 능력과 기회를
고양시키는 역할을 하여, 태도와 행태에도 영향을 미친다. 또한 교육은 경제활동참가율을 높이고 결혼선
호도를 낮추어 궁극적으로 자녀수에 영향을 미친다.
교육수준이 높은 여성일수록 보편혼의 사회규범을 따르되 미혼의 이점을 극대화하기 위해 그 연령을 늦
추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남자가 배우자로 보다 어린 여성을 원하는 관습이 있으며, 남성과 달리 고학력 여
성들이 상대적으로 저학력 남성들과 맺어지는 것이 어렵다. 따라서 고학력 여성 중 결혼을 하지 않은 여
성이 증가하여, 결국 만혼과 비혼(평생결혼을 하지 않은 경우를 의미한다) 비율이 증가하여 출산율을 감소
시킨다.
실업과 고용불안정은 혼인연령을 늦추고 출산을 축소시키는 데 기여한다. 미혼자(특히, 남성)는 실업과
고용불안정을 이유로 결혼을 늦추는 경향이 비교적 높다. 경제적 불황과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결혼과
출산에 관한 태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
직장일과 자녀양육 간의 양립을 위한 환경이나 제도 및 인프라가 미약한 상황에서 여성의 경제활동 증가
는 결혼율과 출산율 모두를 낮추는 역할을 하고 있다. 여성은 교육수준 상승 등에 따라 자아성취 욕구가
증가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경제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자 한다.
그러나 한국 사회에서 결혼은 직장에서 퇴출을 강요하는 경력단절의 주원인이 되어 왔다. 입시라는 힘든
과정을 겪고 높은 교육비용을 지불한 여성의 입장에서 직장일의 포기는 자아실현의 좌절로 이어지는 것
으로 인식된다. 자녀 출산은 주거, 식량, 교육 등의 직접적 비용뿐만 아니라 모의 소득활동기회를 상실시
키는 등의 간접적 비용을 발생시키는 것으로 인식된다.
고학력 여성일수록 행정, 경영, 전문가 등 상위직종에 종사하며, 남성 임금과 차이가 줄어들어 자녀 출산
및 양육으로 인한 기회비용이 커지고 있다. 결국 결혼과 출산은 자아성취의 기회비용으로서 작용하여, 여
성들은 결혼과 출산을 늦추거나 포기하는 선택을 하게 된다. 자식이 더 이상 노후보장을 위한 투자로 인
식되지 않는 상황에서 자녀 교육의 고비용은 여성(부부)의 시간과 소득에 대한 기회비용을 더 증가시키는
작용을 한다.
소득이 증가하면 자녀수뿐만 아니라 질에 대한 욕구도 상승하지만, 전자보다는 후자의 소득 탄력성이 더
강하기 때문에 출산력은 오히려 감소된다. 또한 소득이 증가하면 자녀양육에 소모되는 시간의 비용도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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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지게 되고 어머니의 잠재임금 수준이 높으면 그 만큼 자녀양

출산율 감소 → 인구고령화 → 노동력 감소로 이어져

육의 기회비용도 높아지게 되어 출산을 억제하게 된다.

인구고령화는 저출산으로 저연령층 인구가 줄어드는 반면, 평

여성의 경제활동참가가 증가하고 있는 반면, 남성의 가사에 대

균수명의 상승으로 노인인구가 증가하기 때문에 발생한다. 즉,

한 역할이 변화하지 않고 있는 것도 저출산의 원인이 되고 있다.

인구고령화는 국제이동의 영향이 미약한 경우 출산과 사망이라

남편과 달리 여성은 수입 및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퇴근 후에 자

는 두 인구변동요인의 상호작용에 의해 결정된다. 출산율 감소

녀양육 일을 거의 도맡아하는 가족 내 불평등이 전통적인 유교

는 중단기적으로 유소년인구(0-14세)와 생산가능인구(15-64세)

주의적 문화의 산물로서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를 감소시킨다. 사망률 감소의 영향은 고연령층에서 상대적으로

요컨대, 여성의 가사와 경제활동참가간의 양립이 더 큰 문제로

커 결과적으로 노인인구가 증가한다.

다가옴에 따라, 결국 여성은 아이를 늦게 그리고 적게 갖으려 하

저출산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인구고령화에 대한 출

며 심지어는 자녀를 갖지 않으려 한다. 가부장적인 가족생활 및

산율 감소의 기여도는 사망률 감소에 비해 크다. 합계출산율이

결혼생활에 반대하여 결혼을 늦추거나 포기하는 경향도 상당히

1.2명 수준에서 장기적으로 유지되는 경우, 2025년 인구고령화

크다. 예컨대, 많은 미혼여성들은 결혼생활부담(상대방에 의한

수준에 대한 출산력의 기여도는 18.9%, 사망력의 기여도는

구속, 결혼에 대한 책임∙의무, 결혼제도의 불합리성 등)을 이유

17.0%, 나머지 70.6%는 기존의 인구구조에 의해 영향을 받는

로 결혼을 미루고 있다.

다. 2050년 인구고령화 수준에 대해서는

젊은 세대의 결혼 및 출산연기 등 사회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경제적 요인

출산력이 43.1%, 사망력이 22.1%, 기존

문화적인 이유에 의해서도 발생된다. 최

들로는 교육수준, 경제활동참가율, 산업

의 인구구조가 48.3% 기여를 할 것이다.

근 조사에서 미혼남녀의 40%가 부부의

및 직종 변화, 소득수준, 주거환경, 가족

인구고령화는 세 차원으로 측정된다. 전

애정만으로도 충분하므로 자녀를 원치 않

행태, 정부정책 등 무수하다. 이 요인들

통적인 의미에서의 인구고령화는 전체 인

는다는 태도를 보여, 가족이 자녀 중심에

은 복합적으로 개인의 가치관에 영향을

구 중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비율로 측정

서 점차 부부 중심으로 변환하고 있음을

미치며, 인구학적 요소로서 결혼과 출산

된다. 노동력 고령화는 생산계층인구 중

시사하고 있다. 기혼여성의 자녀를 반드

에 영향을 미친다.

고연령 비중으로 측정된다. 노인층의 고

시 가져야 한다는 태도는 1991년 90.3%
로 압도적이었으나, 1997년 73.7%로 낮아지고, 외환위기 이후

령화는 노인인구 중 고연령층(old old)의
비중으로 측정된다.

2003년에는 54.5%로 급격히 낮아졌다. 문화적 효과(cultural

총인구 중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비율은 2000년 7.2%로 우리

effects)는 사회계층간 규범의 차이가 출산율에 영향을 미치는

나라는 이미 고령화 사회(ageing society)에 진입하였다. 노인인

데, 그 예가 가치관의 변화가 결혼뿐만 아니라 이혼 및 출산에

구 비율은 2018년에 14%로 증가하여, 우리나라는 고령 사회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aged society)가 되며, 2026년에는 20%로 증가하여 초고령 사

제2의 인구전환과정에서도 서유럽국가와 북유럽국가의 경우에
는 동거로부터 발생하는 임신 대부분이 정상출산으로 이어져 전
체 출생아수 중 혼외출생이 차지하는 비율은 아주 높아 전체 합
계출산율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

회(super aged society)가 될 전망이다. 2050년에 노인인구 비
율은 40%에 육박할 것이다.
우리나라 인구고령화 수준은 2025년에 미국, 영국, 호주, 2030
년에 프랑스, 노르웨이 그리고 2050년에는 전체 OECD 국가 중

반면, 한국 사회에서는 혼전임신 대부분이 인공임신중절로 소

최고 수준이 될 전망이다. 인구고령화 속도도 매우 빨라, 우리나

모되고 있다. 주된 이유로 가치관이 급격하게 변화하고는 있을

라가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 사회로 이행하는데 18년(프랑스 115

지라도 혼전출산은 한국 사회에서 도덕적으로 쉽게 받아들이지

년, 미국 72년, 일본 24년), 다시 초고령 사회로 이행하는데 8년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프랑스 40년, 이태리 20년, 미국 16년)이 소요될 전망이다.
노동력 고령화 수준으로 실제 노동이 가능한 25~64세 생산가
2005 November∙ Decem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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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인구의 평균연령은 2005년 42.4세에서 2015년 44.8세, 2020년 45.7세, 2030년 46.6세, 2050년 47.6
세로 증가할 전망이다. 노년층의 고령화도 급속하게 진행되어, 사회보장이나 의료보장 수요가 상대적으
로 더 큰 중기노인층(75-84세)과 후기노인층(85세 이상)의 비중이 2005년 27.5%와 5.4%에서 2020년에
31.3%, 10.8%로 증가할 전망이다.
(표2) 출산력 가정별 인구변동 전망
구분

(단위 : %, 만명)

2005

2010

2020

2030

2040

2050

총인구

4,829

4,921

4,996

4,933

4,674

4,235

0 ~ 14세

19.1 (924)

16.3 (801)

12.6 (630)

11.2 (554)

10.1 (472)

9.0 (380)

15 ~ 64세

71.8 (3,467)

72.8 (3,585)

71.7 (3,584)

64.7 (3,189)

57.9 (2,708)

53.7 (2,276)

65세 이상

9.1 (438)

10.9 (535)

15.7 (782)

24.1 (1,190)

32.0 (1,494)

37.3 (1,579)

� 자료: 통계청,「특별인구추계」, 2005.

저출산 고령화, 경제 사회 전반에 부정적
저출산 현상의 지속으로 인하여 우려되는 문제점들은 인구규모보다 인구구조의 변화 즉, 인구고령화에
기인한다. 저출산 및 인구고령화는 기본적으로 노인인구는 증가한데 반해 이들 노인을 부양하여야할 노
동력 인구가 감소할 것이라는 점에서 문제시 된다.
우선 인구학적 지표로서 노년부양비(15`64세 생산가능인구대비 65세 노인인구 비율)는 2005년 12.6에
서 2020년 21.8, 2050년 69.4로 급격히 증가하는 반면, 유소년부양비(생산가능인구대비 노인인구 비율)
는 2005년 26.7에서 2020년 17.6, 2050년 16.7로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2017년부터 노년부양비가 유
소년부양비를 상회할 전망이다. 잠재적부양비(노인인구 1명을 부양하여야 할 생산가능인구 규모)는 2005
년 8명에서 2022년 4명, 2037년 2명으로 감소하며, 2050년경에는 1.2명 수준을 유지할 것이다. 이와 같
은 부양비의 변화는 인구고령화로 노동세대의 부담정도가 급격히 증가할 것임을 의미한다.
저출산 및 인구고령화는 경제 사회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저출산 현상의 지속으로 20여
년 후 신규로 노동력에 진입하는 인구가 감소하여 전체 노동력이 감소할 것이다. 최근의 출산율 수준이
장기적으로 지속되는 경우 총취업자수 증가율은 2000년대 0.97%에서 2010년대 0.45%로 둔화되고
2020년대부터는 부적 성장률을 보일 것이다.
15~44세 경제활동인구의 감소로 노동력 공급은 2015년 63만 명, 2020년 152만 명이 부족할 것이다.
노동력 고령화는 노동이동성을 줄여, 직종 간, 산업 간 및 지역 간 노동력 수급의 불균형을 초래하며, 신
기술 분야의 인적자본 부족을 낳고, 인력재배치 및 직업 훈련 등의 효과를 낮추어, 결과적으로 노동생산
성이 저하될 것이다. 노동력 고령화로 인하여 노동생산성 증가율은 2000년대 1.8%에서 2040년대 1.1%
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취업자의 성, 연령구조, 학력구조를 반영하는 인적자본지수 증가율도 2000년대 1.15%에서 2020년대
0.76%, 2040년대 0.19%로 감소할 전망이다.
저출산 및 인구고령화로 인하여 저축률이 감소하고 사회보장 등에의 공공지출이 증가하여 금융시장에
서의 자금 감소가 유발될 것이다. 예를 들어, 합계출산율 1.20 유지시 자본스톡증가율은 2000년대 5.14%
에서 2040년대 0.80%로 감소할 전망이다. 노동공급 감소, 자본스톡증가율 둔화(저축률 하락, 소비 투자
위축), 재정수지 악화 등으로 인하여 경제성장은 2000년대 5.10%에서 2020년대 3.52%,2040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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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로 둔화될 전망이다. 아시아 국가와 OECD 국가에 비해
우리나라 국가경쟁력은 크게 약화될 것임은 물론이다.
노인인구 증가로 연금수급자가 급격히 증가하는 반면, 저출산
의 영향으로 연금가입자의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낮아 향후 연금

일부 서구국가의 경험을 살펴볼 때,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정책
적 노력은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예를
들어, 프랑스의 합계출산율은 1990년 1.7 수준에서 정책적 노력
의 결과 최근에는 거의 2.0 수준에 근접하고 있다.

지출액이 연금수입액을 초과하는 연금고갈이 초래될 것으로 우

한국 사회에서 저출산 원인과 선진국의 경험을 종합하여 보면,

려되고 있다. 최근의 출산율 수준이 장기적으로 지속되는 경우,

출산율을 일정 수준으로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적령기 결혼을 위

국민연금 당기적자는 2033년에 발생하고, 그 후 재정적자가 급

한 바람직한 환경 조성, 자녀양육 및 교육 부담의 경감, 일과 가

격히 증대하여 GDP 대비 마이너스 적립금 비율은 2047년

정의 양립 제고, 가족관(자녀관, 결혼관) 등에 관한 의식 전환 등

0.03%에서 2060년 0.38%로 증가할 전망이다. 건강보험지출 중

이 긴요하다.

노인인구 지출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 저출산 및 인구고

젊은 층이 적령기에 결혼하여 원하는 시기와 간격으로 희망하

령화에 기인한 노인인구(특히 의료수요가 높은 중기 및 후기 노

는 자녀수를 둘 수 있도록 사회적 여건을 조성하고, 필요한 지원

인층)의 증가로 건강보험재정의 지출

을 하여야 한다. 거시적으로 청년층

출산율 회복 노력은 자녀와 가족의 가치, 양성평

의 고용안정화는 결혼여건 조성에 도

저출산 및 인구고령화는 경제성장

등에 관한 의식전환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개

움이 될 것이다. 우리 사회에서 만연

을 둔화시켜 세입기반이 잠식되는 반

별적인 정책대안보다 교육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

되어 있는 결혼의 고비용 구조를 해

면, 노인인구 급증으로 인하여 연금

다. 각급 교유기관은 우선 미래 가임세대에 저출

소하고, 정책적으로 결혼을 지원하는

수급자가 증가하고 노인진료비가 증

산과 인구고령화가 미래 사회에 미칠 부정적인

것도 한 방안이 될 수 있다. 그 예로

가하여 사회보장 재정부담은 크게 증

영향의 심각성을 충분히 이해시키는 노력을 해야

신혼부부의 주거안정화를 위해 주택

가할 것이다.

한다.

구입 및 전세 자금을 장기 저리로 대

도 크게 증가할 것이다.

개인적으로 저출산 및 인구고령화
는 가족규모를 축소시켜 노부모에 대한 개인 또는 가족의 사적

출해주고, 신혼용품에 대해 감세하는
방안을 들 수 있다.

부양부담을 증가시킬 것이다. 반면, 사회보장재정의 한계와 공

자녀양육 및 교육의 비용 부담으로 인하여 추가 출산이 억제되

공인프라 확충의 제한으로 가족의 노인부양 역할을 전적으로 사

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자녀양육 및 교육비 부담을 경

회화하는 데에 한계가 있을 것이다.

감하기 위해서는 고비용 구조의 보육 및 교육체계를 개선하고,
일부 계층에 대해서는 경제적 지원을 하여야 할 것이다. 여기에

출산율 회복과 고령화 대응 노력 동시에 해야

는 영유아 보육료 및 교육비 지원 확대, 무상보육∙교육 확대,

평균수명 연장을 위한 보건의료계의 노력은 계속될 것이므로,

공교육 정상화, 학자금대출 확대 등이 포함된다. 다자녀가정의

인구고령화 수준을 낮추고 속도를 늦추기 위해서는 출산율 회복

주거안정을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며, 자녀출산 가정을 위한 국

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출산율은 장기적으로 인구대체수준인

민연금 및 건강보험 보험료 부담 경감 및 세제지원도 긴요하다.

2.1명 수준으로 회복, 유지하여야 할 것이다. 인구대체 수준의

여성의 일과 자녀양육 간의 양립 제고를 위해 육아휴직제도의

합계출산율을 달성하는 데에는 정책적 노력과 함께 국민의 의식

활성화가 필요하며, 시차출퇴근제, 부분근무제도 등 탄력근무제

이 전환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으로 합계출산율 2.1명으로의 회

의 도입과 확대가 긴요하다. 취업여성이 일하는 시간에 안심하

복이 매우 어려운데다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저사망 현상이

고 자녀를 맡길 수 있는 직장보육시설 등을 포함한 육아지원시

지속될 것이므로, 정도 차이가 있을 뿐 인구고령화는 필연적으

설 및 서비스의 확충도 중요하다. 남성이 자녀양육에 보다 적극

로 발생할 것이다. 따라서 출산율 회복과 함께 인구고령화에 대

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부의 육아휴직제가 확대되어야 할 것

응하기 위한 노력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다.
2005 November∙ Decem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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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고령화 시대의 보육과 교육정책 방향
산업화, 도시화 등 근대화 과정을 거치면서 결혼하여 자녀
를 출산하는 전통적인 가족에 대한 가치관이 변화하고 있
다. 이와 관련하여, 국민에 저출산 및 인구고령화 문제의 심
각성을 알리고, 결혼과 출산 및 가족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일과 자녀양육 간의 양립 제
고는 직장과 가정에서의 양성 평등에 대한 의식개선과 실천
이 밑바탕이 되어야 한다.
요컨대, 출산율을 회복시키기 위한 노력은 자녀 및 가족의
가치와 양성평등(양성평등적 가족관과 직업관)에 관한 의식
전환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어느 개별
적인 정책대안보다 교육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남유럽이
나 일본이 상당한 정책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출산율을 회복
시키지 못하고 있는 사례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초증등교육, 고등교육 및 평생교육의 역할은 우선 미래 가
임세대에 저출산 및 인구고령화가 미래사회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의 심각성을 충분히 이해시키는 노력을
하여야 한다. 이와 더불어, 각급 교육은 우리 사회에 적합한 자녀관과 가족관을 정립하여, 미래 가임세대
에 자녀와 가족에 대한 올바른 가치를 인식시키도록 하여야 한다. 가족의 다양성을 어느 정도 인정하는
선에서 가족의 소중함을 성장과정에서부터 일깨워 주는 일이 교육의 중요한 역할이다.
양성평등적인 가치관의 인식제고도 중요하다. 양성평등에 대한 가치는 가족 내에서, 직장 내에서 그리고
일반사회에서로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저출산 현상과 관련하여서는 양성불평등이 결혼과 출산
의 가족생활에 미치는 영향과 결과를 충분히 이해시키도록 하여야 한다.
교과과정에서 인구고령화를 단순히 현상학적으로 설명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경제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구체적으로 이해시키고, 이에 대해 개인적인 수준에서의 대응과 사회적인 수준에서의
대응을 논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현재 청소년층은 인구고령화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을 세대로서 인
생경로에서 충분히 준비가 요구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는 인구교육에 현재보다 더 많은 과목과 시간
을 배정하는 동시에 그 내용도 여러 상황에서 올바른 판단과 충분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보다 포괄적이면
서도 구체적으로 구성되어야 할 것이다.
유아보육은 단순보호에서 벗어나 여성들이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수 있는 방향으로 질적 수준이 제고되
어야 할 것이다. 여성의 경제활동참가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유아보육은 부모를 대신하여 아동
을 물리적으로 보호하고 정신적으로는 올바른 인성과 함께 가치관을 형성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
문이다. 우리 사회에서 질적 수준이 높은 유아보육은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과 출산율을 동시에 올릴 수
있는 중요한 사회적 기제로서 역할을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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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율의 핵심요소인

영유아 보육, 교육정책을 우선하라
나정│한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 nj@kedi.re.kr

1996년까지 실시한 산아제한정책이 도를 지나쳐 버려 저출산이라는 심각한 지경에 도달해버렸다. 이
문제는 출산의 핵심 요소인 여성과 영유아 보육, 교육에서부터 실마리를 풀어야 한다. 역시 적극적인 영
유아 보육, 교육지원의 확대라는 정부의 정책이 중요하다.

아

이 낳아서 키우는 문제가 근래 우리 사회의 최대 화두가 되었다.“둘만 낳아서 잘 키우자”
라는 표

어가 여기저기 붙어 있던 시대가 엊그제 같은데 이제 아이를 낳으면 국민의 세금으로 축하와 격려

금을 지원하는 시대가 되었다.
대표적인 저출산 국가가 된 대한민국
실제로 우리나라는 1996년까지 산아제한 정책을 펼쳐왔다. 그러나 이제 경남 남해군은 셋째 아이를 출
산하면 300만 원을 지원하고, 전남 강진군은 첫째 아이에게는 1년간 10만 원, 둘째는 한 달에 15만 원, 셋
째 이상에게는 20만 원씩을 양육비로 지원한다. 2005년 현재 출산지원금을 지원하는 지자체는 105개, 양
육비 지원은 6개 자치단체이다. 그뿐이 아니다. 정부 차원에서도 자녀 1명당 소득공제액을 240만 원에서
52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주요 산전 검사 보험급여를 확대 적용하며, 자연분만 시 본인부담 진료비
면제 등과 같은 대책을 발표하였다.
이와 같은 일련의 대책들은 우리나라 한 여성이 15세부터 49세에 이르는 가임 기간 동안 낳는 아기의 수
즉 합계출산율이 2004년 1.16명으로 OECD 국가 중에서도 가장 낮은 수치로 나타났기 때문에 수립한 것
이다. 또 이 합계출산율이 낮아지는 속도가 다른 국가들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빨라서 약 20년 후가
되면 우리나라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기 때문에 이를 조금이라도 늦추어 보자는 것이다.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근래 우리나라의 최대 화두가 된 저출산 문제를 조금이라도 해소할 수 있을 것인
가? 본고에서는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보육과 교육정책을 통해서 조망해보기로 한다. 저출산 문제가 아이
키우는 문제와 밀접한 관계가 있고, 육아관련 정책의 궤도 수정을 통해서 저출산 문제를 상당 부분 해결
할 수 있다는 것이 중론이기 때문이다.
왜 이렇게 아이를 낳지 않는 것일까?
왜 이렇게 아이를 낳지 않는 것일까? 출산율과 관련된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저출산의 원인 한 가운데에
‘여성’
과‘경제’
, 그리고‘양육’문제가 자리 잡고 있다.
1970년대부터 2005년에 이르기까지 OECD 국가들의 출산율 동향을 분석한‘OECD 사회, 임금, 노동
2005 November∙ Decem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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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고령화시대의 교육 ,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가 ?

저출산의 원인 한
가운데에는 여성
과 경제, 양육의
문제가 자리잡고
있다. 우리나라는
최저 수준의 출산
율을 나타내고 있
지만, 기대 자녀
수가 높다는 점에
서 낙관적이다.
출산을 기피하게
하는 장애물을 제
거한다면 출산율
이 올라갈 수 있
기 때문이다.

보고서 27(OECD Social, Employment and Migration Working Papers 27)’
에서 안나와 마르코
(2005)는 출산율을 감소시키는 구조적인 변인들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첫째, 여성들의 학력 상승 : 여성들의 학력이 상승하여 결혼을 늦게 하고, 첫 아이를 출산하는 연령이 높
아지면서 자녀수가 감소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여성들의 학력 상승은 노동시장 진출을 증가시켜서 자
녀에 대한 기대를 다른 것으로 변화시키거나 대체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 국가의 경제 수준 : OECD 국가 중에서 GDP 수준이 높을수록 합계출산율이 높고, 낮을수록 합계
출산율이 낮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GDP가 3만 달러가 넘는 미국, 프랑스, 노르웨이 등은 합계출산율이
1.6명이 넘고, 1만 5,000달러가 안 되는 폴란드, 헝가리 등은 1.3명 이하이다.
셋째, 여성이 참여하는 노동시장의 조건 : 1980년대까지는 여성취업률이 높으면, 출산율이 낮았다. 그러
나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는 여성취업률이 높으면, 출산율도 높아지고 있다. 예를 들어 이스라엘,
덴마크, 미국, 노르웨이 등은 여성취업률이 높고, 출산율도 높다.
넷째, 결혼 상태 : 혼인율이 높으면 출산율도 높아지고, 특히 결혼한 여성의 비율이 높을수록 출산율이 높다.
이 보고서의 요지는 OECD 가입국가 여성들이 학력이 높아지고 노동시장 진출이 늘어나면서 자율성이
높아지고 경제적으로 독립할 수 있게 되었는데, 바로 이러한 변화가 여성들로 하여금 성 평등과 같은 새
로운 가치관을 형성하게 했으며, 가정을 형성하고 자녀를 낳는 것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다.
한편, OECD 22개 국가의 출산율을 1970년대부터 1998년까지 비교 분석한 류연규(2005)의 연구에 의
하면, 저출산의 원인은 여성이 일(직장)과 가족(가정)을 양립하기 어렵고, 출산과 양육 부담이 크기 때문이
다. 또 이탈리아와 스웨덴의 사례를 중심으로 육아정책의 변화를 분석한 유해미(2004)도 급격한 저출산
의 원인을 가정과 일의 병행에 대한 어려움과 개별가족의 과도한 양육비 부담으로 보고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경우는 어떠한가? 한국경제인연합회(2002) 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저출산 원
인은 자녀 교육비용 부담, 노후보장기대 감소, 결혼연령 상승, 여성의 사회활동 증가 등이다. 또 금년도에
동덕여대 한국여성연구소가 2,767명의 성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의하면, 아이를 키우는데 드는 경
제적 부담이 아이를 낳지 않는 가장 큰 원인이다. 아직까지도 우리가 기억하는 산아제한 표어“둘만 낳아
잘 키우자”
는 잘 키우기 위해 적게 낳자, 즉 양육을 위해 출산을 조절하자는 뜻을 담고 있다.
이렇게 저출산의 원인은 OECD 국가들과 우리나라가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특히 우리나라는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 더 크게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는 비록 현재는 최저 수준의 출산율을 나타내고 있지만, 낙관적인 징표도 있다. 바로 기대 자녀
수가 높다는 것이다.
동덕여대 한국여성연구소(2005)의 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 성인의 기대 자녀수는 평균 2.2명으로 나타
났다. 현재의 합계출산율 1.16명에 비하면 큰 차이가 있는 것이다. 바로 이점이 우리나라의 출산율에 대하
여 분홍빛 꿈을 꾸어 볼 수 있는 시작점이 될 수 있다. 만약 기대 출산율이 현제 출산율과 비슷하게 낮다
면, 이런 저런 궁리를 해볼 엄두조차 낼 수 없는 최악의 상황이기 때문이다. 출산을 기피하게 하는 장애물
을 제거해 준다면, 출산율이 올라 갈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육아 부담완화가 저출산 해소에 영향을 미칠 것인가?
OECD 보고서에서는 국가 정책이 출산율의 방향을 바꿀 수 있는 바로 그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그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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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도 ① 직접적인 육아 비용을 줄여주는 세금 감면이나 비용

던 국가들(프랑스, 핀란드, 스웨덴 등)은 적극적인 양육부담 완화

지원, ② 특히 3세 미만 보육시설에 대한 접근기회 확대와 낮은

정책으로 이제 출산율 걱정을 하지 않고 있다. 이들 국가들이 추

이용비용, ③ 여성 대상의 풍부한 시간제 일자리, ④ 충분한 기

진하고 있는 대표적인 육아지원 정책으로는 아동 수당 지급, 무

간의 출산 및 육아 휴직을 위한 정책 등이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상 유아교육 제공, 공적재정으로 운영하는 시설 확충, 출산휴가

제시하고 있다. 이 네 가지 정책은 앞 절에서 언급한‘여성’
,‘양

와 육아휴직 등이다.

육’
과 관계가 있는 정책으로, 여성 노동과 자녀 양육에 걸림돌이
되는 장애를 제거해주는 정책임을 알 수 있다.

OECD는 출산율과 관련하여 우리나라가 가장 시급하게 개선해
야 할 정책으로 '세금 감면 등 양육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한 재정

특히 탈가족화 제도 중에서 출산, 양육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지원'을 제안하고 있다. OECD는 만약 네 가지 정책 - 양육비용

육아지원제도의 전반적인 수준이 높을수록 출산율이 증가하는 것

완화, 시간제 일자리 제공, 영아 보육시설 확대, 충분한 육아휴

으로 나타났다. 또 육아지원제도 중에서는 아동 수당과 출산휴가

직 기간 - 을 적극적으로 개선하거나 강화할 경우 출산율이 2.5

기간이 출산율과 가장 높은 상관이 있었는데, 이는 아동 수당이

명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고 전망하였다. 특히 가장 큰 영향력을

육아비용에 대한 보조금으로 작용하여 육아 부담이 감소하고, 출

미치는 양육비용 부담을 줄이는 정책은 출산율을 0.5명 증가시

산 후 복직이 보장된 법정 휴가 기간이 길수록 고용상실에 대한

키고, 3세 미만 보육시설에 대한 기회 확대는 0.4명의 출산율을

부담 없이 출산을 할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하였다1). 그러나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였다.

출산휴가 급여 소득 대체율과 육아휴직 기간, 취학 전 보육률은
상대적으로 상관 정도가 낮았다.

이렇게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는 국가의 정책, 특히 양육비용을
줄이기 위한 육아지원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그렇다

한편, 이 연구에서는 기존의 연구 결과와는 달리, 여성의 경제

면 우리나라는 저출산 극복을 위한 육아지원 정책의 방향을 잘

활동 참여율이 높을수록 출산율이 높으며, 실업률이 높을수록

잡아가고 있는 것인가? 즉 양육비용 부담을 줄여주는 육아지원

출산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청년층 노동시장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인가? 응답은‘그렇다’이다. 이 범주에

사정이 좋으면 가정 형성의 시기가 빨라지고 결과적으로 출산율

포함시킬 수 있는 대표적인 정책들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도 증가한다는 최경수(2004)의 분석 결과와도 같은 것이다.
합계출산율이 빠르게 하락하고 있는 스페인, 이탈리아 등은 청

- 연말정산시 보육시설의 보육료, 유치원과 학원의 교육비에 대한 소득공제
- 출산휴가, 육아휴직을 법으로 보장하고,월 일정액의 비용 보조

년층 실업률이 높은 국가들로 이러한 사실을 실증적으로 입증해

- 만 5세아에 대한 무상 유아교육, 보육의 법제화 및 단계적인 대상 확대

주고 있다. 그러나 이 결과는 여성취업률이 50% 수준에 머물러

- 저소득층 가정의 취학전 영유아 (0~4세아)에 대한 보육료, 교육비 지원

있고, 최근 들어 청년실업률이 증가하고 있는 우리나라에 매우

- 셋째아, 둘째아에 대한 비용 지원 시작 등

중요한 시사를 던져주고 있다는 점에서 더 큰 의미가 있다. 그것

이와 같은 정책들은 1999년 이후부터 추진하기 시작한 것으로

은 바로 출산율을 높이려면 여성의 취업률을 높이고 청년실업률

사실 당시에는 출산율보다는 모성보호, 양육비 부담 완화, 아동

을 낮추어야 한다는 것, 즉 경제도 회복시켜야 한다는 점이다.

에 대한 기회보장 정책 등의 일환으로 추진한 것이다. 직접적으
로 출산율과 관련시켜 육아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책은 금년부

육아지원정책 방향, 제대로 가고 있는가?

터 시작한 셋째아, 둘째아에 대한 지원이다. 그 이유는 저출산의

1970년대에만 하더라도 우리나라는 멕시코, 터키 등과 함께 출

심각성에 대한 의식이 없었기 때문이다.

산율이 너무 높은 국가에 속했고, 정부는 적극적인 산아제한 정

그러나 위에 제시한 정책들은 모두 저출산의 원인인‘여성’
과

책을 추진해왔다(1970년 당시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4.53명이

‘양육’
관련 정책으로 저출산의 장애를 제거하는 데에 매우 직접

었음). 그러나 이미 30년 전부터 출산율을 높이는데 관심을 가졌

적인 영향을 미치는 정책들임을 알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최

1) 예를 들어 프랑스, 덴마크, 네덜란드, 벨기에 등과 같이 높은 출산율을 보이는 국가들은 충분한 양욱비를 지원해서 보육료를 내도록 하고 있는데, 덴마크의 경우 60%의 영아들이 보육시설에 다
니고 있다. 반면에 출산율이 낮은 스페인, 이탈리아 등은 3세 미만 영아 보육율이 5%에도 미치지 못한다.
2005 November∙ Decem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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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고령화시대의 교육 ,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가 ?

저출산 문제 해결
의 키는 정부의
정책에 달려 있
다. 올해 정부가
발표한‘육아지
원정책 방안’에
는 출산율의 핵심
요소인 여성, 양
육 관련 정책이
포함되어 있다.
이 정책을 적극적
으로 추지하였다
면 저출산 문제는
머지않아 해결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근 영유아 보육, 교육 재정을 증액하고, 증액된 재정은 주로 보육료, 교육비로 지원하며, 지원 대상을 확
대하여 부모들의 양육비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영유아 보육, 교육 재정과 지원을 받은 아동 수의 증가를
살펴보면 이러한 사실을 쉽게 알 수 있다.
(표1) 유아 교육, 보육 예산 현황 (2002~2005)
구분

2002

교육부 / 유아교육지원 3,558 (209)

(단위: 억 원)

2003

2004

2005

있는 유아교육과 보육 재정 총액은 1조

4,080 (257)

4,742 (345)

6,383 (871)

9738억 원이다. 이는 3년 전인 2002년

여성부 / 영유아보육지원 4,355 (2,102) 6,551 (3,120) 8,752 (4,050) 13,355 (6,001)
농림부 / 농어촌자녀양육비
계

-

2005년도 현재 우리나라가 투입하고

-

(255)

(223)

7,913 (2,311) 10,631 (3,377) 13,494 (4,650) 19,738 (7,095)

� 주: ( )는 국비지원액임.

도의 7913억 원과 비교하여 총액은 2.5
배가 증가한 것이며, GDP 대비 0.13%에
서 0.28%로 약 2배가 증가한 것이다.

자료 : 교육인적자원부, 각 년도 예산현황 및 내부자료; 보건복지부, 여성부,
각 년도 {보육사업 안내}.

그동안 교육비와 보육료를 지원 받았던
대상은 유치원과 보육시설에 다니는 법정

(표2) 유아교육, 보육 비용 지원 아동 비율 (2002~2005)

(단위: %)

및 기타 저소득층 가정의 5세아와 저소득

구분

2002

2003

2004

2005

0~4세 보육료, 교육비 지원 아동 비율

3.5

4.8

6.9

12.0

층 가정의 0~4세아 중에서 보육시설에

5세 무상 교육, 보육 아동 비율

16.8

20.9

21.0

30.0

다니는 경우에만 해당하였다. 그러나

계 (0~5세 지원 아동 통합 비율)

5.6

7.3

10.9

18.8

� 주 : 부분 지원 아동도 모두 포함한 비율임.
자료 : 교육인적자원부, 내부자료; 보건복지부, 여성부, 내부자료.

2004년부터는 유치원에 다니는 저소득
층 가정의 3, 4세아에게도 교육비의 일부

를 지원하고 있다. 또 2005년부터는 무상교육, 보육 대상자인 5세아를 30% 수준까지 확대하고, 둘째 이상
의 아동에게는 교육비와 보육료 일부를 지원하기 시작하였다.
이렇게 지원 대상을 확대한 결과 3년 전인 2002년만 하더라도 보육료나 교육비를 지원 받는 아동은 19
만 6,000명으로 0~5세 아동의 5.6%에 불과 했으나, 2005년 현재는 57만 1000명으로 0-5세 아동의
18.8%로 증가하였다.
출산율의 핵심 요소인 여성, 양육정책을 펴라
앞에서 우리나라의 저출산 완화를 위한 육아지원 정책의 방향은 잘 잡아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영유아를 둔 우리나라 각 가정의 부모들은 여전히 양육비 부담이 크다고 한다. 어떻게 해야 거리
에서는 배부른 임산부가 보이고, 옆집에서는 아이 울음소리가 나고, 놀이터에서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나게 할 것인가?‘양육’
에 초점을 두어 생각해 본다.
첫째, 육아지원의 몸체인 영유아 보육, 교육에 대한 재정투자 비율을 높여야 한다.
앞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영유아 보육, 교육 재정 총액이 2005년에는 GDP 대비 0.28% 수준이 되었다.
그러나 이 비율은 여전히 OECD 국가의 평균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이다.
OECD(2002)에 의하면 GDP 대비 영유아 보육, 교육 재정은 1999년도의 경우 북유럽 국가들이
0.5%~0.8%로 가장 높고, 유럽 대륙 국가들이 0.4%~0.6%로 중간 수준이며, 호주와 일본이 가장 낮은 수
준이다. 그러나 OECD 국가는 대체로 국내총생산의 0.4%~0.6%를 영유아에 투자하고 있다. 출산율을 염두
에 둔다면 GDP 대비 영유아에 대한 투자 비율을 적어도 OECD 국가 평균 수준으로는 높여야 할 것이다.
한편, 2004년도 교육통계연보에 나타난 지방교육비의 공립학교 교육비 분류에 의하면, 전체 총액 약 21
조 원 중에서 초등교육에 10조 6500억 원을 투자하고 있다. 이를 한 학년 단위로 나누어보면 약 1조 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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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 원이다. 반면에 영유아 보육, 교육은 획기적으로 증가한

확대로 재정 지원 방침을 전환한 것이다. 따라서 민간시설에 자

2005년도 재정을 살펴보아도 연령 당 약 3289억 원이 투입됨으

녀를 보내는 부모들이 부담하는 보육료는 더 적어질 전망이다.

로써 초등교육에 투자되는 학년당 재정의 약 1/6 수준에 불과하

셋째. 영유아 보육, 교육관련 재정 지원을 통합하거나 선별하

다. 의무무상교육과의 차이를 인정하더라도, 투자 비율이 매우

고, 선별한 항목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지원

낮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다.

액을 현실화한다.

OECD(2004)도 우리나라의 영유아 보육, 교육 정책을 진단, 분

현재 우리나라 영유아 보육, 교육 재정 지원체계는 매우 산만하

석한 뒤에 제시한 대 정부 권고안에서 우리나라의 영유아에 대

다. 저소득층 가정의 자녀 지원 우선, 만 5세아 지원 우선, 국공

한 공공투자 수준이 낮다는 점을 강도 높게 지적하고 있으며, 이

립 지원 우선, 종일제나 야간 운영과 같은 특정 프로그램 지원

를 저출산율과 연계시키고 있다(나정∙문무경∙심은희, 2004에

우선, 농어촌 지역과 같은 특정 지역 우선 등등. 이는 중앙정부

서 재인용).

와 지방정부, 교육부와 여성부가 시설별 지원, 프로그램별 지원,

둘째, 육아비용 부담완화를 위한 정책에 영유아 보육, 교육 재
정을 최우선적으로 사용한다.

아동별 지원 등으로 서로 다르게 정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
기 때문이다. 이러한 일관성 없는 지원 체계로 인하여 몇 가지

우리나라는 유아교육, 보육 모두 사립/민간 분담률이 높다. 합

지원은 이름뿐인 소액의 금액만 지원되는 경우도 있다.

하면 80% 수준이 넘는다. 그러나 공립의 경우 인건비를 포함한

그러나 서문의 등(2005)의 조사에 의하면 부모들은 직접 지원

대부분의 운영비를 공적재정으로 지원하는 반면, 사립민간은 대

방식을 더 원한다. 따라서 앞으로는 지원 항목을 새롭게 발굴하

부분의 재정을 부모들의 부담에 의존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기 보다는 현행의 시설별 지원을 프로그램별 지원으로, 또 아동

부모들은 비용 부담을 크게 느끼고, 그렇게 느끼는 부모들의 수

별 지원으로 지원 방식을 통합,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가 많은 것이다.

예산 당국에서도 2006년도 예산 편성에서 만 5세아 무상교육,

실제로 2004년도의 조사 결과는 사립 유치원이나 민간 보육시

보육 지원 비율을 50% 수준으로 확대하고, 저소득층 가정의

설에 영유아를 보낼 경우 월 평균 20만 원 이상을 부담하고 있으

0~4세 아동 지원 비율도 높이고 있다. 특히 예산 당국의 지원

며, 이 비용은 가계 소득의 약 9%에 달한다(서문희 등, 2005).

방향은 저소득층 가정의 자녀, 지원 방식은 바우처 제도를 적용

따라서 증가되는 재정은 무엇보다도 부모들의 비용에 대한 부
(표3) 공사립별 부모가 부담하는 교육비, 보육료
구분
전체

국∙공립유치원

사립유치원

계

(단위: 천 원, 명)
구분

계

한 아동별 지원 방식을 지향하고 있어서 부모들은 국가가 자녀
의 양육을 지원한다는 것을 더욱 피부로 느낄 수 있을 것이다.
또 가능한 빠른 시일 안에 지원액을 현실화 할 필요가 있다. 다

총비용

191.8

총비용

191.5

항목 소액 지원보다는 소 항목 필요액 지원이 재정의 효율성은

순교육비

143.7

순교육비

160.4

(수)

(398)

(수)

(610)

물론 실질적인 육아 부담을 덜어줄 수 있기 때문이다.

총비용

85.0

총비용

168.8

참여정부는 육아비용의 50%를 국가가 지원하고, 자녀를 안심
하고 맡길 수 있는 육아지원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공약을 하였

전체

국∙공립보육시설

순교육비

51.1

순교육비

141.2

(수)

(85)

(수)

(113)

총비용

220.8

총비용

203.0

순교육비

168.8

순교육비

167.0

지 못했을 것이다. 그러나 이 공약이야말로 저출산 문제의 핵심

(수)

(313)

(수)

(370)

을 간파하고 있다. 또 지난 2004년과 금년에 '육아지원정책 방안

민간보육시설

� 자료: 서문희 등(2005). 보육∙교육 이용 및 욕구 실태조사 보고. 여성부.

다. 이 공약을 구안할 당시에는 아마도 저출산 문제를 염두에 두

'을 발표하였다. 육아지원정책 방안에는 출산율의 핵심 요소인

담을 덜어주는 데에 사용해야 하며, 지원을 받는 부모들의 수를

여성, 양육 관련 정책이 포함되어 있다. 만약 참여정부가 이 공

확대해 나가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한 가지 다행한 것은 보육

약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육아지원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

재정의 경우 2005년도부터 정부 지원 시설인 국공립과 법인 보

한다면, 저출산 문제 해결이라는 분홍빛 꿈은 머지않아 현실이

육시설의 인건비 지원을 감액하여 저소득층 아동의 보육료 지원

될 수 있을 것이다.
2005 November∙ Decem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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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정책,

‘learning how to learn’
이 중요하다
김이경│한국교육개발원 교원정책연구실장, ekim@kedi.re.kr

저출산 고령화는 교육 부문에도 교육 개념 자체의 변화는 물론, 교육 시스템과 인프라의 전면적 재구조
화를 요구하는 광범위한 영향을 미친다. 초∙중등교육의 위치는 과거에 비하여 기본 기술 중심으로 변
모할 것으로 전망된다.

우

리나라의 저출산 현상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유럽, 미국, 일본 등의 선진국
에서는 인구변동이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졌기에 사회 전체가 대응할 수 있는 최소한의 여유가 있

었다. 그러나 불과 얼마 전까지도“둘만 낳아 잘 키우자”
,“잘 키운 딸 하나 열 아들 안 부럽다”
는 표어가
성행하였던 우리나라의 경우, 2004년 합계 출산율이 1.16명을 기록함으로써 OECD 국가 가운데에서도
출산율이 가장 낮은 국가로 분류되고 있다.
교육의 개념, 시스템, 인프라 등 전면적 재구조화 요구
이러한 저출산 현상은 평균 수명 상승으로 인한 인구 고령화 현상과 맞물려 나타남으로써 문제의 심각성
을 더한다. 1900년대에 47세밖에 되지 않았던 선진국 인구의 평균 수명은 2000년대에 76세로 껑충 뛰어
올랐다. 한국인의 평균 수명은 2002년 기준으로 남성 73.38세, 여성 80.44세로 전체 평균 77.0세에 도달
하였다. 이는 같은 해, OECD 회원국 평균 수명(남자 74.7세, 여자 80.6세)과 거의 유사한 수준이다. 우리
나라는 2001년에 65세 이상의 인구비율이 7.3%로 이미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으며, 2019년에는 14%인
고령사회로, 그리고 2030년이면 20%이상인 초고령 사회가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저출산 고령화는 단순한 인구 변동이 아니라,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며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할 경우 국가의 존립을 위협할 수도 있는“국가적 재앙”
으로까지 인식되면서 뒤늦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에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가 구성되어 인구, 출산, 소득,
건강, 문화, 산업 등을 망라한 범정부 차원의 종합대책을 강구하기에 이르렀다. 특히 우리나라의 저출산
고령화는 매우 짧은 기간에 이루어지고 있어 부작용이 클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문제 진단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저출산 고령화는 교육 부문에도 교육 개념 자체의 변화는 물론, 교육 시스템과 인프라의 전면적 재구조
화를 요구하는 광범위한 영향을 미친다. 요람에서 무덤까지 학습이 계속되는 평생학습 사회에서 유아교
육, 초∙중등교육, 고등교육, 평생교육에 이르기까지 연쇄적이거나, 혹은 독립적인 문제점들을 유발할 것
으로 예상된다. 저출산과 고령화는 야누스의 두 얼굴처럼 동일한 현상의 두 가지 형태라고 할 수 있다. 그
러나 이 두 현상이 암시하는 교육적 정책지향에는 차이가 있다. 즉, 저출산은 소년인구의 감소로 인한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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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적 인프라의 축소를 지향하고, 고령화는 노년인구의 증가로

적으로 감소하여 2010년에는 2005년에 비하여 19%가, 그리고

인한 교육적 인프라의 확충을 요구한다.

2020년에는 35%가 감소하여 2005년 현재 400만 명에 달하던

이 글에서는 초∙중등 교육 부문을 중심으로 저출산 고령화가

초등학생 수가 불과 260만명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한편 중등학

초래할 문제점과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정책 대안을 탐색하고자

교 학령인구는 2009년을 기점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5년

한다. 이 때, 초∙중등 교육은 소년인구를 대상으로 하므로 고령

에는 2005년에 비하여 14%가, 2020년에는 30%가 감소할 전망

화보다는 저출산에 초점을 맞추어 논의가 전개될 것이다. 먼저,

이다. 다음의 <표 1>은 연도별 학령인구의 변화 추이를 보여준다.

학령인구의 감소에 대하여 살펴보고, 이어서 하드웨어
(hardware)와 휴먼웨어(humanware)를 포함한 교육적 인프라
의 축소 방향으로 문제점과 정책 방향을 제시한다.
저출산과 초∙중등 학령인구의 감소
출산율 저하의 원인에 대한 진단은 다양하다. 직접적 요인으로
결혼 연령 상승에 의한 미혼율 증대와 기혼자들의 자녀 기피를
지적하는가 하면, 간접적 요인으로는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
성공적 가족계획 캠페인, 여성의 경제 활동 참여 증대, 여성의

(단위 : 천명)

(표1) 학령인구 변화 추이 (2005~2020)
구 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초

4,018

3,915

3,800

3,621

3,428

3,264

중

2,064

2,099

2,099

2,073

1,961

1,961

고

1,840

1,891

1,969

2,038

2,073

2,073

구 분

2011

2012

2013

2015

2020

초

3,116

2,971

2,842

2,772

2,618

중

1,891

1,835

1,789

1,548

1,360

고

2,047

2,003

1,936

1,812

1,376

� 출처 : 2005.1. 통계청 자료

교육 수준 및 지위의 향상, 결혼과 자녀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
자녀양육비 및 교육비 부담의 증대
등을 들고 있다.
그 가운데 교육비 부담의 증대는 우
리나라 초∙중등 교육과 직접 관련된
요인이다. 우리나라 학부모의 높은
교육열은 과도한 교육비 부담으로 이
어진다. 대학입시에 대한 압박은 과
열 경쟁을 유발하고 이는 자녀 교육

교육비 부담의 증대는 초∙중등교육과 직접 관
련된다. 대학입시 압박은 과열 경쟁을 유발하고
이는 과도한 사교육비 지출을 낳는다. 사교육
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자녀를 적게 낳고, 자
녀가 적기 때문에 교육적 관심이 더욱 집중되
면서 사교육비 지출이 증가하는 악순환의 고리
가 형성된다.

을 위한 과도한 사교육비 지출의 원인이 된다. 따라서 부담을 줄

저출산이 초래하는 주요 이슈
소규모 학교 통폐합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규모의 감소는
현재의 행정단위인 읍면동 및 시군구
가 하나로 통합될 가능성을 시사한다.
이러한 현상은 특히, 신생아 출산율이
낮은 농어촌 지역에 집중될 가능성이
높다. 행정단위의 통합은 농어촌의 읍

면 이하 지역에 소재한 소규모 학교의 통폐합 문제로 귀착된다.

이기 위해 자녀를 적게 낳게 되고, 자녀 수가 적기 때문에 교육

특히 저출산 현상이 이촌 향도 현상과 맞물려 농어촌 지역의 학

적 관심이 더욱 집중되면서 사교육비 지출이 증가하게 되는 악

령기 인구의 급격한 감소를 초래했으며, 이는 농어촌 지역의 소

순환의 고리가 형성된다.

규모 학교의 증대에 이어, 소규모 학교의 대량 통폐합을 불러일

저출산이 초래하는 가장 큰 교육적 변화는 학령인구의 감소이

으켰다. 1990년대 초반만 해도 통폐합은 일부 지역에 국한되었

다. 학령인구의 급격한 감소는 교육 인프라 가운데 각급 학교의

으나 농어촌 고령화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2004년 현재, 전

통폐합을 통한 학교 수의 축소, 학급당 학생 수 감소 등 교육 여

국 읍면 지역에서 100명이 채 안 되는 학교는 1,246개교나 되었

건 개선 사업에 대한 재검토, 교원 정원과 배치 등을 포괄하는

다. 1982년 이후 폐교된 4,726개 학교 가운데 2,877개교는

교원 수급 계획의 향후 운용 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

1994년 이후 10년 사이에 문을 닫았다. 소규모 학교는 정상적인

상된다. 학령인구에 따라 학급당 학생 수와 교원 1인당 학생 수,

교육과정 운영의 곤란과 교육재정의 비효율적 배분 등을 이유로

그리고 학교 수 등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계속적으로 통폐합되고 있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초등학교 학령인구는 2005년 이후 지속

소규모 학교는 교육 효과나 교육 투자 효율성을 저하시킨다는
2005 November∙ Decem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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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즉, 학생과
학급 간 선의의 경쟁 부족으로 학생
들의 학력 저하가 초래될 수 있으며,
또래 집단의 부족으로 인한 사회성
의 저하, 교원의 업무량 증대, 학생
당 단위 교육비의 과다 지출, 중등학
교의 경우 교과목별 교원 확보 문제
등이 발생한다.
그러나 통폐합은 지역 주민의 정서
와 교육적 가치를 무시한 채 경제적
접근만을 강조하고 있다는 비판과
더불어, 농어촌 교육의 악화, 지역 중심 교육의 중요성 무시, 통폐합의 속도 등과 관련하여 비판이 제기되
고 있으며, 학교 통폐합으로 인하여 교육 여건이 악화됨에 따라 탈농 현상이 더욱 심화되는 악순환으로
인하여 첨예한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
학교 신∙증설 및 학급당 학생 수 조정
7.20 초∙중등 교육여건개선사업의 일환으로 학급 규모는 지속적으로 감축되었다. 2001년 4월에서
2003년 4월 사이에 전국 평균 학급 규모가 초등학교의 경우 1.7명이 줄어 33.9명, 중학교의 경우 2.5명이
줄어 34.8명, 그리고 고등학교의 경우 6.6명이 줄어 33.1명이 되었으며, 12조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었다.
학급 규모 축소에 재정이 많이 소요되는 근본적인 이유는 학생 인구가 끊임없이 지역적으로 이동하기 때
문이다. 전국 180개 지역교육청의 경우, 1999년에서 2003년까지의 학생 수 변동을 보면, 학생 수가 60%
증가한 교육청에서 50%까지 감소한 교육청까지 있을 정도로 학생 인구 이동이 심하다. 지역별로 학급당
학생 수의 편차도 커서, 서울을 비롯한 대부분의 대도시와 경기도 지역은 수치가 높고 그 외 지역은 현저
하게 낮다.
저출산 현상은 초∙중등 학생 인구의 자연 감소로 인하여 학급당 학생 수가 자동 감소될 것을 예고한다.
문제는 저출산 현상이 농어촌 인구의 도시 유입과 맞물려있다는 점이다. 학생들이 떠나는 지역은 소규모
학교이면서 학급 규모가 작은 한편, 학생들이 몰려드는 지역은 인구밀집 지역인 경향이 있다. 따라서 학
교를 신설하거나 교실을 증축하지 않는 한 계속해서 학급 규모가 커진다는 것이다. 학생들이 떠난 지역의
학교나 교실은 불필요하게 버려지는 반면, 학생인구 유입 지역에는 계속해서 새로운 학교나 교실을 지어
야 된다는 결론이다. 이는 저출산 시대에도 학교와 교실이 계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딜레마 상황을
야기하며, 버려진 학교와 교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라는 문제를 야기한다.
교원 수급 조정
학령기 인구의 변화는 교원 수요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인 가운데 하나이다. 교원 수요의 결정 요인
은 크게 교육 내적인 요인과 교육 외적인 요인으로 나눈다. 출산율, 취학률, 인구이동, 경제 상황 등은 교
육 외적 요인이고, 학교 수와 학급 수, 학생 수, 교원의 퇴직률 등은 교육 내적 요인으로 분류된다.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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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적 요인과 외적 요인의 역동적 관계 속에서 교원의 수급 규모
가 결정된다.

향후 교육 정책 방향은 저출산 고령화가 초래하는 문제점을 해
결하기 위한 접근과 이러한 문제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접근

그러나 교원은 학생인구의 변화나 정책 변화에 따라 탄력적으

을 동시에 고려하여야 한다. 문제해결적 접근법은 저출산 고령

로 수급되기 어렵다. 교원은 오랜 기간에 거쳐 반드시 지정된 과

화가 초래하는 문제를 능동적으로 예측하고 해결할 수 있는 중

정을 거쳐야만 양성되므로 부족한 경우에 신속하게 충원하는 데

장기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다. 한편 문제예방적 접근법은 저출

한계가 있고, 남아 돌 경우에도 신분 보장으로 인하여 쉽게 해고

산 고령화 현상 자체를 역전시킴으로써 문제발생 가능성을 최소

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양성 인원의 과소나 과잉 공급 또한 모

화하는 방법이 될 것이다.

두 문제를 유발한다. 교원의 과소 공급은 정규 과정과 절차를 거
치지 않은 교원의 임용이나 상치교사의 발생, 현직 교원의 업무

문제해결적 접근

량 증대 등의 문제를 유발한다. 한편, 과잉 공급 또한, 양성교육

앞서 제시한 것처럼 저출산 고령화는 소규모 학교의 통폐합, 폐

을 거친 자가 직업을 갖지 못하는 데 따르는 개인적, 사회적 비

교된 학교의 시설 활용, 학교와 학급의 신∙증설 등 하드웨어

용의 증가, 전문적 훈련 제공의 어려움 등으로 양성 부실화와 질

(hardware)와 관련된 문제, 교원 수급 조정 등 휴먼웨어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합리적

(humanware)와 관련된 문제를 야기한

인 단기, 중장기계획에 의거하여 적정

초∙중등교육은 고등교육의 보편화가 진

다. 이러한 문제들이 심각한 교육력 저하

규모의 우수한 교원을 확보하고 배치

행됨에 따라 상급 단계의 교육을 받을 수

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지

하는 것만이 해결책이 될 수 있다.

있도록 학습하는 방법의 학습(learning

금부터 미래 상황을 예측하고 합리적으

출산율 저하에 의한 학령기 인구 감

how to learn)을 보다 강조하게 되고,

로 대처할 수 있는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소는 교원 수요 감소를 유발하게 된다.

중∙장년기에 평생학습 및 자기계발을 지

있다.

반면에, 그 동안 정부가 추진해왔던 학
급당 학생 수 감축 및 학생 선택 중심

속할 수 있도록 기초 교육이 강화될 필요
성을 제기할 것이다.

가령, 학교시설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
용하기 위한 방안으로 폐교를 지역사회

의 제7차 교육과정 시행 등의 정책은

센터로 전환하거나 유치원 교육을 공교

교원 수요를 증가시키는 요인이 되었다. 안정적 교원 확보 및 관

육화하여 초등교육과 통합하는 학제 개편도 생각해 볼 수 있다.

리의 중요성 증대에도 불구하고 수요를 체계적으로 예측할 수

이 때 중요한 것은 수단과 목적이 전도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있는 제도화된 장치가 없는 상황에서, 이와 같은 인구학적, 사

다. 시설을 효율적으로 활용한다는 명분 하에 소규모 학교통폐

회∙경제적 요인, 교육정책적 변화 요인들은 원활한 교원 수급

합이 지역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채 획일적으로 이루어져서는

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 우려를 자아내기에 충분하다.

곤란하다. 모든 학생은 거주 지역에 관계없이 양질의 교육을 받
을 권리가 있기 때문이다.

기본 기술 중심으로 변모 전망

교원수급 조정 역시, 교육의 질 향상과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서 초∙중등교육의 위치는 과거에 비하

염두에 두되, 수요 변화를 요구하는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

여 기본 기술 중심으로 변모할 것으로 전망된다. 고등교육의 보

처할 수 있는 체계적이고 정확한 수급 예측 시스템을 개발하고

편화가 더욱 진행됨에 따라 초∙중등 교육은 상급 단계의 교육

이에 터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교원 운용 방안을 마련하여야

을 받을 수 있도록 학습하는 방법의 학습(learning how to

한다. 이 때, 하드웨어 문제는 휴먼웨어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

learn)을 보다 강조하게 될 것이며, 중장년기에 평생학습 및 자

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기 계발을 지속할 수 있도록 초∙중등 교육에서 기초 교육이 강
화될 필요성을 제기할 것이다. 교육 정책은 이러한 요구에 부응

문제예방적 접근

할 수 있도록 수립, 집행되어야 할 것이다.

문제예방적 접근은 출산율을 증가시키거나 최소한 더 저하되
2005 November∙ December

35

Special project |

저출산고령화시대의 교육 ,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가 ?

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저출산의 원인 가운데 하나인 과도
한 교육비 부담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서는 유치원 교육의 공교육화, 사교육비 경감
대책의 마련, 완전 무상교육의 확대 실시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교육에 소요되는 가계 지출
을 학부모들이 체감할 수 있을 정도로 줄일 수
있다면 출산 기피 현상을 어느 정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초∙중등교육 내용에서 양성평등 교육
을 강화함으로써 육아를 남녀가 공동으로 분
담하고 여성의 지위 향상과 경제 활동 참여가
저출산으로 직결되지 않도록 예방할 수 있다.
가족, 결혼의 의미와 가치관에 대한 변화를 유
도할 수 있는 교육도 필요하다. 지나친 개인주
의적 가치관을 지양하고 가족주의적 가치관을
고양시킴으로써 결혼 및 출산에 대한 긍정적
인식과 더불어 사회적 책무성이 증대될 수 있도록 주시한다면 출산율 증가를 기대해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저출산 고령화 시대의 교육문제는 교육적 대안만으로 극복할 수 있을 만큼 만만하지 않다. 자녀
양육비의 실질적 지원, 여성의 일과 자녀 양육이 양립할 수 있도록 육아휴직제도의 보완 및 확대, 탄력근
무제도 등의 사회적 제도가 실질적으로 뒷받침 될 때, 교육정책과 결합하여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
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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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정책,
재교육과 기본교육의 이중구조가 필요하다
이현청│한국대학교육협의회 사무총장, leehc@kcue.or.kr

저출산 고령화는 사회 전체의 인프라와 가치체계에 변화가 불가피하다. 고등교육도 학생 감소와 평생교
육체제로 인해 기본 틀이 변할 것이다. 고등교육정책도 교육인구학적 바탕 위에서 장∙단기적인 방향설
정이 필요하다.“모든 이를 위한”대학 개념과 고령 사회에 적합한 재교육과 기본교육의 이중구조체제
로 전환이 요구된다.

우

리나라는 저출산 고령화 사회로 급격히 전환하고 있다. 2026년에는 인구 5명중 1명이 65세 이상
의 노년인구가 되는 초고령 사회(super-aged society)가 될 것이라는 예측이다. 또한 UN 인구기

금 발표에 의하면 우리나라 출산율이 1.22명으로 전세계 평균인 2.6명의 절반에도 못 미치고, 2005년의
출산율은 세계에서 가장 낮은 1.16명에 불과했으며, 2003년 24세 이하 인구가 35%이던 것이 2026년에
는 23%로 줄어들고, 55세 이상 인구비율은 17%에서 36%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1).
급속한 저출산 고령화 사회로의 전환은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교육 전반에도
큰 영향을 줄 것이며, 유치원 교육에서부터 고등교육에 이르기까지 교육시스템의 개혁이 요구된다. 21세
기에는 상대적으로 인구가 적절히 유지되고 국민의 평균 연령이 젊은 국가가 경쟁력을 갖게 되며, 세대
간, 성별 간, 지역 간, 국가 간 균형적인 사회일 때 국가건강도(national health)가 높다고 볼 수 있다. 인
구가 적절히 유지되고 출산율이 높으며 고령 인구가 늘어나는 사회는 일종의 노청사회(�靑社會,
gerogreening society)로서 교육시스템의 안정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2).
그러나 우리나라처럼 저출산 고령화가 큰 변화 없이 지속적으로 가속화되면 사회 전체가 노령화되고, 사
회 전체의 인프라나 가치체계에 변화가 불가피하다. 고등교육의 경우에도 학생 감소와 함께 평생교육체
제로 기본 틀의 변화가 있을 수 있다. 이 점에서 고등교육정책도 교육인구학적 바탕 위에서 장∙단기적인
방향설정이 필요하다.“모든 이를 위한”대학의 개념과 고령 사회에 적합한 재교육과 기본교육의 이중구
조적 체제로 전환이 요구된다.
저출산 고령화 사회의 특징과 교육 과제
◉ 저출산 고령화 사회의 특징

저출산과 고령화는 동전의 양면처럼 연관된 문제이다. 그리고 두 흐름이 모여 시너지효과를 발휘한다.
사회, 경제, 문화, 교육의 제반 영역에 지대한 영향을 준다. 특히 연령별 균형을 갖춘 적정인구 사회와 안
정적인 인구증가가 이루어지는 사회에서 필요했던 시스템과 인프라에 영향을 주어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
1) 통계청(2001), 연령별 추계인구, 서울 : 통계청
2) 노청사회는 필자의 신조어로서의 노년을 지칭하는 gero의 접두어와 청년을 의미하는 녹색화를 합한 합성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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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된다.
현재의 저출산 현상은 미래예측에 소홀한 인구정책에도 원인이 있지만, 사회∙경제적 환경의 변화도 큰
몫을 담당하고 있다 볼 수 있다. 교육비 부담과 자녀양육에 대한 부담, 보육시설의 부족, 대가족제도의
변화, 그리고 여성들의 자기개발 선호현상 등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주어왔다. 그러나 6회 세계지식포럼
이나 EU 보고서에서 지적하듯 인구증가 없이는 경제성장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표1) 현행추계(2001년) 및 특별추계(2005년) 비교
특별 추계
고
총인구

위

저

위

현행 추계

2005년

48,294

48,281

48,461

△167

정점

50,373

49,527

50,683

△727

도달 연도

2025년

2017년

2023년

2030년

50,164

48,215

80,296

△967
△1,989

2050년

44,650

39,904

44,337

고령사회 (14%)

도달 연도

2018년

2018년

2019년

초고령사회 (20%)

도달 연도

합계출산율 (명)
평균수명 (세)

2026년

2025년

2026년

2005년

1.21

1.17

1.37

2035년

1.60

1.00

1.40

2005년 (남, 여)

74.8, 81.5

2030년 (남, 여)

79.2, 85.2

78.4, 84.8

2050년 (남, 여)
국제이동

현행 추계와 차이

적용연도

74.4, 81.2

80.7, 86.6

80.0, 86.2

2000 ~ 2003년

1995 ~2000년

4개년 평균

6개년 평균

� 출처: 프랑크쉬르마허(2005), 고령사회, pp.37

<표 1>에서 보듯이 2001년 우리나라 현행추계와는 달리 지난 3~4년 동안 급격한 변화가 예견되고 있다.
인구감소가 유럽의 성장을 가로막았듯이 우리나라의 잠재성장 능력을 급격히 저하시킬 우려도 배제할 수
없다. 세계지식포럼이나 EU 보고서가 지적하듯 우리 또한 예외가 될 수 없다.
저출산 고령화 사회의 특성은 다음 몇 가지로 정리될 수 있을 것이다.
① 발달단계에 따른 생애주기에 필요한 삶의 과제(life task)와 생애주기(life cycle) 자체에 영향을 주게
된다.
② 복지, 교육, 의료, 삶의 질 등 사회적 안전망과 사회구조에 변화가 불가피하게 된다.
③ 교육의 개념과 교육인프라의 재구조화가 불가피하게 된다.
④ 노동력 감소에 따른 취업구조와 산업구조의 변화가 이루어진다.
⑤ 가족체계의 변화와 함께 복지체계의 대변화가 불가피하게 된다.
⑥ 평균수명의 증가에 따라 삶의 형태가 변화되고 노인의료 시스템과 연금 등 제반 사회체제의 대변화가
불가피 하다.
⑦ 해외 노동인구의 유입과 이동에 따라 가치이식과 문화이식 등의 변화가 이루어지게 된다.
⑧ 농어촌과 도시 간, 빈곤층과 부유층 간의 삶의 질과 사회적 격차가 확대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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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특성 변화 이외에도 저출산 고령화 사회 도래에 따른 기

<표 2>에 예시된 바대로 저출산 고령화 사회의 특성적 인구변

존 사회의 붕괴와 재구조화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고령화 사

동 사회에 따라 제반 사회적 과제가 달라지고 정책적 고려도 다

회의 제반 문제만을 살펴볼 때 평균수명 연장에 따른 퇴직 후의

를 수밖에 없다. 세계적 추세로 보아 OECD 국가들은 고령화 사

삶의 문제가 더욱 큰 사회적 쟁점으로 대두되게 될 것이다. 즉

회가 일반적 현상이지만 저출산의 경우에는 우리나라보다 다소

노인취업의 문제라든지 연금 문제, 의료시스템 문제가 더욱 필

형편이 나은 실정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정책적으로 많은 변화

요한 과제로 등장하게 되어 고령화에 따른 노인복지 비용은 증

가 요구된다.

가하게 함으로써 정부의 재정부담이 더욱 커지게 된다.
차세대 강국은 인구가 많은 인도, 중국, 미국 등으로 예측되는

◉ 저출산 고령화 사회의 교육적 과제

데, 이 국가들도 고령화 사회의 측면을 가지고 있으나 적정 수준

인구학에서는 인구변동을 인구성장, 인구고령화, 인구이동으

의 인구와 풍부한 자원, 훈련된 낮은 임금의 노동력 등에 의해

로 대별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인구고령화와 함께 출산율 감소

어느 정도는 보완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나라의 급격한

로 인한 저출산의 이중적 과제를 안고 있다. 또한 내부적으로 보

고령화 사회와는 다른 측면이 있다. 저
출산의 경우에도 고령화 못지않게 적잖
은 문제를 야기하게 된다.
고령화 사회일 때는 노년복지의 확대
와 강화라든지 산업구조 측면에서 실버
산업의 확충 등이 이루어져 기존 사회
인프라의 확대가 주된 사회적 과제이다.
그러나 저출산 사회일 때는 사회 인프라

저출산 고령화는 노동인구 감소를 불러오
므로 이민 활성화를 통한 인력수급정책이
필요하다. 다문화, 다언어, 다국적, 다인
력, 다인종 사회로의 전환이 불가피하고,
이에 따라 교육적 과제도 달라져야 한다.
모자이크 문화 혹은 다문화 교육정책으로
의 전환과 제도적 보완이 요구된다.

면 수도권과 대도시의 인구편중 현상과
인구구성상의 남녀성비 불균형의 구조
적 불균형 현상을 안고 있다.
2003년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2000년
에 여자 100명당 남자비율이 110.5명이
었지만 2010년에는 118.9명으로 증가하
고, 2020년에는 112.0명으로 증가하여
남녀불균형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측

확충이 아니라 축소와 재편이라는 과제가 대두됨으로써 이중과

하고 있다. 이러한 남녀성비 불균형은 크지만 여성 인력의 정치

제를 안게 된다. 일반적으로 저출산과 고령화가 동시에 진행되

경제활동과 정책과정의 참여도를 비교한 여성권한척도(gender

고 있는 사회는 저출산에 따른 사회 인프라의 축소 개편과 함께

empowerment measure)의 국제비교에서는 66개국 중 61위로

고령화 사회에 필요한 고령 사회 구조로의 보완∙재편을 이루어

남녀불균형이 가장 심한 국가의 하나로 평가되고 있다.
따라서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서 필요한 교육적 과제의 하나는

야 하는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

고령 및 여성인력의 활용정책을 통한 국가경쟁력 제고라 볼 수
(표2) 인구변동 사회적 특성 비교
과제

사회적 특성

교육
경제

있다. 이 점에서 여성과 고령인력 채용을 위한 직업훈련과 교육

저출산 사회

고령화 사회

학령인구감소

잠재교육인구 증가

노동력감소
외국인 취업 증가

고령노동력 확대

저출산 고령화 사회
학령인구감소 + 잠재
교육인구 증가

산과 고령화에 따라 노동인구가 감소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조기취업, 고용없는

민의 활성화를 통한 인력수급정책이 필요한데 이러한 경우 다문

성장, 고령취업,
외국인 취업확산

화, 다언어, 다국적, 다인력, 다인종 사회로의 전환이 불가피하
고 이 점에서 교육적 과제도 달라지게 된다. 모자이크 문화 혹은

개인지향적, 다문화,

제도적집단지향적,

개인지향 + 제도지향

다언어

다문화, 다언어

다문화, 다인종, 다언어

사회인프라

축소재편

실버인프라확충

사회복지

인구장려정책 강화

사회복지 확대

사회복지 확대

연금

수입감소

지출 증대

저령인구 개인부담 증가

가정

해체가능성 증대

해체가능성 증대

해체 가능성 가속화

가치문화

적 과제의 재교육 등이 중요한 부분이라 볼 수 있다. 또한 저출

실버인프라획충 +
저인구구조

다문화 교육정책으로의 전환과 제도적 보완이 요구된다.
이 외에도 저출산 고령화 사회의 교육적 과제는 인구장려 교육
부분과 여성 역할의 변화 부분, 그리고 가정 기능의 약화에 따른
가정교육 부분 등 전반적인 영역에 이른다. 이 점에서 고등교육
정책 방향에서는 교과과정 개정은 물론이고 고등교육시스템 전
2005 November∙ Decem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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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고령화시대의 교육 ,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가 ?

반에 걸친 정책적 고려가 불가피하다. 특히 저출산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가 가장 큰 교육적 과제가 될 것
이고, 유치원 교육에서부터 고등교육에 이르기까지 교육체제 전반에 걸쳐 내용과 체제, 그리고 교사수급
등에 변화가 요구되는 저출산 교육정책의 정립이 필요하다.

급격한 고령화에 따라 인적자원 개발의 틀 자체가 바뀌어야 한다. 기술발전에 따른 고용 없는
사회의 도래로 인한 저고용 고령화에 대한 대비도 간과할 수 없다. 특히 여성의 고령화가 확산
될 것이므로 여성 고등교육정책의 보완은 물론, 평생교육 차원의 고등교육정책 전환이 이루어
져야 한다.
슬림화, 특성화, 국제화와 평생교육체계로 전환해야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서 고등교육 정책은 저출산에 따른 고등교육 인구의 감소에 따른 미충원 문제와 기
존 교직원의 처우 문제, 그리고 학생 수 부족에 따른 재정압박과 사회적 수요중심의 학문불균형 심화 등
총체적인 정책적 재구조화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더구나 급격한 고령화에 따라 인적자원 개발의 틀 자
체가 바뀌어 질 수밖에 없으며, 기술 발전에 따른 고용 없는 사회의 도래에 따른 저고용 고령화에 대비한
정책적 배려도 간과할 수는 없다. 특히 전반적인 고령화 사회적 특성과 함께 여성의 고령화가 확산될 것
으로 예견되기 때문에 고등교육정책도 여성 고등교육정책의 보완은 물론이고 평생교육 차원의 고등교육
정책 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
한 마디로 고등교육정책은 저출산에 따른 고등교육정책과 고령화에 따른 고등교육정책을 합리적으로
재정립하는 것이 과제가 될 것이다. 고등교육정책 방향을 집약해 보면 다음 몇 가지 정책으로 정리될 수
있을 것이다.
우선 고등교육정책 방향은 초중등 교육을 포함한 전반적인 시스템 개혁정책에 두어야 한다. 저출산 고령
화 사회의 특징은 현재의 교육시스템이 적용될 수 없는 사회, 문화, 경제 등 인적자원 개발 전체의 틀과 관
련돼 변화의 의미를 담고 있다. 학생 수 감소에 따른 물적∙인적 재구조에서부터 교육내용의 재편의 필요
성, 그리고 국가 간 인적자원 의존도가 높아지는 등의 인적자원 틀의 전면 재검토가 요구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나라 학제, 교과내용, 교직원 수급계획, 그리고 시설설비 등의 검토가 수반되어야 한다. 이 점
에서 교육시스템의 전면적 재구조화의 틀 속에서 고등교육정책 방향이 설정되어야 한다.
둘째, 저출산 시대에는 고등교육 인구의 감소가 주요한 정책이슈가 될 수 있다. 고교졸업자의 감소에 따
른 미충원율의 증가가 불가피하게 됨으로써 대학의 슬림화 정책이 주기조가 될 것이다. 그렇게 될 경우,
슬림화에 따른 재정 감소는 내실 있는 고등교육에 지장을 초래하게 되고, 한정된 마켓에 따라 경쟁력 있
는 대학과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부족한 대학 간에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화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고
등교육정책도‘선택과 집중’
에 더 비중을 둘 수밖에 없다. 저출산 시대에 맞는 슬림화와 소규모 특화정책,
그리고 기본 고등교육체제 기반을 유지하기 위한 국가 재정지원의 확충과 함께 선택과 집중 정책이 우선
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고령화 사회에 부응하는 고등교육 정책 방향의 설정과제이다. 고령화와 저출산 사회가 되면 종래
학업 - 일 - 휴식을 구분하여 삶의 형태를 규정하던 수직적 삶(liner life)의 개념이 퇴색하고 생애과정에
서 학업 - 일 - 휴식이 병존하는 융합적 삶(blended life)개념으로 전환하게 된다. 융합적 삶의 개념과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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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과학 발전에 의한 사회변화는 평생고등교육사회로의 이행이

나 여성복지, 아동복지 등의 영역의 확산과 출산장려책과 관련

확산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추세에 따라 저출산 고령화 사회의

된 고등교육 인프라 구축과 교과과정 개편이 필요한 부분이다.

고등교육정책 방향은 평생고등교육체제로의 정책전환에 치중해
야 할 것이다.

일곱째,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서는 취업 등 인적자원 관리 차원
에서 내국적 관점에서만 해법을 찾을 수는 없다. 따라서 학생 부

넷째, 직업구조와 사회적 수요변화를 들 수 있다. 직업구조 변

족을 해결할 수 있는 외국인 학생 유치는 물론 고용인구 감소를

화는 기술의 획기적인 변화에 따라 첨단 과학 분야의 확산이 이

보완할 수 있는 외국인 고용정책의 강화가 불가피하여 국가 간

루어짐과 동시에 재교육을 받지 않으면 취업이 불가능해지는 마

인적유동과 의존도가 높아지게 된다. 따라서 고등교육정책 방향

찰 실업과 구조적 실업이 증대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산업

은 학습이동(learning mobility)의 장려와 초국적 교육

현장의 자동화 확산에 따른‘고용 없는 성장’
시대가 도래함으로

(transnational education)정책이 적극 고려되어야 한다. 일반

써 인적자원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달라질 것이다.

적으로 저출산 고령화 사회는 노령인구의 증가와 전체 인구수의

이러한 변화 추세는 고용 없는 성장에

감소로 인해‘집단노령화’사회적 특성

따라 저출산 문제는 다소 보탬이 될 것

을 지니게 된다. 이러한 사회는 역동성

이지만 고령화 사회에는 긍정적 효과만

이 저하되고 국가 성장 또한 한계에 직

가져다 준다볼 수 없다. 따라서 고등교

면하게 될 우려가 있다. 출산 장려와 함

육정책 방향은 조기취업과 노령취업의

께 안정적 노령화를 추구하는 일이 근본

양 구조를 조화하는데 주안점을 두어야

해법이 될 것이다. 이 점에서 범국가적

한다. 노령취업은 시간제나 주류 취업군

차원에서 노령화와 저출산 사회에 대비

을 보완하는 지원적 취업(supportive

해야 한다.

employment)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
에서 고등교육정책도 양면적 인적자원
개발 정책과 무관하다 볼 수 없다.
다섯째, 여성인구 감소와 여성고령화

고등교육정책은 교육에서 고리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범국가적 노령화 저출산
정책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 고등교육

현상과 관련된 고등교육정책의 수립이 필요하다. 우리나라 인구

정책은 적극적 구조개혁을 통한 슬림화, 특성화 정책의 기조가

예측은 여성의 평균수명이 남성의 평균수명보다 훨씬 높아지는

필요하고 평생교육체제의 확산도 적극 검토되어야 한다. 이와

반면 여성과 남성간의 성비불균형은 더욱 확대되고 있다는 것을

함께 국제교육의 활성화를 통해 적극적 고등교육정책도 고려되

말해주고 있다. 이는 여성고등교육정책에서 간과해서는 안 될

어야 한다. 저출산 고령화가 피할 수 없는 추세라면 준비를 빨리

부분으로서 여성 평생고등교육정책의 강화와 여성고령화 정책

하면 할수록 충격이 완화될 것으로 본다.

의 강화가 요구된다.
여섯째, 고등교육정책에서 고령화와 저출산 문제 해결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우선 교과과정에서 고령화 사회에 따른 복지
정책과 연관된 부분이 심도 있고 진지하게 포함되어야 한다. 고
령화 사회에서는 노년인구의 확산에 따른 노년복지정책도 강화
되겠지만, 이에 못지않게 실버학(silver studies)의 강화와 노년
복지, 노년건강, 노년취업 등의 이론적 토대와 자기주도적 학습
체계의 정립이 요구된다. 이와 함께 저출산 문제를 장∙단기적
으로 해결할 수 있는 고등교육정책 수립이 요구된다. 가족복지
2005 November∙ Decem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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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고령화시대의 교육 ,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가 ?

평생교육정책,
중∙고령자의 가치를 향상시켜라
권대봉│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장 겸 사범대학장, dbkwon@korea.ac.kr

고령화 사회가 됨으로 인해 발생하는 노동력 감소 문제를 해결하는데 평생교육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인적자원으로서 중∙고령자의 가치가 향상되면 그 효과는 개인적 수준뿐만 아니라, 국가 사회적 경쟁력
을 유지하는 데 좋은 대안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유

난히도 빨리 늙는다. 한국은 이미 고령화의 원인인 평균수명 연장과 저출산 현상이 꾸준히 지속되
면서 고령화 추세가 역행될 가능성이 희박하고, 세계 초유의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다. 저출

산에 따른 인구변화와 학령인구 감소 전망 자료들은 우리에게 위협적 메시지를 던진다.
가장 빨리 나이 드는 나라, 한국
2003년 현재 합계출산율은 1.19명으로, 이는 한 사회가 인구구조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로 하는 출산율
(대체출산율 2.1명)에 턱없이 미달하는 실정이다. 이러한 우리나라 출산율은 앞서 인구 고령화에 접어든
독일이나 영국, 프랑스 및 OECD 국가 평균보다도 낮은 수준이다. 미국이 2.01명, 프랑스가 1.88명,
OECD 국가 평균이 1.6명인 것에 비해 한국은 최하위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현저하게 낮은 출산율
은 앞으로의 한국이 더욱‘나이 든’나라가 될 것이라는 점을 쉽게 예상하게 한다.
현재 우리나라 고령화 정도(8.7%)는 선진국들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양호한 편이라고는 하나(OECD
평균: 15.6%), 세계에서 유례가 없을 정도의 초고속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우리나라
의 경우 2000년 고령인구 비율이 7.2%가 되면서 고령화 사회가 시작되었고, 불과 19년만인 2019년이면
14.4%로 고령 사회가 될 전망이다. 선진국들이 보통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 사회로 진입하는 데에 40~115
년이 소요되는 것과 비교하면 '나이 듦'에 대한 고민과 해법 탐색은 정말 급박하다.
이러한 추세라면 2026년에는 고령인구 비율 20%를 넘어 초고령 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측되며, 2020
년 이후로 총인구는 감소할 전망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저출산으로 유소년층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며, 생
산가능인구(15~64세)는 2016년 이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이다.
결혼을 하지 않고 독신을 선호하는 청장년층의 수가 증가하고 있고, 결혼을 해도 아이는 갖지 않겠다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또 아이는 낳아도 하나 이상은 꺼려하는 부부들도 적지 않다. 30세 중반이 넘어
서면 명예퇴직 및 이직 등 고용불안정성에 부르르 떠는 사람도 태반이다. 50이 넘어서면 그저 생활이 조
금이나마 안정되기를 기도하다가, 60이 되면서는 아예 일에 대한 기대와 포부를 저버리는 사람도 많다.
사회는 나이가 들어가는데 일을 하고 소득을 창출하는 시기는 더 위태로워졌다. 생물학적 연령은 증가하
는데 경력연령은 그야말로“묻지 마세요”
가 되어 버리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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촘촘한 미래 시나리오 짜서 대처해야

왜 사람들이 결혼하지 않으며, 아이를 낳지 않는지, 왜 가정을

빠르게 늙어가고 있는 이 상황! 무엇부터 해야 할까? 저출산 고

꾸려 살아가는 것을 부담스러워하는지, 또 어찌하여 젊은이들은

령화 문제가 뜨거운 사회 이슈로 부각하면서, 국회의원들은 관

나라 밖으로 떠나가며, 어느 정도의 나이가 들어가면 적극적으

련 법안을 만들고 대통령은 자문기구를 두었다. 교육인적자원부

로 일을 하기 위한 의지를 불태울 수 없는지, 나이든 인구들이

에서도 저출산에 대응한 교육부문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시도하

일터에서 그만큼의 가치를 발하지 못하는지 등에 대해 큼지막하

고 있다. 아직은 나이 든 한국의 모습이 어떠할지 분명히 알 수

게도, 또 오밀조밀하게도 진단해야 한다.

는 없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는, 우리 사회가 고령화되면서 많은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의 저출산 고령화 현상에 대해 여러 원인

심각한 문제 상황들이 발생할 것이며, 그것들을 예측하여 대비

들이 있을 수 있지만,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주로 제기한다. 우

하면 조금 더 천천히 늙거나, 보다 건강하게 늙을 수 있다는 것

선 여성의 경제활동이 증가한 것으로 인해 출산이나 육아에 대

도 안다. 아니 오히려, 준비하고 대비하여 꾸준히 노력하면 젊어

한 부담감이 그만큼 증가한 것을 가장 큰 이유로 꼽는다. 따라서

질 수 있을지도 모른다.

많은 정책적 노력들은 보육정책, 여성인력활용 방안 등에 초점

어찌되었건 우리가 처한 저출산 고령화라는 문제가 매우 중요
하며 시급한 성격의 것이라는 점을 알기에, 국가 구성원들은 학

을 맞춘다.
다음으로 국민의식과 사회∙경제적 구조가 변화한 것을 거론

문적 영역이나 업(業)의 영역에 관계없

하며, 이의 해결을 위해 인적자원의 질

이 고령화와 관련된 주제에 대한 논의를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대비한 평생교육정

을 높이고, 중∙고령 인적자원의 양성

펼치며 미래 시나리오를 그려보고 그 해

책은‘현재문제 해결’
과‘미래기회 창출’

및 활용에 주안을 두는 방법을 제시하기

법들을 탐색해 보는 것이다. 그리고 이

의 관점에서 다각적으로 시도해야 한다.

도 한다. 또한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강

러한 시대적 긴급 상황에 대해 '교육 부

즉, 현재나 가까운 미래에 우리 사회가 당

해지고 있는 개인주의적 사고의 확대,

문'은 그 어느 때보다도 예측도가 높고

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정책을 수립하고,

가족의 가치에 대한 퇴색, 결혼 및 자녀

촘촘한 미래 시나리오를 짜서 예상될 문

동시에 미래에 발생할 문제를 적극적으로

부양에 대한 가치관 변화 등을 지적하고

제들을 해결하며, 새로운 미래의 기회들

해결하기 위한 해법을 고민하는 것이다.

있다.

을 창출하기에 적합한 방안들을 모색해
보아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원인에 대한 탐색은 엄
밀히 말하자면 모두 전문가들의 견해에 지나지 않는다. 실제로
결혼할 시기에 있는 젊은이들, 결혼을 하여 자녀를 가져야 할 부

바람직한 상황이 요구하는 사항부터 규명해야

부들이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 규명해 볼 필요가 있다. 가치관

이쯤 되면 교육계에 몸을 담고 있는 우리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의 변화라면 어떠한 가치관에 대한 것인지, 사회∙경제적 상황

던질 것이다. 저출산 고령화 시대로 인해 비롯될 문제들을 해결

으로 연유한 것이라면 구체적으로 어떠한 문제점들 때문인지 실

하고, 발전된 미래를 창조하기 위한 기회들을 창출하는 마스터

제로 조사를 통해 원인들을 탐색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당면한

맵으로서 평생교육정책은 어떠해야 하는가? 그러나 이 질문을 던

저출산 고령화라는 현상이 매우 비중이 큰 사안인 만큼, 공들여

지고 처방을 내리기에 앞서 우리는 반드시 '진단'부터 해야 한다.

원인을 탐색하고 진단하며, 바람직한 상황으로 나아가기 위한

흔히 평생교육 담당자들은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이전에

요구사항들을 규명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요구분석’
부터 실시한다. 다양한 기법과 영역이 존재하지만, 근

이러한 상황진단과 요구규명에 대한 노력을 바탕으로, 저출산

본적으로 해당 조직이 처한 현재의 상황과 바람직한 기대 상황

고령화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평생교육정책은‘현재문제 해결’

간의 차이를 규명하기 위해서다. 그리고 그 간극을 해결하기 위

의 관점과‘미래기회 창출’
의 관점에서 다각적으로 시도되어야

해 제시되는 방법 중의 하나가 평생교육 프로그램이다.

한다. 즉, 저출산 고령화 시대의 평생교육정책 방향은 현재와 가

마찬가지다. 평생교육정책의 방향성을 논하기에 앞서, 우리는

까운 미래에 우리 사회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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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수립하고, 동시에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발생할 미래의
문제들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해법들을 고민해 보는
것이다.
현재문제 해결 관점의 평생교육정책이라는 것은 노동인구
감소와 중∙고령자 증가 현상으로 나타난 실업대비 교육이
나 중∙고령인력 활용과 같은 사안들이 포함될 수 있다. 또
한 미래기회 창출의 관점에서 평생교육정책을 조망하기 위
해서는 근본적으로 저출산이 해소되고 고령화가 저지될 수
있도록 출산을 증대하기 위한 의식전환 교육정책들을 고안
하는 것들이 포함될 것이다.
현재문제 해결형 평생교육정책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당면한 현재와 가까운 미래의 문제들은 학령기 인구가 급감하여 발생하는 문제와
자녀양육에 대한 애로사항, 노동시장 수급 불균형으로 인한 생산연령인구의 고용불안정, 중∙고령자들의
경제적 생활을 위한 실업문제 해결 등이 비교적 큼지막한 사안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우선 평생교육정
책은 이러한 산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목적적 프로그램과 서비스’
를 제공하기 위한 체제를 갖추어
야 하다는 점이다.
현재 교육인적자원부는 저출산으로 인한 학력아동 감소 대비와 관련하여, 지역단위 인구 및 학령인구 감
소 전망, 교육시설 및 인력 효율화 방안, 지방교육재정의 탄력적 운영방안 마련 등을 포함하는 계획수립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는 저출산으로 학령인구가 감소할 것을 예상하여 그에 대한 문제해결을 위한 접
근을 시도하는 정책들로, 미래기회 창출의 측면에서 출산 증대를 위한 교육의 시행 등과 같은 보다 선수
적(proactive) 관점에서의 정책들도 요구된다고 하겠다.
한편, 고령인구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현실과 관련한 평생학습정책이 필요하다. 저출산 고령화의 영향
을 특히 중∙고령 인적자원 개발을 위한 평생직업교육의 정책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 고
령화가 진척되면서 자연스럽게 인적자원의 고령화도 진행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인적자원으로서의 중∙
고령자에 대한 가치를 재정립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기 때문이다.
중∙고령자는 대개 연령 범위를 41세 이상~65세 미만으로 설정하고 있어 통상적으로 경제활동을 활발
하게 전개해야 할 연령층일 뿐만 아니라, 공적 연금제도와 같은 사회적 시스템이 미흡하여 정년퇴직 이후
에도 직업생활을 유지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는 한국적 상황을 고려할 때 경제적 근로활동을 유지한다
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따라서 중∙고령자의 직업능력을 개발한 결과가 결국 중∙고령자의 고용
가능성과 연계될 수 있는 평생교육정책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개인 입장에서 중∙고령자의 고용 가능성을 취업할 가능성, 또는 일할 수 있는 능력으로 치환하거나 고
용주체의 입장에서 고용할 가능성으로 보는 중∙고령자의 고용가능성은 인적자원으로서 중∙고령자의
활용적 가치에 대한 논의와 매우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즉, 중∙고령자의 활용적 가치를 향상시킨 가
시적 결과로써 개인은 취업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고용주체는 필요한 인재를 고용할 가능성을 향상시키는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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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고령화 시대 정책적 관심의 초점은“왜 중∙고령 인적

령자에게로 이전시킬 필요가 있다. 지식혁명과 함께 급격하게 변

자원을 활용해야 하는가”
라는 문제제기로부터 벗어나“어떻게

화되고 있는 노동시장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개인의 전

하면 중∙고령자의 활용적 가치를 향상시킬 수 있는가”
에 맞춰

생애에 걸친 커리어 형성을 도와주는 관련 정보 및 안내지침을

지고 있는 추세이다. 중∙고령 인적자원의 가치를 향상시킬 수

마련하는데 국가가 평생직업교육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

있는 중요한 방법으로 교육훈련을 통한 능력향상과 중∙고령자
의 가치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고용 인프라의 개선이

미래기회 창출형 평생교육정책

제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현재문제 해결형 평생교육정책이 보육이나 고령인력 활용관련

교육훈련 제공이 인적자원의 가치를 향상시키는데 중요한 역

사안들로 집중될 수 있다면, 미래기회 창출형 평생교육정책은

할을 한다는 사실은 많은 경험적 연구결과로부터 증명되고 있

저출산 고령화와 관련하여 근원적으로 원인이 되는 의식이나 사

다. 이 중 중∙고령 인적자원에 중심을 두었을 경우에는 교육훈

안들을 해소할 수 있도록 국민의식을 바꾸는 교육정책이다.

련의 사회 적응적 기능을 강조하는 것과 교육훈련의 효과적인
방법에 대한 연구가 주로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연구는 대부분 중∙고령자의 인지적 능력과 운동 기능

현재 교육인적자원부의 관련 정책은 학령기 인구 감소에 대한
문제해결형 대책 마련에 집중하고 있는데, 이는 단기적 처방 이
상의 기능을 하기 힘들다. 출산증대를 위한 문화 및 의식과 관련

적 능력의 향상에 초점을 맞추

된 교육이나,‘올바른’개인주

고 있다. 중∙고령자가 젊은

노동시장의 요구를 충족시키려면 개인의 전 생애에 걸친 커

의적 가치관 및 가족에 대한

세대와 비교하여 일과 학습에

리어 형성을 도와주는 정보와 안내지침을 마련하는데 국가가

가치의 강화, 성역할 및 가사

대한 태도가 소극적일 것이라

적극 개입해야 한다. 현재문제 해결형 정책은 보육이나 고령

공유, 노후생활에 대한 건설적

는 일반적 인식이 있기 때문

인력 활용에 집중되며, 미래기회 창출형 정책은 근원적 원인

인 설계, 올바르고 합리적인

에, 이를 변화시켜 창조적이고

인 국민의식을 바꾸는 교육정책이다.

여가 문화 정착 등에 대한 전

적극적인 지식근로자로의 전
환이 필요함을 제기함으로써 중∙고령자의 가치를 향상시키고
자 하는 교육훈련의 범위가 지식과 기술에서의 변화뿐만 아니라
태도에서의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바뀌어야 한다.

반적인 향상을 추구하기 위한
평생교육이 필요하다.
이는 저출산 고령화와 관련한 평생교육에 대한 요구를 규명하
는 것을 토대로 계획되어야 한다. 낮은 결혼율, 높은 이혼율, 낮

즉, 성인교육의 원리가 중∙고령자의 평생직업교육에 도입되

은 출산율 등으로 시설에 맡겨지는 아이들의 증가 등과 같은 저

어야 한다. 중∙고령자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설계하는데 도

출산 관련 현상에 대해 경제 및 사회심리학적으로 원인을 규명

움이 되는 원리를 적용하거나, 교육 프로그램의 운영 방법에 있

하면, 어떠한 의식적 개선을 위한 평생교육정책을 시행할 수 있

어서 안드라고지적 방법을 적용하여 정확한 교육요구를 파악하

을 지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공받을 수 있다.

는 것도 중요하다.

예를 들어, 단순히 젊은 부부들이 개인주의적 가치관이 팽배하

또한 평생직업교육을 통한 중∙고령자의 고용을 촉진할 수 있

여 자녀를 두지 않는 경우와 자녀양육에 대한 부담감이 지나쳐

는 제도로서 국가적 수준에서 추진해야 할 사업이나 기업의 수

서 자녀를 두지 못하는 경우에는 각기 다른 접근법을 사용해야

준에서 전개해야 할 인적자원개발 개선 방안에 대하여 정책적으

할 것이다. 전자의 경우에는 공동체의식이나 가정에 대한 가치

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교육, 고용, 퇴직과 관련된

확립 등과 같은 내용의 평생교육을 시행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

정부 정책의 조화와 추진 방향에 대한 합의가 중요하고, 경제적

나 후자의 경우에는 예비부모가 자녀양육에 대한 심리적 부담감

으로 어려운 중∙고령자를 위하여 공적 부담에 의해서 운영되는

을 덜기 위한 지원 프로그램과 현실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지원

생활안정 시스템 구축도 필요하다.

프로그램들이 동시에 정책적으로 설계되어야 한다.

특히 젊은 층에게 편중된 교육훈련과 같은 공적 투자를 중∙고

심리적 지원 프로그램으로서는 예비부부 교육 및 예비부모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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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 등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방과 후에도 학부모들이 안심하고 일터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초등
학교 학생들에 대해 방과 후 생활체육교실이나 특기적성교실 등과 같은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여 맞벌
이 부부들이 자녀를 양육하는 것에 대한 심리적 부담감을 덜어줄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자녀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감
을 줄이기 위한 평생교육적 정책도 고안
되어야 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지
난해 4524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에 의하면 한 가정의 평균 자녀양육비
지출이 해당 가구의 전체 지출비의 56%
를 차지한다고 한다. 자녀양육에 대해
이와 같이 절대적으로 큰 비중의 경제적
지원이 뒤따라야 하는 현실 앞에서, 젊
은 부부들은 자녀출산에 대한 의지를 접
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자녀양
육비 절감을 위해 공교육의 내실을 강화
하고,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다
양한 평생교육프로그램들을 제공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한편, 중∙고령자에 대한 인식 역시 평생교육을 통해 개선 또는 전환되어야 한다. 지금까지 가치 절하되
어 왔던 중∙고령자의 가치를 인적자원 개발을 위한 평생직업교육의 측면에서 재해석하고 이를 적극적으
로 활용함으로써 인구구조의 고령화나 개인적 노화로 예견되는 생산성 저하의 문제를 해결하거나 최소한
지연시킬 수 있는 합리적 대안을 모색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할 것이다. 이에 인적자원개발 및 활용의 영
역에서 본류가 아닌 지류로, 주류가 아닌 비주류로, 중심이 아닌 변두리로 간주되어 왔던 중∙고령자의
위치를 새롭게 자리매김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평생교육을 통해 중∙고령자의 인적자원 가치가 향상되어 결과적으로 고용가능성이 유지되거나 높아지
면, 개인적으로는 경제적 자립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일을 통하여 육체적 건강과 보람 그리
고 자부심의 증진, 은퇴로 인한 박탈감의 연기 등 정신적 건강도 거둘 수 있는 방향으로 평생교육정책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인적자원으로서 중∙고령자의 가치가 향상되면 그 효과는 개인적 수준에 머무르
는 것이 아니라 국가 사회적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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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외국의 교육정책
�영국 |

Extended School, 학교역할의 개편

�중국 |

다양한 형태의 저출산 고령화와 교육정책

�독일 |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교육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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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tended School, 학교역할의 개편
최봉섭 | 비컨 리서치 대표, choi@bruc.com

영국의 교육부가 지난 9월에 내놓은 ‘Extended School: Access to
opportunities and services for all’백서가 주목을 끈다. 학교의 역할과 지위에
확장된 개념을 도입한 것으로, 학교가 지역사회의 중심에 서서 교육뿐만 아니라, 지역
사회의 삶의 질 문제를 해결하는 웰빙의 장소가 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 추이가 주
목된다.
최근 한국에서는‘저출산 고령화 사회’

이 백서는 30장 분량에 지나지 않지만,

도래에 대비해 다양한 대책 마련에 부심

학교가 할 수 있는‘역할의 가능성’
은폭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특히

넓게 열어 두고 있으며, 또한 그러한 학

저출산의 이유가 자녀 교육비라는 경제

교의 역할 확대를 위해 정부는 언제, 얼

적 부담이 그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으

마만큼의 재정을 지원할 것인가 하는 내

니 교육행위를 전담하고 있는 학교에는

용도 구체적으로 담고 있다.

또 다시 그 역할의 개편이 요구될 것으로
내다보인다.
영국의 교육부는 지난 5년간에 걸쳐 학

백서의 기본적인 골자는 학교는 아침 8

교의 역할에 대해 고민을 심각하게 한 것

시부터 오후 6시까지 열어두게 하고, 맞

으로 보이며, 그 고민의 산물로서 지난 9

벌이 부부 가정을 위해 아침의 breakfast

월“Extended School: Access to

club이라든가, 방과 후의 각종 클럽을 만

opportunities and services for all”이

들어 6시까지 아이들이 학교에서 뭔가를

라는 백서를 출판하였다.

배우고 즐겁게 시간을 보낼 수 있게 한다

이 백서의 구상은 한국 사회가 당면한

Educational Development

는 것이다.

‘저출산 고령화 사회’
와 같은 문제를 타

특히 영국의 경우, 아동보호법에“12세

결하기 위한 대책으로 강구된 것은 아니

이하의 아동은 보호자 없이 혼자 두어서

기에 현재 한국 사회가 요구하는‘처방

는 안 된다”
고 정하고 있어 많은 어머니들

전’의 모델이 될 수는 없다. 하지만 백서

은 아이에 묶여 있다. 따라서 이 백서는

가 담고 있는 내용은, 한국이 저출산의

이러한 어머니들이 노동시장에 복귀할 수

늪에서 빠져 나오게 할 수 있는 중요한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 주고자 한다.

시사점을 내포하고 있기에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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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이러한‘아침 8시에서 저녁 6시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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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라는 시간의 한정은 정부가 현재 재정

가격으로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장소

지원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설정한 것이

를 제공한다. 2008년까지 적어도 절

며, 학교가 하고자 할 경우, 그 시간의 범

반 이상의 초등학교가 이런 서비스를

위는 한계를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지

제공하도록 한다.

역 주민을 위한 야간 컴퓨터 코스의 개설

② 2010년까지 모든 중등학교는 아침 8

이라든가 주말에는 지역주민들을 위해

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일 년, 열두 달

학교를 개방하는 길도 터 두고 있다.

개방하며, 아이들이 어떤 형태로든

영국의 대부분의 교육 정책들이 그러하

제각기의 취향에 따라 방과 후 활동

듯이, 이번 정책 역시 상명하달이라든가

을 즐기게 한다. 2008년까지 최소한

갑작스런 개혁의 형태가 아니다. 백서에

1/3 이상의 중등학교가 개방을 하도

담긴 내용들은 이미 지난 수년 사이 일부

록 한다.

학교에서는 실시하고 있는 내용이며, 이
러한 간헐적인 사례들을 교육부가 체계
적으로 정리해서 전국적인 규모로 확대
하도록 지원하는 형태이다.
이 글은 백서가 담고 있는 내용이 무엇
인지 서술하고, 왜 영국은 이러한 정책을

③ 2010년까지 모든 3세와 4세 아동은
③ 사회 - 경제적으로 불안정한 아동들
의 보호

년 간 38주, 주당 15시간의 무료로
유치원을 다닐 수 있게 한다(주 5일

④ 아동의학습활동에학부모의참가유도

반나절 분. 현재는 12.5 시간). 보호

⑤ 스포츠, ICT, 아트 활동 등을 위한

자가 필요한 경우, 추가의 시간은 구

학교공간을 지역사회에 개방

매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둔다.

만들어 내고 있는지 그 배경을 살펴본다.

⑥ 학부모들이 노동시장에 복귀할 수 있

④ 스포츠, 음악, 행위예술, 예술과 공

그리고 이 정책은 무엇을 하고자 하는지

도록 도와주고, 아이들이 빈곤상태에

예, 각종 취미활동, 장기, 응급처치,

를 서술하고, 마지막 부분에서는 이 정책

빠지는 것을 사전에 방지

외국어, 박물관이나 갤러리 탐방, 봉

이 어떤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지 또는 사

⑦ 학교 중심의‘건강-소셜 케어 시스

회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를 예측해

템’
을 구축하고 아동들이 균등한 수

본다.

준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환경 조성.

사활동, 비즈니스 창업과 같은 방과
후 클럽활동을 조직한다.
이러한 서비스는 1) 학교가 직접 운영하
는 방법, 2) 민간 놀이방 사업자에게 학교

Extended school 백서의 목적

계획 및 재정지원

시설을 대여하는 방법, 3) 학교 내에 적절

① 학력 향상

① 2010년까지 모든 초등학생의 학부모

한 공간이나 시설이 부족할 경우, 다른

들이, 일 년, 열두 달 아침 8시에서

학교의 서비스 제공자와 연계해서 공동

저녁 6시까지, 실비 수준의 저렴한

으로 운영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② 아이들의 다양한 호기심 유발 / 즐거
운 학교 환경 조성

2005 November∙ Decem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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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tended School은 학교의

이러한 계획에 따라 현재까지 교육부가

이 사건이 영국 국민들을 경악하게 만든

역할을 확대하라는 요구이

집행한 예산은 1억 6000만 파운드(약

것은 살해되었다는 사실 그 자체가 아니

3000억 원)이며, 2008년까지 6억 8000

라, 영국인들이 전 세계에 자랑해 왔던

만 파운드( 약 1조 3000억 원)의 예산을

그 사회안전보장 시스템이 전혀 작동하

한 사회안전보장법의 재정

집행할 것으로 밝히고 있다. 내년에 일차

지 않았다는 사실이었다. 빅토리아 양이

비, 현행 방법으로서는 한계

적으로 각 학교에 지급되는 예산은 초등

8개월 동안 학대를 받고 있는 동안, 학교,

의 경우, 약 3만 파운드(약 6000만 원)이

병원, 경찰, 소셜 시큐리티, 소셜 워커의

며, 중등학교의 경우 5만 파운드(약 1억

직원들이 열네 번에 걸친 '구제의 기회'가

원)의 예산이 지급된다.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서로 미루

며, 이같은 요구는 아동에 대

에 다다른 학력신장의 재도
약, 빈곤에서의 탈출, 그리고
공평성과 같은 문제를 해결
하기 위한 고민에서부터 비
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는 바람에 결국은 사망에 이르고 말았다.
사회안전보장법 재정비와 학력향상의
대안
이번 정책은 아동에 대한 사회 안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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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 조사결과, 직무유기로 제소당한 사
람은 단 한 사람뿐이었다.

장법의 재정비, 현행 방법으로서는 한계

이 사건으로 인해 국회에서 청문회를 조

에 다다른 학력신장의 재도약, 빈곤에서

직하여 전 사회보장 시스템에 대한 재점

의 탈출, 그리고 공평성과 같은 제각기

검이 이루어졌으며, 그 결과, 2003년 1

다른 맥락에서 흘러 온 흐름들이‘학교역

월, Laming 백작의 보고서에서 현행 시

할 개편’
이라는 요구의 큰 강에 모여들었

스템은 더 이상 작동하지 않으며, 빅토리

다고 볼 수 있다.

아 학대 살인과 같은 사건은 또 다시 생

그러한 흐름 중에 가장 큰 흐름을 이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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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에 연루된 공무원은 십수 명이 되

길 수 있다는 경고를 했다.

었던 것은 2000년 2월 Victoria Climbie

그 후, 블레어 정부는‘Every Child

라는 당시 9세의 소녀 학대 살인사건에서

Matters’
라는 백서를 2003년 9월에 발

시작된 사회안전보장법 재정비의 움직임

표하고, Children and Family라는 부처

이다.

를 신설하게 된다.

이 사건은 영국에 입양된 빅토리아 양이

초대 장관으로 Margaret Hodge 씨를

양부모에 의해 8개월에 걸쳐, 감금당하

임명하고, 한 동안, 그 부처의 거취를 두

고, 굶겨지고, 폭행당하고, 담뱃불로 지

고 고민하다가, 교육부 산하 기관으로 편

져지는 등의 학대 끝에 사망한 사건이다.

제를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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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11월에는‘The Children Act

는 시스템이다.

통제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 있다. 따

2004’가 공포되고, 여기서 교육부는

이러한 목표치 달성의 압력은 처음 몇

라서 내가 아이를 끌고 학교에 갈 수는 없

‘education’에서‘well-being’
으로 정

년 동안 그다지 문제가 되지 않았으나,

다. 아이가 학교에 가기 싫어하는 것은

책 전환을 하게 된다. 하부기관인 지방교

해가 거듭될수록 기계적으로 설정되는

학교에 문제가 있는 것이지 그것이 왜 부

육청(Local Education Authority)은

목표치를 달성하기는 어려워지고 급기야

모 잘못이라고 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

Department of Children and Young

교사노조에서는“우리가 무슨 통조림 공

현행법 상, 형기가 만료되어 내가 형무소

people로 개명이 된다. 이로 인해 교육부

장 노동자냐?”
라는 볼멘 목소리까지 나오

를 나간다고 하더라도, 나는 또다시 범법

는 교육복지부의 역할을 하게 된다.

게 되었다.

자가 될 것이며 또 다시 형무소에 오게 될

정부 조직이 이렇게 개편됨에 따라, 지

이러한 비판과 한계를 뒷받침하듯이 지

것”
이라고 학부모 처벌에 대한 한계점을

금까지 흩어져 있던 청소년 보호 기관,

난 2년간 전국학력고사 평점은 더 이상

명확하게 부각시켰다. 지난 5년 동안 무

경찰, 병원, 소셜 시큐리티, 소셜 워커,

상승세를 보이지 않고 옆걸음질을 하고

단결석을 줄이기 위해 정부는 약 2조 원

학교 등이 모두 학교를 중심으로(최소한

있다.

에 가까운 예산을 부었지만, 학생들의 무

지금까지는 지방 정부단위까지) 통합되고

또 내무부 쪽에서는 지난 5년간 청소년

있다. 이제는 최하부 행정기관인 학교가

비행문제를 줄이고자, 교육부와 공동으

이런 과정에서 학계에서는“과중한 시

어떻게 바뀌는가 하는 과제만 남아있다.

로 무단결석자를 줄이는데 안간힘을 썼

험 부담으로 인해 학교의 학습행위가 더

두 번째 흐름은 현행 시스템으로서는 더

다. 학교장에게는 상습적으로 무단결석

이상 즐거운 것이 아니고 또한 학교는 부

이상의 학력향상은 불가능하다는 비판이

을 하는 학부모에게 벌금을 물릴 수 있는

담스러운 곳으로 전락했다”
는 지적이 나

확대되면서 시작되고 있다. 지난 10년 가

권한을 주고, 소셜 워커와 자원봉사자를

오기 시작했다. 이러한 비판에 거들어 교

까이 모든 학교는 매년 2% 정도의 성적

조직해서 학교가야 될 시간에 시내 쇼핑

사노조에서는“필수과목 성적 향상이라

향상 목표달성치가 주어졌다. 매년 실시

센터를 배회하는 학령기 아동을 붙들어

는 목표 달성의 압박으로 인해, 영어, 수

하는 전국 학력 평가시험에서 학교 평균

학교에 데려다 주기도 하고, 경찰법을 개

학, 과학, 이 외의 학과목은 푸대접을 받

성적을 2% 씩 올리라는 것이다. 이 목표

정하여 경찰에게는 앞과 같은 학령기 아

고 있으며, 음악이나 예술 같은 과목은

치를 달성하지 못하면 교장은 학교운영

동에게는 길거리에서 즉결 심문과 연행

점점 학교에서 사라지고 있다. 또한 시험

위원회와 지방교육청에 그 사유를 설명

하는 권한을 주고, 지방교육청에는 학교

준비 중심의 수업을 하다 보니, 수업시간

해야 했고, 그 사유가 타당하지 못할 경

에 아이가 가지 않는 학부모를 고발하는

에 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들도 제약을 받

우, 교장은 경질의 대상이 되고, 나아가

권한을 주었다.

고, 더 이상 수업을 재미있게 진행할 수

서는 감사원에서 집중감사가 들어와 학

유죄판결을 받고 형무소에 간 학부모는

교로서는 상당한 재량권을 구속받게 되

“이미 아이들은 덩치도 나보다 크고 내가

단 결석률은 줄어들지 않았다.

없게 되었다”
고 교육부 정책을 강력하게
비판했다.
2005 November∙ Decem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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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곤탈피와 교육 불균형 문제의 대안

움이 되지 않는다. 더욱이 심각한 문제는

세 번째 흐름은‘빈곤에서 탈피’
라는 곳

이혼율이 빈곤층에 높다는 것이다.

있도록 도와주는 모양이 된다.
네 번째로 공평성의 문제이다. 사회 계

에서 흘러온다. 영국의 아동보호법에는

결과적으로, 재산 없는, 비숙련, 홀어머

층별로 최고 소득층은 대부분 연간

“12세 이하의 아동은 혼자 두어서는 안

니가 아이를 키우면서 혼자서 자활한다

1000~2000만 원의 수업료를 내고 자녀

된다”
고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부모 중

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정부는

들을 사립학교에 보낸다. 그리고 이런 사

한 사람은 아이에 묶이게 된다. 이 법령

이런 모자가정을 위해 시영주택을 제공

립학교는 학교시간에 단순한 지식을 전

은 양 쪽 부모가 있고, 부모 중 한 쪽이 충

하거나, 아동 수당, 보육수당, 어머니 실

수하는 교육행위뿐만 아니라, 방과 후에

분히 생활비를 벌어 올 경우는 전혀 문제

업수당을 지불하지만, 이런 것을 모두 합

도 스포츠든, 음악 예술이든, 다양한 형

가 되지 않지만, 이혼을 한다거나, 맞벌

해도, 최저생활 기준치를 벗어나지 못한

태의 교육활동을 제공하고 있다.

이를 나가야 될 경우, 이 법령은 어머니

다. 물론 이웃집들의 세탁물을 모아서 빨

돈이 없어 공립학교에 자녀를 보내야 하

의 경제활동을 막는 족쇄가 된다. 현행법

아주고 다림질 해주고 하는 일들로 가계

는 부모의 입장에서 보면, 학교시간이 끝

에서 이혼을 할 경우, 대부분 어머니가

수입을 늘리곤 하지만 그것도 평생 할 수

나면 학교에서 쫓겨 나와 길거리를 하릴

아이를 데리고 가기에 아버지로부터 어

는 없는 일이다.

없이 배회한다든가, 집안에 들어와 게임

머니에게 매달 아이의 양육비를 지급하

따라서 어머니로서는 가능하면 노동시

기나 붙들고 시간을 보내는 자신의 아이

도록 명령하지만, 이것은 아동의 복지 확

장에 나가서 한 푼이라도 벌고 싶지만,

들은 사립학교 학생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보라는 측면에서 그다지 효력이 없다. 재

아이를 사설 놀이방에 맡길 경우, 그 비

빈약한 교육서비스를 받고 있는 셈이다.

산이 있는 부부의 경우라면 이혼을 할 당

용이, 여성 단순노동자의 한 달 월급의

시 나누어 가진 재산이 있기에 이미 경제

절반 정도로 비싸다.

이런 불균형 현상은 중∙하층으로 내려
와도 마찬가지다. 중산층 부모들은 자녀

적으로 자녀의 복지 부분은 확보가 된다.

이런 어머니에게는 실비와 같은 저가로

들을 사립학교에 보내지는 못할 정도라

하지만, 재산이 없는 부부가 이혼을 할

제공해주는 아동의 보육시설이 절실하게

하더라도, 음악 과외든, 스포츠 클럽이

경우, 아이를 데리고 있는 어머니 쪽은 빈

필요로 하게 된다. 정부 입장에서 보면,

든, 교과목 과외든, 방과 후 사설 클럽활

곤의 늪에 빠지게 된다. 현행 아동보호법

소셜 시큐리티를 통해서 어머니의 실업

동에 참가할 수 있을 정도의 재정지원은

에서 이혼을 하더라도 아버지 쪽에서 수

수당을 지불 할 바에야, 그 돈을 교육부

할 수 있다. 또한 이런 가정의 어머니들

입의 일부를 떼어 자녀 양육비를 주도록

를 통해 학교로 내려 보내고, 학교 시설

은 비교적‘최저 임금 단순 노동’
이 아닌

하고 있지만, 아버지가 자발적으로 주지

을 이용해 저 비용으로 놀이방 서비스를

나름대로의 전문직에 종사하기에, 자녀

않을 경우, 어머니가 받아 낼 강제적인 방

제공하게 하고, 어머니가 노동시장에 나

들을 사설 방과 후 클럽에 보낼 수도 있

법이 없으며, 또한 저임금 노동자인 아버

가게 하는 것이, 정부로서도‘싸게 먹히

다. 하지만 노동시장에 나가봐야 최저 임

지의 경우, 어머니 쪽의 가계에 그다지 도

고’
, 어머니로서도 자활의 길을 걸을 수

금 단순 노동밖에 할 수 없는 저소득층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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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련공 어머니들에겐 문제가 다르다. 그
런 어머니들에겐 그런 최저임금 직종에
나가서 벌어봐야 사설 놀이방이나 클럽
의 고액 이용료 지불하고, 직장에 다님으
로 인해 지출되는 소요경비 등을 빼고 나
면 남는 것이 별로 없다.
따라서 저소득층 자녀들은 정부가 학교
를 통해 무료로 제공하는 공교육을 제외
하면 아무런 교육수혜를 받지 못하고 있

저가로 방과 후 프로그램을 제공하라는

확보, 잡무경감”
을 내걸었고, 교육부는

는 상황이다. 이런 불공평을 해소하고자

것이다. 물론 학교가(주로 교장의 혼자 업

이를 수용했다. 하지만 2004년 교육부

정부가 학교 시설을 개방하고 각종 방과

무가 되겠지만) 적극적으로 나설 경우, 학

실시안의 뚜껑을 열어 보았을 때 교사들

후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모든 아이들이

교가 그 사업을 할 수 있고, 그로 인해 발

은 자기들 주장에 자신들의 발목이 잡힌

균등한 학습과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고

생하는 수입은 학교가 쓸 수 있다.

것을 깨달았다. 교사 수업시간 10%를 줄

자 한다.

‘2002년 교육법’
27조와 28조에는 학교

이라면 당연히 10%의 증액된 예산이 내

운영위원회에 학교시설을 대여할 수 있

려 올 줄 알았지만, 증액 분은 4%에 지나

는 권한을 모두 풀어 주고 있다. 따라서

지 않았고, 나머지는 학교 내부에서 조직

학교시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하는

개편을 해서 효율성을 높이라는 것이었

새로운 시도를 꺼려하는 학교의 생리적

것은 완전히 학교운영위원회의 재량에

다. 결국 학교들은 고임금 교사수를 줄인

인 측면에서 본다면 정부의 이러한 의도

속해져 있다. 좋게 표현하면 '지역사회에

다든가, 근무 강도를 높인다든가, 싼 임

는 학교로서는 부담스럽다. 일부 교사들

학교시설 개방'이지만, 다른 표현을 하자

금의 보조교사를 확보해서 교사의 수업

은“학교에 아예 아이들 침대까지 갖다놓

면, 학교시설을 이용해 비즈니스를 하라

시간을 줄여주도록 하는‘재정적 압력’
을

지 그러냐?”
라고 학교역할의 확대에 거부

는 것이다.

받게 된 것이다.

Extended School, 실천가능성 아직
미지수

감을 표시한다.

그리고 2004년 말,“School workforce

현재 학교 내에서 조직개편은 단순히 수

하지만 현재 정부의 계획으로서는 교사

remodelling”
이라는 시행령이 각 학교에

업시간 10% 면제를 위해서만 추진되는

에게 추가의 부담을 주고자 하는 부분은

내려와 지금 모든 학교는 학교조직 개편

것이 아니라,‘Extended School’
정책도

없다. 어차피 정부 재산으로 학교라는 시

에 머리를 싸 메고 있다. 이것은 2003년

함께 복안에 넣어서 추진되고 있다.

설이 방과 후에는 유휴 시설로 방치되고

노사춘투의 산물로서, 당시, 교사노조는

가령 예를 들자면, 방과 후 프로그램을

있으니 그것을 사설업자에게 대여하여

“교사 수업시간 10% 단축, 수업 준비시간

학교가 직접 운영을 할 것이라면, 어차피
2005 November∙ Decem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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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미로운 사실은 영국의 교

사람을 써야 될 것이고, 방과 후 하루 몇

다. 많은 경우는 아니지만, 공립학교 교

육정책은 학교에 강제를 하

시간만 일 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찾는 것

사들 중에서도 헌신적인 교사들은 바쁜

보다는 아침에 출근해서 학교시간에는

시간을 쪼개어 아이들과 함께 방과 후 클

보조교사로 학교 일을 거들어 주고, 방과

럽을 실시해 왔다. 학교에서 이러한 교사

을 따라하는 흉내만 내도된

후에는 클럽활동을 운영하는 형태로 풀

들의 방과 후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비

다. 하지만 정부정책을 적극

타임 직장을 만들어 낸다면 사람 구하기

품을 구입해주고 밖에 나갈 때 교통비 정

가 수월하다. 또한 학교로서도 교육과정

도는 지급을 해 주지만, 교사에게 근무시

지 않는다. 학교는 정부 정책

적으로 수용하면 부수입도

을 학교 수업과 방과 후 프로그램을 연결

간외 수당 같은 것은 지원하지 않고 있

생기고 학교 활성화가 되지

해서 디자인 할 수도 있기에 사람 쓰기도

다. 따라서 이런 활동은 순수한 교사의

만, 소극적이면 재정수입, 인

용이하다. 결과적으로, 1-2년간의 시차

의욕에 의해서 아무런 간섭 없이, 순수하

사관리, 학교 활성화 등 다양

를 두고, 별개의 정책이 따로 따로 학교

게 아이들과 교사가 좋아서 같이 모여서

에 내려온 것이지만, 현재, 학교 안에서

꾸려왔던 형태이다.

한 면에서 손해를 보게 된다.

는 그러한 정책 사안들을 함께 묶어서 실

만약 제도적으로 방과 후 클럽이 강제된

행할 수도 있다.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

다면, 이런 교사들의 활동은 어떻게 될지

은 영국의 교육정책이라는 것은 학교에

아직 미지수이다. 아직까지는 돈이라는

절대적인 강제를 하지 않는다. 따라서 학

것이 개입되지 않았기에 문제가 없었지

교 입장에서는 정부 정책을 따라하는 흉

만, 방과 후 클럽이 강제되면, 금액의 액

내만 내도된다. 하지만, 학교가 정부정책

수가 크든 작든, 돈이 흘러가게 되고, 그

을 받아들이고 적극적으로 나서면, 부수

렇게 되면 이러한 교사들의 처우가 학교

입도 생기고 학교 활성화가 되지만, 소극

로서는 상당히 고민스러워질 것으로 내

적일 경우, 적극적인 학교에 비해, 재정

다보인다.

수입, 인사관리, 학교 활성화 등 다양한
면에서 손해를 보는 구조로 되어 있다.
아직까지‘Extended school’정책이
본격적으로 학교에 실행되고 있지 않는
상황이기에 어떻게 조정이 될지 예측할
수 없지만, 한 가지 우려되는 사항은 기
존에 방과 후 클럽을 운영하던 교사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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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형태의 저출산 고령화와 교육정책
유경희 | 북경 회문고등학교 교사, liujingji@hanmail.net

중국에서 저출산 고령화 문제는 2개의 불균형 현상과 유통인구 현상에서 기인하고 있
다. 인구 변동은 사회적으로 많은 변화를 초래하는데, 특히 국가 경제에 필요한 인력을
공급하는 교육 분야는 인구변화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 중국에서의 저출산 고령화는 일
반적인 상황이 아니라, 지역별, 계층별로 차이를 나타낸다.

중국은 1970년대부터 인구의 지나친

여 생산가능 인구가 줄어들고 노년층의

성장을 통제하는 산아제한정책을 추진

인구가 증가하는 현상은 한국에서와 같

하기 시작하였고, 2001년에는‘인구와

이 중국에서도 심각하게 우려할 만한

산아제한법’
을 마련하여 산아제한정책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을 입법화하였다.

인구변동 추세를 파악하는 것은 교육

중국 정부의 이러한 정책과 법률에 힘

과 노동, 복지 등 사회 각 분야 정책의

입어 현재 인구는 저출산, 저사망, 저성

방향을 설정하는데 상당히 중요한 시사

장이라는 단계를 거치면서 세계적인 저

점을 제공한다. 본문에서는 중국의 인

출산 국가로 정착하고 있다. 2003년 중

구변동 현황과 추세를 살펴보고, 이러

국의 총인구는 12억 9만 명으로 세계

한 현상이 교육에 어떤 영향을 미치며

인구의 20%를 차지하였는데, 1970년

향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방

산아제한정책을 실시한 이후, 약 3억

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명 정도의 인구감소 효과가 있는 것으
로 평가되고 있다.

‘저출산, 저사망, 저성장’
의 3저 현상

그렇지만 이러한 인구의 변화는 전국

산아제한정책과 후속 입법조치 등에

적으로 동일한 현상은 아니다. 전체 인

힘입어 중국은‘저출산, 저사망, 저성

구의 안정적인 유지에는 성공하였지만,

장’
이라는 인구유지를 위한 3저 목표를

도시와 농촌 간의 인구 불균형, 동부와

달성하였다. 그렇지만 인구고령화 추세

중서부지역 간의 불균형 등 소위‘2개

의 심화와 2개의 불균형 현상 등이 심

의 불균형’현상이 발생하였고, 농촌의

각한 문제로 제기되고 있는데, 구체적

청년 인구가 도시로 이동하여 생기는

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유동인구의 현상은 사회적 문제로 대두

1) 저출산 고령화 1) 추세 심화

되고 있다. 또한 저출산 고령화로 인하

2001년 중국의 60세 이상의 노인인구
2005 November∙ Decem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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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시와 동부지역에서는 출

는 1.32억 명으로 총 인구의 10% 이상

비율이 가장 낮은 성으로는 청해성이

산율 저하로 인하여 학령인

을 차지하였는데, 이는 중국 사회가 고

3.07%를 차지하고 있다.

구가 적어지고 있으며, 농촌

령화 사회로 들어가고 있음을 설명해
준다. 특히 각 지역 노령인구 다수가 경

2) 2개의 인구 불균형 현상

지역은 아직까지 높은 수준

제가 낙후되어 있는 농촌지역에 집중적

2개의 인구 불균형 현상이란 도시와

의 출생율을 유지하고 있어

으로 분포되어 있다. 2000년 8827만

농촌 간의 불균형, 그리고 동부와 중서

명의 65세 이상 노년 중, 65.8%가 농촌

부 간의 불균형을 의미한다. 이러한 2

기초교육을 받을 학령인구가

지역에 분포되어 있는데, 농촌지역의

개의 인구 불균형은 경제적 불균형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고령화 정도는 10.89%에 도달하여 전

그대로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도시지역에서는 질적인 교육

국의 평균 수준을 초과하였다.

지원을, 농촌지역에서는 양
적인 교육지원을 필요로 하
고 있다.

인구 고령화 현상이 해안지역과 내륙

차이에 기인한다. 현재 도시 주민은 한

지역 간, 그리고 동부지역과 중서부지

쌍의 부부가 아이 하나만을 낳고 있지

역 간에 심한 격차를 보여주고 있다.

만, 농촌 특히 특빈지역 농촌에서는 한

2000년에 실시한 제5차 인구조사에 의

쌍의 부부가 아이 3명 내지 4명을 낳는

하면 상해는 65세 이상의 노년 인구 비

현상이 보편적이다. 중국 전 지역으로

율이 11.53%를 기록하였는데, 이미

부터 보면 인구 저성장의 추세이긴 하

1982년 이후 7%를 넘어 고령화 사회에

지만 경제가 낙후된 농촌지역의 인구성

진입한 상황이다.

장 속도는 감소하지 않고 있으며, 심지

제5차 인구조사 결과 상해 다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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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와 농촌 간 인구 불균형은 출산의

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북경, 천진, 중경 등 직할시의 인구 고

동부와 중서부지역 간 인구 불균형도

령화 속도가 가장 빠른 것으로 나타났

심각한 문제이다. 경제가 발달한 동부

는데, 65세 이상의 인구비율은 각각

지역의 인구 출생률은 중서부지역보다

8.36%, 8.33%, 7.90%에 이르고 있다.

훨씬 낮은데 이것은 과거에 자식을 낳

기타 동부지역의 강소성, 절강성, 요녕

아 대를 이어가자는 전통적인 가치관으

성, 산동성 등 발달한 지역도 이미 고령

로부터 자기발전을 중시하는 현대적 가

화 사회로 들어갔다. 그러나 중서부지

치관으로 변화하면서 심화되고 있다.

역, 특히 서부지역은 인구 고령화 수준

이러한 동부 발달지역 젊은이들의 가치

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노년인구

관의 변화는 결혼연령과 출산연령이 점

WORLD EDUCATION│CHINA

점 높아지는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으

육뿐 아니라, 주거, 교통, 노동, 복지 등

며, 북경, 상해 등 동부지역의 도시에서

사회 각 분야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는 인구성장이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
다. 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DINK
가정2)도

북경과 상해 같은 대도시에서

방된 광주지역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전

학교의 합병으로 인해 많은 학생들의
통학시간이 늘어났고, 이로 인해 학업

학령인구 불균형에 따른 차별적인 교
육지원 필요

흔히 볼 수 있는 현상이 되고 있다.
신화사 뉴스에 의하면 상대적으로 개

로 활용하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성취도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지적
되고 있다. 특히 농촌지역에서는 인근
지역과 학교 통합으로 인해 통학을 위

1) 대도시(동부지역) 학령인구 감소에
대한 질적 접근

해 많은 시간과 비용을 학생이 지불해
야 하는 문제가 더 크게 발생하고 있다.

통적인 중국 내륙지역의 도시에 이르기

대도시와 동부지역에서는 출산율 저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무료 통학버스

까지 이미 60만의 DINK 가정이 있는

하로 인하여 학령인구가 적어지고 있으

운영이나 교통비 지급 등의 방안이 제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지만 중서부의

며, 초등학생 인원수가 감소하면서, 초

기되고 있다.

농촌지역에서는 아직까지 땅이 넓으면

등학교의 합병∙학급 감축 등 현상이

사람이 많아야 된다는 전통적인 의식을

초래되고 있다. 북경을 예로 들면,

갖고 있어 아이를 많이 낳는 현상이 보

2000년 도시지역의 초등학생 인원수

편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는 1990년의 51%로 감소하였다. 특히

농촌지역은 아직까지 높은 수준의 출

동성구(東城區)의 초등학생 대비 교사

생률을 유지하고 있어서, 기초교육을 받

3) 유동인구 문제

의 비율은 6:1 수준이며, 추산에 의하면

을 학령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

과거 농촌지역에서 농사에 종사하던

50%의 초등교육 자원(시설과 교원)이

다. 반면에 농촌지역 인구의 재학연한3)

남는 것으로 나타났다.

은 도시와 2.3년(2000년)이라는 격차를

사람들이 개혁과 개방의 물결과 함께

2) 농촌지역(중서부지역) 학령인구 증
가에 대한 양적 접근

도시로 이동하여 건축업과 서비스업 등

학령인구의 감소와 중학교 입학제도

보이고 있어서 교육적 지원이 절실한 상

에 종사하고 있는데, 이런 사람들을 유

의 변화로 인해 중학교의 시설과 교원

황이다. 재학연한은 1982년의 3.01년과

동인구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이들은

도 여유가 생기게 되었다. 학령인구가

1990년의 2.94년보다 줄어들고 있는 추

도시로 들어와서 돈을 번 후 본적지로

감소하고 교원의 여유가 생기는 현상을

세에 있으나 아직까지 많은 격차를 보이

되돌아가 생활을 하고 있다. 제5차 인

해소하기 위해 학교감축 등 양적인 접

고 있다. 2000년 농촌의 15~34세 노동

구조사에 의하면 전국의 유동인구는 이

근을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교육여건

자의 평균 재학연한은 8.12년으로 아직

미 1억 명을 초과하였다. 유동인구는 교

을 개선하고 교육의 질을 높이는 계기

9년 의무교육을 채우지 못하고 있으며,

1)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비율이 7% 이상인 경우, 고령화사회(anging society), 14% 이상인 경우 고령사회(aged society)라고 봄.
2) DINK는“Double Income No Kids”
의 약자로 맞벌이 부부가 아이를 낳지 않는 가정을 말함.
3) 호적을 근거로 하는 근거리 입학제도의 도입을 의미함.
2005 November∙ Decem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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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전체적으로는 저출산

도시지역 평균 재학연한인 9.47년과도

유도할 필요가 있으므로, 중서부지역에

고령화의 문제를 다루고 있

차이를 보이고 있다.

대한 교육재정 투자가 절실한 상황

2000년 농촌인구의 비중은 63.37%

지만, 교육의 양적인 수요를

이지만, 경제활동 인구는 도시로 이동

다 채우지 못하는 지역도 많

하고, 출생률은 높아지면서 농촌지역의

이 존재한다. 지역 간, 도∙

학령인구 비중은 더욱 높아졌다. 현재

농 간, 계층 간 많은 교육격차

이다.
유동인구 자녀에 대한 평등한 교육지
원 필요

6세~17세 인구 중 농촌인구 비중은

인구유동은 중국이 호적아동으로 입

56~73%를 차지하고 있고, 0세~5세

학을 하는 교육체제에 문제점을 발생시

를 보이고 있으며, 정부는 인

인구 비중은 67~70%를 차지하고 있어

켰다. 제5차 인구조사에 의하면 유동인

구 변동에 따른 적극적인 교

서 향후 초중등교육에 대한 수요는 더

구가 1억이 넘어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

육정책들을 통해서 교육격차

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농촌의 초중

났다. 18세 이하의 유동 학령인구(이하

등교육에 대한 수요 증가 추세를 반영

유동아동)는 전체의 19.37%를 차지하

하여, 이에 적합한 학교시설, 교원 및

였는데 그 중에서 부모와 같이 도시로

재원의 확충이 필요한 상황이다.

유입한 아동이 많았다.

를 해소하고자 다각적인 정
책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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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와 중서부의 지역 간 격차를 반영

북경시의 조사결과를 보면 유동아동

한 교육대책도 필요한 상황이다. 정부

중 32.5%만이 정규학교에 입학하고 있

에서 교육투자를 할 때, 경제가 상대적

으며, 46.1%가 유동인구 자체가 운영

으로 낙후되어 있는 중부와 서부지역에

하는 간이학교를 다니고 있고, 15.8%

많은 배려를 해야 한다. 경제적으로 낙

가 본적지 학교에 입학하여 부모와 떨

후된 지역의 평균 재학연한이 낮은 것

어져서 공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

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기초교육을 통

다. 전체 유동아동의 67.5%가 정규학

해 전체적인 국민의 자질을 향상시키는

교에 입학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매우

것은 시급하다. 동부지역의 예에서도

심각한 상황임을 보여주고 있다.

알 수 있듯이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들

2003년 11월, 국무원 부녀아동사업위

이 의식도 개선되며, 이에 따라 삶의 질

원회와 전국부녀연합회에서 중국의 9

향상을 중시하게 되며, 출산율도 낮아

개 도시 유동아동을 상대로 실시한 조

지게 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러한 선

사결과, 유동아동 중 존재하는 기초교

순환의 과정을 통해 국가적인 발전을

육의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학교에 다

WORLD EDUCATION│CHINA

니지 못하는 경우가 9.3%였고, 거의 반

지불방식을 취하고 교수내용을 조정하

많은 시간을 투자하거나 노인들과 함께

수에 가까운 아동이 규정된 연령에 입

도록 건의하였다.

할 수 있는 시간이 많지 못하게 된다.

학하지 못하고 있었다. 만 6세 아동 중

유동아동의 취학문제를 해결하기 위

이런 이유로 중국에서는 노인들의 정신

46.9%가 학교에 입학을 하지 않았으

하여 일부 도시에서는 학교를 지정하여

생활은 아주 중요한 문제로 취급되고

며, 9세 아동의 20%가 초등학교 1, 2학

유동아동의 입학문제를 해결하게 하는

있다.

년에 다니고 있었으며, 13, 14세의 아

등의 정책을 마련하여 있다. 그러나 현

중국 정부는‘중국노령사업발전 제10

동 중 아직도 초등학교에서 공부하고

재는 호적아동과 유동아동이 같은 도시

차 5개년 계획 강요’
에서“�有所養,

있는 비율이 각각 31%와 10%를 차지하

에서 교육, 보건 등에서 똑같은 사회 공

�有所醫, �有所敎, �有所學, �有所

였다.

공서비스를 향유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

爲, �有所�”
(노인들에 대한 부양, 의

이 보고서는 유동아동의 권익을 보장

이다. 유동인구수가 많아짐에 따라 부

료, 교육, 학습, 할 일, 즐거움을 확보한

하는 종합대책을 건의하였는데, 16세

모를 따라 유입지로 들어오는 아동의

다는 의미)라는 목표를 세워 노령사업

이하의 아동을 임시호적 등기체계에 넣

비율이 늘어나고 있고, 도시에서 체류

을 전면적인 발전의 새로운 단계로 추

고, 이를 근거로 하여 유동아동의 위생

하는 시간이 연장됨에 따라 유동아동의

진하고 있다. 2001년 말까지 중국의 도

보건, 교육정보 네트워크를 구축하며,

교육문제는 더욱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

시와 농촌에는 4만 7000여 개의‘노년

지방의 일상관리 업무에 포함시켜 현지

고 있다. 유동아동의 교육문제는 사회

문체위락서비스기관(노년활동센터, 노

정부에서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이다.

의 안정성과 조화로운 발전에 위해요인

동활동소, 노년구락부, 노년채팅홈페이

호적아동을 실제 거주하고 있는 아동수

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에

지, 노년 PC방)’
이 설치되어 운영되고

로 대체하고, 이를 담당하는 간부의 관

대한 정부의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다.

있다. 또한 노인들을 풍부하고 다채로

리업무 평가기준으로 설정하여 간부들
이 유동아동 권익을 보장하도록 하는
것이었다.

운 문체활동, 예를 들면 노년합창, 노년
고령화 시대에 대비한 노인교육 강화
필요

공치기, 노년등산, 노년복장모델공연,
노년보건체조, 노년관광여행 등을 할

아울러 보고서에서는 여건이 되는 도

저출산과 의학의 발달 등으로 고령화

시와 동부지역에서 유동아동 중 가계가

가 급속하게 이루어지는 것은 중국에서

통계에 의하면 매년 3000만 명의 노

좋지 못한 학생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

도 심각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한 가

인들이 체육단련활동에 참가하고 있다.

여, 유동아동을 포함한 저소득 계층의

족이 아이를 한 명만 낳을 경우 향후 한

2001년 말까지 전국적으로 1만 7000

학생들에게 무상의무교육제도를 마련

쌍의 부부가 4명의 노인을 부양하게 될

여 개의 노년대학을 개설하였고, 근

하고, 유동아동을 계속교육과 실업교육

것으로 예상된다. 경쟁이 심한 현대 사

100여 개의 전공을 개설하였다. 주로

의 범위에 포함시켜, 융통성 있는 학비

회에서 젊은 부부들은 노인들을 위하여

서예, 회화, 외국어 컴퓨터, 역사, 가정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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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요리, 보건 등이었다.

해녕시에서는 10만 노인들을 위하여 도

을 개설하여 노인교육사업이 차질 없이

중국노령사업발전 제10차 5개년 계획

서관, 문화위락실, 체육활동실 채팅방,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할

에서는 노년교육을 적극 발전시킬 것을

비디오방, 교육연수실 등 문화시설을

것이다.

제창하면서 재교 노인 인원수가 기존

마련하여 농촌노인들의 정신문화 생활

수에서 100% 증가하고, 노년교육 네트

을 풍부히 하였다. 또한 노년방송대학

워크를 구축하고, 각급 정부에서 노인

등도 개설하여 여건이 되는 노인들이

교육에 대한 투자를 함과 아울러 현지

교육을 받게 하였다.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다각적인 정책
추진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나

실정과 노인의 특징에 맞는 교육활동을

해녕시에서는 정부의 지원으로 전문

라이며, 지구에서 가장 발전한 도시와

조직하여 노인들의 지식을 신장하고,

가를 초빙하여‘600명의 문체골간인원

가장 낙후된 농촌을 동시에 갖고 있는

인격을 도야하며, 과학적이고, 문명하

공정(文體骨幹人員工程)’
을 작동하였

나라라고 할 수 있다. 국가 전체적으로

고, 건전한 생활방식을 제창하였다.

는데, 이들 중 200명의 문화지도원,

는 저출산 고령화의 문제를 다루고 있

천진시에서는‘중화인민공화국 교육

200명의 체육지도원, 200명의 도서관

지만, 아직도 교육의 양적인 수요를 다

법’
과‘중화인민공화국 노년권익보장

관리지도원을 연수시켜 농촌노인들을

채우지 못하고 있는 지역도 많이 존재

법’
에 근거하여‘천진시 노년교육 조

위하여 봉사하게 하였다. 이런 관리원

한다. 중국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단일

례’
를 발표하여 노인의 교육권을 보장

들은 농촌 주민들을 재연수시켜서, 노

한 교육정책은 존재하지 않으며, 지역

하고, 노인교육을 조직하여 실시하도록

인들을 위하여 봉사하도록 하였다.

별, 계층별 여건을 고려하여 다양한 교

정부의 책임을 규정하였다. 2001년까

향후 고령인구 비율이 높은 도시지역

지 천진시에는 35개의 노년대학을 개

에 노인대학들을 많이 개설하여 더욱

인구 변동에 따른 적극적인 교육정책

설하였는데, 재학중인 노인이 근 2만

많은 노인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들을 통해서 교육격차를 해소할 수 있

명에 달하였다. 그 외에도 5만여 명의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전공은 노인들

도록 중국 정부는 노력하고 있으며, 사

노인들이 다양한 노인교육 활동에 적극

이 주로 관심을 갖는 서예, 그림, 성악,

회적 책임을 마친 노년인구에 대한 다

참가하고 있다.

무술, 컴퓨터, 주식증권, 영어학습반 등

각적인 정책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노인인구가 낙후한 농촌지역에 많이

다양하게 개설하고, 교수의 측면에서

점점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동부지역

분포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여 정부에서

취미, 과학성, 실용성을 고려하며, 교수

과 중서부지역 간의 격차, 도시와 농촌

는 향후 농촌지역 노인들에 대한 교육

방법면에서 노인들의 흥취를 불러일으

간의 격차, 도시 내 계층 간 격차 등에

문제에 관심을 돌려야 한다. 노년들의

키도록 생동감이 있는 교수를 할 필요

대해서는 보다 심도 있는 분석과 대책

정신문화 생활을 풍부히 하는 활동 쪽

가 있다. 각급 정부에서는 노인교육의

이 필요한 상황이다.

으로 관심을 돌릴 필요가 있다. 절강성

경비투자를 늘리고, 노인교육 전용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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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교육정책
김종기 | 홈볼트대학교 박사과정, ki325@hanmail.net

독일의 저출산 고령화는 높은 실업률에도 불구하고, 산업현장에서는 노동인력의 부족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독일 정부는 출산율 하락과 노동인력 부족 현상의 해법으로
교육 부문의 가족친화적인 정책과 적극적인 이주정책이라는 카드를 뽑아들었다.

현재 한국에서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
하고 있는‘저출산 고령화’문제는 독일
에서는 예전부터 사회 문제가 되어 있는
사안이라 할 수 있다.
독일 사회의 저출산 고령화 문제는 현재
500만 명에 달하는 독일의 높은 실업률
에도 불구하고, 산업현장에서는 고급 및
일반 노동인력의 부족으로 나타나고 있

밀하게 연관되어 있고, 그 정책 방향에서

다. 무엇보다 이로부터 야기되는 젊은 노

도 이들 분야와 따로 독립되어 고찰할 수

동인구의 감소는 높은 실업률과 더불어

없다. 따라서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교육

연금과 실업 기금 및 공공의료보험금을

정책의 문제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저출

불입할 수 있는 노동자원의 부족을 유발

산 고령화가 사회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

하여 독일의 복지제도를 구조적으로 취

고, 그로 인해 야기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약하게 만들어 가고 있다.

위한 정치∙경제적 방책이 어떻게 교육

또 출산율의 하락은 잠재적인 소비자층

정책과 연계되고 있는가를 살펴야 한다.

의 감소로 이어져 경제성장을 둔화시키
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이것은 이어서 실

고학력자 무자녀 비율이 가장 높은 나라

업률 증가의 한 요인으로도 작용한다. 또

베를린 인구및개발연구소(Berlin

한 젊은이 수의 감소는 소비 부문뿐 아니

∙
∙
Institut fur Bevolkerung
und

라. 사회 전 분야에서 창의적인 사회변화

Entwicklung)가 밝히고 있는 1950년부

의 역동성을 떨어뜨린다.

터 2050년(예상)까지의 독일의 인구통계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교육 문제 또한
근본적으로 사회∙경제∙정치 문제와 긴

는 간략하게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독일 여성의 출산율은 2003년 현재
2005 November∙ Decem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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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구분

개괄적 특징

1

2차 세계대전 후

점진적인 출산율 증가

2

1960년 대

급속한 경제성장 (라인강의 기적)과 함께 이른바 베이비붐의 등장

3

1970년 대 ~ 1980년 대

4

1990년 대

1. 피임약의 사용으로 인한 출산율의 저하
2. 여성 1인당 자녀수가 이전의 2.6명에서 1.4명으로 감소
동독지역에서 전환(통일)이후 출산율의 급격한 감소
1. 2005년 현재 사망자 수가 신생아 수보다 약 10만명을 상회함.

5

2000년 대

6

2030년 대 이후

이 감당하기 어려운 경제적, 사회적 부담
이라는 것은 쉽게 알 수 있는 사실이다.
이러한 이유는 한국과 같은 사교육이 존
재하지 않는 독일조차도 예외가 아니다.
첫째로 지적할 수 있는 중요한 원인은

2. 베이비붐 세대의 퇴직 및 연금 수령세대로의 진입

아이를 돌볼 수 있는 탁아소 및 유치원 등

3. 그로 인한 사회시스템의 큰 장애초래

의 공공 보육시설의 부족이다. 현재 독일

독일인의 과반수가 50세 이상이 됨

1.34명에 불과하다.
2004년 11월 22일자 프랑크푸르트 알

에서 3세 이하의 어린이 중 공공 탁아시

명, 키프로스 및 아일랜드가 각각 2.13명

설에서 보살핌을 받는 비율은 9%에 불과

의 희망자녀수를 기록하고 있다.

하다. 과거의 동독지역에서 그 비율은

게마이네 자이퉁 지에 따르면 독일에서

한편, 주간 슈피겔(Spiegel)의 보도

37%에 달하지만, 서독지역에서는 그 비

는 출산율이 낮아지고 있을 뿐 아니라,

(2005. 9. 12)에 따르면 독일은 2003년

율이 3%에 불과해 여기서 탁아소에 아이

아기를 갖고자 하는 소망 자체가 사라지

현재 실제 출산율이 여성 1인당 1,34명으

를 맡길 기회를 얻는 것은 복권 당첨만큼

고 있다. 따라서 무자녀 부부와 자식이 1

로 2.1명의 미국보다 훨씬 낮은 비율을

이나 어려운 일로 여겨진다.

명밖에 없는 소가족이 독일인이 추구하

기록하고 있으며, 서유럽에서도 대부분

물론 독일에서 부모는 공공 보육시설에

는 인생설계의 주된 양식이 되고 있다.

의 다른 국가들(아이슬란드 2.0명, 프랑

아이를 맡길 법적 권리를 가지고 있지만,

설문조사를 기반으로 한 '희망자녀수 통

스 1.9명, 덴마크 1.8명, 영국 1.7명, 스웨

그 권리는 일반적으로 3세 이상의 어린이

계'에 따르면, 다른 유럽 국가와 비교하여

덴 1.7명)보다 훨씬 낮은 비율을 기록하

부터 하루 4시간 동안에 지나지 않는다.

독일은 희망자녀수에서 1.52명을 기록하

고 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서유럽에서

따라서 3세 이하의 아이를 보육시설에 맡

고 있고, 이것은 오스트리아와 이탈리아

대학출신 이상의 고학력자 중에서 무자

기기 위해서 부모는 추가적인 경제적 부

에 이어 세 번째로 적은 수치이다. 이들

녀 비율이 가장 높은 나라가 독일이다.

담을 질 수밖에 없다. 아이를 탁아소나
유치원에 보내기 위해 부모들은 종종 수

세 국가는 다른 유럽 국가 가운데에서 18

백 유로까지 지불해야 한다.

세에서 39세까지의 여성들이 아이를 갖

보육 인프라 부족, 긴 학업기간이 원인

기 원하는 비율이 가장 낮은 국가에 해당

독일에서 출산율이 낮은 이유는 대개 다

물론 보육료는 독일의 공공 보육시설의

한다. 동유럽에서도 경제력이 낮은 루마

른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다양한 원인에

경우 부모의 수입에 따라 차등이 있어 수

니아(1.52명)와 불가리아(1,57명)가 그 뒤

기인하고 있다. 한국까지 포함하여 산업

입이 낮은 부모의 경우 보육료 자체는 아

를 잇고 있다. 그리고 프랑스는 2.25명,

국가 중 출산율이 낮은 국가에서 그에 대

주 저렴한 수준이지만, 공공보육시설이

영국 2.23명, 터키 2.21명, 덴마크 2.14

한 가장 중요한 원인이 부부 또는 한 가족

부족하기 때문에 사설 보육시설에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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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 인프라의 부족은 여성

를 맡겨야 하거나 개인적으로 보모를 구

그럼에도 사회적 보육 인프라의 부족은 여

고급 인력의 활용을 가로막

해야 할 경우에 부모들이 져야할 부담은

성 고급 인력의 활용을 가로막고 고학력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

계층의 출산율을 떨어뜨리고 있다.

고 고학력 계층의 출산율을

브레멘의 교육학자 파울 놀테는 사회의

둘째로 이번 호의 주제와 관련해 지적할

떨어뜨리고 있다. 또한, 독일

대다수가 그러한 가족을“보육적으로 무

만한 원인이 독일의 학제이다. 현재 독일

의 학제도 저출산에 영향을

시했다”
고 비판하고 있다. 즉 그들은 지

의 학제에서 초등학교 취학연령은 평균

불할 능력이 없다는 현실적인 문제로 인

6.7세이며 김나지움 졸업까지 13학년에

해 사회의 주변부로 밀려나 있었다는 것

이르는 학제로 인해 대학입학 평균 연령

이다.

이 20세이며, 대학졸업 연령이 26세에

준다. 늦은 취학연령과 긴 학
업기간이 원인이다. 13학년
에 이르는 학제로 인해 대학

또한 부족한 보육 인프라는 직장을 가진

입학 연령이 평균 20세이며,

여성이 직장생활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

이러한 이유로 인해 대학졸업자는 27세

는 가능성을 좀처럼 부여하지 않는다. 따

부터 사회생활을 시작하여 35세까지 인

라서 육아기간 중 직장을 쉬어야 할 것이

생에서 가장 바쁜 기간 동안 취업준비, 직

우려되는 많은 여성들은 아이를 갖는 것

장 구하기, 파트너 구하기 등의 여러 문제

을 주저하게 되고, 또 둘째 아이와 셋째

에 동시에 부닥치게 된다. 따라서 안정된

아이를 가지기를 계획하는 것이 더 어렵

직장을 구하고, 생활이 안정된 후에 결혼

다. 현재 독일에서는 3세 미만의 아이를

과 아기를 가지고자 하는 일반적인 바람

가진 여성 중 절반가량이 계속 직장을 다

으로 인해 혼인 시기가 늦어진다.

졸업 연령이 26세에 달한다.

달한다.

니고 있다. 그런데 서유럽에서 2명이나

현재 독일에서 기혼여성이 첫 아이를 갖

그 이상의 아이를 가진 직장 여성이 아이

는 평균 연령이 1990년대 초반에는 약

때문에 직장을 그만 두는 비율이 독일보

27세가량이었지만, 현재에는 이미 30세

다 많은 나라는 아일랜드밖에 없다.

에 이르게 되었다. 혼인 연령과 첫 아기

또한 현재 독일의 1960년생에서 1967

출산 연령이 점점 늦어짐으로 인해 여성

년생 사이의 여성 가운데 약 3분의 1이

들은 생물학적으로도 아이를 갖기가 더

아이가 없다. 그리고 이 연령대의 여성 중

어려워지며, 둘째 아이와 셋째 아이를 갖

대학졸업자들에서 그 비율은 38%까지 올

는 것은 더욱 더 어려워진다.

라간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여성들의
대학졸업률(42%)이 남성(36%)보다 높다.
2005 November∙ Decem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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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율 제고와 노동력 확보를 위한 가

익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지적하였

지였던 북아프리카에서의 인구유입에 의

다. 그 핵심 내용은 부모 중 한 쪽이 육아

존한 것이 아니었다. 동 연구소의 보고에

앞에서 밝힌 바대로 현재의 출산율이

를 위해 직장을 그만 두는 것보다 국가가

따르면 외국인들이 없었다고 가정하더라

이런 추세대로 진행된다면 2050년에 독

공공 보육시설을 확충하여 육아를 담당

도 출산율은 0.1% 하락하는 정도에 그쳤

일은 심각한 고령화 사회로 접어든다. 그

하는 것이 전사회적으로 더 많은 수입을

을 것이라고 추산된다.

런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통계

가져온다는 사실에 있다.

족친화적 정책

프랑스가 출산율을 증대시킬 수 있었던

학 교수 게르트 보스바흐가 제시하는 대

동 연구소는 다음과 같이 예를 들어 설

열쇠는 광범위한 보육 인프라에 있었다.

안은 가장 일반적으로 예상될 수 있는 방

명하고 있다. 어린아이가 있는 1000명의

3세에서 6세까지의 거의 모든 아이들이

책의 본보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겠다.

대학졸업 여성이 직장을 가지면, 그들은

국가에서 재정을 부담하는 무료유치원

가족친화적 정책과 적극적인 이주정책

810만 유로의 소득세를 내고 1400만 유

‘에콜 마뜨르넬렌(흥미로운 사실은 영국

이 그것이다.

로의 사회보장경비를 낸다. 거기에다 보

의 교육정책은 학교에 강제를 하지 않는

가족친화적 정책과 관련하여 지금 막 시

육종사자들이 260만 유로의 세금과 사회

다. 학교는 정부 정책을 따라하는 흉내만

작된 대연정 이전의 사민당 게르하르트

보장경비를 내게 된다. 이 2110만 유로의

내도된다. 하지만 정부정책을 적극적으

슈뢰더 정부 때의 가족부 장관 레나트 슈

수입은 단지 900만에서 1000만 유로에

로 수용하면 부수입도 생기고 학교 활성

미트(SPD, 여)는 인프라 구조의 더 넓은

불과한 온종일 보육경비를 상쇄하고도

화가 되지만, 소극적이면 재정수입, 인사

확충이 절대적으로 우선시 되어야 한다

남는다. 따라서 더 많은 보육 인프라를

관리, 학교 활성화 등 다양한 면에서 손

고 주장하였다. 그 핵심 내용은 더 많은

구축해 여성이 육아에 대해 두려움을 가

´
해를 보게 된다.‘에콜 마뜨르넬렌(eoles

유치원과 더 많은 온종일학교(全日制學

지고 않고 출산을 결정하게 될 때 실제로

maternellen)’
을 다녔다. 그리고 3세 이

校)의 설립이다. 그는 이 일이 독일 사회

경제적으로 더 많은 가치가 창출된다.

´
하의 아이 중 40%가‘끄레체(creches)’

의 미래를 좌우할 정도로 중요한 일이라
고 파악하고 있다. 당시 그는 향후 5년 이
내에 약 23만 명의 어린 아이를 돌볼 수

라고 불리는 탁아소에 맡겨질 수 있었다.
1) 긴 안목으로 보육 인프라를 구축한
프랑스

현재 2명의 아이를 가진 프랑스 여성
83%가 아이가 3세 때부터 직장을 다니고

있는 시설을 추가로 마련하고자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프랑스는 긴 안목을 가지

그리고 기민련/기사련과 사민당의 대연

고 있었다. 드골 대통령 시절부터 프랑스

현재 저출산 시대의 교육문제를 고민하

정 속에서도 이 내용은 그대로 유지될 것

인들은 출산율을 높이는 목표를 추구했

는 많은 교육학자들은 유치원이 아이들

이라고 보인다.

다. 20세기 중반까지 프랑스는 유럽에서

을 단순히 먹여주고 돌보아주는데 그치

독일경제연구소는 한 보고서에서 보육

가장 인구수가 많은 민족이 되고자 했다.

는 것이 아니라, 유치원에서 아이들의 다

시설의 확충이 국민경제적으로도 더 유

당시 프랑스에서 베이비붐은 과거 식민

양한 교육적 후원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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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는 요구를 제기하고 있다. 그들은 교육학

아휴가를 2달 가져야 하며, 그렇지 않으

교육정책은 영유아를 돌볼

자 프리드리히 프뢰벨이 170년 전에 유치

면 청구권이 사라진다. 스웨덴에서는 그

원(Kindergarten)을 창설한 나라인 독일

사이 많은 젊은 아버지들이 육아를 위해

에서 어린 아이들이 수용능력이 있는 가

기꺼이 오랜 기간 동안 집에 머무르고 있

종일학교의 확충으로 귀결된

치 있는 시기를 불충하게 사용하고 있다

다. 그리고 고용주도 그것을 인정하는 사

다. 많은 보육 인프라를 구축

고 지적하며, 특히 사회적 주변부에 있는

회적 분위기가 정착되어 있다.

수 있는 탁아소와 유치원, 온

해 여성이 출산을 할 때 경제

아이들에게 이 시기에 전문적 보육을 제
공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적으로 더 많은 가치가 창출

현재 기민련/기사련에서도 가족정책 전
문가이자 새로 구성될 기민련/기사련∙
사민당 대연정 정부에서 가족부 장관으

된다. 또한, 출산율 제고에는

2) 스웨덴의 모범을 따르고자 하는 독일

로 기용될 것이 예상되는 우어줄라 폰 데

한계가 있으므로 외국에서

다른 한편 보육기회를 제공하는 것만으

어 라이언(Ursula von der Leyen)도 부

로는 특히 젊은 대학졸업자 부부의 출산

모수당에 대해 공감하고 있다. 한편 기민

을 유도하기에는 부족하다. 아이를 낳는

련/기사련의 다른 정책입안가들은 자녀

것이 부모 한 쪽에, 특히 여성 쪽에 전체

출산에 따른 세금 공제 정책을 통해 출산

수입의 손실이 초래된다는 전망이 생긴

율 증대에 영향을 미치고자 꾀하고 있다.

다면 출산을 계획하는 것은 어려워진다.

아울러 베를린 인구및개발연구소의 보

따라서 이러한 수입 손실을 보상하기 위

고에 따르면, 현대 산업 사회에서 국민들

해 슈뢰더의 사민당 정부는 사회학자들

에게 더 많은 아이를 낳도록 동기를 유발

이 활주궤도효과(Achterbahn-Effekt)

하기 위해서는 출산장려금의 액수보다는

라고 부르는 부모수당(Elterngeld)을 최

자녀수당과 그 이외에 육아 및 교육 부대

종급료의 67%까지 (최고 1,800 유로까

비용을 지원하는 것이 결정적이며, 무엇

지) 지급할 것을 도입하고자 하였다.

보다 중요한 것은 여성이 사회적으로 남

노동력을 수입하는 적극적인
이주정책을 펴고 있다.

스웨덴에서는 이미 1970년대부터 이 모
델이 시행되고 있다. 스웨덴에서는 육아

성과 동등한 지위를 형성할 수 있는 사회
구조를 확립하는 것이다.

를 위해 집에 있는 부모의 한 쪽이 390일

프랑스는 둘째 아이 때부터 자녀수당

동안 수입의 80%를 받는다. 또한 부모수

(Kindergeld) 월 112유로를 지급하지만,

당은 남성들에게도 가사노동이 매력적으

독일은 둘째 아이에 대해서도 첫째 아이와

로 되게끔 만들었다. 이 경우 아버지는 육

마찬가지로 자녀수당 월 154유로를 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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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의 교육 │ 독일

이와 달리 출산율을 높이는 것이 일정한

을 띠고 있다. 이렇게 정당들의 이념적

한계가 있고, 그로 인해 그것이 하락하는

성향에 따른 대립이 현재 독일에서 새로

인구 증가와 그에 따른 노동력 부족을 막

운 이주법(Zuwanderungsgesetz)를 둘

는데 부분적인 기능밖에 할 수 없다면,

러싼 정치적 논쟁의 바탕이 되어 있다.

필수적으로 고려될 수밖에 없는 것은 외
국에서 노동력을 수입하는 것이다.

그런데 1960년대에 이루어졌던 외국노
동자 유입정책 중 특히 터키 출신의 이주

그런데 알다시피 독일은 이미 1960년대

노동자를 둘러싼 동화(Integration) 문제

고도성장기에 많은 외국인 노동자를 받

에 독일 사회가 충분히 대응하지 못함으

아들인 바 있다. 그리고 현재 낮은 출산

로 인해 현재까지 터키 이주 노동자들에

율로 인해 500만 명에 달하는 높은 실업

대한 독일 사회의 동화 정책은 단적으로

인구에도 불구하고 독일 노동시장에서는

실패하였다고 볼 수 있다. 현재 독일에

한다. 그럼에도 프랑스는 독일보다 훨씬

필요한 고급 노동인력과 중하급의 노동인

거주하는 터키 출신 청년들의 실업률은

높은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다. 따라서 출

력의 부족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독일 청년보다 2배가량 높으며, 터키 출

산율을 높이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더

장기적으로 독일 사회에서 현재의 출산율

신 청소년들의 학업 성취도는 독일 청소

큰 요인은 일시적인 출산장려금이 아니라,

이 그대로 유지되고 또 외국의 노동력이

년 평균보다 훨씬 낮으며, 이것이 또한

여성들이 직업생활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

유입되지 않는다면 2030년 이후에는 필

PISA에서 독일의 성적을 떨어뜨리는 요

는 사회적 기틀을 마련하는 것이다.

요한 노동력의 50%밖에 충당되지 않을

인으로 지적되고 있기도 하다.

것이라는 연구결과가 발표된 바 있다.

또한 터키 출신 외국인들의 낮은 독일어

따라서 독일사회는 높은 실업률 때문에

이해 수준과 그들 자녀의 낮은 학업 성취

오는 국민들의 심리적 저항에도 불구하

도는 그들이 독일 사회에 동화되는 것을

출산율 하락으로 인해 독일 사회에 파생

고 이주정책을 취할 수밖에 없다. 그 가

가로막는 요인이 되고 있다. 낮은 학업성

되는 노동력 부족과 그로 인한 성장 잠재

운데에서 보수정당인 기민련/기사련과

취도로 인해 터키 출신 2세들은 정규학교

력의 저하를 상쇄하기 위한 정책 가운데

자민당(FDP)은 이주정책에 대해 많은 전

의 졸업자격을 획득하는 비율이 낮고, 사

에서 출산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정책은

제 조건을 달아 이주민의 유입 속도를 늦

회적으로 저소득층을 형성하고 또한 이

교육방면에서 보면, 앞서 밝힌 것처럼 영

추고자 하는 소극적인 경향을 보이는 반

로 인해 터키 2세 출신 청년들의 사회적

유아를 돌볼 수 있는 탁아소와 유치원의

면, 진보성향의 정당 사민당 및 녹색당(과

일탈 행위가 독일 본토 청년의 그것보다

확충 및 온종일학교의 확충으로 귀결된

현재 말 그대로 좌파정당 Linkspartei

높다.

다고 할 수 있겠다.

PDS)은 이주정책에 더욱 적극적인 입장

출산율 제고와 노동력 확보를 위한 적
극적인 이주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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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이 현재 독일 사회가 안고 있는 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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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문제의 하나이다. 이것은 무엇보다

PISA 이후 유치원에서 독일어 교육을 강

르고 있고, 또한 이주를 희망하는 사람은

독일 사회가 이주 노동자를 단순히 그들

화하고 있으며, 외국출신의 어린이가 초

이전에도 이주가 가능했던 정상급 스포

의 필요에 의해 받아들이고 그들이 독일

등학교에 취학하고자 할 때 독일어 능력

츠 선수, 고급요리사, 고급 연구인력 등

사회에 동화할 수 있는 사회적 장치를 마

을 심사하도록 하는 법규를 마련하였다.

에 불과하다. 또한 휴머니즘적 근거에서

련하는데 소홀한 데에서 나타난 결과라

그리고 2004년 8월 5일 이주법이 통과

영속적 체류권리를 가지는 외국인은 많

되고 올해 1월 1일부터 이주법이 효력을

은 경우에서 국가의 동화활동(독일어 강

발휘하게 됨에 따라 이주를 하고자 하는

좌, 자녀수당, 직업교육)으로부터 배제되

독일의 실패경험은 우리의 반면교사

외국인은 의무적으로 600 시간의 독일어

어 있다.

이러한 독일의 실패경험은 현재 급격한

강좌를 들어야 하며, 30시간의 동화 강좌

이러한 독일의 경험은 앞으로 더 많은

출산율 저하를 겪고 있으며, 그로 인해

를 통해 독일의 국가 체제, 사회, 역사 강

외국인 노동력의 유입이 필수적으로 될

중장기적으로 외국의 노동력을 수입할

좌를 이수해야 한다.

수밖에 없는 한국 사회에서 우리가 외국

고 할 수 있겠다.

수밖에 없게 될 한국 사회에 반면교사로

그러나 현재 이 이주법에 비판을 가하는

인 노동자들에게 어떠한 기회를 제공하

사람들은 당시 슈뢰더 정부와 스토이버

고 그들을 우리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받

그런데 이주 외국인과 관련된 교육정책

가 이끄는 야당 기사련이 비용을 줄이기

아들이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할

으로 현재 독일에서 시행되고 있는 것으

위해 이주정책의 실질적인 성공에 바탕

것인가에 대한 많은 시사점을 제공해 줄

로는 역시 온종일학교에서 외국인 학생

이 될 중요한 사항을 빠뜨렸다고 지적하

것이라 믿는다. 외국인 노동자들과 더불

에게 더 많은 독일어 교육과 개별적 후원

였다. 즉 언어 및 문화 습득 강좌 그리고

어 사는 사회적 토대를 지금부터 시급히

을 강화하고자 하는 정책적 지침을 들 수

동화 프로그램 등이 더욱 효과를 거두고

마련하는 것은 그것이 단순히 휴머니즘

있겠다. 현재 일반 학교에서도 독일어 능

이주정책으로 인해 독일사회가 실질적으

적 차원에 바탕을 두는 것이 아니라, 장

력이 부족한 외국인 학생에게는 일정 기

로 필요한 노동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필

기적으로 현재 출산율의 급격한 저하를

간의 후원학급을 운영하고 있으며, 온종

수적인 유인책이 빠졌다는 것이다. 빠져

일으키고 있는 한국 사회의 안정적 발전

일학교에서는 단순히 성적이 낮은 학생

버린 유인책은 이주를 희망하는 외국인

의 토대에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에 대한 후원 뿐 아니라, 외국인 부모에

들에게 그들이 지불할 수 있는 수준의 적

대한 독일어 교육도 이루어지고 있다.

절한 주거공간을 제공하며, 합리적인 임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평생교육기관인 국민대학
(Volkshochschule)에서는 저렴한 비용으

금을 지불하는 일자리를 제공한다는 내
용이었다.

로 외국인(여성)을 위한 독일어 강좌를 상

그 결과 현재 이주법의 통과 이후 이주

시 개설하고 있다. 이와 아울러 제1차

를 신청하는 사람은 개인적 수준에 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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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전국평생학습축제를 다녀와서

평생학습축제에 대한

이해와 과제
박인종 | 한국교육개발원 평생학습연수실장, pinjong@kedi.re.kr

전국평생학습축제는 일반학습자와 평생교육기관이 하나로 어우러져 평생학습의 장과 성과 발표
의 장을 제공함으로써 학습자들의 평생학습 의욕 고취, 참여 촉진, 사회적 인식 확산을 시도하
고, 평생학습의 성과 공유 등을 통하여 평생학습사회 실현을 도모하는 종합 축제이다.

난 9월 23일부터 9월 26일까지 나흘 동안 광명에

지

으로나 비약적인 성장을 보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번

서 제4회 전국평생학습축제가 개최되었다.‘미래

축제의 커다란 성과는 지역주민들의 참여율이 높았으며,

를 향한 약속, 사람 중심의 평생학습사회’
라는 주제하에

이제 전국평생학습축제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가

“광명에서 출발하는 즐거운 학습여행”
을 부제로 하여 개

능성을 보여주었다는 점이다.

최되었다. 광명시에서 고속철도(KTX)가 전국으로 출발

이번 축제의 기본 방향은 ① 평생학습에 대한 사회적 인

하기 때문에 광명에서 출발한다는 이미지를 담게 되었다.

식 제고와 학습자의 적극적 참여 촉진 계기 마련, ② 평생

실제로 광명실내체육관과 고속철도 광명역사, 광명시평

학습도시인 광명시의 지역적 특성 반영, 즉 서울 근교의

생학습원, 광명시중앙도서관, 안양천 등지에서 다채로운

위성도시로서의 bed town으로부터 자족성을 갖는 지역

행사들이 진행되었다.

재생 및 혁신 평생학습도시로의 변모와, 1999년 전국 최
초로 자발적으로 평생학습도시 선언을 하게 된 자긍심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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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광명시에서 제4회 평생학습축제 개최

양, 그동안의 다양하고 풍부한 평생학습 성공 사례를 드

이번 축제는 교육인적자원부와 평생교육총연합회가 공

러내는 방향으로의 광명시 특성 고려, ③ 한국교육개발

동 주최하여 관민이 공동 주최한다는 상징적인 모습을 보

원, 교육인적자원부, 광명시, 경기도교육청 등이 연계 협

여주었는데, 이는 제2회 때부터 지켜져 온 것이다. 한국

력하고 경기도청에서 예산 및 홍보를 적극 지원하는 형태

교육개발원과 경기도교육청, 광명시가 공동주관하였다.

의 기관 간 네트워크를 통하여 추진한다는 점, ④ 주요 일

이번 축제에는 약 40만 명이 참여하여, 역대 전국평생

간지와 평생학습 캠페인 전개, 축제 홍보자인‘평생학습

학습축제 중에서 가장 많은 주민이 참여하였다. 주요행사

메신저(messenger)’선발 및 활동, 윤도현과 김도향 씨

로는 6개 마당 38개 사업이 어우러지게 되었고, 평생학습

등 청소년으로부터 중장년에까지 지명도가 높은 유명인

도시 19개,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 16개, 평생교육 유관기

을 축제 홍보대사로 지정하여 주민의 참여 유인가를 높였

관 8개 등 43개의 홍보관이 운영되었으며, 경연에 참가한

으며, 축제의 이미지를 반영하는 image song인“바로 이

학습동아리도 88개나 되어 전년에 비해 양적으로나 질적

거야”
를 제작하는 등 주민의 참여를 촉진하는 홍보를 강화

Educational Development

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축제, 지방자치의 발전과 궤를 같이 한다
영어로 축제를 의미하는 단어는 festival인데, 이 말은
원래 라틴어 festum에서 유래하였으며, 기쁨, 환락, 흥청
망청 떠들며 즐긴다는 의미를 지닌다. 축제는 원래 고대
의 종교적 제의에서 출발했으나 오늘날에는 점차 유희성
이 강한 놀이 문화의 현장으로 바뀌고 있다. 전통적인 농
경 목축 사회에서는 수확기나 아이를 낳는다든가 새로운
해를 맞이하는 등 특정한 날을 정해 신께 감사의 제사를
지내고, 마음껏 먹고 춤과 노래를 즐겼다. 자연환경의 변

발전과 지역 경제에까지 선순환적 영향을 미친다. 여기에

수에 우리 인간의 운명이 결정적으로 좌우되고, 끊임없이

지방자치단체장이 민선으로 바뀌면서 더욱 축제를 발굴하

이어지는 노동의 피로와 반복되는 일상의 무료함을 극복

고 개최하게 된 것이다.

하며, 신분 계급의 고하를 떠나 너나 할 것 없이 똑같은

중앙일보에 의하면, 민선 1기인 1995년부터 1998년 사

이번 축제는 평생학습에 대한 인식 제고와 적극적인 참여 촉진, 평생학습도시인 광명
시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행사 구성, 관련 기관의 연계 협력과 경기도청의 지원 등
기관 간 네트워크 활용, 다양한 홍보활동을 통한 주민참여 촉진을 기본방향으로 설정하여 추진되었다.
인간으로 돌아가 축제분위기를 만끽하는 것이다. 전통 축

이에 250개의 축제가, 민선 2기인 1998년부터 2002년

제는 관객과 주체자의 구분 없이 모두가 주인공이 되는

사이에 900개로 증가되었으며, 2005년에는 연간 1200여

자발적 의미를 함축한다.

개로 증가되었다고 한다. 이러다보니 모 지역 축제에서

최근 우리의 경우 축제는 기본적으로 문화수준 향상과
여가시간 증대와 함께, 지방자치의 발전과 궤를 같이 하

나타난 것처럼 준비 안전 부족으로 축제 자체가 문제가
될 정도에 이르기까지 하고 있다.

고 있다. 인간 자체가 후이징가(J. Huizinga)가 표현한대

축제는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데, 첫째 지적할 수

로 유희를 즐길 줄 아는 원초적 본능을 가지고 있는데다

있는 것은 사회통합의 기능이다. 축제 참가자들이 불균등

가, 먹고 자고 생존하는 기본적 욕구가 충족이 되면서 문

불평등 과잉의 일상에서 벗어나 축제를 통해 어울리면서

화로서 여흥을 즐기고 자기 재충전과 지역 및 사회 나아

화합하고 연대하는 분위기 속에서 참가자 모두가 사회구

가 국가의 발전방향에 구심력을 제공하는 축제가 중요시

성원으로서 자신을 확인하고 지역공동체 의식을 함양하

하게 된 것은 매우 당연하게 생각된다.

게 된다. 다람쥐쳇바퀴 돌리는 듯한 꽉 조여진 현실과 경

특히 우리의 경우 최근 자고 일어나면 축제가 열려서

제사회의 불평등, 정치적 무력화 속에서 주민들의 고민과

‘축제공화국’
이라고 할 정도로 축제가 많이 개최되는 것

고통, 사회적 스트레스를 축제를 통하여 발산하고 극복하

이 사실이다. 축제는 지역의 역사와 전통을 계승하고 지

여 일체감을 형성함으로써 축제는 사회통합의 기능을 수

역의 정체성과 공동체성을 확립하기 위한 중요한 기능을

행하게 된다.

수행한다. 지역주민의 정주의식을 제고시키고, 지역균등

둘째, 축제는 전통문화의 보존 기능이다. 지역축제를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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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개인시상, 단체시상, 학습사업시상, 새로운 학습기회
시상, 노인학습자시상, 파트너십시상, 성인교육자상 등의
시상과 함께 학습자들의 열정과 지식과 기술을 서로 나누
는 전국적 이벤트가 지역별로 다채롭게 열린다는 것이 특
징이다.
성인학습주간(Adult Learners Week)을 홍보하기 위하
여 펜, 포스터, 장바구니, 풍선, 북마커, 런닝셔츠, T-셔
해 지역공동체는 역사적 가치가 있는 문화를 계승함으로

츠, 배너, 깃발 등을 제작하여 대부분 무료로 제공하고 있

써 현대화로 인한 전통문화와의 단절을 극복할 수 있다.

으며, TV와 라디오 등의 대중매체에서도 행사를 적극적

뿐만 아니라 우리의 전통을 현대적으로 변용함으로써 보

으로 지원하고 있다.

다 지역의 문화를 풍부하게 할 수 있다.

그리니치(Greenwich)시의 경우 평생학습의 홍보를 위

셋째, 생산적 기능이다. 일상을 벗어난 참가자들이 자유

하여 2005년 5월 21일부터 5월 27일까지 성인학습주간

를 만끽하고 기쁨을 얻는 과정에서 제충전의 기쁨을 맞보

프로그램을 개최하였고, 2004년에는 10월 11일부터 17일

고 새로운 에너지를 충전할 수 있다.

까지 가족학습주간(Family Learning Week)을 개최하기

넷째, 경제적 기능이다. 갈수록 축제 소요 예산의 출처

도 하였다. 역시 영국의 평생학습도시 중의 하나인 노위

가 지역과 중앙정부, 민간영역에 이르기까지 다원화 다극

치(Norwich)시에서도 학습축제를 개최하여 많은 시민들

화되고 있다. 또한 축제는 개최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

이 학습에 대한 거부감을 제거해주고 다시 학습으로 돌아

한 수단으로 활용되기 시작하고 있다. 즉 단순히 축제가

오게 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 성인학습주간에는 부스를

소모적인 행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찾아오고

조성하고, 성공사례를 발표하고, 우리의 평생학습대상처

축제를 개최함으로써 그 지역 및 그 지역의 특산품과 특

럼 평생학습시상식(annual awards ceremony)을 개최

성에 대한 홍보 효과를 기대하는 것이다. 그밖에도 축제

하고 있다.

에는 종교적, 제의적 기능을 하고 있다.
2) 생애학습축제의 나라 일본
세계 48개국에서 평생학습축제 열려

축제의 나라 일본은 일찍부터‘마쯔리’
라는 다양한 지

국제적으로 볼 때 유네스코가 발표한 평생학습축제 개

역축제가 전통적으로 개최되어 오고 있다. 가케가와(掛

최국만도 48개국에 이르는 등 평생학습축제는 전 세계적

川)시의 평생학습도시 선언 이래“마을 전체가 평생학습

인 현상이며, 유네스코 스스로 1997년 제5차 성인교육국

에 전념하는 체제를 전국적으로 정비하는”평생학습마을

제회의에서‘국제성인학습자주간’제정을 의결했고,

도시를 선언한 시정촌만도 1998년 10월 12일 현재 약

2000년 9월 8일 독일 하노버에서‘학습사회 형성을 위한

140여 개에 이르며, 이들 지자체는 대부분 평생학습축제

EXPO 지구대회’
를 개최하였다.

를 개최하고 있다.
올해의 경우 일본 돗토리현에서 제17회 전국생애학습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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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성인학습주간, 전통의 나라 영국

제를 개최하였다. 전국축제라고 하여도 중앙 정부가 예산

영국은 매년‘성인학습주간’
을 지정 운영하여 이 기간

지원을 할 정도이지 모든 것은 지역 중심으로 진행되었

동안에 평생학습문화 진흥을 위한 다양한 행사를 전국적

다. 돗토리현 거주 각종 평생교육시설과 단체, NGO,

으로 개최한다. 5월중에 개최되는 영국의 성인학습주간

NPO, 기업체가 참여하였고, 지역의 주제를 강조하였다.

Educational Development

추진 축제실행위원회도 도지사가 위원장으로 지역 인사

전국 평생학습축제의 쟁점과 과제

가 대부분이었고, 홍보 부스에 많은 돈을 들이지 않고 내

1) 전국성과 지역성

실 있게 운영하였다.
3) 호주, 핀란드
호주의 경우 평생학습축제는 학습문화를 창조하며 평생
학습과 관련된 국가적 목표와 연결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핀란드에서는 이벤트로 철도역에서의 학습활동, 헬싱키
지역 성인교육페어, 성인학습자들을 위한 야외카니발 등
을 운영하고 있다.
전국평생학습축제는 전국적인 행사이기 때문에 당연히
평생학습문화 진흥과 평생학습사회 실현의 축제

지역성에 함몰되는 것을 경계할 수밖에 없다. 특히 우리

광명에서 개최된 전국평생학습축제는 학습과 놀이를 결

의 경우 지역의 독자적 특성을 강조하게 되면 전국 규모

합한 축제의 한 유형으로서 평생학습을 진흥하기 위하여

의 평생교육추진체제 즉, 교육청과 지역평생교육정보센

평생학습에 대한 시민의 이해 증진과 함께 스스로 학습하

터, 평생학습도시의 참여율이 저조하게 되고, 지역의 정

는 의욕을 환기시키기 위한 운동이라고 할 수 있다. 일반

치성이 개입되어 자칫 지역인사들의 얼굴을 과도하게 합

학습자와 평생교육기관이 하나로 어우러져 평생학습의

법적으로 드러내주는 장을 제공해주는 부정적 효과를 만

장과 성과 발표의 장을 제공함으로써 학습자들의 평생학

들어 낼 수 있다. 이러한 우려는 지금까지의 평생학습축

습 의욕 고취, 평생학습에의 참여 촉진, 평생학습에 대한

제에서 이미 나타나고 있다. 폐막식 순서와는 달리 개막

사회적 인식 확산, 평생학습의 성과 공유 등을 통하여 궁

식에서는 참여인사가 끊임없이 동일내용의 축사를 반복

극적으로 평생학습문화 진흥과 평생학습사회 실현을 도

함으로써 참여자들의 참여열기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 사

모하는 종합 축제이다.

실이다.

평생학습축제의 목적으로는 ① 21세기 지식문화강국으

그러나 전국평생학습축제가 전국성을 가진 행사임에도

로 나아가기 위한 평생학습사회의 진흥을 위하여 국가 전

불구하고, 정치성을 극소화한다고 한다면 그 주제나 운영

략적 종합 교육문화축제로 발전, ② 국민의 학습기회 균

방식에 있어서는 오히려 지역적 전통성이나 문화 역사 등

등제공, 생애 직업능력 개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여가를

을 띠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전국축제이고

향유하게 하여 국민소득 2만불 시대 달성에 기여, ③ 학

평생학습축제이기 때문에 전국적 보편성을 갖는 주제와

습자들의 학습 의욕 고취, 생애 직업능력개발 사례 전파,

행사가 있을 수 있고, 지역성을 갖는 주제와 행사가 있을

평생학습자에게 평생학습에 대한 만족감과 성취감 고취

수 있으며, 어느 한 쪽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도 바람직스

하여 학습자 참여 증대를 통한 평생학습문화 진흥, ④ 평

럽지 못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비중은 지역성을 더

생학습축제를 통해 평생교육기관 간 네트워킹 구축과 협

욱 드러내는 쪽으로 고려하는 것이 축제의 현장 정착을

력을 증진하고, 중앙 정부, 지방 정부, NGO 간의 파트너

더욱 앞당기는 방안이 될 수 있다.

십 형성 계기를 마련하여 인적∙물적자원의 네트워킹
(networking)을 구축하는 것을 들 수 있다.

이미 17차례나 전국생애학습축제를 개최한 일본을 보
면, 9개의 축제의 중심테마를 설정하여 이 주제에 따라
다양한 내용을 구성하고 있다. 9개의 중심테마 중 5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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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가 톳토리현 추진 분야로서, ① 도서관 독서 활동, ②

또한 하루바삐 전국평생학습축제를 상징화하는 공식 깃

문화 예술 활동, ③ 향토의 역사 문화, ④ 환경 자연 에너

발을 만들어야 하는 과제를 가지고 있다. 깃발 없이 익년

지, ⑤ 환동해(원문은 일본해) 국가 등과의 국제 교류이

도 축제 개최지의 지자체 깃발을 흔들거나 아무런 깃발

며, 4개가 생애학습 공통분야로서 이른바 전국성을 띠는

없이 악수로 인계인수만 해서는 축제의 의미와 활력이 반

① 공민관 활동, ② 지역의 생활문화, ③ 정보화, ④ 인권

감된다. 현재 개정중에 있는 평생교육법에 전국평생학습

문화의 주제가 그것이다. 그리고 개막식에 있어서도 개최

축제실행위원회에 관한 조항이 삽입되어야 할 것으로 보

지역인 톳토리현의 4계에 관한 영상메시지, 고향, 지역

인다.

무형문화재인 기린사자춤 공연,‘가와타로’향토뮤지컬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 지역성을 강조하였다.

3) 지역주민의 자발적 참여율 제고 및 민간주도 체제 구안

우리도 전국축제이므로 전국과 지역을 골고루 안배하

이번 광명시 평생학습축제는 그 어느 때보다 지역주민

되, 지역성의 비중을 더욱 높여서 지역성 접근성을 제고

의 자발적 참여가 돋보였다. 홍보관 운영에 있어서도 이

하고, 작품적 완성도를 높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번에 새로 선보였던‘체험부스’운영은 미리 예약을 해야
만 체험학습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주민들로부터 반응이

2) 축제실행위원회 조직 구성의 법제화

좋았다. 특히 체험부스 운영조직이 관도 있었지만, 관의
우리 축제의 경

지원을 받거나 관련성을 갖는 민간단체가 주축이 되었다

우 축제실행 조

는 점에서 향후 안정적 정착 가능성을 보였다. 그만큼 우

직이 상설화 되

리의 평생학습 조성을 통한 내적 충실성을 점차 갖추고

어 있지 않다. 전

있다는 점을 증명해주고 있다 하겠다.

국적 축제임에도

그러나 여전히 평생학습축제의 주제와 관련성을 찾기

불구하고 평생교

어려운 맹목적 관중동원용의 대중 인기 가수의 기용과 화

육법이나 교육인적자원부의 규칙 어디에도 축제 조직에

려한 야외시설 설치는 예산 비효율적 소모의 비판과 함께

관한 법적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러다보니 매년 축

우리에게 항구적 과제로 다가온다. 과연 우리는 인기가수

제실행위원회가 임시로 구성 운영된다. 이렇게 축제에 관

를 불러오지 않으면 지역주민의 평생학습축제 참여율이

한 법적 미비로 관련부처의 지원을 받을 수 없고, 기업체

낮아질 것인가?

로부의 협찬을 유도해도 손비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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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앞으로는 참여하는 기관과 단체의 다원화가 매
우 필요하다. 아직 초기이기 때문에 평생학습도시와 교육

일본의 경우 현지사가 위원장이 되는 전국 규모의 현단

청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 중심의 운영이 불가피하지만,

위 실행위원회가 구성되고 그 산하에 기획위원회, 현 실

일본이나 선진국처럼 민간단체의 자발적 참여가 더욱 보

시 본부 및 문부과학성 직원과 현 직원으로 구성되는 사

장 활성화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홍보관 부스 및

무국이 상설화되어 있으며, 이와 별도로 연계 조정하여

체험학습 운영에 민간단체의 참여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

개최지 실행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심지어 지

강구되어야 한다.

역축제의 경우도 시 단위의 규약(우리의 조례)을 만들어

한국평생교육총연합회의 활동 반경과 영역을 더욱 확대

운영하고 있다. 예컨대 평생학습도시 중의 하나인 야시오

하여야 하고, 각종 민간단체가 용이하게 참여할 수 있도

(八潮)시에서 시민마쯔리(祭)를 개최하기 위하여 시민마

록 홍보 및 부스 제공, 각종 기업체를 적극적으로 참여할

쯔리실행위원회규약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ducational Development

[이슈진단]

중등학교
학생성적평가제도에 관하여
박재윤 | 한국교육개발원 선임연구위원, jypark@kedi.re.kr

학생성적평가제도는 교육제도 중에서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평가는 학생들의 학교생활뿐만 아니
라, 모든 일상생활에까지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학교의 학생성적평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
해서 필자를 비롯한 기고자들(박재윤, 정택희, 김현진, 송두록)이‘교육개발’2003년 1+2월호부터 4회에
걸쳐 발제와 반론, 논평 등을 한 바 있다. 이 글은 이 문제에 대해 발제를 했던 필자가 의견을 재정리하여 제
시하는 것이다.

현황 - 상대평가와 서열중심의 평가
로 학생들 지속적 수난

고 있다고도 한다(박효정 외, 중등학생
의 생활과 문화, 2003).

혹은 인용해서 규정을 만들고 있다.
대학들은 대학대로 대부분 상대평가

수많은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우리나

정부의 공식 규정들은 평가의 본래적

중심의 학생선발 제도를 이끌고 있다.

라 중등학교 학생들은 여전히 과도한 수

기능에 어긋나는 지침들을 제시하고 있

정부(교육인적자원부)의 대학입학전형

험준비로 한계상황 속에서 살고 있다.

다. 교육인적자원부 훈령인‘학교생활

계획이나 이에 따른 각 대학의 학생선발

학생들의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

기록부관리지침’
은 지필고사의‘변별

요강을 보면 상대평가 결과와 서열을 중

“어른들 같으면 폭동을 일으킬 정도의

력’
을 과도하게 강조하고 있고, 동점자

요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이 입

한계 상황”
이라고 규정하면서, 목하의

발생을 억제하고 있다. 동 지침은 특히

학전형의 객관성이나 공정성을 확보하

상황을 사람들이 입시준비 위주의 교육

중등학교 지필평가에서 변별력을 최대

기 위한 것이라고는 하지만, 상대평가나

(시험 준비)을 운명으로 보고 체념하면

화하라는 지침을 명시하고 있고, 동점자

서열중심의 평가가 객관적이고 공정하

서 한국의 내일에 쇠퇴의 묘혈(墓穴)을

를 최소화하라는 지침을 명시하고 있다.

고 다른 방식은 그렇지 않다는 논리는

파고 있는 것이라고 묘사한 분도 있었고

이러한 규정들은 결과적으로 불필요한

타당치 않다. 현재의 대입 입학전형 기

(정범모, 학교교육의 개혁과 입시정책의

경쟁을 야기하고 학생들에게 고통을 초

본계획이나 대학의 학생모집요강들은

발전방향, 2003), 학생들의 상황을 아동

래하며, 각급 학교가 나름의 일정한 교

중등학교 교육의 상대평가, 서열중심 교

학대라고 규정한 경우도 있었다(박재윤,

육목표 달성이 아니라 상급학교 진학을

육을 초래하는 직접적 요인으로 보인다.

동점자는 많을수록 좋은 것이다, 2003).

위해서 상대평가 점수를 산출하는 기능

교육인적자원부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들은 61.8%가 공

을 주로 하는 기관이 되게 한다. 이처럼

제32조에 근거하여 전국의 대학, 교육

부나 학업에 대해서 고민하거나 걱정하

중앙교육행정기관의 훈령이 학생평가방

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의 신입생 입

고 있으며 성적이 높은 학생일수록 학교

법을 규정하고 있고, 시도교육청, 지역

학전형에 대한 상세한 지침을 매년 시달

성적이 떨어지면 스트레스를 더 높이 받

교육청, 그리고 학교에서는 이를 복사

한다. 가령 수험생에게 교부하는 성적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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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를 집필고사와 동일

지서에는 영역별, 과목별로 표준점수, 백분위, 등급을 기재할 것(교육인적자원부, 2005.8,

시 하고 집필고사의 변별

2007학년도 대학입학전형 기본계획)을 비롯하여 표준점수는 소수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한

력을 과도하게 강조하는

정수로 표기하라든지, 백분위는 정수로 된 표준점수에서 근거하여 산출하되, 소수 첫째 자
리에서 반올림한 정수로 표기하라든지 하는 세부적인 지침을 제시한다.

것은, 학생들을 비생산적

중등 학생들의 성적에 대한 상대평가 중심의 성적평가 때문에 학생 개개인이 꼭 성취해야

무한경쟁으로 내모는 것

할 절대 수준의 성취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우며, 따라서 개별 학교들이 그들이 달성해야 할

이다.

절대적 수준을 성취했는가 여부를 판단하기가 어렵다. 결국 학교교육의 성과를 판단하기 어
렵고 단순히 상대평가를 통해서 상급학교에 올라간 학생 수를 갖고 학교성과를 판단하는 비
합리적인 관행이 반복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교육활동의 프로그램이 우수하나 서열구조에서 하위로 밀린 대학들의 학생
선발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빚고 있다. 학생들에게 서비스하는 프로그램에 의한 경쟁이 아니
라 학교서열에 의해서 학생들의 상대평가 성적을 기준으로 학생을 배정받는 시스템 속에서
는 선진 교육 프로그램을 서비스할 수 있는 대학도 학생을 확보하기 어렵다. 결과적으로 이
런 대학들은 학생선발권을 침해받게 되고 재정의 어려움이 초래된다. 결국 전체적으로 볼
때 고등교육의 국제경쟁력은 크게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
한편 교사의 학생성적평가의 신뢰도도 저하되었다. 성적 부풀리기 현상이라는 일종의 성
적왜곡 현상이 발생되었는데, 이 때문에 교사의 학생평가에 행정적 통제(감사)가 가해지는
사례가 늘었다. 더욱이 교사들의 학생평가 전문성의 수준도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교사
들은 학생평가에 관한 지식과 능력을 교사 양성 교육기관에서보다 교사로 임용된 후에 습득
하고 있다는 것이다. 성적관리규정에 대해서 잘 안다고 응답한 교사들은 36% 정도밖에 안
된다(홍후조외, 교사의 학생평가실태, 2004).
학생 간, 학부모 사이에 끝없는 비생산적인 성적 경쟁이 심화되어 왔다.‘고교교육헌장’
이
라고 알려진 비유문에서“영악한 마음과 빈약한 몸으로 입시의 기술을 배우고 익히며 …, 시
기심과 배타성을 앞세우며 능률적 찍기 기술을 숭상하고 …, 메마르고 살벌한 경쟁정신을
북돋운다…. 남의 성공이 나의 파멸의 근본임을 깨달아, 견제와 시샘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
를 다하며, 스스로 남의 실패를 도와주고 봉사하는 척하는 학생정신을 북돋운다. 이기정신
에 투철한 이기전략이 우리의 삶의 길이며 …”
라는 구절들을 우리는 보고 있고, 입시 성공은
아버지의 재력과 어머니의 입시 지도에 달려있다는 이야기들, 고등학교 때 과외비를 아끼면
안 된다며 월 500만 원 이상의 과외비를 지출한다는 이야기들을 우리는 듣고

있다.

우리의 의식 속에 학생평가라는 개념이 왜곡되어 있다. 즉 ‘평가’
라고 하면 으레 시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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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상하고, 시험은 곧 일정한 수의 개관

두 기록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과목

족은 양성기관의 교육 문제에 기인하는

식 문제로 구성되는 지필고사로 생각하

별 산출점수에 의거, 학년별(일반계고 1

면도 있다. 양성기관과 과정에서 학생평

며, 학생들에게는 성적표에 나타나는 점

학년), 계열별(일반계고 2, 3학년), 학과

가에 대해서 교사 후보자들에게 충실한

수나 석차의 의미로 이해하는 것이 통상

별(실업계고) 석차를 산출토록 하였다.

교육을 시키지 않고 있다(홍후조 외, 전

적인 현실이다(황정규편, 한국교육평가
의 쟁점과 대안, 2002).
배경1 - 성적평가를 선발기술(選拔技
術)로 보는 풍토
그렇다면 어떤 까닭에 학생평가에 관련

그런데 이는 1996년 8월에 결정되었던

게서). 그 결과 대부분의 교사들이 학교

2000 학년도부터 절대평가 전면도입 정

현장에서 관행적으로 행해지는 학생평가

책을 공식적으로 수정한 것이었다(교육

방식을 답습하고 있는 실정이다.

부, 2002학년도 대학입학제도 개선안).

현재의 중등학생에 대한 평가의 모순

그리고 그 수정한 이유나 과정에 대해서

의 좀 더 근본적인 배경으로는 사회 풍

는 알려진 것이 적은데 이것도 문제이다.

토를 들 수 있다. 평가를 선발과 분류로

된 이와 같은 심각한 문제들이

보는 것이다. 선발과 분류를

나타나고 있는 것일까? 도대체

강요하는 우리 교육상황과 교

어떻게 된 영문일까? 우리는 마

육을 오로지 지위상승의 수단

음을 가다듬고 정말 진지한 자세

으로만 여기는 그릇된 사회풍

로 이 문제를 살펴보아야 한다.

토 등은 학생평가의 모순을 초

우선, 현행 학교생활기록부관

래한다(황정규 편, 전게서).

리지침 등이 상대평가와 변별력

통상적으로 학부모들은 학생

중심의 지침을 갖게 된 과정을

성적평가에 대한 비판적인 자

살펴보면 이것이 대학입학전형

세보다는 교사나 학교에 모든

을 위해서 그렇게 된 것임을 알 수 있다.

동 방안의 발표 후 불과 1개월 후인

것을 맡기는 태도를 취하며, 또 어떤 이

1999년 3월 31일 발표된 교육부의‘학

1999년 4월 29일에‘초등학교, 중학교,

들은 좁은 땅에서 일자리가 부족하니 선

교생활기록부의 개선 보완방안’
을 살펴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 전산처리 및

발 기능이 강조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는

보면, 학생평가정책의 기본방향 중의 하

관리지침 개정안’
이 교육부 훈령 제587

의식을 갖고 있다. 이상적으로는 절대평

나가 2002학년도부터 시행되는 새 대

호로 제정되었다. 그런데 그 내용에는

가가 바람직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어렵

학입학제도를 위해서 전형 관련 자료를

원래‘방안’
에는 없었던 지필고사에 있

지 않느냐는 생각이다. 그러나 학생평가

제공하기 위한 것이었다. 즉 2002학년

어서 변별력 우선 고려, 동점자 산출 방

는 이상과 현실의 문제로 보지말고 원칙

도 대입제도 개선안(1998.10.19)의 내용

지 등의 내용이 어떤 명시적이고 뚜렷한

과 예외의 문제로 보아야 하고, 바람직

을 반영하여, 학교생활기록부의 교과 성

설명 없이 삽입되었고, 이것이 지금까지

한 원칙이라면 확고하게 유지해야 한다.

적은 현행과 같이 수, 우, 미, 양, 가 형

도 내려오고 있다.

즉 절대평가가 원칙이라면 흔들리지 말

식의 평어와, 과목별로 계열별석차를 모

다음으로 교사들의 학생평가 전문성 부

고 이를 유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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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평가시스템을 개선하
기 위해서는 학업성적 평

교사 자신들의 경우에 있어서도 오랫동안 관행적으로 지속되어 온 평가방법에 대해서 근본
적인 문제 제기가 드물다.
또한 학벌주의, 즉 사회적 관계에서 특정 학교 출신의 배타적 이해집단이 형성되고 그 이

가가 학생의「올바르게

해관계를 유지하고 그 속으로 진입하기 위한 행동원리가 교육평가를 왜곡시키는 배경으로

평가받을 권리」
와 직결되

작용하고 있다(최상근 외, 사교육비 실태조사, 2003).

어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하며, 현행 학업성적 관련

법적인 측면에서도 학생평가의 모순을 초래하는 요인을 검토해볼 수 있다. 학생평가문제
는 학생들이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는 권리로서의 학생평가를 검토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함
에도 불구하고, 평가를 전문적인 것으로 생각하고, 학생평가가 법적인 관점에서 인권침해의

규정들을 세밀히 검토하

가능성이 크다는 사실에 대한 문제제기는 그 동안 대단히 미흡했다. 이것은 판례를 살펴보

여 개선하고, 교사들의 학

면 알 수 있다. 법원은 시험과 평가에 관해서는 교육전문가로서 교원(학교)의 판단을 존중하

업성적 평가관련 전문성

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대법원 1968. 7. 16 68누 53). 이는 법원이 학생성적평가가 학생의

을 제고하는 방안을 강구
해야 한다.

인권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감안하여 인권 침해 여지를 철저하게 고찰하는 데 소극적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은 학업성적평가가 학생의 인권을 크게 침해할 수 있다는 점
을 간과하고 성적평가문제를 오로지 전문적, 기술적인 문제로 보는 시각들과 맥을 같이 하
는 것이며, 결과적으로 법적인 문제를 기술적인 문제로 보는 오류라고 생각된다.
배경2 - 과도한 상대평가는 일제 식민교육정책의 잔재
현재 중등학교 학생평가의 모순의 좀 더 근본적인 배경으로 역사적 맥락을 거론할 수 있
다. 현재의 학생평가 원형은 일제강점기의 학생평가에서 찾을 수 있다. 오늘날의 사회풍토,
사회통념은 36년간 계속된 일제강점기에 연원하는 것이 많으며, 이런 시각에서 현재의 모
순된 학생평가제도는 적어도 부분적으로는 일제 강점기의 학생평가방식에서 그 근원을 찾
을 수 있다고 생각된다.
일제강점기 학생평가의 가장 큰 특징은 초중등학교에서의 학생들의 전 과목 평균점수에
따라 석차(혹은 학년 석차)를 매기는 상대평가를 도입하여, 그‘석차’
를 진급, 진학, 취업 등
에 활용한 것이었다(이하, 백순근, 일제강점기의 교육평가, 2003). 이러한 석차 중심 제도를
도입한 것은, 학력(學歷)에 따른 민족분할정책에 따라 학교의 교육적 기능(학생 개개인의 소
질과 특성을 신장, 발전시키기 위해서 지도, 조언, 충고하는 기능)보다 '사회적 선발기능(학
생의 능력을 변별하여 선발, 분류, 배치하는 기능)을 더욱 강화하고, 학생들의 경쟁 혹은 투
쟁 대상이 곧 함께 지내는 동료 학생들이 되도록 함으로써 반일, 항일운동에 대한 관심을 약
화시키기 위한 것이었다. 일제강점기에 상대평가제도가 도입될 때까지 우리나라에는 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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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제도가 없었다.

이유도 없고 더 이상 중

여기서‘학력에 따른 민족분할정책’
이

등교육이 종결교육인

란 식민지 지배의 전형적 전략의 하나

아닌데도 불구하고 교

로, 학력에 따라 민족의 분할을 도모하

과 성적을 평가함에 있

여 높은 학력을 가진 자가 낮은 학력을

어서 상대평가에 의한

가진 자를 대리 통치케 함으로써 식민

교과목별 학년 석차를

지배를 용이하게 하는 것이었다.. 그리

기록하고 사용한다면

하여‘너의 성공(成功)이 곧 나의 실패

그것은 시대착오적 행

(失敗)’
를 의미하는 서열위주의 상대평

위라 할 것이다 (백순

가는 동료 학생들 간의 협동학습을 저해

근, 전게서).

구체적인 사례별로 판단되어야 할 문제

하고 민족공동체의식을 파괴하여 기회
주의적이고 이기주의적인 개인을 양산
하기 위한 것이었다.

를 자의적(恣意的)으로 조절한다는 것은

과제 - 학생성적 평가의 원칙과 예외
의 재정립

이기는 하나 대체로 말한다면 교육적인
목적이 아니고 다른 목적에서 임의로 조
절하여 학생들에게 불필요한 고통을 주

초중등교육기관에 상대평가에 의한 석

지금까지 살펴본 바에서 몇 가지 과제

차를 도입한 또 다른 의도는 이들 기관

를 추출할 수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학

을 일종의 종결교육기관(終結敎育機關)

업성적 평가는 학생의 인권과 직결되어

모든 난이도 조절이 범죄행위는 아니

으로 인식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이었

있음을 우리 모두가 인정해야 한다는 것

지만, 합리적 이유가 부족하고 필요 없

다. 대체로 상대평가에 의한 석차는 종

이다. 평가방식에 따라 학생들의 생활

이 학생들에게 고통을 주는 행위는 근절

결교육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직업양성

전반이 달라진다. 즉 평가방식은 학생들

되어야 한다. 이제 우리는 평가에 대한

소나 직업연수원 등에서 흔히 활용하는

의 학습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 전반적

무의식적이고 타성에 젖은 인식을 새로

평가방식으로 이들을 초중등학교에 적

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 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고 평가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용한 것은 간이와 실용을 강조한 식민지

따라서 올바른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권

둘째, 현행 학업성적 관련 규정들을 세

교육정책에 부응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리를 침해하는 행위, 자의적(恣意的)인

밀히 검토하여 개선해야 할 것이다. 특

것이었다.

평가 행위(가령, 합리적 이유 없이 평가

히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규정, 평가

일제강점기에 초등교육기관에 비해 중

의 취지에 반하는 문항을 출제하거나,

의 본질을 흐리는 규정들을 찾아내서 이

등교육기관이 상대적으로 많이 부족했

출제 문항의 난이도(難�度)를 임의적,

들을 시정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올

고, 고등교육기관이 매우 제한적으로만

자의적으로 조절하는 것과 같은 행위)는

바른 평가를 받을 권리’
의 개념을 중요

허용되었다는 사실이 이를 입증한다. 이

법적인 관점에서 보면, 일종의 학대죄

시해야 한다.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교

제 우리나라에서 동료 학생들 간의 경쟁

등의 요건을 갖춘 엄연한 범죄(犯罪)라

육받을 권리는 단순한 취학의 권리뿐만

을 조장하여 민족분열 및 분할지배를 할

는 사실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 난이도

아니라,「올바른 내용을 교육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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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바른 방법으로 교육을 받을 권리, 그리고 올바른 평가를 받을 권리」
를 포함하는 것으
로 보아야 한다. 교육받을 권리는 오늘날 국민 각자에게 생존과 직결되는 권리가 되었기
때문에 내용, 방법, 평가 측면에서 합리적이지 못한 교육이라면 차라리 받지 않는 것이
낫다.
셋째, 교사들의 학업성적 평가관련 전문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학교에
서 관행으로 이루어지는 평가방법을 전수하는 형태가 아니라, 교사 양성과정에서 학생
평가의 개념과 그 진정한 목적을 내면화시켜야 한다. 학생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올바
른 평가가 그 학생의 일생에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가를 교사양성과정에서
철저하게 가르쳐야 한다. 학생에 대한 평가는 기술적 전문성도 중요하지만 평가 철학도
중요하다.
끝으로 중요한 과제는 학생평가 제도를 포함한 학교 교육의 여러 측면에서 남아있는
교육현장에서 일제강점기의 식민지 교육의 잔재를 청산하는 노력이 지속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시스템 내지 제도 속에 뿌리박혀 있는 잔재를 골라내야 한다. 교육현장에서 내
려오는 일제강점기의 잔재, 특히 좋지 못한 관행(慣行)들을 세밀하고 지속적으로 조사해
서 이들을 발본색원해야 할 것이다. 특히 식민 지배를 위해서 고안되었던 제도들을 정밀
하게 검토하여 뿌리 뽑는 노력을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학교현장에서‘살아있는 법’
으로 기능하고 있는, 식민지 시대에 만들어
진 비합리적 불문법에 대한 대규모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하고 개선해야 한다. 이런 조사
는 법사회학적, 법심리학적, 비교법학적 연구방법 등을 활용해서 효과적으로 할 수 있
다. 이러한 실태조사와 함께 학생성적 평가시스템의 근본적 개선을 하지 않는 한, 중등
학교의 학생성적평가제도의 모순은 앞으로도 좀처럼 해결되기 어려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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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4회에 걸쳐 국내외 우수 혁신학교의 성공사례를 소개하는 연중기획“혁신학교를 찾아서”
를마
련하였다. 이번이 마지막으로, 공교육 정상화를 통해 폐교위기를 극복한 전북 남원 용북중학교(국
내편)와 인문계와 실업계 다음으로 새롭게 등장한 종합학과“일본 다이시고등학교(국외편)”
편을 마
련하였다.

| 국내편 |

전북 남원 용북중학교

공교육 정상화로
농촌 학교 위기 극복

| 국외편 |

일본 가나가와현립 다이시고등학교

지역사회에
뿌리내린‘종합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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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남원 용북중학교

공교육 정상화로
농촌 학교 위기 극복
이혜영│ 한국교육개발원 교육복지연구실장, lhy@kedi.re.kr

입학생 수가 줄어들어 폐교 위기에 처했던 용봉중학교는 학교의 혁신 의지와 재단의 전폭적인 지
원에 힘입어 공교육 정상화를 실현하여 위기를 극복하였으며, 나아가 인근에서 입학하고 싶어 하
는 학교로 변모하였다. 농촌 학교는 물론 공교육 정상화의 좋은 본보기가 되고 있다.

지

난 40여 년간 우리나라는 급속한 산업화를 통해 세계가 주목할 만한 경제 성장을 이룩
하였다. 그러나 성장 위주의 국가 정책 기조 속에서 분배와 복지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

으로 소홀하게 됨으로써 사회계층 간, 지역 간 격차가 심화되었다. 산업화와 더불어 진행된 도
시화로 인구가 도시에 집중함에 따라 농촌이 가지는 삶의 터전으로서의 매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으며, 이것은 계속 이농을 부추기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농촌 인구 감소는 농촌 교육에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 젊은 연령층의 이농으로 학령기 아동∙
청소년 인구가 계속 줄어들어 폐교 위기에 놓인 학교가 늘어나고 있다. 전북 남원에 있는 용북
중학교는 그런 학교 중의 하나이다. 용북중학교는 폐교 위기에 직면하였으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모색과 실천을 시도함으로써 도약의 계기를 만들어 가고 있다.

폐교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공교육 정상화 전략
용북중학교는 전라북도 남원군의 유일한 사립 중학교이다. 1949년에 설립된 용북중학교는
1980년에는 학생 수가 700여명이었으나, 이후 지속되는 이농 현상에 따른 농촌 인구 감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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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숙 교장선생님

2004년도 신입 학생 수가 15명에 불과할 정도가 되었다.
<표 1>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1980년에서 1990년까지 10년간 학생 수와 학급 수는 반으
로 줄었으며, 1990년부터 2000년까지 10년간 학생 수는 4분의 1 이상, 학급 수는 약 3분의 1로
줄어들었다. 시간이 흐를수록 이농 현상이 보다 급격하게 진행되었음을 보여주는 동시에 이농
현상이 농촌 학교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표1> 용북중학교의 학생 수와 학급 수 변화
1980

1990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1학년

217

99

23

27

16

16

46 (15)

54

2학년

245

12

23

23

29

16

15

45

3학년

252

145

38

24

26

29

16

16

학급수

12

8

3

3

3

3

4

5

계

715

364

84

74

70

61

77

115

※ 2004년 통계 중 ( ) 안의 15명은 당초 신입 예정 학생 수임. 실제로는 46명이 입학하였음.

용북중학교는 학생 수가 100명 미만으로 줄어든 2000년부터 폐교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다.
2000년부터 교육부의 소규모 사립학교 폐지 시행 계획이 실시되었기 때문이다. 이 계획은 3
년을 기한으로 연장되어 왔으나, 여전히 학생 수가 100명 미만에 머물게 됨에 따라 2003년에
사립학교 폐지 시행 계획(2004.6.19)에 따라 폐교 위기에 놓이게 되었다.
그러나 학교 측이‘사립학교 폐지 시행 계획 해산 및 폐지 불이행에 따른 향후 계획’
을 제출함
에 따라 학생 수 100명 미만의 사립학교 해산 특례 규정을 2006년까지 3년간 재연장 받게 되었
다.‘사립학교 폐지 시행 계획 해산 및 폐지 불이행에 따른 향후 계획’
속에는 ① 인건비, 학교운
영비와 학생 안전 등 불요불급한 특별예산을 제외한 보조금 미지원 ② 교원 자격 연수 경비 자
체 부담 ③ 신규 교원 임용 제한(계약제 교원 채용) ④ 중학구 조정 검토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이와 같은 폐교 위기에 직면하여 2002년부터 학교는 이 위기를 벗어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
을 펼치기 시작하였다. 우선 재단의 적극적인 재정지원으로 학교시설의 개선이 시작됐다. 정부
의 재정지원이 급감하면서 낙후된 화장실과 복도 바닥을 현대식으로 개선하였고, 학생들의 정서
함양을 위해 학교 숲과 조류원을 조성하였다. 도서관을 만들고 각종 도서와 전자 자료, 최신식 컴
퓨터를 새로 들여 놓았으며, 창고로 방치되어 있던 공간에는 학생들의 동아리방을 만들었다.
학교시설 개선과 함께 교육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들이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학교교육 개혁의 목표를 공교육을 정상화하여 사교육이 필요 없는 학교를 만드는
것, 더 나아가 세계화∙정보화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경쟁력 있는 인
재를 양성하는데 두었다.
2005 November∙ Decem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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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교육 정상화는 세계

이런 목표를 가지고 영어를 생활화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정보화 교육 활성화, 방과 후

화∙정보화 시대에 대

수준별 이동수업, 1인 1악기 연주 특기 교육 등을 내실 있게 추진함으로써 학업 성취가 향상되

비한 영어와 정보화 교

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 그 결과 용북중학교에 입학하기를 원하는 학생들이 늘어
남에 따라 남원과 임실 지역에서 재배정을 받아 전입해온 학생이 2004년 30여명, 2005년 37

육, 그리고 농촌 학생

명으로 2005년 현재 학생 수가 115명으로 늘어나게 되었다(표 1). 115명의 학생 중 70명이 해당

들의 취역점인 잠재능

학군이 아닌 남원시 거주자로서 이들을 위한 통학버스를 운영하고 있다.

력 계발을 위한 1인 1
악기 연주 특기 교육,
여러 동아리 활동, 방
과 후 수준별 이동수업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

세계화∙정보화 사회에 대비한 교육 프로그램
용북중학교는 세계화∙정보화 시대에 대비하기 위하여 영어와 정보화 교육을 집중적으로 실
시하고 있다.
영어 교육의 주안점은 학생들의 회화 능력을 제고시키는데 두고 있다. 2002년에는 1학년 전
체 학생을 대상으로 캐나다 해외 연수를 실시하였다. 연수비용은 전액 재단에서 지원하였다.
2003년에는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을 뽑아 3주간 뉴질랜드 어학연수를 실시하였다. 2003년부

졌다. 이러한 교육 프

터는 해외 어학연수가 들이는 비용만큼의 효과를 거두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방학을 이용

로그램에 소요되는 비

한 여름과 겨울 영어 학교(2주간)를 열어 원어민과의 영어캠프를 통한 수준별 영어회화 교육을

용은 재단에서 적극적
으로 지원하였다.

실시하고 있다. 2004년에는 원어민 교사 2명을 초빙하여 연중 전교 학생을 대상으로 정규 수
업에서 주당 2시간의 영어회화 교육을 실시하고, 방과 후에 주당 5시간의 수준별 영어 수업과
회화 수업을 실시하고 있다. 원어민과의 잦은 접촉으로 학생들이 외국인에 대해 갖는 두려움이
많이 해소되었으며, 웬만한 생활 영어는 의사소통이 가능할 정도라고 한다.
2004년도에 이루어진 방과 후 영어과 수준별 이동수업과 방학 중 영어교실 실시 현황을 살
펴보면 다음과 같다.
영어과 수준별 이동수업
■수준별 소집단 조직
① 1학년의 경우 시험을 한 번 치러 그 성적에 따라 4개 반으로 나누었음
- 심화학습(파파야)반 : 88점 이상인 학생 13명
- 발전학습(오렌지)반 : 66점 이상 87점 미만인 학생 12명
- 보통학습(키위)반 : 51점 이상 65점 미만인 학생 10명
- 기초학습(체리)반 : 50점 미만인 학생 11명
② 각 반의 이름을 우열을 나타내지 않고, 흥미를 유발할 수 있도록 파파야반, 오렌지반,
키위반, 체리반으로 명명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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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방과 후 1, 2교시에 수업이 이루어지며, 동일한 선생님이 연속으로 2시간 동안 수업
실시
<표2> 방과 후 영어과 수준별 이동수업 실시 현황 (2004)
학 생 수

비 고

담당교사

수준

1학년

2학년∙3학년

계

교내

Elisa Cho (E)

상

13

12

25

원어민

Lyndoon Clark (L)

중

12

10

22

원어민

정진화 (J)

중하

10

김부자 (K)

하

11

9

20

46명

31명

75명

계

10

교외

강사
영어교사

■ 수업 방법
① 우수한 학생들의 경우는 원어민 선생님이 수업을 이끌어 감
② 원어민은 주로 읽기(Reading) 자료를 만들어서 같이 읽고 발음 교정 및 단어, 읽기 공
부를 함
③ 펠트 책으로는 듣기 학습 실시
④ 읽기는 영어로 단편 동화나 스토리 텔링을 하면 학생들이 우리 말로 번역하고 새 어휘
는 프린트물을 참고로 배우고 씀. 자료는 인터넷으로 구함. 토론하는 시간을 가짐
⑤ 단어와 문장의 기능을 아는지 확인하기 위해 퀴즈나 받아쓰기를 함
⑥ 비디오를 보며 수업을 하기도 함
⑦ 한국말을 모르는 원어민의 경우는 학생들과 게임이나 활동 위주의 공부를 주로 함
⑧ 한국인 선생님과는 문법이나 읽기 학습을 하고 PELT(영어시험)을 목표로 하기도 함
⑨ 매주 토요일 방과 후 1시 30분부터 4시 30분까지 축구 코치 자격을 가진 원어민 교사
와의 축구 영어교실을 통해 영어와 축구를 동시에 배우며 즐기는 시간을 가짐
방학 중 영어 학교
■목표
① 게임이나 놀이를 통해 상황에 맞는 영어회화 능력을 습득한다.
- 일상적인 간단한 말을 듣고 이해하는 능력(Listening comprehension)을 기른다.
- 쉽고 간단한 글을 읽고 이해하는 능력(reading comprehension)을 기른다.
- 간단한 말로 표현하는 능력(power of expression)을 기른다.
- 쉽고 간단한 말을 글로 써서 표현하는 능력(writing ability)을 기른다.
2005 November∙ Decem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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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어에 대한 관심과 흥미 및 자신감을 갖도록 한다.
② 원어민과 영어로 영어, 수학, 사회, 체육 등에 관한 주제를 배움으로써 영어가 다른 학
문을 배우는데 필요한 언어라는 것을 알게 한다.
■운영 방향
① 본교 영어 교사와 원어민 교사들은 영어 캠프 기간 동안 학생들과 함께 하며, 학생들
이 부딪히는 다양한 상황에서의 과제 해결을 돕는다.
② 오전, 오후에 각각 3시간씩 수준별 수업을 실시한다. 동일한 주제 하에 수준에 맞는
과제 제시를 통하여 효과를 극대화한다.
③ 영어로 영어, 수학. 사회, 체육 등에 관한 다양한 주제를 공부하며, 생활영어 중심으로
한다.
④ 수업 이외의 자유 시간에는 원어민 선생님과 최대한의 대화를 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자연스러운 상황 속에서 영어를 학습하도록 한다.
⑤ 각 반에 네 명의 도우미(해외 유학중인 고∙대학생)를 배치함으로써 원어민 선생님을
돕고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한다.
⑥ 대상 학생은 본교 학생 중 희망자 중심으로 하되, 본교에 입학 예정인 초등학생 중 희
망자도 참가를 허가한다.
⑦ 참가비용은 무료이며, 원어민 교사의 인건비는 학교 및 법인 차원의 지원으로 한다.
■2004년 영어 여름학교 운영 현황
① 실시 기간: 2004. 7. 26 ~ 8. 6(2주)
② 대상 : 용북중학교 재학생 62명 내외, 2005년 입학예정자 중 희망 학생 35명 및 인근
사매면 지역 학생들
③ 참가비 : 무료
④ 교육 장소 : 용북중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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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3> 영어 여름학교 시간표 (2004)
date

teacher Kim buja

time

Elisa

Kelly

Lyndon Esther

1

1period
2period
3period

9 : 00 ~ 9 : 45
9 : 55 ~ 10 : 40
10 : 50 ~ 11 : 35

e
d
c

a
e
d

b
a
e

c
b
a

d
c
b

2

1
2
3

9 : 00 ~ 9 : 45
9 : 55 ~ 10 : 40
10 : 50 ~ 11 : 35

b
a
e

c
b
a

d
c
b

e
d
c

a
e
d

3

1
2
3

9 : 00 ~ 9 : 45
9 : 55 ~ 10 : 40
10 : 50 ~ 11 : 35

d
c
b

e
d
c

a
e
d

b
a
e

c
b
a

4

1
2
3

9 : 00 ~ 9 : 45
9 : 55 ~ 10 : 40
10 : 50 ~ 11 : 35

a
e
d

b
a
e

c
b
a

d
c
b

e
d
c

5

1
2
3

9 : 00 ~ 9 : 45
9 : 55 ~ 10 : 40
10 : 50 ~ 11 : 35

c
b
a

d
c
b

d
c
b

a
e
d

b
a
e

※ a : 1-1교실 (담임- Elisa)
d : 3-1반 교실 (담임- Esther)

b : 1-2반 교실(담임- Kelly)

c : 2-1반 교실 (담임- Lyndon)

e : 회의실(담임- 류기원)

정보화 교육
창의적 재량 활동으로 주당 1시간을 확보하

사람들에게 학교의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취지에
서 비롯되었다.

여 컴퓨터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1학년은 워

인터넷 신문반 운영의 목적은 일상의 일이

드 자격반, 2학년은 1학기에 워드, 2학기에

나 관심 분야를 취재하고 편집하는 과정에서

파워포인트, 3학년은 1학기 포토샵, 2학기 인

학생 스스로 정보와 지식을 탐색하고 주체적

터넷 검색 지도를 하고 있다.

으로 사고하는 능력을 길러 창의성과 자율성

전교생이 대상인 창의적 재량 활동 시간의

을 신장시키는데 있다.

컴퓨터 교육과 함께 심화 과정으로 계발 활동

인터넷 신문반은 편집부장(동아리반 대표) 1

의 컴퓨터반과 동아리의 인터넷 신문반을 활

명과 취재 기자 16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취

용하여 특기 신장을 하고 있다. 인터넷 신문

재 기자는 취재 담당, 편집 담당, 카메라 담

반의 동아리 활동은 학교 주변에서 일상적으

당, 홈페이지 담당의 4개 팀으로 나뉘어져 있

로 일어나고 있는 크고 작은 일이나 자신의

다. 기자들은 학교 주변의 일상생활에서 일어

관심 분야를 취재 정리하고 나모 웹에디터의

난 일들을 매일 취재하고 편집하여 매월 한 번

프로그램에 의해 편집하여 학교 홈페이지를

씩 인터넷 신문을 발간하고 있다. 인터넷 신문

통해 인터넷 신문에 게재함으로써 좀 더 많은

은 남원 교육청 홈페이지의 학교 신문이라는
2005 November∙ Decem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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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교 위기에 처했던

메뉴에 아이 소리(I Sori)로 실리고 있다.

용북중학교가 혁신적

2003년 3월에 창간호가 발간되었으며, 이후

인 노력을 통해 교육
의 질을 높임으로써
학생들이 다니고 싶은

매월 1회씩 발간하고 있다.

방과 후 수준별 수업
학생들의 잠재능력 발휘를 극대화하기 위해
서 개인차를 고려한 교육을 해야 할 필요성이

모든 학생의 잠재능력 계발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있으며, 이러한 필요에 부응하면서 사교육비
경감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은 현재로서는 정

용북중학교는 농촌 학교의 학생들이 교육

규교과 시간에서 부족한 학습을 보충해 주는

적∙문화적 기회가 제한되어 그들이 가진 가

수준별 보충학습이라는 판단을 하게 되었다.

를 보내고 싶은 학교

능성과 잠재 능력을 계발되지 못하게 될 것을

그리하여 2004년부터 방과 후 수준별 수업을

로 변화시킨 것은 재

우려하여 모든 학생이 잠재능력을 최대한 계

운영하고 있다.

단의 전폭적인 지원과

발할 수 있는 교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

학교, 학부모가 자녀

혁신을 이끄는 학교장
의 리더십이 큰 역할
을 했으며, 교사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중요
한 요소가 되었다.

하고 있다. 학생의 잠재능력 계발을 위한 여

■ 2005년 1학기 방과 후 수준별 수업

러 교육 프로그램 중 1인 1악기 연주 특기 교

① 방과 후 수준별 학습은 8, 9교시에 이루

육, 방과 후 수준별 이동수업을 살펴본다.

어짐. 참여를 원하지 않는 학생은 원칙
적으로 부모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이

1인 1악기 연주 특기 교육

경우 7교시를 마친 후 하교 가능

사교육이 필요 없는 특기적성 교육을 실현하

② 학력 신장을 위한 수학과와 영어과의 심

는 차원에서 2002년부터 모든 학생이 악기 한

화∙보충 과정, 국어, 사회,과학 등 교

가지를 연주할 수 있도록 하는 1인 1악기 연주

과, 특기 적성 신장을 위한 기악, 미술,

특기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전액

체력 향상을 위한 체육(축구) 중 선택하

재단의 지원으로 디지털 피아노, 바이올린, 비

여 수강토록 편성

올라, 첼로, 플루트 등의 악기를 구입하였다.

③ 2, 3학년 학생들의 논술 능력 향상을 위

창의적 재량 활동 2시간 중 1시간을 악기연주

해 저명한 논술 강사를 서울에서 초빙하

시간으로 배정하여 전교생이 참여하고 있다.

여 논술 강의를 개설

교육 기간이 2년을 넘어서면서 모든 학생이

④ 수학과 영어의 수준별 반 편성은 1학년

한 가지 악기를 능숙하게 다루게 되었으며, 조

은 진단 평가, 2-3학년은 이전 학년의

회나 예비 시간 등 학교 행사 때 연주를 학생

기말고사 성적을 기준으로 편성

들이 맡아서 하고 있다. 남원시 학생 예능 경
연대회에서 금상, 전북 학생 예능 경연 대회
현악합주부 동상을 수상하기도 하였다.

⑤ 학년별 실시 과목
- 1학년 : 국어, 영어, 수학, 사회, 독서,
미술, 축구, 기악(8과목)
- 2학년 :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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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서, 미술, 축구, 기악, 논술(10과목)

⑧ 수강료 : 학생 부담 없이 표준 학교비와 재단의 지원으로 무

- 3학년 :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사회, 기악, 논술(7과목)

료로 실시하고 있으며, 논술 심화 과정만 수익자 부
담(월 3만 원)

■ 2005년 2학기 방과 후 수준별 수업
① 수준별 학습을 원하지 않는 학생은 원칙적으로 부모의 동의
가 있어야 하며, 이 학생은 7교시를 마친 후 하교 가능
② 1학년은 2학년 때부터 3개 반으로 편성 운영할 예정(교사

학교 혁신의 성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폐교 위기에 놓여 있던 용북중학교가 혁신적인 노력을 통해 교
육의 질을 높임으로써 학생들이 다니고 싶은 학교, 학부모가 자녀
를 보내고 싶은 학교로 변화시킬 수 있었던 요인 중 가장 먼저 꼽

수급 문제로)
③ 1학년들의 논술 능력 향상을 위해 저명한 논술 강사를 서울
에서 초빙 논술 강의 실시
④ 반편성은 9월 15일 학업성취도 고사 결과를 자료로 편성(대

을 수 있는 것은 재단의 전폭적인 지원과 학교장의 혁신을 이끄는
리더십이다.
재단은 낙후된 교육시설의 개선과 교육의 질을 획기적으로 높이
기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에 필요한 재정지원을 마다하지 않

상 : 1, 2학년)

았다. 학생들은 재단의 재정지원으로 영어회화 능력을 제고하기

⑤ 학년별 실시 과목 :
- 1학년 - 국어, 영어, 수학, 사회, 논술, 기악(6과목)

위한 해외 연수, 주요 교과에 대한 방과 후 수준별 수업, 1인 1악

- 2학년 -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사회, 특강, 기악(7과목)

기 연주 특기 교육 등을 통해 비용 부담 없이 질 높은 교육을 받고

- 3학년 - 국어, 영어, 수학, 과학, 기가, 기악(6과목)

있다. 이는 사교육이 필요 없는 학교를 만들어 공교육의 참 모델
을 만들어 보겠다는 재단의 의지가 있기에 가능한 일이라고 볼 수

⑥ 수준별 반 편성
- 1학년 : 심화반, 보충반 2개 반 편성(학업성취도 고사
영∙수 성적으로 편성, 심화 23명, 보충 22명)

있다.
이와 같은 학교개혁에 대한 재단의 의지는 재정 지원에 머물지

- 2학년 3개 반 편성 : 수월성반(학업 성취도 고사 영, 수,

않고 학교장과 교사들로 하여금 학교를 변화시키기 위한 방안을

과 평균 80점 이상인 학생 선발, 영

지속적으로 모색하고 새로운 것을 시도해 보도록 추동하고 지원

어, 수학, 국어(논술), 과학 특강-12

하는 노력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것으로 생각된

명), 일반반 (영어, 수학, 국어,-17

다. 이 학교의 기획실을 맡고 있는 전영 교사는‘실험적’
인 것이

명), 기본반(학업 성취도 고사 영,

이 학교의 특징이라고 말한다. 전 교사가 말하는‘실험적’
이라 함

수, 과 평균 50점 이하 학생 선발,

은 변화와 개선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새로운 것을 모색하고 그것

영어, 국어(독서), 한문, 수학 -9명)

을 실천해 볼 수 있는 여지가 허용된다는 의미로 읽힐 수 있을 것

- 3학년 : 1개 반 편성(16명이라는 적은 학생 수와 교사 부
족으로 수준별 반 편성 안함)

같다.
현재 용북중학교의 혁신 노력을 이끌고 있는 김미숙 교장이 교

⑦ 참여율 : 1학년 55명 중 55명(100%) 참여, 2학년 40명 중

장으로 취임한 과정 자체도 혁신 노력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김

38명 참여(95%- 2명 학원 수강 희망), 3학년 16

교장은 20여년을 이 학교에서 음악 교사로 재직하였다. 연공서열

명 중 16명(100%) 참여

에 의해 교장이 되는 전통적인 방식을 따른다면 김 교장은 교장이
2005 November∙ Decem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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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려면 앞으로도 많은 시간을 이 학교에서 평

김미숙 교장은 지금까지의 성과에 대해“재

교사로서 근무해야 했을 것이다. 그러나 학교

단의 전폭적인 지원과 교사들의 헌신적인 노

의 혁신 노력을 이끌 수 있는 교장을 찾고 있

력, 학생들의 높은 향학열이 맞물린 결과이

던 재단의 의도에 따라 김 교장은 2004년 3

다’
라고 평가하고 있다. 김 교장은 주저 없이

월에 평교사로서‘직무 대리’
라는 꼬리표를

교사들의 자발적 참여가 학교의 변신을 가능

달고 교장에 취임하였고, 취임 직후 바로 교

하게 하였다고 평가하고 있지만, 교장의 이런

장 연수를 받고 2004년 8월에 정식으로 교장

평가에 대해 기획실장인 전영 교사는“교사들

에 취임하였다.

의 자발적 참여에는 진통과 갈등이 따른다”
는

김 교장에 의하면 재단에서는 혁신을 이끌

점을 지적하였다. 전영 교사의 진단이 보다

교장 후보를 찾기 위해 여러 선생님들에게 학

현실에 가까운 것이 아닐까 한다. 어떤 학교

교를 변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도록 과

든지 모든 교사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지속될

제를 부과하였던 것 같다고 한다. 자신도 10

수 있다면 교육개혁은 어렵지 않은 일일 것

가지 새로운 방안을 제안하라는 과제를 받아

이다.

그 과제를 제출하였는데, 이것이 교장으로 발

현재 학교혁신을 앞에서 이끌어 가는 동시

탁된 계기가 되었을 것이라고 한다. 지금 자

에 전폭적인 지원을 하고 있는 재단의 한 관

신은 이 10가지 방안을 하나씩 실현해 가고

계자는“변화의 속도가 지금보다 10배는 더

있는 중이며, 그 중 몇 가지는 이미 현실화되

빨라야 할 것 같은데, 교사들은 지금도 변화

고 있다고 한다. 1인 1악기 연주 특기 교육, 정

가 너무 빨라 정신을 못 차리겠다”
고 말한다

보화 교육 등은 김 교장의 혁신 목록 중에 들

고 하면서 교사들에게서 나오는 변화의 동력

어 있던 것들이다. 1인 1악기 연주 특기 교육

이 미흡함을 토로하였다. 용북중학교의 혁신

은 이미 김 교장이 음악 교사 시절에 재단의

이 지속되기 위해서, 그리고 참된 결실을 맺

지원을 받아 실행에 옮기고 있었다.

기 위해서는 혁신을 앞에서 이끄는 재단이나

재단의 혁신에 대한 의지와 지원, 학교장의

교장이 느끼는 변화의 속도와 실질적 교육 활

혁신적 리더십이 용북중학교의 변신을 가능

동의 주체인 교사들이 느끼는 변화의 속도 사

하게 했던 가장 중요한 원동력임은 부인할 수

이의 격차를 최대한 좁히기 위한 노력이 필요

없는 사실이다. 그러나“교육의 질은 교사의

할 것으로 보인다. 그 노력은 어느 한 쪽이 아

질을 넘어설 수 없으며, 교육의 성패를 좌우

닌 양자 모두에게 요구되는 것이다.

하는 것은 교사이다”
라는 진부하기까지 한 교
육 명제가 가르치듯 용북중학교가 시도하고
있는 개혁의 성패를 좌우하는 요인은 결국 교
사들임을 부인하기도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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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다이시고등학교

지역사회에
뿌리를 내린‘종합학과’
김미란│ 한국교육개발원 부연구위원, meerank@kedi.re.kr

종합학과는 자기주도적 학습을 유도하고, 나아가 직업과 같은 진로선택학습을 중시하는 새로운 학
과제도이다. 종합학과로 전환한 다이시고등학교는 대학진학률과 취업률이 높아졌을 뿐 아니라, 지
역에 밀착된 교과목 운영으로 지역 사회에서의 평가도 상당히 개선되었다.

고

등학교 진학이 보편화되고 학생의 능력과 적성, 흥미나 관심, 진로 등이 다양화됨에 따
라 일본에서는 고등학교 교육의 다양한 개혁을 시도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우리나라의

인문계에 해당하는‘보통과’
와 실업계라 할 수 있는‘직업과’
에 이어 새롭게 등장한‘종합학
과’
의 제도화는 가장 혁신적인 고등학교 개혁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보통과(인문계)는 진학, 직업과(실업계)는 취직이라는 고정 관념이 중등 단계에서의 고교서열
다이시고등학교전경

화와 점수중심주의를 야기한다는 문제인식 하에, 보통과(인문계)와 직업과(실업계)를 통합한
제3의 학과(계열)를 종합학과로 제도화한 것이다. 이는 모든 고등학교가 이수해야 하는 국어1,
수학1 등의 필수과목 이외에 장래의 직업생활에 기초가 되는 지식과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산
업사회와 인간’
,‘정보에 관한 기초과목’
,‘과제연구’등의 3과목을 필수과목으로 하고 일반 과
목뿐 아니라, 전문 과목을 포함한 다양한 교과와 과목을 개설함으로써 학생들이 자신의 흥미와
관심에 따른 자기 주도적 학습을 유도하고 나아가 직업과 같은 진로선택학습을 중시하는 새로
운 학과제도이다.
2005년 현재 전국 248개의 학교에 종합학과가 설치되어 있으며, 문부과학성에서는 앞으로도
2005 November∙ Decem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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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학 가능한 학구에 국공사립을 막론하고 적어도 1개교 이상의 종합학과 설립을 적극적으로 추
진하고 있어 종합학과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서는 종합학과의 제도화 논의가 시작되던 1996년부터 종합학과를 운영하고 있는 가나
가와현립(神奈川縣立) 다이시(大師)고등학교를 찾아 그 구체적인 운영사례에 대해 알아본다.
‘문제 학교’탈피하고자 종합학과 시험운영
다이시고등학교는 과거 군수공장지대였던 가
와사키시의 공장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주변에
는 조미료로 유명한 아지노모토 공장을 비롯하
여 NKK(일본철강), 히다치 조선 등 일본을 대
표하는 공장들이 즐비하게 늘어서 있다. 이러
한 지역적 특성으로 1945년 이전에 정착한 재
일한국인의 후손을 비롯하여 일자리를 찾아 새
롭게 모여든 남미 출신의 외국인들이 밀집되어
있는 곳으로 유명하기도 하다.
또한 바로 가까이에는 학업성취, 교통안전, 건강 등을 기원하기 위해 설 연휴에만 전국에서
300만 명이 찾는 다이시(大師)라는 유서 깊은 사찰이 있다. 다이시고등학교는 바로 이 사찰에
서 유래한 다이시지구의‘지역학교’
로 1983년 현립(공립) 보통과(인문계) 고등학교로 설립되
어, 지역사회의 기대에 부응하고 있는 종합학과 학교이다.
2005년 현재 각 학년 6학급씩 총 18개 클래스에 696명(남학생 271명, 여학생 425명)의 학생
들이 재학하고 있으며, ①면학에 힘쓰자, ②건강한 심신을 기르자, ③자주적이고 자율적으로
행동하자의 다이시고등학교의 3훈 아래, ①선악을 판단하는 힘∙창조하는 힘을 기초로 지성을
갈고 닦는다, ②여유로운 마음∙따뜻한 배려∙원만한 인간성을 기른다, ③체력 향상을 위해 노
력하고 굳건한 의지∙건전한 정신을 육성한다, ④국제이해를 통해 국제사회의 일원이라는 자
각 아래 평화∙협조의 정신을 기른다는 구체적인 교육방침의 실현을 위해 마에다(前田淸隆) 교
장 이하 전임 교직원 61명(교장 1명, 교감 2명), 강사 42명, 임시직원 12명이 지도와 관리에 임
하고 있다.
다이시고등학교는 지역주민의 요청에 따라 설립되던 1983년 당시부터 거의 수업을 할 수 없
는‘과제집중교’
로 소위 말하는 문제 학교였다. 문부과학성이 실시한 1994년의‘교육과정편성
을 위한 실사조사’
에서도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경에 있는 편부, 편모 가정의 출
신이 많고 어쩔 수 없이 학교에 진학하는‘불본의(�本意)’취학으로 인해 학생들의 목적의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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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학과는 보통과(인
문계)가 진학, 직업과
(실업계)가 취직이라

심각하게 결여되어 있음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기초학력의 충실과 의욕∙흥미∙관심을 환기시켜 즐겁게 수업
에 참가할 수 있는 교육과정 운영이 논의되면서 가나가와현 교육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1995년
연구지정교로 종합학과를 시험운영하기로 하였다. 2년간의 연구지정교임에도 불구하고 1년 동

는 고정 관념이 중등

안의 시험운영만으로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하여 1년 후인 1996년에 가나가와현에서는 처음으

단계에서의 고교서열

로 종합학과를 설치하고 점차적인 개편을 통해 1998년부터 전학년 종합학과로 전환하여 오늘

화와 점수중심주의를

에 이르고 있다.

야기한다는 문제인식

학생이 주체가 되는 교육과정 운영

하에, 이 둘을 통합한

다이시고등학교의 가장 큰 특징은 교육과정 운영이라 할 수

제3의 학과(계열)로 제

있다. 교육과정 운영의 첫 번째 특징으로는 학생들 스스로가

도화한 것이다. 학생
들의 자기주도적 학습
을 유도하는 혁신적인
고등학교 제도이다.

개성을 발견하고 장래의 진로에 대해 학습할 수 있도록‘산
업사회와 인간’
이라는 과목을 모든 학생들에게 이수하게 하
는 것이다.
두 번째 특징으로 학생들이 주체적으로 과목을 선택할 수

실습수업

있도록 하고, 학년에 따라 교육과정을 구분하지 않는 단위제
를 들 수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단위제란 평생학습의 취지에
서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필요에 따라 고등학교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개개인의 흥미 관심에 따라 과목을
선택하여 학년의 구분 없이 본인의 계획에 따라 학습할 수 있
다는 장점이 있다. 이러한 단위제의 특징을 살려 연 3학기제

교류

의 운영으로 입학연도 졸업생이 아닌 기별 졸업생을 배출하고 있으며(2년전 부터는 사실상 폐
지), 재학 중에 취득한 영어 능력시험, 프랑스어 능력시험, 한국어 능력시험 등은 물론이고 문
서처리 능력시험 등의 기능심사 성과를 졸업 취득학점으로 인정해 주는 등, 평생학습체제의 열
린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세 번째특징으로는단위제교육과정의운영을위해다양한교과과목을주체적으로선택할수 있도
록하고있다는점이다.‘산업사회와인간’이외에전문교육에관한선택과목을25단위이상개설하고
있을 뿐 아니라, 집중강좌(계절학기)로‘디베이트(토론)’
,‘환경측정실습’
,‘사회복지실습’등의 특색
있는과목을개설하고실제취업과연결되는인턴십제도를운영하고있다.
네 번째로는 과제의 설정∙연구이다.‘종합학습시간’과목을 통해 학생 개개인의 흥미, 관심, 진로
등에 따라 과제를 설정하여 지식이나 기능을 심화시켜 종합할 수 있는 학습활동을 장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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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시 고등학교의 종
합학과는“가나가와현
의 후레아이(ふれあ
い:더불어 사는) 교육
이념을 고취하여 평화,
인권, 환경, 복지, 국제
이해 교육을 실천한
다”
는 목적으로 구체
적으로는 자기발견과

<표1> 다이시고등학교의 교육과정 편성표
수 업 시 간

3

국어종합 (4)

4
5
6

체육 (3)
보건 (1)

세계사 (2)

7
8

수학1 (3)

3 년 차
현대사회 (2)
체육 (2)

가정 종합 (2)
일본사 혹은 지리 A (2)

9
10
11
12
13
14

교육활동을 통해 평생

16

고자 하는 것이다.

2 년 차

1
2

자기계발을 촉진하는
학습의 기초를 확립하

1 년 차

과목(단위수)

15
17
18
19

이과 종합 A (2)
이과 종합 B (2)

자유 선택과목
보건 (1)
음악 1 / 미술 1 (2)

종합 선택과목

(23단위)

자유 선택과목
(20단위)

20
21

1종합 선택과목

체육 (3)

영어 (3)

22
23
24
25
26
27
28
29

가정 종합 (2)
정보 A (2)
산업사회와 인간 (2)
특별활동

30

종합학습 (1)
특별활동 (1)

특별활동 (1)

필수∙선택과목

28

26 ~ 28

18 ~ 27

종합학습시간

1

1

1

특별활동

1

1

1

총계

29

28 ~ 30

21 ~ 30

주 : *졸업에 필요한 단위 수는 특별활동을 제외하고 74단위 이상으로 함
*종합학습, 과제연구는‘종합학습시간’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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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연구 (2)

다이시고등학교의 가

이러한 교육과정을 기본으로, 1년차에는 종합학과의 가장 큰 특징이라 할 수 있는‘산업사회

장 큰 특징은 종합 선

와 인간’수업을 중심으로 배움의 의미에 대해 생각하고 주체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기초 학력

택과목과 자유선택과
목의 다양성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을 익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특별활동 수업을 활용하여 복장지도와 더불어 수업에 집중하는
태도의 함양을 위해 예절 지도에 역점을 두고 있다.
2년차의 경우에는 종합 선택과목을 통해 지식과 경험을 얻을 수 있도록 하고 종합 학습시간을
통해 직업과 자격 등에 대해 스스로 조사하도록 하여 앞으로의 과목선택, 나아가 진로선택에
도움이 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3년차에는 특히‘과제연구’
를 통해 스스로 학습하고 연구하는 자세를 기르도록 하고 있다. 3
년차 이후에는‘직업과 진로’수업을 통해 사회일원으로서 필요한 규범의식을 키우도록 하고,
개별적인 면담과 정보제공을 통한 진로 가이던스의 실시, 진로포럼의 개최, 인턴십의 적극적인
활용으로 학생들의 노동관, 직업관 정립에 주력하고 있다.
6개 종합학과 선택계열을 통한 자기계발 학습
위의 교육과정 편성표에서도 알 수 있듯이 다이시고등학교
의 가장 큰 특징은 종합 선택과목과 자유선택과의 다양성이
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이시 고등학교의 종합학과는“가나
가와현의 후레아이(ふれあい:더불어 사는) 교육 이념을 고취
하여 평화, 인권, 환경, 복지, 국제이해 교육을 실천한다”
는
목적으로 구체적으로는 자기발견과 자기계발을 촉진하는 교
육활동을 통해 평생학습의 기초를 확립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매 학기 100과목이 넘는 종합 선택과목을 6개의
계열로 분류하여 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는 학과의 폭을 넓혀
스스로 장래의 진로를 계획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① 인문예술 계열 : 다양한 문화 예술에 대해 폭넓게 배우
고 이해하기 위해 문학, 지리, 역사, 음악, 미술 등의 기본 학습과 연구∙실천을 통해 개개인의
흥미와 관심을 유발하고 개성을 신장시키는 계열이다. 이를 통해 풍부한 정서와 감성을 함양하
여 생애에 걸쳐 문화예술을 애호하는 자질과 능력을 기른다는 것이다. 또한 고교 입시를 앞둔
중학생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체험학습과정인 썸머 스쿨을 운영하여 종합학과에 대한 지역사
회의 관심과 이해를 확충시키는데 노력하고 있다.
② 지역∙국제 계열 : 국내의 오키나와뿐 아니라, 아시아, 중남미 등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다이시지구의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서로 다른 타자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동시에 스스로를
2005 November∙ Decem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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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할 수 있는 국제적인 시야의 인재 육성을 목적으로 한다. 재학생뿐 아니라, 인근의 중∙고
등학생, 지역주민을 위한 외국어 학습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중국, 한국(수원 권선고등학교) 등
과의 활발한 교류를 통해 국제이해를 돕고 있다. 특히 스페인어, 중국어, 한국어, 포르투갈어
등의 어학과목은 네이티브 스피커가 담당하고, 영어 수업 역시 ALT(Assistant Language
Teacher : 외국인 지도 조수) 제도를 도입하여 일본인 교사와 함께 원어민 교사가 수업을 진행
하게 함으로써 어학뿐 아니라 그 나라의 사회문화에 흥미∙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
멀티미디어 수업

다. 그 밖에도 고고학입문, 유리공예, 영화연구 등도 해당 전문가가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여 내
용 면에서의 충실을 기하고 있다.
③ 환경과학 계열 : 공장지대라는 지역환경의 특수성에 기인하는 심각한 대기오염, 교통소음
등, 지역의 생활환경에 주목하여 체험학습을 실시하고 있다. 가나가와현의 공통과목인 농업(축
산)교육을 학교 교과와 상관없이 단위로 인정하고 NPO(non profit organization)와 외부 강사
의 협력을 통한 자유교재의 작성과 실습으로 환경, 자연과학, 농업에 관련된 직업관, 노동의욕
등을 고취시키는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④ 스포츠 계열 : 심신의 건전한 발전과 생애에 걸친 스포츠 습관의 형성을 위한 교육과정이
다. 심신의 발달을 도모하고 나아가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과 이를 통한 바람직한 인간관계의
형성을 위해 다양한 스포츠 과목을 개설하고 지역에 있는 골프장, 볼링장을 이용하여 운동 기
능을 향상시키는 수업, 지역 스포츠 지도자의 협력 수업, 운동 메커니즘과 스포츠 장애 등에 대
해 학습한다.
⑤ 생활복지 계열 : 실습과 체험 중심의 의식주, 사회복지 학습을 통해 현대 사회의 과제를 발
견하고 해결하는 힘을 육성하며, 나아가 더불어 사는 사회 구성원에게 필요한 자질을 육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설된 계열이다. 특히 지역 사회와 연계된‘산업사회와 인간’
과‘종합학습’
과
목을 통해 현대사회가 봉착하고 있는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서의 복지교육을 실천적으로 전개
하고 있다.
⑥ 정보 비즈니스 계열 : 정보화에 대응하기 위해 컴퓨터의‘스킬 앤드 크리에이트’
의 습득과
네트워크 사회에서의 정보 도덕의 육성을 목적으로 한다. 1년차부터‘정보A’
과목을 통해 현대
정보화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기초적인 기능과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하고 나아가 정보 도
덕의 함양에 힘쓰고 있다. 멀티미디어 과목의 경우에는 전문 교사 3명이 소인수 팀티칭의 과제
중심 수업을 통해 기획력, 창의력, 커뮤니케이션 능력의 향상에 중점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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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 종합학과 계열별 교육과목
계열

인문예술

교과목

단위

교과목

단위

교과목

단위

교과목

단위

국어표현 2

2

낭독연구

2

음악 2

2

컴퓨터뮤직

2

현대문

4

고고학입문

2

음악 3

2

회화

2 (4)

고전

4

윤리

2

미술 2

비주얼디자인

2 (4)

고전강독

2

심리학개론

2

현대문감상

2

미술 3

2

도예

2 (4)

성악일반 A

2(4)

유리공예

2 (4)

성악일반 B

2(4)

영화연구

2

피아노연주

2(4)

연극표현

2

일본현대사

2

정치경제

2

오럴커뮤니케이션

4

프랑스어

2

지역

카와사키지역사

2

인권개론

2

영어2

4

스폐인어

2

∙

해외사정 A

2

오키나와문화입문

2

영어읽기

4

중국어

2

국제

해외사정 B

2

국제관계입문

2

영어쓰기

4

한국어

2

포루투갈어

2

환경과학

스포츠

스포츠

정보
비지니스

수학 2

4

과학 2

3

농업과학기초

2

환경개론

2

수학3

4

생물 1

3

생물활용

4(8)

환경과인간

2

수학 B

2

생물 2

3

지학 1

3

종합실습*

1(2)

축산*

1(2)

레크레이션

2

물리1

3

이과실습

2

물리2

3

과학사

2

골프

2

피트니스트레이닝

2

가나가와의 환경문제 2(4)

스포츠 1

2

볼링

2

스포츠메디컬

2

스포츠 2

2(4)

에어로빅

2

스포츠트레이너실습

2

스포츠 3

2(4)

볼륨댄스

2

발달과 보육

2

피복제작

사회복지실습

2(4)

볼링

2

비지니스기초

야외활동*

2~4

2

사회복지기초

2

푸드 디자인

2

기초양호

2

2

경제활동과 법

2

문서디자인

2(4)

부기

4(8)

정보처리

2(4)

네트워크시스템

2(4)

상품과 유통

2(4)

프로그래밍

2(4)

멀티미디어

2(4)

사회복지원조기술 2(4)

알고리즘

2

수학 C

2

*는 가나가와현의 범학교 과목으로 다이시고등학교에서 단위로 인정되는 수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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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시고등학교는 종

종합학과 특성을 살린 과목의 수업 사례

합학과 운영으로 학생

① 산업사회와 인간
‘산업사회와 인간’과목은 종합학과 교육과정의

들의 학습의욕을 환기

가장 큰 특징이라 할 수 있다. 다이시고등학교에

시켜 기초학력의 향상

서도 이러한 종합학과의 특성을 살려 학생 스스

을 도모하고, 나아가

로가 자신의 능력과 개성을 발견, 육성하고 장래
의 진로에 대해 생각할 수 있도록‘산업사회와 인

노동관, 직업관 확립을

간’
을 1년차 필수과목(원칙 이수과목)으로 정하여

위해 노력한 결과, 무

모든 학생들이 이수하도록 하고 있다.

엇보다도 학습의욕 고

강의 계획서에서 나타난 수업목적과 그 평가방법에서도 알 수 있듯이,‘산업사회와 인간’과

취라는 큰 성과를 이루

목은 스스로 과제를 발견하고 스스로 배워 익혀 주체적인 판단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자질과

어냈다. 그러나 재정

능력, 태도를 길러 진로에 대해 고찰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고등학교 입학과 동시
에 자신의 흥미, 관심에 따라 학습을 계획할 수 있도록 하고 타자와의 커뮤니케이션의 기초라

부담을 해결해야 한다

할 수 있는 발표수업을 통해 상호이해를 기본으로 하는 후레아이(ふれあい, 더불어 사는) 교육

는 문제가 남아있다.

이념의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표2)‘산업사회와 인간’강의계획서
교과

종합

과목명

계열

산업사회와 인간

원칙이수과목
단위수

2

이수형태

1년차

교재

학습노트와 워크시트

다양한 체험과 실습을 통해 학생 하나하나가 자신의 적성을 찾고 직업관을 기른다.

■

장래 어떤 직업을 희망하며 이를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를 생각할 뿐 아니라 현재의 자신을 알고 자신에

■

수업목표

대해 생각한다.
타자와의 커뮤니케이션 능력과 프레젠테이션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한다.

■

1. 강의 뿐 아니라 외부 실습이 있다.
2. 외부 강사의 강의를 듣는 수업도 있다.

수강사항

3. 발표를 중시한다.
4. 실습을 위한 교통비가 필요할 수도 있다.
①

관심∙의욕∙태도

②

사고∙판단력

③

기술∙표현력

④

지식∙이해력

평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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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험과 실습에 참가하고 작업과 과목선택에 관심을 가진다.
스스로 과제를 설정하고 체험과 실습에 참가하여 배우면서 자신의 생각을
발전시킨다.
자신의 생각과 감상을 타자에게 알기 쉽게 전달할 수 있도록 하고 프레젠
테이션 기술의 기본을 익힌다.
직업의 특징을 이해하고 과목 선택 방법에 대해 이해한다.

연간지도계획
월

학습내용

학습목표

나는 누구인가?

자신에 대해 생각하며 다른 사람

중점평가
①

②

③

④

�

4

(타자에게 배운다)

직업에 대한 관심
생각하는 자세

�

을 알고 나를 안다

자기생각의 문자화

�
�

5

직업에 대해 생각한다

직업에 대해 조사한다

체험의 전달

�

직업에 대해 생각한다

시설이나 기관을 견학가호 직업에
대해 안다

자기 생각의 심화
학습에 대한 적극성

�

체험의 전달

�
�

7

과목선택을 생각한다

진로에 맞는 과목선택을 생각한다

직업특징의 이해
직업 사고의 심화

�
�

6

평가방법

자기 생각의 심화
선택에 대한 관심

�
�

진로에 대한 이해

여름방학
�

9

과목선택을 생각한다

졸업생에게 과목선택방법을 배운다

가이던스에 대한 흥미
가이던스북 읽기

�

자기생각의 문자화

�
�

10

11

사회에 대해 생각한다

과목선택을 생각한다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

환경보호에 대한 교류 체험학습을

�

한다

체험의 전달

�
�

자기 생각의 심화

�

1학기에 대한 반성

진로에 맞는 과목선택을 생각한다

자기 생각의 문자화

�
�
�

12

이사람에게 배운다
(전체강연회)

전문가에게 듣는다

직업에 대한 관심

직업체험에 대한 강연을 듣는다

소집단으로 나누어 그 방면의 전

�

강연에 대한 감상문

�

자기 생각의 심화
체험학습의 적극성
자기 생각의 심화

�

문가에게 듣는다

체험의 전달

�

2

1년을 되돌아본다

3

의견발표회

1년을 되돌아보며 성과를 점검한다
자신의 의견을 발표한다

수업에 대한 관심

�

�

진로에 대한 이해
장래에 대한 의식심화

�

�

1

환경문제에 대한 이해

�

�

�

자기 생각의 문자화

�

�

전달∙발언능력

② 영화연구
예술 계열은 음악과 미술 등 예술 분야의 다양한 실천을 통한 자기실현을 목표로 한다. 다양
한 선택과목을 통해 자신의 적성과 능력을 발견하도록 하고, 정신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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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영화연구의 경우에도 실제 영화감상과 리포트를 통해 학생들 자신의 느낌을 글로 표현
하도록 하여 흥미∙관심에 따른 자기주도적 학습을 유도하고 있다. 강의계획서에서 보이는 바
와 같이, 흥미∙관심에 따른 구체적인 평가기준과 평가방법을 명확히 하여 학습지도와 평가의
일체화를 꾀하고 있다.
(표4) [영화연구] 강의계획서
교과

예술

과목명

계열

인문예술

영화연구

수업목표

단위수

2

이수형태

3년차 이상

교재

영화와 편집 교재

종합예술로서 영화의 문화적, 사회적 역할을 이해하고 영화가 지닌 능성에 대해 고찰한다.

■

1. 영화의 역사와 문화적 의의를 생각한다.
수강사항

2. 실제 영화 감상이 수업의 중심이 된다.
3. 매주 리포트를 제출해야 한다.

평가기준

①

관심∙의욕∙태도

일상적인 수업태도

②

예술성

영화에 관한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기능 및 표현의 응용

③

창조성

영화에 관한 독자적인 관점

④

감상

영화를 감상하는 종합적인 능력
연간지도계획

월

학습목표

학습내용
영화의 역사

4
영화기법
5

영화의 분류

6

일본영화와 외국영화

감독의 역할
7
각본가의 역할

영화의 역사를 사일런트에서 토키

중점평가
①

②

③

�

수업태도

까지 배운다

�

기본적인 영화촬영기술 및 편집을
영화의 분류 (희극, 비극, 현대극,

�

뮤지컬)에 대해 배운다
�

외의 외국 작품을 소개한다
작품제작에서의 감독의 역할을 소

영화역사에 대한 이해
영화 특유의 표현법을 이해

�

배운다

일본여오하의 역사, 감독, 미국 이

평가방법

④

기본적인 분류
수업태도
영화가 가진 타면적인 문화감의 이해

�
�

수업태도

개한다

�

기본적인 영화사

같은 원작의 작품을 비교하고 작

�

수업태도

품제작에 미치는 각본의 중요성을

�

�

배운다

동일소재를 어떻게 표현하는
가에 대한 고찰

여름방학
9

배우의 역할

명배우라고 불리는 배우의 작품영화

10
영화와 예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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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태도

에 관한 기초지식을 확인한다
1학기 종합정리

영화문학

�

문학작품의 영상화, 영화촬영에

�

연기

�

영화소재에 대한 탐구

�

대해 배운다
음악, 화화 등의 다른 예술 분야의
영향에 대해 배운다

영화역사에 대한 이해

�

감상의 태도

아카데미상의 역사, 역할, 의의에
아카데미상
11
특수촬영의 변천

각종 영화상의 역할에 대한

�

대해 배운다

이해

특수촬영의 역사, 기술, 최신 CG

기술혁신의 이해

�

등에 대해 배운다
12

영화제작의 현상

1

앞으로의 영화

외국영화, 일본영화가 처한 사회

구한다
�

종합정리

1년간의 학습을 되돌아 본다

영화가 지닌 다면적인 역할에
대한 고찰

예술로서의 영화 미래에 대해 탐

2
3

�

적 상황, 문화적 측면을 고찰한다

�

�

전체적인 고찰

�

시험
�

종합정리

재정문제에도 불구하고 많은 성과 거둬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다이시고등학교는 종합학과 운영으로 학생들의 학습의욕을 환기시
켜 기초학력의 향상을 도모하고 나아가 노동관, 직업관의 확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노
력으로 지난 10여 년간 많은 성과를 올리고 있다고 한다.
무엇보다도 가장 큰 성과는 학습의욕의 고취를 들 수 있다. 특히 흥미와 관심이 있는 테마를
선택하여 스스로 분석하고 발표하는 종합 선택과목 수업을 통해 자신감을 회복하였다고 한다.
입시와 취업 면접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한다. 그 결과 종합학과로 전환하기 이전에
비해 대학진학률은 물론 취업률 역시 높아졌을 뿐 아니라, 지역에 밀착된 교과목 운영으로 지
역 사회에서의 평가 또한 상당히 개선되었다고 한다.
물론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가 없지 않는 것도 사실이다. 가장 큰 문제는 종합학과 운영에
따른 재정 부담이라 할 수 있다. 학생의 희망에 따라 다양한 선택과목을 운영하기 위해 전임교
원과 맞먹는 수의 전문 강사를 고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많은 NPO와 지역 인재의 활용에도 불
구하고 사업주 부담분을 제외한 교직원, 강사, 임시직을 포함한 직원의 인건비만도 6억 2000
만 엔(62억 원 가량)에 이르고 있다는 사실은 종합학과 운영이 단순한 의지만으로는 실현될 수
없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재정문제가 제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종합학과로 전환하여 학생들의 다양한 능력
과 적성, 흥미와 관심에 따라 국제화, 정보화에 대응하고 있는 다이시고등학교의 사례는 등교거
부, 중도탈락, 나아가 프리터 문제의 해결에 많은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할 수 있을 것이다.
주: 전화와 메일을 통해 질문에 흔쾌히 응해 주시고 강의계획서 및 사진 등의 자료제공에 협력해 주신 가토 다카오(加藤孝夫) 교
감 선생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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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9월 13일에 OECD가 발표한 교육지표의 중요 내용을 살펴보면, 한국은 열악한 투자환경에도 불구하고 교육 산출물인 학생
들의 학업성취도는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높은 교육열 덕분인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이 지표는 교육에서 높은 민간부담률
을 줄이기 위한 정부의 교육투자 확대가 필요함을 보여주고 있다.

매년 9월 13일, 프랑스 파리에서는 OECD 각 국가들의 교육현황을 비교하는 자료를 발표하고 있
다. 이른바 OECD 교육지표(Education at a Glance)라는 책자를 통해서 발표하는 이 자료는 교육
에서의 산출, 재정적 투입, 접근, 학교조직 및 환경의 네 개의 주제로 나누어서 각국의 교육현황을
비교 분석하고 있다.
이처럼 교육 현황을 비교하는 자료를 제시하는 이유는 치열한 국제 경쟁 속에서 자국의 교육현황
에 대한 상황을 점검하고 더욱 효율적인 교육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것이다. 한국 역시 OECD 교육
지표를 통해서 한국 교육의 강점과 약점을 파악하고 개선해나가야 할 교육정책의 방향을 수립하고
있다. 이번 OECD 교육지표의 중요한 분야에서 한국의 순위를 살펴봄으로써 한국 교육의 현재의
위치를 파악하고 우리가 더욱 노력을 기울여야할 교육개선방향을 살펴보도록 한다.
학교교육비 사적 부담 - OECD 국가 중에서 최고 수준
교육에 투자된 재정적 자원의 경우 한국은 OECD 국가 중에서 GDP 대비 정부지출비율 22위로서
OECD 평균에 훨씬 못 미치며, 민간부담 비율은 OECD 국가 중에서 제일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표
1 참조). 2002년도 기준으로 우리나라는 GDP의 7.1%를 정부와 학부모가 학교교육에 투자하고 있
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GDP의 2.9%가 민간부담이고 GDP의 4.2%에 해당하는 교육재정을 정부가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민간재원에 대한 공교육 의존도가 높음을 알 수 있다(표1 참조).
특히 고등교육 분야에서의 민간부담률이 GDP 대비 1.9%에 이르고 있다. OECD 국가 평균 GDP
0.3%만이 고등교육에서 민간부담임을 살펴본다면, 한국에서 고등교육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매우
열악함을 알 수 있다. 이는 한국의 경우 OECD 국가들과 달리 국공립 대학의 비율이 매우 낮아서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대학교 입학금, 수업료 부담이 많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즉, OECD 평균 77.6%의 4년제 대학 학생들이 국공립 대학에 재학중이나, 한국은 22%의 4년제
대학 학생들만이 국공립 대학에 재학중으로 매우 낮은 비율의 학생들이 국공립 대학에 재학중이
다. 이러한 고등교육에서의 사립에 대한 높은 의존 비율은 곧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부담으로 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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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표1) GDP 대비 교육단계별 학교 공교육비 구성 및 순위(2002)
교과

단위 : %

전체 교육단계

한국

정부부담
4.2

정부부담순위
22

민간부담
2 .9

민간부담순위
1

총계
7.1

총계순위
3

독일

4.4

19

0.9

7

5.3

19

영국

5.0

15

0.9

7

5.9

15

일본1)

3.5

27

1.2

4

4.7

22

프랑스

5.7

7

0.4

15

6.1

11

미국

5.3

13

1.9

2

7.2

2

아이슬랜드

6.8

1

0.6

9

7.4

1

국가평균

5.1

0.7

5.8
고등교육단계

초∙중등교육단계
민간부담

민간
부담
순위

계

0.9

1

4.1

12

0.7

2

3.6

19

1.0

0.6

5

4.3

5

0.8

0.2

11

3.0

25

0.4

8

0.2

11

4.2

9

12

0.3

8

4.1

12

0.3

8

5.7

1

정부부담

정부
부담
순위

한국

3.3

19

독일

3.0

22

영국

3.7

13

일본

2.7

26

프랑스

4.0

미국

3.8

아이슬랜드

5.4

1

국가평균

3.6

1)

0.3

3.8

정부
부담
순위

민간부담

민간
부담
순위

계

총계순위

27

1 .9

1

2.2

2

12

0.1

15

1.1

18

22

0.3

8

1.1

18

26

0.6

4

1.1

18

1.0

12

0.1

15

1.1

18

1.2

6

1.4

2

2.6

1

1.0

12

n

23

1.1

18

총계순위 정부부담
0.3

1.1

0.3

1.4

�주1 : 중등후 비고등교육이 후기 중등교육(고등학교단계)와 고등교육에 모두 포함됨.
n은 매우 작은 비율이어서 거의 0에 가까운 것을 의미함. 순위산출에서 누락(Missing)으로 처리된 국가들은 제외함.

학생 1인당 교육비 순위 20위~23위로 하위권
한편 정부와 민간이 학교교육에 투자하는 총 교육비를 학생 1인당 교육비로 환산한 다음 이를 미
국달러의 구매력지수 환산액(PPP)으로 바꾸면, 2002년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학생 1인당 교육
비는 초등교육 $3,553로 OECD 국가 중 23위, 중등교육 $5,882로 OECD 국가 중 20위로 나타났
다. 그리고 고등교육은 $6,047로 23위에 머물렀다. 이러한 한국의 학생 1인당 초, 중, 고등 교육비
는 OECD 국가 평균(초등 $5,313, 중등 $7,002, 고등 $10,655)의 67%(초등), 84%(중등), 57%(고
등)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1인당 교육비는 민간부담까지 포함한 금액으로서 민간부담 금액을 제외한다면 정부가 학
교교육에 투자하는 1인당 교육비는 매우 낮게 나올 것으로 보인다. OECD 국가 중에서 매우 열악
한 교육환경에 놓여 있는 상황도 이와 같은 정부의 교육에 대한 투자의 미비함에 기인하고 있다.
과거 대통령 선거 때마다 GDP 대비 5% 혹은 6%의 정부 재원의 교육재정 확보 공약이 여전히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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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결과 우리나라

현되고 있지 못한 상황에서 서둘러 학교교육에 대한 정부의 획기적인 지원책이 마련되어야 할 필

만 15세 학생의 수

요성을 OECD 교육지표를 통해서 우리는 확인 할 수 있다.

학 평균 점수는

(표2) 초∙중∙고등교육의 학생 1인당 학교 교육비 순위(2002)

542점으로 핀란드

교과

에 이어 OECD 국

한국

가 중에서 2위를 차
지하였으며, 읽기
점수 역시 534점으
로 2위, 문제해결
능력의 경우는 550
점으로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초등교육
학생1인당 교육비
3,553

단위 : 미국달러의 구매력지수(PPP) 환산액 / %

중등교육

고등교육

순위
23

학생1인당 교육비
5 ,882

순위
20

학생1인당 교육비
6 ,04 7

순위
23

덴마크

7,727

4

8,003

8

15,183

4

프랑스

5,033

16

8,472

6

9,276

15

독일

4,537

19

7,025

14

10,999

13

일본

6,117

10

6,952

15

11,716

12

영국

5,150

13

6,505

18

11,822

10

스위스1)

7,776

3

11,900

2

23,714

1

미국

8,049

2

9,098

4

20,545

2

국가평균

5,313

7,002

10,665

�주1 : 공립학교만 포함됨.
* 순위산출에서 Missing 처리된 국가들은 제외함.
** 우리나라의 2002년도 PPP 환율은 1달러 당 778.77원임.
*** 구매력지수(PPP)란 각국 통화의 실질 구매력을 평가하는 환율대용 지표로서 UN이나 OECD 같은 국제기구의
조율 하에 시행되고 있음. PPP는 흔히 일정한 재화와 서비스에 대해 기준국 화폐 1단위(US 1 달러)로 살 수 있
는 것과 동일한 양을 살 수 있는 비교국의 화폐단위로 정의됨.
(예) 맥도널드 햄버거를 미국에서는 3달러에 살 수 있고, 한국에서는 2,500원에 살 수 있다면 PPP는 다음과 같
이 계산할 수 있다 : 2,500원 ÷3달러 = 833, PPP = 833원/1달러

학업성취도는 최고 수준, 여성의 사적 수익률은 2위
그러나 이렇게 열악한 교육투자 여건 속에서도 올해 발표된 OECD 교육지표 내용 중 교육 산출
물에 대한 결과 분석에서는 한국이 매우 우수한 성취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3년도에 OECD에서 주관하여 실시한 만 15세 대상의 학생에 대한 학업성취도 결과를 이번
2005년도 OECD 교육지표 책자에서 제공하고 있는데, 한국의 만 15세 학생들은 OECD 국가 중에
서 매우 우수한 학업성취도를 보여주었다.
평가 결과 우리나라 만 15세 학생의 수학 평균 점수는 542점으로 핀란드에 이어 OECD 국가 중
에서 2위를 차지하였으며, 읽기 점수 역시 534점으로 2위, 문제해결 능력의 경우는 550점으로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과학의 경우에는 OECD 국가 중 핀란드, 일본에 이
어서 3위를 기록하였다.
수학 평가 영역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공간∙모양에 대한 평가에서는 552점으로 1위, 변화와
관계에 대한 평가에서는 548점으로 1위, 수량에 대한 평가에서는 537점으로 2위, 불확실성에 대
한 문항 평가에서는 538점으로 3위를 차지하였다(표 3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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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의무교육이 끝나는 시점인 만 15세 학생들의 학업성취도 결과에서는 한국이 OECD 국가
중에서는 모두 3위 안에 들었으며, 문제해결 능력에서는 1위, 그리고 수학의 세부 영역평가에서는
두 분야(공간∙모양, 변화∙관계)에서 1위를 차지하는 괄목한 만한 결과를 보여주었다.
(표3) 만 15세 학생의 수학성취도 : 평가분야별 (PISA 2003)
구분

수

학

한국

전체평균
542

핀란드

544

공간과 모양

변화와 관계

(Space and shape) (Change and Relationships)
552
54 8
539

543

수량

불확실성

(Quantity)
537

(Uncertainty)
538

549

545
528

일본

534

553

536

527

스위스

527

540

523

533

517

독일

503

500

507

514

493

이탈리아

466

470

452

475

463

미국

483

472

486

476

491

오스트리아

506

515

500

513

494

호주

524

521

525

517

531

OECE평균

5 00

496

499

501

502

게다가 수학 성취도의 분포를 살펴보면 상위 5분위(95분위)에 위치한 우리나라 학생의 점수는
690 점으로 벨기에(693점)에 이어 두 번째로 높게 나왔다. 하위 5분위에 위치한 우리나라 학생의
점수는 388점으로 핀란드(406)에 이어서 역시 두 번째로 높은 점수를 기록하였다. 따라서 단순한
평균비교에서 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한국 학생들의 점수 분포가 다른 OECD 국가에 비해서 모
두 높게 산출되어서 학업성취도가 골고루 높음을 알 수 있다(표 4참조).
(표4) 만 15세 학생의 수학성취도 분포 (PISA 2003)
구분

백분위 (Percentile)

한국

5분위
388

10분위
423

25분위
4 79

75분위
606

90분위
659

95분위
6 90

핀란드

406

438

488

603

652

680

일본

361

402

467

605

660

690

스위스

395

396

461

595

652

684

독일

324

363

432

578

632

662

캐나다

386

419

474

593

644

673

이탈리아

307

342

400

530

589

623

미국

323

356

418

550

607

638

오스트리아

353

384

439

571

626

658

호주

364

399

460

592

645

676

OECE평균

332

369

432

571

628

660

교육 산출물과 관련된 교육의 사적 수익률을 살펴보면, 한국의 경우 25~64세의 연령대에서 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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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를 졸업한 남성보다 4년제 대학을 졸업한 남성이 약 1.3배 이상의 임금을 얻는 것으로 나타났
다. 한편, 우리가 주목해야 할 사항으로 여성의 경우 25~64세의 연령대에서 4년제 대학을 졸업한
여성이 고등학교만을 졸업한 여성보다 약 2배의 임금을 받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점이다. 이는
여성의 고등교육 사적 수익률이 높음을 의미하며 헝가리에 이어서 OECD 국가 중에서 두 번째로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표 5 참조).
더불어 4년제 대학 이상의 학력을 가진 30-44세 여성의 소득 수준이 같은 학력수준의 남성의 소
득 수준의 76%에 이르고 있어서 조사대상 국가 중 네 번째로 높은 수준에 이르고 있다(스페인
(79%), 룩셈부르크(78%), 벨기에(77%), 한국(76%)). 이처럼 4년제 대학 이상의 학력을 가진 남녀
의 임금 수준 차이가 상대적으로 작다는 점은 일정 정도 고등교육 졸업자의 경우 임금에서 남녀 차
별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이러한 두 가지 사항 -여성의 고등교육의 사적 수익률이 높고, 고등교육 이수 남녀의 임금 차이
가 OECD 국가 중 작다는 점- 을 살펴보면, 한국에서의 고등교육에 대한 기회 확대가 여성에게는
임금상승의 효과를 가져다주며, 임금차별을 어느 정도 완화시켜주는 역할을 해주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여성의 고등교육에 대한 지속적인 기회 확대가 정책적으로 필요함을 우리
는 알 수 있다.
(표5) 학력에 따른 상대적 임금차이
구분

조사년도

한국

2 003

헝가리

2003

영국

2003

성별

2년제, 산업, 기술대학 졸업자 4년제 및 전문연구 프로그램 졸업자

고등교육 졸업자 전체

남성

25~64세
103

30~44세
1 09

25~64세
1 38

30~44세
132

25~64세
1 27

30~44세
1 25

여성

1 38

146

201

227

176

195

남성

202

174

274

287

274

286

여성

164

166

208

206

208

206

남성

124

118

162

164

151

151

여성

141

137

200

202

180

179

�표 해설 : 위의 표는 고등학교를 졸업했을 때 받는 임금을 100으로 상정했을 때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의 임금의 상대적
크기를 말함. 위에서 4년제 대졸자에 해당하는 값이 200이면 고등학교 졸업자보다 대졸자가 100:200 즉 두 배
의 임금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함. 만약 값이 50이라면 고등학교 졸업자 임금의 반밖에 못 받는 것을 의미함.

학습환경 지표 점차적 개선, 교원 초임순위는 중위권
OECD에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 학습환경 지표는 학급당 학생 수와 교원 1인당 학생 수로 볼 수
있다. 2003년 기준으로 OECD 회원국의 학급당 학생 수는 초등학교 21.6명, 중학교 23.9명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초등학교 34.7명, 중학교는 35.2명으로 OECD 회원국 중 최대 규모
이나, 2001년부터 시행되고 있는‘7.20 교육여건개선계획’
을 통하여 학급당 학생 수를 줄이기 위
한 노력을 계속적으로 기울이고 있어서, 2002년 초등학교의 학급당 학생 수 35.7명, 중학교 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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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임금의 국제비
교에서 한국은 초임
교사의 경우 상대적

명과 비교해보면 서서히 개선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학급당 학생 수뿐만 아니라, 수업담당 교원만을 대상(교장, 교감 등의 관리직 교원 제외)으로 한
교원 1인당 학생 수 역시 우리나라(유치원 21.0명, 초등 30.2명, 중학교 19.9명, 고등학교 16.0명)
의 경우 OECD 회원국 평균(유치원 14.4명, 초등 16.5명, 중학교 14.3명, 고등학교 13.0명)보다 높

으로 순위가 높지

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 역시 2002년 교원 1인당 학생 수 유치원 21.7명, 초등 31.4명, 중

않음을 알 수 있다.

학교 20.7명, 고등학교 16.5명과 비교해보면 역시 개선되어 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15년 경력 교

그리고 교원 임금의 국제비교에서 한국은 초임 교사의 경우 상대적으로 순위가 높지 않음을 알
수 있다(<표 6> 참조). 고등학교 교사 초임의 경우 OECD 평균 정도로 15위에 머물고 있다. 초등학

사 임금의 경우, 상

교 교사 초임의 경우 OECD 평균보다 약간 높으나, OECD 국가 중에서 12위에 머물고 있어서 상

대적으로 높은 수준

위권은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에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한편 15년 경력 교사 임금의 경우,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교사는 3
위, 중학교는 5위, 고등학교 15년 경력차 교사는 OECD 국가 중에서 6위로 산출되었다. 그러나
OECD 국가들과 비교해보면 초임이 낮기 때문에 이자율을 계산하여 현재 가치(present value)를
산출하여 누적된 15년간의 임금 수준을 산출해서 종합적인 교원의 임금 수준을 살펴본 것은 아니
기 때문에 15년 경력의 횡적인 순위로만 보고 한국 교원의 임금 수준이 높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대략 초임의 순위가 중위권인 12위에서 15위 사이이고 15년차의 순위가 3-6위권이기 때문에, 그
중간에서 약간 아래 순위(현재가치를 고려한다면 약간 아래 순위로 봐야 함)인 8위에서 11위 사이
에 대략 한국 교원의 임금이 위치해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대략 중상위권 정도의 임금 수
준으로 볼 수 있겠지만, 매우 높은 수준은 아닌 것으로 여겨진다. 그리고 많은 OECD 국가의 교사
들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상황에서 이러한 비교는 무의미할 수 있다. 그러한 점을 고려해봐서
도 한국 교사의 임금 수준을 중상위권의 순위로 봤을 때 교사들에 대한 지원이 더욱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표6) 교원 초임 및 15년 경력 교사임금의 주요국 순위 (2003)
주요 국가명

초등∙중등교 교사 초임(starting salary) 및 순위
초등학교교사초임

순위

중학교교사초임

순위

고등학교교사초임

순위
15

한국

$2 7 ,2 1 4

12

$2 7 ,092

13

$2 7 ,092

핀란드

$27,023

13

$30,336

8

$34,374

5

일본

$24,514

15

$24,514

21

$24,514

20

스위스

$37,544

3

$44,563

2

$52,572

2

독일

$38,216

2

$39,650

3

$42,881

3

룩셈부르크

$44,712

1

$64,416

1

$64,416

1

미국

$30,339

5

$30,352

7

$30,471

10

스폐인

$29,973

6

$33,702

4

$34,614

4

호주

$28,642

8

$28,865

10

$28,865

12

OECE평균

$24,287

$26,241

$27,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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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고등학교의 15년 경력교사의 임금 및 순위
주요국가명

초등학교 15년

한국

경력교사 임금
$4 6 ,6 4 0

순위

중학교15년 경력

3

교사 임금
$4 6 ,5 1 8

순위
4

고등학교15년
경력교사 임금
$4 6 ,5 1 8

순위
6

핀란드

$31,785

20

$36,444

16

$42,139

일본

$45,515

5

$45,515

5

$45,543

12
7

스위스

$49,932

2

$58,520

2

$67,355

2
4

독일

$46,223

4

$48,804

3

$52,570

룩셈부르크

$61,574

1

$80,520

1

$80,520

1

미국

$43,999

6

$43,999

6

$44,120

9

스폐인

$34,890

17

$39,019

12

$40,231

16

호주

$42,057

8

$42,078

9

$42,078

13

OECE평균

$33,336

$35,876

$38,371

�주: 적용된 2003년도 PPP 환율은 $1당 780.47원임.

교육투자에 대한 정부의 지속적 노력 필요
지금까지 간략히 2005년도 9월 13일에 OECD가 발표한 교육지표에서 중요한 내용을 살펴보았
다. 대략적으로 한국의 투입과 환경은 OECD 국가들 중에서 열악하거나 미비한 것으로 보인다. 특
히, 교육에 대한 투입과 관련해서 OECD 국가 중에서 학교교육에서의 민간부담이 제일 높다는 점
은 향후 정책적으로 교육투자에 대한 정부의 지속적이 노력이 필요함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교원의 임금 수준은 우리가 현재가치 등을 고려한 누적된 임금총액을 순위로 살펴보면, 매
우 높은 수준은 아니며 중상위권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교육환경 여건은 7.20 교육여건개선사업
으로 서서히 개선되어져 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교육 결과물 혹은 산출물과 관련해서 많은 OECD 국가들이 신기하게 여기고 있는 점은 열악하거
나 미비한 투입여건 속에서도 한국교육의 산출물 중 하나인 만 15세 학생들의 한국학생들의 학업
성취도가 매우 높았다는 점이다. 이는 한국 국민들이 갖고 있는 교육열 때문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교육열을 정부가 더욱 학교교육으로 흡수하고 정부의 지원을 확대함과 동시에 만
15세까지 중등교육에서 나타난 우수한 교육 성과물을 고등교육에서의 성과로 이어지게 하기 위하
여 고등교육의 질과 여건을 개선하여 우수한 인재를 대학에서 양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
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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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교육의

블루오션은
어디인가?
Global Eyes to Education
『교육정책포럼 라이브러리』제9권 ▶ 세계로 가는 길, 교육을 만나다III (국제기구교육동향편)
▶ 펴 낸 곳 : 한국교육개발원 연계체제운영실
▶ 구입 문의 : 하우출판사 (02)922-090/ www.hawoo.co.kr
한국교육개발원 정보자료실 (02)3460-0407
▶ 판 매 가 : 9천원
『교육정책포럼 라이브러리 제9권』
세계로 가는 길, 교육을 만나다III (국제기구 교육동향 편)은,
- 2004년 5월부터 격주 발간된‘국제기구교육동향’칼럼을 총 망라하여 보기 좋게 편집하였습니다.
- 교육복지, 고등교육, 학교교육, 평생교육 등 주제별로 분류하여 자료를 찾고 참고하기 쉽습니다.
- APCEIU, APEC, ASEAN, GDN, OECD, UNESCO 등의 국제기구 및 주요 교육사업을 소개하여 비전문가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 세계로 가는 길, 교육을 만나다I (2003), II (2004)와 함께 세계화(Globalization)시대 교육의 흐름을 꿰뚫는 안목
(Eyes)을 높여 줄 것입니다.

www.eduforum.re.kr 교육정책포럼 편집부
- 교육정책포럼은 교육정책 현안에 대한 깊이 있고 유익한 정보를 담아 격주 목요일에
온라인으로 서비스되고 있습니다(홈페이지를 통해 무료 회원 가입).
- 그동안 발간된 교육정책포럼 라이브러리
제1권 ▶ 우리교육을 바라보는 50인의 窓
제2권 ▶ 교육 그 숲을 걷는 이들의 발걸음
제3권 ▶ 이 세상과 함께 교육을 노래한다
제4권 ▶ 세계를 가는 길, 교육을 만나다 I
제5권 ▶ 세계를 가는 길, 교육을 만나다 II (10천원)
제6권 ▶ 생각을 바꾸면 교육이 달라진다 (12천원)
제7권 ▶ 이런 학교에서 배우고 싶다 (10천원)
제8권 ▶ 테마가 있는 교육이야기 (12천원)
제9권 ▶ 세계를 가는 길, 교육을 만나다 III (국제기구교육동향편) (9천원)

▶ 펴 낸 곳 : 한국교육개발원 연계체제운영실
▶ 구입 문의 : 하우출판사 (02)922-7090/ www.hawoo.co.kr
한국교육개발원 정보자료실 (02) 3460-0407
▶ 각권 판매 가능

KEDI Hompage│www.kedi.re.kr
교육정책 정보의 보고입니다

연구보고서 : 본원 30여 년의 연구물 5,000여 종
정기간행물 : 교육정책포럼, 교육개발, 한국교육, 한국교육평론, 교육통계 연보 등
KEDI 소장 교육관련 자료 및 주요 도서관 자료 검색(전자도서관)
KEDI 설문조사 DB : 본원이 수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DB화하여 필요시 이용자의
목적에 맞게 재분석 가능
교육관련 기사 검색 기능

홈페이지를 통해 교육정책 연구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교육현안 문제 온라인 모니터링 시스템 :
주요 정책현안에 대한 e-mail 의견 조사 및 정책제안 접수
정책토론방 : 주요 교육정책 문제에 대한 온라인 토론
연구보고서 비평쓰기 : 본원이 수행한 연구보고서 및 각종 자료에 대한 비평 기능

회원서비스 기능을 강화하였습니다.
마이폴더 가능 : 스크랩한 자료 저장 및 열람 기능, 디렉토리 기능
메일링 서비스 : 교육정책 포럼, 교육개발, 행사 및 세미나 등
* KEDI 회원에 가입하시면 교육관련 뉴스를 매일 오전 발송하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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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관련 연구자료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