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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DI 도서회원이라면
당신은이미신지식인입니다

Book

KEDI

한국교육개발원은지난30년넘는기간동안
국가수준의교육목적, 방향, 정책, 전략을연구해온
국내최고의교육분야종합연구기관입니다.
한국교육개발원에서는교육분야연구결과의확산을위하여
’
87년부터“KEDI 도서회원제”
를운영하고있습니다.
KEDI가발간하는최신연구보고서를받아보시는순간,

∙회원자격및특전
(1) 회원 자격은 가입일로부터 1년간 주어짐
(2) 본원에서 격월간으로 발간하는『교육개발』
(연 4회),
『한국교육』
(연4회) 우송
(3) 기관회원: 기본연구보고서 전종
∙가입방법: 가입신청서와 함께 회비 납부
∙연회비: 1계좌당 기관회원 200,000원

21세기지식기반사회,

∙입금계좌: 011916-0006202 (우체국)
070-01-0379-171 (국민은행)
예금주 : 한국교육개발원

KEDI 도서회원으로함께하십시오!

∙문의처: Tel : 02) 3460-0407 Fax : 02) 3460-0155

귀하께서는가장앞서가는교육자가되시리라확신합니다.

│발행인칼럼│

미래사회를 대비하기 위한 학제를 준비하자
고형일｜한국교육개발원 원장, henky@kedi.re.kr

학

제는 국가교육의 근간이 되는 중요한 제
도이다. 학제의 중요성만큼이나 그 제도
의 개편에서도 신중을 기해야 한다. 이

는학제개편이교육은물론사회전반에미치는영향이실
로 막대하기 때문이다. 최근 취학전 교육으로서 유아교육
과 학교교육 이후의 평생교육이 강조되면서 학제의 범위
가 확대되고 있고, 인적자원을 중요시하는 지식기반사회
의 심화, 정보화 추세의 가속화, 인구구조의 재편화 등 사
회가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사회변화
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국가경쟁력을 한층 더 높이기 위
한학제개편론이또다시부상하고있다.

우리나라 현행 학제가 수립된 것은 1950년대 초이다. 그동안 교육 내∙외적 상황이 수없이 변했는데
도 시대적 변화와 국민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한 학제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학제 개편의
필요성이제기되어왔다. 특히최근에는세계화등이가속화되면서국제적으로도통용될수있는국제적
표준에 따른 학제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교육제도 상에 각급학교의 교육단계, 수업연한,
졸업∙학위∙자격및학기제등이국가간에상호교류가가능하도록재구조화할필요가있는것이다.

이와같은학제개편의필요성이제기되면서교육인적자원부는“제2차국가인적자원개발기본계획”
에
학제개편안을포함시켰다. 이계획에따르면, 학제개편방안마련을위한추진기구를설치토록하였고,
이를위한정책연구를2006년부터추진하고있다. 이처럼학제개편은한국가의교육∙인적자원개발정
책은 물론 사회 전 분야와 연관되어 있기에 사회의 흐름과 변화에 맞게 여러 영역의 다양한 문제들을 고
려해야함은당연한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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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우선 현행 학제는 우리나라 사회변화에 맞게 개편되어야 한다. 최근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신체
적∙인지적 발달 속도가 점점 빨라지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이처럼 학생들이 조기 성장함에 따라 현행 6
세취학연령변경을재고할필요가있다. 그리고취학후교육기간또한OECD 국가평균과비교해볼때장
기화 되어 사회진출이 늦어지고 있다는 문제점도 감안해야 한다. 특히 고질적인 한국교육문제인 입시 위주
의 교육풍토를 시정하고 학교의 본질적인 역할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는 미래형 학제 개편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아울러저출산∙고령화시대에접어들고있는우리나라현실을고려한학제개편이이루어져야한다.

학교교육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교육체제도 학령기 교육 외의 전체 교육시스템으로까지 확대되면서 의
무교육위주의학제에서그외교육제도를포함하는학제로개편해나가야한다. 즉, 평생교육, 직업교육, 대
안교육, 원격교육, 사이버교육 등을 학제 개념에 포함시켜 폭넓은 미래형 학제 개편을 할 수 있도록 고려해
야한다.

이처럼학제라는개념은최근들어종래의한정된개념에서벗어나, 상황에따라다양한의미로사용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학교의 단계와 계통에 따라 교육의 목적, 교육기간, 교육내용, 취학연령 등을 구분하는 이
른바학교간의종적연결구조와학교교육과학교외교육의기능을계열간, 학교간이어주는횡적연결구조
등을 의미한다. 따라서 학제를 학교단계와 계통별 학교의 교육목표, 교육내용, 교육대상, 취학연령, 수학연
한, 학교간의연계와분화관계등을의미하는것으로규정하고미래사회를대비할수있도록어떻게학제를
개편해나갈것인지에대해준비해야한다. 또한, 총체적인학교교육체제개편을통해지금까지해결하지못
한각종교육문제를해결할수있도록개편방안이마련되어야할것이다.

이렇듯 학제 개편은 교육을 통해 한 국가의 미래를 바꿀 수도 있는 중요한 국가정책이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어떤제도보다도더신중하고많은협의와다양한연구가필요하다. 현행학제가경직되고획일적인부
분이있다면, 이러한부분을시대의요구에맞게개편할수있도록미래형학제개편은학제변천과정부터선
진학제분석에이르기까지기본적인정책연구가바탕이된가운데논의되어야 할것이다. 그리고반드시학
제개편은사회전반의여론에의공론화과정을거쳐최대한의공감대를이끌어내면서추진되어야 할것이
다.KED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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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최: 교육인적자원부
주관 : 한국교육개발원, 중앙일보, 대한상공회의소, 한국평생교육총연합회, 한국교육학회,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노동연구원
후원: UNESCO한국위원회, 한국국제노동재단

평생학습대상은 2004년부터 시작된 사업으로 일상적 삶 속에서 평생학습을 실천한 우
수 사례를 발굴하여 격려하고 이를 통하여 국가 전체의 평생학습문화를 확산시키기 위
한 것입니다.

시상부문 (6개 부문)
∙개인학습자 : 평생학습을통해자기개발∙혁신, 성공적인학습성과를보여준평생학습인
∙성인교육자 : 평생교육영역에서학습자들과지역사회에공헌한성인교육자
∙학습동아리: 자발적이고민주적인활동을통해지역사회에학습의성과를널리알린학습동아리
∙교육기관∙단체: 지역주민또는소외계층의평생교육에공헌이큰교육기관∙단체
∙기업 : 평생학습을통해직장내학습문화를정착시키고사회및평생교육에공헌이큰기업
∙기초자치단체 : 지역주민의평생학습기회확대와지역의학습문화형성에높은성과를보인
시∙군∙구기초자치단체
시상식 2006년 12월 15일 (금)
시상 내용 : 부문별 대상 및 우수상
∙대 상 :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상(상금500만원)
∙우수상: 중앙일보등공동주관기관장상(상금300만원)
※단, 기업및기초자치단체부문은상금수여대상에서제외
접수기간 및 신청방법 공지
∙한국교육개발원평생교육센터평생학습대상홈페이지(ncle.kedi.re.kr/www.lll.or.kr)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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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경희┃북경회문고등학교교사, liujingj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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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형 학교, 공영형 혁신학교의 도입- 신상명┃경북대학교교수, smshin@mail.knu.ac.kr

∙방송통신고등학교 특별학급 운영의 효율적 방안- 박창식┃천안중앙고등학교부설방송통신고등학교교도소분교교사, pcsk@mol.go.k

∙학점은행, 이것이 궁금하다

∙ 통계로 본 중등교육의 복선형 학제 현황- 이광현┃한국교육개발원부연구위원, leekwang@kedi.re.kr

∙ 사교육, 개인 학력 신장의 원동력이다- 김민정┃북평여자고등학교2학년, hero-clickb@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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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으로기술인력육성해야합니다

정세균산업자원부장관
대담: 박인종┃한국교육개발원홍보연계운영실장, pinjong@ked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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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재양성이 중요하다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부존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의 산업발
전전략의 핵심은 결국 우수한 인적자원에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특히 미래 유망산업을 이끌어갈
핵심인력의 양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산업자원부의 정책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A

말씀하신 것처럼 차세대 성장동력분야나 6T(IT∙BT∙NT∙ST∙ET∙CT) 등 21세기 新산업혁명을 주도할 핵심
기술에대한인력양성은그야말로지속적인성장을위한엔진이라고할수있습니다. 이에정부에서는범부처협력을
통해2010년까지10대차세대성장동력분야와6T 등국가전략분야의첨단핵심인력1만명을양성할예정입니다.
산업자원부에서도21세기지식산업의근간이될신기술분야의기술선점경쟁에서우위를점하기위해우수한인
적자원을 확보하고자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차세대 성장동력 분야의 현장 생산인력부터 핵심 연구인력까지
다양한수준의인재를육성하기위해실업고, 대학교, 대학원등교육단계별다차원적인프로그램을구축하고있습니
다. 특히 최근에는 교육부, 노동부, 정통부 등과 함께「고부가가치산업인력 특별양성사업」
을 추진하여 2008년까지
디스플레이, 차세대반도체, 차세대이동통신분야의현장엔지니어5,000여명을양성하기로하였습니다.
특징적인것은우리부의인재양성프로그램은대학교육을보완하는측면이강하다는점입니다. 첨단분야기술은
융∙복합적 학문을 토대로 하고 있어 기존 학과별 교육체제에서는 산업계에서 요구하는 인력을 양성하는데 어려움
이 있고, 대학의 교과과정 역시 산업체가 필요로 하는 것과는 다른 경우가 많아 인력의 질적 불일치(Skill Mismatch)
가발생하곤합니다.
이를 해소하기위해 산자부의인력사업은사업 계획단계부처 산업수요에맞는 교육과정개발, 교수진구성, 실험
실습및현장실습강화등을통해산업체가필요로하는실무형인력양성에주력하고있습니다.

Q2

산업 밀착형 교육을 강조하셨는데 대학교육과 산업현장의 연계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선진국은 어떻
게 하고 있고, 산자부에서는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지요?

A

기술전문가들은미국 실리콘밸리에 세계 최첨단기업들이모이는 이유 중 하나로서 UC버클리와 스탠퍼드 대학으
로부터공급되는양질의인력을지적하고있습니다. 실제로스탠퍼드대학의경우기업을멤버십으로하는학회를운
영하여정기적으로대학내연구결과물을발표하는행사를개최하고있고, 기업들은동학회에참가하여주기적으로
소관산업분야의기술동향을파악하고, 교수들과공동연구프로젝트를추진하는등활발한교류가이루어지고있습
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대학교육과 산업현장과의 연계가 매우 취약한 것으로 평가되곤 합니다. 대학은 관성화된 이론
위주의 교육체계를 답습하고 기초학문 연구라는 울타리 안에 안주하고 있는 경우가 많고, 교수 업적평가 또한 논문
위주로되어있어교수들이산학협력에적극나서려는유인이제공되고있지못합니다.
그러나 공학교육 및 연구는 산업계의 수요에 부응할 수 있도록 운영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산자부는 공과대학
을 중심으로 산학협력에 특화된 대학을 집중 육성하여 대학의 체제 변화를 유도하고, 개별적∙산발적으로 추진되고
있는우수한산학협력교육모델을전국공과대학으로확산∙보급하는노력을하고있습니다.
앞으로도산자부의R&D 정책과프로그램은산학협력에중점을두어대학과기업의자발적인협력이보다확산될
수있도록할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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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

방금도 말씀하셨지만 최근 우리나라의 공학교육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매년 이공계에서 배
출되는 엔지니어의 수는 많으나 정작 기업에서 필요한‘쓸만한 인재’
는 부족하다는 지적인데요, 산업자원부 차원에
서 준비중인 대책은 없으신지요?.

A

말씀하신 대로 공과대학간 차별성없는 백화점식 학과 운영과 이론위주의 경직된 교육시스템으로 산업계의 불만이
누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IT, BT, NT 등 신기술의 발전 및 융합화 현상에도 불구하고, 대학의 학과 및 교육체계는 기
존체제를유지함에따라학제간, 융합분야의인력공급에어려움을겪고있고, 대학이외형위주로경쟁하고, 전국의공
과대학이 유사한 학과체제와 교육내용으로 운영되다 보니 다양한 수준의 산업수요에 부응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습니
다. 이렇다보니산업계에서는대졸기술인력의기술수준미흡으로재교육에매년막대한시간적∙금전적비용을지출
하고있는상황입니다.
이제는우리나라의공학교육의일대혁신이필요한시점이라고생각합니다. 우리경제가지속적으로성장하고,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우수한 기술인력의 양성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이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 지난 5월 산
업자원부는 교육부와 함께「대학혁신과 산학협력 활성화를 위한 공동협약」
을 체결하였고, 이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양부처가함께산∙관∙학이함께하는공학교육혁신포럼을구성∙운영키로하였습니다.
동 포럼에서는 앞으로 공과대학의 특성화 및 수요자 중심의 공학교육과정 개편, 산학협력 활성화 등을 논의하게 되
며, 연말까지공학교육혁신의종합계획(Master Plan)을수립할계획입니다.
그동안대학의특성화와각종산학협력사업을부처별로경쟁적으로추진하다보니서로연계되지못해대학의구조
와 문화를 근본적으로 바꾸지는 못했다는 비판이 많았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양 부처가 관련 정책을 공동 추진하
기위해손을맞잡은것은큰 의미가있다고생각합니다. 양부처의정책공조가성공적으로추진되어대학의문화와체
질이근본적으로변화되는계기가되기를희망합니다.

10 Educational Development

Q4

지방대학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일부에서는 수요와 공급에 맞게 일부 지방대학의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얘
기하는데요, 지방대학의 발전을 위해 산업자원부에서 노력하고 있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A

저는지방대학이지역혁신의주도적인리더로나아가야한다고생각합니다. 지역균형발전을위해서는각지역내
의기업과학교와연구기관이긴밀한협력관계를유지하면서자생적인역량을키워가야하는데, 대학은우수한인력
이나연구시설등그러한네트워크를이끌어갈인프라가준비되어있기때문입니다.
산업자원부는이러한의미에서“산학협력중심대학육성사업”
을교육부와공동으로진행하고있습니다. 이사업은
우수한 지방 대학을 그 지역의 산학협력의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것으로, 전국 8대 권역의 13개 대학에 인력양성,
산학협력 제도 도입, 기반구축, 기술개발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자생적 네크워크화를 도모하
고지역밀착형산학협력기반을조성중에있습니다.
또한지방대학과지역기업간공동기술개발을통해기업체의애로기술을해결하고지방대학의우수한석∙박사
연구인력양성을지원하는“지역혁신인력양성사업”
도지방대학의역량강화를위해산업자원부가추진하고있는중
요한사업입니다.
여기서강조하고싶은것은, 산업자원부가정부부처중지방대학에대한지원비중이가장크다는것입니다. 2006
년교육부조사에따르면, 2005년산업자원부의지방대학지원비율은65.7%로, 교육인적자원부62.7%, 정보통신부
55.5%, 과학기술부42%등타부처보다상대적으로높은비율을나타내고있습니다.
앞으로도지역혁신을주도할지방대학에대한균형적인지원을위해적극적인노력을기울이겠습니다.

Q5

최근 교육인적자원부에서도 침체된 실업계 고교를 살리기 위해 산업체 참여에 의한 협약학과 등을 추진하여
직업교육을 내실화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실업계 고교에 대한 장관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A

기술 분야의 직업기초능력을 배양하여 우수한 산업인력을 조기에 육성하기 위한 실업계 고교는 산업인력의 공급
에있어핵심적인교육기관으로그동안산업인력양성의주춧돌역할을해왔습니다. 그러나최근에는입학자원의감
소, 사회적저평가등이겹치면서어려운상황을맞고있는것이사실입니다.
이제는과거와는다른모습으로의전환을꾀해야할시점입니다. 변화된실업고의현실을반영하는전방위적인혁
신을통해교육현장의수급시스템이잘작동할수있도록노력해가야한다고생각합니다.
무엇보다실업계고등학교의발전을위해서는실업계고교의교육과정이산업계의수요를정확하게반영할수있
어야합니다. 이에, 산업자원부에서는실업고가외부전문교육기관및기업과의연계를통하여산학협력형교육을실
시하도록“산학협력 우수실업고 지원사업”
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학교들은 상당한 자부심을
가지고 열성적으로 사업을 추진 중이어서 좋은 성과가 기대되며, 이 사업이 실업고의 성공모델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지원을아끼지않을것입니다.

Q6

화제를 바꿔 보겠습니다. 저출산∙고령화 문제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를 어떻게 대비하느냐가 향후
한국경제의 성쇠를 좌우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장관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A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의 저출산∙고령화문제는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급속히 진행되고 있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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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다. 지난해우리나라의합계출산율은1.08로세계에서가장낮은수준으로나타났고, 이런추세가계속될경우2026
년에는65세이상인구비중이전체인구의20%를넘는초고령사회로진입할전망입니다.
최근 정부에서는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본격 대응하기 위해‘제1차 저출산∙고령화기본계획(새로마지 플랜 2010)’
을발표한바있습니다. 영유아기자녀양육지원, 보육시설확충등을통해일과가정이양립할수있는인프라를구축하
고, 이를 통해 2020년까지 OECD 평균수준으로 출산율을 회복시킬 계획입니다. 아울러 연령차별금지 법제화 추진, 요
양인프라확충등고령인력활용을촉진하고, 성공적인노후생활기반을구축해나가는데역점을둘계획입니다.
급속한 고령화 추세는 국가 인적자원개발(NHRD) 측면에서도 일대 혁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은행에 따
르면여성인력활용제고등인적자원의혁신이뒷받침되지않을경우고령화에따라경제성장률이지속적으로하락할
것으로전망하고있습니다.
이에 우리 산업자원부에서는 예상되는 기술인력난을 완화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
을추진하고있습니다. 우선해외채용박람회개최, 국내해외유학생의우리중소기업취업연계, 외국인근로환경개선
등해외기술인력의유치를확대해나가기위한사업을진행중에있습니다.
또한여성기술인력의활용을촉진해나가기위해‘여학생공학교육선도학교지원’등여성친화적인교육인프라구
축을추진하고있으며앞으로우수여성인력의이공계진출촉진사업도적극추진할계획입니다.
무엇보다도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여 중∙고령층 노동자의 전직지원사업을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현재 수
도권중심으로진행되고있는전직지원사업을지방으로확산시켜나갈계획이며, 민간주도의인적자원개발협의기구
인 산업별인적자원개발협의체(Sector Council)와 연계하여대기업퇴직기술인력의중소기업재취업지원사업도올 하
반기부터추진할계획입니다.
저출산∙고령사회대응을위해서는정부정책만으로는한계가있다고생각합니다. 노∙사∙시민사회등각계각층의
참여와공동노력이필요하다고생각하며특히기업에서도양성평등적이고가족친화적인근무환경이조성될수있도록
노력해야하겠습니다.

Q7
A

인재양성과 관련해 좋은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리더의 모범과 역할이 절대적입니다. 장관님께서 평소 직원들에
게 교육과 자기계발과 관련하여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산업자원부직원들에게‘개척자형인재’
가되라는주문을하곤합니다. 인재를구분하는기준은여러가지가있
겠지만저는‘샐러리맨형인재’
와‘개척자형인재’
라는구분을자주활용하곤하는데샐러리맨형인재가농업적근면성
을바탕으로주어진일만지시대로열심히수행하는병사(Soldier)라면, 개척자형인재란새로운영역을창조할수있는
문제의식과 아이디어를 보유하고, 이러한 구상을 새로운 사업으로 연결할 수 있는 창조적인 도전정신을 가진 전사
(Warrior)형인재를말합니다.
특히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하여 우리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견인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산업자원부의 직원들은
개척자형인재가될필요가있다고생각합니다.
아울러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이 남보다 빠른 정보활용능력과 외국어 능력입니다. 정보통신기술의 발달
에따라이제는‘얼마나많은정보를가지고있는가’
보다는‘얼마나빨리원하는정보에접근하고활용할수있는가’
가
경쟁력의원천이되고있습니다.
글로벌 경제하에서 외국어 능력 또한 점차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보통 외국어 하면 영어를 생각합니다만, 영어는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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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이라고생각하고최근중국이부상함에따라제2외국어로서중국어구사능력도중요해지고있습니다.
코카콜라의‘120년 제국’
을‘영원한 2위’
였던 펩시콜라가 추격한 사례나, 미국의 Big 3 자동차 업체인 GM, 포드,
다임러클라이슬러가일본의도요타에의해추락당한사례는“변화없이는영원한강자가없음”
을보여줍니다.
우리산업자원부직원들도용기와소신, 배짱을가지고과감히도전하고변화와혁신을선도하는인재가되었으면
합니다.

Q8
A

마지막으로 산업정책의 최고 수장으로서 대학 및 학생, 산업체에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말씀해주십시오.

21세기지식기반경제시대에는지식과기술로무장한혁신지향적인인재가국부창출과국가경쟁력을좌우합니다.
지난 세기 부존자원이 빈약한 한국의 발전을 선도했던 주역이 이공계 출신 기술인력이었던 것처럼 앞으로도 국민소
득2만불, 3만불시대진입을선도할주역도역시기술인력일수밖에없습니다.
최근 이공계 기피현상 등 기술인력과 관련된 여러 문제들이 부각되고 있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뿐만
아니라 대학, 산업계 모두 함께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이공계를 희망하거나 재학하고 있는 학생들은, 지식기반시대
이공계의 밝은 미래를 확신하고, 성공한 CEO를 역할모델로 삼아 세계 각국의 이공계생들과 경쟁하여 이길 수 있는
실력을배양해야합니다.
대학역시교육체제를산학협력체제로전환하는등사회와기업이원하는인재를양성할수있도록부단한변화를
추구하여야하겠습니다. 산업계는인력양성의수익자인만큼정부와대학에만의존하려하지말고, 적극적인관심과
투자를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업이 외부 노동시장에서 노동력을 구입(Buy)하던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앞으로
는 장기적인 비전과 전략을 가지고 핵심인재를 양성(Incubate)할 수 있도록 기업의 인식이 바뀌어야 할 것으로 생각
합니다. KED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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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ject- 特別企劃
미래형학제개편

∙학제개편의정책과제- 김영철┃한국교육개발원교육정책연구본부장, chul@kedi.re.kr
∙학제의문제와개선과제- 홍후조┃고려대학교교수, educu@hanmail.net
∙현행학제와제7차교육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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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경철┃한국교육과정평가원수석연구위원, hkc@kice.re.kr

<< Project

학제개편의정책과제
김영철｜한국교육개발원 교육정책연구본부장,

chul@kedi.re.kr

학

제 개편의 필요성은 현행 학제가 1950년대 초에 수립된 후,

고려되어야한다. 그중에서도특별히강조되어야할사항으로는미

교육내외의상황이엄청나게변화했음에도불구하고, 그간

래사회에서의 적합성, 청소년 성장발달과의 적합성, 수요자 요구에

시대적 상황과 국민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한 학제 보완이 이루어지

대한대응성, 세계화에따른국제적통용성등이있다.

지않았고, 특히지식기반사회의전개와정보화및세계화추세등에
따라 미래사회의 급속한 변화가 예상되면서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

□미래사회에적합한교육체제구상

이필요하다는측면에서제기되어왔다. 이외에도최근의청소년성

학제는 국가백년대계라는 측면에서 최소한 50년 내지 100년 후

장발달이 빨라지고 있는 상황에서 청소년 발달 상황을 학제에 반영

의미래사회를예견하면서설계되어야한다. 현재사용하고있는학

할필요가있고, 세계화추세속에서학제의국제적통용성을제고할

제가 50년 전에 제정된 것이라는 점에서 볼 때에도, 학제 설계가 장

필요가있으며, 학제개편을통해지금까지해결하지못한각종교육

기적인안목에서설계되어야함을알수있다. 미래사회의변화로서

문제를해결해보고자하는측면도내재되어있다고볼수있다.

정보화, 세계화, 지식기반사회 등을 거론하지만, 이들 변화는 현재

학제는 국가교육의 핵심을 이루는 학교교육제도로서 그야말로

이미 나타나고 있는 사회변화들로서 학제개편을 위해서는 이보다

국가백년대계(國家百年大計)에 해당한다. 따라서 학제의 중요성만

훨씬 먼 미래를 예견하면서 그 시대에 나타날 사회변화를 고려해야

큼이나그제도의개편에서도신중을기해야하는영역이다. 학제개

할것이다. 물론불확실성을특성으로하는미래에대해장기간의예

편이교육은물론사회전반에미치는영향이실로막대하기때문이

측이그리용이하지는않다고하더라도, 현재예측가능한메가트랜

다. 이런측면에서학제개편은백년을내다보는장기적안목에서신

드를 고려하면서 그러한 특성을 지닌 사회에서 요구하는 인간상과

중히 접근되어야 한다. 1950년대 초에 제정된 현행 학제가 반세기

교육적요구등을학제구상에반영해야할것이다.

넘도록기본구조의변화없이그대로사용되어온것을보더라도, 현

지식기반사회, 정보화, 세계화 등으로 특징지어지는 미래사회는

시점에서 학제를 개편하게 된다면, 앞으로 최소한 수십년간은 새로

현행 학제의 근본적인 변혁을 요구하고 있다. 지식기반산업의 비중

이개편하는신학제를계속사용할가능성이높다. 이런측면에서학

이 급속히 증대하는 지식기반사회가 전개되면서, 산업구조가 급속

제개편방안이장기적인안목에서신중히구안되어야할것이다. 즉

히 고도화되고, 새로운 직업이 창출됨에 따라 지식근로자

수십년 후의 미래사회의 변화 모습을 전망하면서 미래사회에 적합

(knowledge workers)가 증가하게 될 것이다. 지식기반사회의 전개

한 학제로, 그리고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인재를 양성하는 방향으로

로인적자원개발의중요성이강조되면서학교교육전반에서창의적

학제개편이이루어져야할것이다.

능력을 개발하는 교육이 더욱 중시되어야 할 것이고, 직업기술교육
도 지식기반경제에서 요구하는 교육제도 및 교육내용으로 전면 개

학제 개편에 고려해야 할 사항들
새로운 학제를 설계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측면이 종합적으로

편되어야할것이다.
또한, 우리나라 인구구조는 최근의 출산율 저조 현상이 앞으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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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되면서 학령인구가 급속히 감소하는데 비해, 고령인구는 급속
히 증가하게 될 것이다. 인구 추계에 의하면, 3̃21세의 인구는
2005년1,225만명에서2050년에는528만명으로감소하고, 고령인
구는438만 명에서1,579만명으로늘어날것으로예상된다. 학령인
구의급속한감소는부모들의자녀교육에대한기대수준을높이고,
동시에양질의교육을요구하게될것이며, 고령인구의급증은노인
인구층에서의평생교육수요를증대시킬것이다.

□청소년성장발달에적합한학제
최근 우리나라 아동∙청소년들의 성장∙발달이 빨라지고 있다.
학생들의 신체적 발달은 물론 인지적 발달도 빠른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사춘기와같은성징을나타내는연령도낮아지고있다.
이러한 학생들의 성장발달의 조기화에 따라, 학제에서는 현행 6
세취학연령의인하가능성을검토할필요가있고, 6-3-3-4제에의

(re-schooling) 상황이나 학교조직이 이완∙해체되는‘탈학교화’
(de-schooling) 상황까지도상정한바있다.

한 각급학교 수업연한의 구분이 적정한가라는 문제 등을 검토해야
할필요가있다.

□국제적표준에따른학제보완
시공(時空)이 압축되는 세계화와 국제화 상황에서 지금까지의 국

□수요자요구에민감한교육체제

가별 특성을 주로 반영한 교육제도에서 탈피하여 국제적으로 통용

최근 교육체제는“수요자 요구에 민감한 체제”
(demand-

될수있도록국제적표준(global standard)에의한교육제도를도입

sensitive system)로급속히전환되고있다. 이러한교육체제에대한

할필요성이증가하고있다. 이런측면에서교육제도상에서각급학

수요는 사회적으로는 교육이 사회적 요구와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

교의교육단계, 수업연한, 졸업∙학위∙자격및학기제등을국가간

는 측면과 개인적으로는 교육이 학습자 요구를 반영해야 한다는 측

에상호교류가가능하도록재구조화할필요가있다.

면에서나오고있다. 이와같은미래사회의변화에따라교육체제에

참고로유럽국가들은볼로냐프로세스(Bologna Process)를통해

도 종전산업사회에서와는전혀다른시스템이요구될것이다. 특히

학력과학위의호환성및고등교육의질보장을강화하기위한목적

다원적 가치관과 의식구조가 형성되면서 다양한 교육적 요구가 분

으로 유럽 대학 간에 협력하는 유럽 고등교육 지역(European

출되어 이를 수용하기 위한 방향에서 학교모형도 다양하게 구안될

Higher Education Area)을2010년까지구축중에있다.

필요가 있다. 이는 교육제도의 경직성과 운영의 획일성을 탈피하여
학제를 유연화하고, 지역 특성을 반영하여 다양화하는 방안 등으로

□현안교육문제해결에기여

구체화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OECD는 미래사회의 학교

해방 이후 과열과외와 사교육비, 입시제도 등 수많은 교육문제가

교육 모습을 현재의 관료주의적 학교체제와 시장 모델의 확장 상황

발생하여이에대한종합대책이수립되었지만한국교육의근원적인

외에, 학교의 기능 및 조직이 전면적으로 재편되는‘학교 재구조화’

문제는해결되지않고있다. 이런예로써해방이후줄곧대학진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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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입시위주교육으로 학교교육이 비정상적으로 운영되어 왔고,

방안이대안으로제안되기도한다.

이를해결하기위한정책적노력을해왔지만근원적인문제인입시

그렇지만 학교단계별 수업연한을 전국적으로 통일하여 적용하는

위주교육은시정되지않고있다. 또한, 이러한대학진학위주의교육

방안과 함께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학교단계별 수업연한을 지역별

풍토로 실업교육은 침체의 늪에서 헤어나질 못하고 있다. 입시위주

로다양화하는방안이검토되어야할것이다. 앞으로지방분권화추

교육이 시정되지 않는 이유로는 사회 일반의 학력과 학벌을 중시하

세가지속되면서명실상부한지방교육자치가실시될것으로예견되

는풍조에기인한바도크겠지만, 교육체제내에서학생들의진로를

고, 교육적상황도지역에따라판이하다는점을감안할때학교단계

적성과능력에맞추어적절히선별해주지못한데기인하는바도있

별 수업연한을 지역이나 학교별로 다양화하는 방안이 적극적으로

다. 이런측면에서학제개편을통해학교의본질적기능을강화하고

검토되어야할것이다.

입시위주의교육풍토를시정하여한국교육의고질적문제가해결되

이외에도 학교단계별 수업연한을 결정하는데 있어서는 국민기

기를기대하는측면이있다. 이외에도학교제도를통해교육의수월

본교육의 제도화와 의무교육 연한의 연장 방안을 포함하여, 각급학

성과 평등성의 균형적 신장을 도모하고, 교육정책의 공공성과 자율

교의성격및학교단계간교육연계방안등이종합적으로고려되어

성의 조화를 촉진하며, 사회체제와의 유기적 연계를 통하여 학교제

야할것이다. 그리고학제구분을학교단계에따라구분하던방식에

도의생산성을제고하려는측면이있다.

서이수학년을기준으로하는학년제로의전환방안등이검토되어
야할것이다. 또한학생들의개인적학업수행능력차이를고려하여
속진할 수 있는 월반제 및 조기졸업제 등이 실효성있게 실시되어야

학제 개편을 위한 정책의제

할것이다.

학제 개편 방안에서는 다음과 같은 쟁점 사항들이 정책의제로서
중점검토되어야할것이다.

2) 취학연령인하가능성검토
아동들의성장발달이빨라지면서현재만6세의초등학교취학연

1) 학교단계별수업연한의적정화

령을인하해야한다는주장이나오고있다. 현재도초등학교의선별

학제개편하면 주로 6-3-3-4제의 각급학교 수업연한을 개편하

적인조기취학은가능하도록되어있다는점에서볼때, 초등학교의

는 것을 연상할 정도로 학제 개편에서는 각급학교의 수업연한을 조

취학연령 인하는 취학연령을 일률적으로 5세로 인하하는 방안을 의

정하는 것이 주된 관심사가 되고 있다. 이런 차원에서 현행 6-3-3-

미하는것이라고볼수있다. 최근아동들의성장발달수준을보여주

4제의 학교단계별 수업연한을 적정화할 필요가 있다. 학교 단계별

는신장이나체중이크게향상되고있는것이취학연령의인하가능

수업연한을결정하는데있어서는국민기본교육과의무교육등을고

성을보여주는것이다. 하지만, 초등학교입학시기를늦추는입학유

려한 각급학교의 성격과 학생들의 성장발달 단계 등이 종합적으로

예자가 최근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취학연령을 일률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최근 아동∙청소년들의 성장발달이 빨라지

적으로 인하하는 방안에 대한 반론도 제기되고 있다(입학유예자 비

면서 초등학교에서 아동기에 해당하는 저학년 학생들과 사춘기의

율이 2000년 3.2%에서 2005년 6.8%로 증가했음). 따라서 초등학교

성징을 보이는 고학년 학생들을 동일 교정에서 동시에 교육하는 것

취학연령의 인하 가능성을 보다 심층적인 연구 결과를 기초로 면밀

이바람직하지않다는주장이나오고있다. 이런입장에서초등학교

히검토해야할것이다.

수업연한을 단축하고, 중학교나 고등학교의 수업연한을 연장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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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취학전교육의통합화
취학전 교육이 강조되면서 유아교육이 공교육화 체제로 전환됨
에따라, 현재유아교육과영유아보육으로이원화되어있는취학전
교육의 성격을 명료화할 필요가 있다. 이런 측면에서 공교육화되는
유아교육을유아학교로개칭하여일원화하는방안도검토되어야할
것이다. 특히 공교육화되는 유아교육은 기본학제에 편입시켜 유아
교육과 초등학교 교육 간의 연계를 강화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4) 국민기본교육의제도화
과거 교육법에서는 초∙중등교육을 보통교육으로 규정하여 왔으

학생들의 진로 결정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에 해당하는 후기 중등

나, 제7차 교육과정에서는 10년간의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을 설정

교육단계인 고등학교의 계열을 분화할 것인지 아니면 통합할 것인

하고 있고, 국민기본교육의 성격을 지니고 실시되는 의무교육은

지에따라학제의기본구조가크게달라진다. 참고로지금까지중등

초∙중학교까지만실시하고있어국민기본교육에관한제도가명확

교육의계열을분화한복선형학제를유지해왔던유럽국가들도최

하게정립되어있지않다. 이런측면에서국민들의교육받을최소한

근에는 조기 선별의 비교육적 폐단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로 중등교

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국민기본교육제도를 학제에 명료하게 설

육의계열을통합화해가는경향을보이고있다. 그러면서도학교프

정할필요가있다. 이를위해국민기본교육을교육과정에적극반영

로그램을특성화하거나학교의설립및운영형태등에따라학교유

하고, 장기적으로는 국민기본교육을 의무교육화해야 할 것이다. 특

형을다양화하는경향을보이고있다. 이런측면에서후기중등교육

히 유아교육의 질 저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영∙유아교육단

인고등학교의개혁방향은계열을통합하고, 학교유형은다양화하

계를 기본학제에 편입시켜 의무교육 연한의 연장을 고려하는 방안

는방향이중점적으로검토되어야할것이다.

이모색되어야할것이다.
국민기본교육 단계에서는 학생들에게 적정한 진로를 유도하기

6) 대학교육의선진화

위해 진로탐색 및 진로지도과정을 학제에 제도화하여 운영할 필요

우리나라 학제 제정 시기의 대학교육은 극소수 학생을 위한 엘리

가 있다. 예를 들면, 초등학교에서는학생들에게다양한 직업세계에

트 교육으로 인식되었지만, 현재는 높은 취학률의 대중교육으로 성

대해이해하도록하고, 중학교에서는다양한진로를탐색해보는과

격이 변모되었다. 대학교육은 앞으로 대중화 단계를 넘어 일반화될

정을 통해, 본인의 적성과 능력에 적합한 진로를 결정토록 하며, 고

것으로전망되지만그러면서도다른한편으로는국제경쟁력을갖도

등학교에서는 향후 진로와 관련된 분야의 교육을 집중하도록 하는

록대학교육을선진화해야할것이다. 이런측면에서대학교육학제

것이다. 참고로, 프랑스는 이런 진로탐색지도과정을학제 내에 제도

를 특성화하고 전문화하는 방향이 중점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이

화하여성공적으로운영하고있다.

다.
이런 방향에서 대학교육 유형을 학문중심대학과 직업중심대학으

5) 고등학교의통합화와다양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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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대학교육은 사회체제와

다. 그리고 현행 3월 신학기제는 국제적 통용성을 갖도록 하기 위해

의 연계를 강화하도록 하고, 특히 직업중심대학은 산업발전 추세에

서는9월신학기제의도입방안을검토할필요가있다.

따른인력수요를적극반영토록해야할것이다. 이와함께외국대학
의국내유치와함께국내대학프로그램을선진화하여학력및학위

학제개편을 위해서는 보다 철저한 연구가 수행되어야 한다

등이 국제적으로 통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학제 개편

학제 개편안은 교육체제 내외의 상황을 미래지향적 관점에서 종

에따른교원양성제도의개편방안도검토되어야할것이다.

합적으로전망하면서구안되어야하고, 학제개편안에따른후속방
안으로서 학생수용계획, 교육과정 개정, 교원수급, 시설 확보 및 재

7) 평생교육체제의확립

정확보방안등에대한철저한검토와준비가필요하다. 이런측면에

평생학습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비추어, 지금까지 초∙중∙고등

서본다면, 학제개편이교육체제전반을새롭게설계하는것이라고

학교와 대학교육 등과 같은 학교교육 중심으로만 이루어진 교육 논

볼수있다.

의가평생교육차원으로확대되고있다. 이에따라, 지금까지학교교

현행 학제의 문제점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많이 지적되어 왔고,

육만을 염두에 두면서 사용해 온“학교제도”
(school system, school

이런 연유로 학제 개편의 불가피성이 제기되어 왔다고 볼 수 있다.

ladder system)라는개념도학교교육과평생교육등을망라하는“넓

그렇지만 현행 학제의 문제를 해결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미래사회

은 의미의 교육제도”
(educational system)라는 개념으로 재정립하

에대비하기위한학제개편대안의모색이그리용이한작업은아니

여교육제도전반을재구성할필요까지제기하고있다.

다. 대체로학제개편의불가피성은인정하면서도정작특정학제개

평생학습사회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학교 중심의 교육제도에서

편 대안에 대한 합의 도출은 그리 용이하지 않다. 또한 학제 개편에

평생학습이 가능한 교육제도로 전환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학교에

따른혼잡과부작용등을생각한다면, 학제개편에대한저항도예상

서의 평생교육기능이 강화되어야 하고, 학교교육 이후의 성인교육

된다. 따라서 학제 개편에 따른 파급효과와 부작용까지를 생각한다

및 계속교육기회가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성인들의

면, 학제개편에더더욱신중을기해야할것이다. 이런측면에서볼

교육기회가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대학에 성인들만을 대상

때, 학제 개편을 위한 보다 철저한 연구가 수행되어야 하고, 공론화

으로 하는 계속교육학부를 설치하고, 정규 학제와는 별도로 e-

과정을 통해 학제 개편을 위한 국민여론을 조성하는 것이 절대적으

learning 학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은 평생교육체

로필요하다.

제가 실질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학교와 일터를 자유롭게 이동

학제 개편 시기와 관련해서는 학제 개편의 불가피성이 제기되어

할 수 있는 순환형 학교-일터(school-to-work, work-to-school)

논의가 본격화되는 현재부터 학제 개편을 공론화하여 학제 개편안

체제가마련되어야할것이다.

을입안하고, 학제개편에따른후속방안을수립하여조속히시행하
는 것이 시의적절하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학제 개편 기본계획을

8) 학기제개편

수립하여 학제 개편을 시행하는 경우, 학생 수용, 교원 양성 및 학교

현재 2학기 위주로 운영되고 있는 학기제를 지역 실정이나 학교

시설 재배치 등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본다

여건 등에 따라 3, 4학기제 운영이 가능하도록 학기제 운영을 자율

면, 취학인구가 급감하고 있는 2010년대가 적기라고 볼 수 있다. 이

화하는방안이검토될필요가있다. 학기제운영을자율화해야할필

런측면에서학제개편에관한논의를지금부터본격화해야할것이

요는 초∙중등학교보다는 고등교육 분야에서 더 많이 제기되고 있

다. KED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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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제의문제와개선과제
홍후조｜고려대학교 교수, educu@hanmail.net

학

제 곧 학교교육제도는 국가의 기본제도 중 하나로서, 국가
의 교육목표를 실현하려는 제도적 장치다. 학제는 학교의

단계와 계통에 따라 교육목적, 교육내용, 교육기간(수학연한), 교육
대상, 취학연령등을구분하는학교간의종적연결구조와학교종류
별(계열별) 교육 기능을 학교간에 혹은 학교 안팎을 이어주는 횡적
연결구조로 이루어진다. 종적으로는 흔히 초등학교, 중등학교, 대학
등으로 이어지고, 횡적으로는 진학준비의 보통교육과 직업준비의
전문교육등으로나뉜다. 결국학제는학교간연계와분화관계를대
변하는매듭지어진여러마디들로이루어진체제를의미한다.
학교단계와계통별학교간의접속과분화관계및연계에따라단
선형학제, 복선형학제, 혼합형또는분기형학제, 다선형학제등으
로 구분하기도 한다. 대체로 미국식 학제를 단선형 학제라고 볼 수
있고,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유럽 국가들의 학제를 복선형 학제라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 학제는 기본적으로 단선형 학제이지만, 고교
이후에는부분적으로는복선형학제의성격도가미되어있다.

취학전단계와졸업후단계로확장정비할것을요구하고있다.
최근 들어 세계화, 평생학습, 정보화로 인해 학습자는 다양한 학
제를 접하게 된다. 또한 학습자의 성장과 발달, 교육적 요구의 다양

학제의 유형은 흔히 기본학제와 특별학제로 구분된다. 기본학제

화, 국가인적자원의전략적육성과관리의필요성증대, 세계수준의

는 기간학제라고도 일컬으며 학제의 주류를 이루는 학교교육 형태

통용 가능한 학제에 대한 요구 등에 힘입어 학제의 정비 혹은 개편

로, 현행 6-3-3-4제의 정규학교 교육에 관한 제도를 의미한다. 여

요구가대두되고있다. 우리나라현행학제가1950년대초에수립된

기에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및 대학원이 포함된다. 특

후, 지금까지 교육내적 상황과 교육외적 상황이 크게 변화했음에도,

별학제는방계학제라고도일컬으며기본학제의보완적기능을수행

근본적인 체제 정비 차원의 학제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에

하거나 사회교육의 성격을 가지고 정규학교의 교육과정에 준하는

서 학제 개편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특히 최근에는 지식기반사회

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제도를 의미한다. 여기에는 공민학교, 고등공

의전개와정보화및세계화추세등이가속화되면서학제개편을통

민학교, 기술학교, 고등기술학교, 방송통신고등학교, 방송통신대학,

한적절한대응이필요하게되었다. 그렇지만학제는교육의기본틀

각종학교 등이 포함된다. 최근 들어 대안학교, 홈 스쿨링, 사이버 학

중에틀이므로그변경은신중에신중을기해야할사안이다. 학제는

교, 학점은행제등교육을감당하는기관과그형식이다양해지고있

한 나라의 교육목표를 가장 효율적으로 수행하여 가장 효과적인 성

어학제의개념도복잡해지고있다. 또한평생학습은학제의범위를

과를가져오는것이어야할것이다. 아래에서는주로김영철등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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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2004, 2005)에 힘입어 학제 개편을 둘러싼 여러 가지 논의를 살
펴보기로한다.
학제 개편에 대한 논의가 신중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먼저 현
행학제가어떤문제점을낳고있는지에대한검토가요청된다.

넷째, 초∙중등학교를 비롯한 학교 수학연한이 부적절하며 그 운
영이지나치게경직되어있으며, 이에따라사회진출연령이늦어지
고있다. 학습자의발달과수학능력에따라수학기간이단축되거나
길어지는 융통성이 있어야 함에도 지나치게 경직되어 운영되고 있

첫째, 학제를 둘러싼 가장 큰 문제점 중의 하나는 학제가 학생들

다. 예컨대과학고와같은학교에서는고교교육을2년만으로충분히

의 발달 단계와 맞지 않는다는 점이다. 초등학교 1학년은 지나치게

끝낼 수 있으며, 학생에 따라 2년만에 중학교를, 4~5년만에 초등교

어려서 유치원생에 가까워 초등교육을 받기에는 부적절한 면이 있

육을 마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더욱이 군 복무 기간까지 포함

고, 초등학교 6학년은 사춘기에 접어들어 초등교육보다 중등교육을

하면 고급인력을 양성∙배출하는 시기가 너무 늦어서 인력 활용에

시작하는것이더적절하다는의견이적지않다. 특히아동∙청소년

지장을초래하고있다. 우리나라입직연령은27.2세이고, OECD 국

들의 키나 몸무게 및 2차 성징으로 나타나는 신체적 성장∙발달이

가 평균은 22세로 나타나고 있다. 만약 학생에 따라 속성 코스를 밟

빨라지고있다. 또한성인기의경력관리측면에서도학제는적절하

을수있는학제가수립되어있다면, 성숙이빠르고우수한학생들은

지않다고평가된다.

지금보다훨씬일찍입직할수도있을것이다.

둘째, 취학전 유치원 교육이나 그 이전 유아원 교육은 학제로서

다섯째, 제 연령대에 입학하는 학생들을 위해서는 학제가 편리하

기간 학제에 들지 못하고 학부모들이 개별적으로 교육적 대응을 하

게 정비되어 있지만, 학교를 떠났다가 되돌아오거나 교육의 기회를

고 있어, 육아 부담에 따른 출산기피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 여성

얻지 못한 성인을 위한 학제는 정비되어 있지 못하다. 특히 1980년

의 경제활동 참여로 인해 사회적으로 육아를 담당할 필요도 급격히

대이전중등과고등교육기회를얻지못한이들에게현행학제는개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만3세아 이후 유아원과 유치원은 학제 차원

방적이거나융통성이없으며때로는차별적이기도한편이다.

에서정비가이루어지지않고있다.

여섯째, 학제의다양한형식중학교급제와학년제만경직되게활

셋째, 중등학교의 경우 학생의 적성과 능력에 따라 분화된 교육

용하고있다. 학습기간을중심으로마디를나눔에있어, 학기제, 학

프로그램을 통해 적절한 진로지도에 따른 계열화된 학교가 대응되

년제grade, 단계제(학년군제)stage/cycle, 학교급제school 중학기제

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학생들의 학교 선택의 여지가 줄어들고,

와단계제가가진융통성을제대로활용하지못하고있다. 특히대학

학교는잠재적으로다양한학습요구를맞추지못하고비효율적으로

이후학기제의운영은절실함에도학년제를근간으로하고있다. 학

저성과의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평준화의 확대로 단선형에 가까

제를학생수용방식으로파악하면효율적인방법으로교육목표를효

운학교종류와계열의단순화로인해학습자집단의적절한진로분

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다면 지역과 학교의 실정에 따라 학생수용방

화가늦어지고있다. 특히고교의경우지나치게단일한형태의일반

식은탄력적이어도좋다.

고의진학위주의획일적인교육이제공되고있어, 세계적으로유례

결국 현행 학제는 여러 군데에서 병목현상을 빚고 있다고 할 수

없는 고졸자의 85%가 대학으로 진학하는 준비되지 않은 과잉교육

있다. 우리나라는 현행 학제가 수립된 1951년 이후 지난 60년 간 정

이 계속되고 있다. 또한 횡적으로 직업준비학교와 진학준비학교 사

치, 경제, 사회, 문화적 측면에서 많은 변화가 있었고, 교육의 철학,

이에 연계를 이루는 제도적 장치도 허술하다. 중등교육에서 적절한

내용, 방법, 경영방식 등에서도 많은 변화가 일어났지만, 학제 개편

진로탐색과진로결정을돕는복선형의학제혹은다선형의학제가

은거의이루어지지않았다. 보다개별적이고보다융통성있는그리

요청되고있다.

고시대변화에맞는학제의개선이요구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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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제의 제도적 개편과 운영상 개선

초∙중∙고등학교와대학교육등과같은학교교육중심으로만이루

학제는 교육외적으로 세계화 정보화 다양화를 특징으로 하는 미

어진 교육 논의가 평생교육 차원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지

래 사회로의 변화, 산업구조, 인력수요, 인구구조의 변화 추이를 적

금까지학교교육만을염두에두면서사용해온‘학교’
제도라는개념

절하게반영할필요가있으며, 교육내적으로교육인구, 교육여건, 교

도학교교육과평생교육등을망라하는넓은의미의‘교육’
제도라는

육과정등의교육체제의상황변화에적절하게대응할필요성이높

개념으로재정립하여교육제도전반을재구성할필요가높아졌다.

아졌다. 이런 점에서 보면 현행 학제가 개편되어야 할 필요성이 높
다. 이를보다구체적으로살펴보면다음과같다.

넷째, 다양한형식의교육상을담아내는학제의필요성이다. 학교
밖의 교육, 대안교육, 가내교육(홈 스쿨링), 사이버교육, 학점은행제

첫째, 초∙중등교육은 완전취학과 고등교육에서 대중교육화가

등 기간 학제 밖에서 이루어지는 것과 기간학제 안에서 이루어지는

진행되었다는 점이다. 교육의 기회는 편만해졌으며, 고품질의 교육

교육간의상호교류가필요하다. 마찬가지로서로다른외국과의입

과고성과의교육은달성되지못하고있는편이다. 해방이후우리나

학, 진급, 졸업, 자격, 면허등을조정할수있는장치도요구된다. 상

라 학생 인구는 학교급을 막론하고 폭발적으로 증가하여, 초∙중등

호간에교류를원만히할수있으면서도질적저하를가져오지않는

교육의 일반화에 이어 고등교육도 대중화 단계를 넘어 보편화되었

학제가요청되는것이다.

다. 이와 같은 각급 학교의 성격 변화는 필연적으로 과거와 다른 교

다섯째, 21세기 지식기반사회는 현행 학제의 근본적인 변혁을 포

육이념과교육운영방식을요구하게된다. 특히취학전교육의정비

함하는 새로운 교육체제를 요구하고 있다. 인적자본의 형성과 관리

가 요청되며, 중등교육이 무조건 대학진학으로 이어지도록 정치된

에 대한 국가사회적 강조, 다양한 인력 수요의 증대, 국민의 소득수

것은 재고되어야 하며, 대학교육이 대중교육화하면서 대학의 성격

준향상에따른교육기대수준향상및질높은교육요구, 적극적인

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고, 대학에 진학하는 학생들의 대학교육준비

교육의 기회균등 보장 요구, 학교 선택권 주장 등과 같은 최근의 사

도를더알차게갖출필요도높아졌으며, 실업계고교의성격도재검

회∙경제적요구및교육적필요등에부응하기위해학제에대한근

토할필요가있다.

본적검토를요하고있다

둘째, 저출산 현상으로 학령인구가 급속히 감소하는데 따른 교육

여섯째, 세계화의가속화에따른국제적표준에따른학제와국제

적대응이요청된다. 이에따라2020년대초등학교취학인구는베이

통용의교육제도가필요하다. 외국경험귀국자, 국내이주외국인학

비붐시기의4분의1 수준으로대폭줄어들것으로예상된다. 통계청

생, 탈북자등의국내에서의계속교육을보장하는장치는원활해보

의 인구추계에 의하면 3~21세의 인구는 2005년 1,225만 명에서

이지 않는다. 세계화와 국제화 상황에서는 지금까지의 국가별 특성

2050년에는 528만 명으로 감소하고 고령인구는 438만 명에서

을 주로 반영한 교육제도에서 탈피하여 국제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1,579만명으로늘어난다. 학력인구의급속한감소는부모들의자녀

국제적 표준(global standard)에 의한 교육제도의 도입이 필요하게

교육에대한기대수준을높이고, 동시에양질의교육을요구하게될

되었다. 이런측면에서교육제도상에서각급학교의교육단계, 수업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학교수, 학급수, 교원수에 대한 정책의 재검

연한, 졸업∙학위∙자격및학기제등이국가간에상호교류가가능

토를 요청하고 있으며 교육수요자 중심의 체제 개편을 요구하며 학

하도록재구조화될필요가있다.

제운영에서근본적인검토를요청하고있다.

이에반해학제와관련한문제점을제도개편이아니라제도운영

셋째, 최근취학전교육과평생교육등이강조되면서학제의범주

으로풀어도된다는입장도적지않다. 학교교육이안고있는문제는

가 확장되고 있다. 평생학습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비추어, 지금까지

적지않다. 그렇다고지금까지해결하지못한각종교육문제를학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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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편을통해풀린다는보장도없다. 누적된고질적교육문제를해결

으로 수학기간과 수학기간 동안 배워야할 학습 내용의 범위와 수준

하는데학제개편이최선의해결책이아닐수도있으며, 사안에따라

은학기별, 학년별로분명하게정립되어있고그동등성과환산장치

다른해결책이더효과적일수도있다는것이다. 학습자개인의성공

(평가인증)만 분명하다면 학제는 어떤 방식이어도 큰 문제가 없다고

적경력관리가학제라는제도만으로보장되는것은아니다. 학습과

도 볼 수 있다. 거듭 강조하건대 학제는 교육의 근간이므로 학제 때

교육을 둘러싼 문화와 제도 운영의 융통성이 개선하면서 현행 학제

문에 교육문제와 모순이 누적되었고 학제 변화를 통해 교육목표 달

를유지하자는입장의견해에도귀기울일필요가있다.

성의효과를확신할때에만학제를개편해야한다.

학제개편이라는구조적거시적제도적변화를꾀하지않고도, 각
단계의 교육목표를 분명히 하거나 교육과정을 개선하거나, 학습자

학제 개선의 기본 방향

의 발달단계에 상응하는 우회로를 지금보다 확장함으로써, 교원 양

학제는 교육의 목표를 효율적으로 수행하여 교육의 성과를 효과

성과운영을바꾸는등학제운영의내실을다짐으로써기대되는효

적으로 달성하는 수단이다. 학제는 개인의 인생 경력관리에서 교육

과를 거둘 수 있다면 그것도 애써 추구할 만한 일이다. 학제는 학생

과학습측면을제도적으로관리해주는부분이다. 학제개편을염두

수용방식의 문제로서 행정, 재정, 인사, 법규와 같이 제도이고 겉인

에두고김영철은학제발전의기본방향을다음과같이제시하고있

데반해, 그알맹이가되는교육과정을무엇으로채울것인가에대해

다.

서는상대적으로간과되고있다. 그것은학제운영에대한불만의내

첫째, 모든 국민은 각자의 필요에 따라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원

용이며, 학제가담아내는교육과정이더비합리적일수있다는것을

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개방적인 학교교육제도 구축이다. 둘째,

시사한다. 교육과정 측면에서 한 학습자가 일정한 기간을 거치면서

학습자의다양한교육적요구를수용할수있는학교제도를특성화,

가급적 중복, 단절, 비약, 후퇴(역전)가 없는 연계를 이루는 것이 중

다양화한다. 셋째, 모든 국민에게 교육기회를 균등하게 보장되도록

요하며, 그적성과능력과진로에맞는교육과정을잘정치시켜주기

한다. 넷째, 모든 학생들이 각자의 적성과 능력에 맞게 진로를 개척

만 하여도 학제 운영에서 오는 불만은 많이 줄어들 수 있다. 극단적

할수있도록진학과직업준비교육이가능한학제를구축한다. 다섯
째, 모든 학생들이 그 잠재적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교육
의수월성을추구한다. 여섯째, 교육의계속성을제고하기위하여교
육단계간 연계성을 강화한다. 일곱째, 교육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
하여 상이한 교육체제간 유기적 통합성과 연계성을 강화한다. 여덟
째, 학교제도를지역별, 설립별, 종류별로탄력적이고신축성있게운
영될수있는학제를강구한다. 아홉째, 국제사회에서통용가능한국
제적수준의학제를강구한다. 열째, 통일에대비한남북통합적학제
를강구한다.
이런학제발전의기본방향은결국현행학제의문제점을진단하
거나장차구안될발전된학제를평가할수있는준거로도활용될수
있다. 즉, 이념적 측면에서 학제는 교육목표의 효과적 달성, 개인 잠
재력 최대 발현의 수월성, 균등한 접근가능성으로서 평등성을 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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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선택)교육, 무상과 유상, 평등과 차등, 기회보장과 선별 기능,
보상교육과 능력본위교육, 계속교육과 완성교육, 진학준비교육과
직업준비교육, 공통교육과 상이교육, 사회요구 충족과 개인요구 충
족, 보편교육과특수교육, 개인인간교육과사회구성원역할교육이
다.
학제는 학교급의 성격에 따라 다른 특성을 지닐 필요가 있다. 취
학전 교육은 교육복지 차원에서 정비될 필요가 있다. 의무교육기는
누구나 필수적으로 교육받아 상대적으로 사회적 자본의 형성과 확
대에 기여하는 시기이므로 가급적 동연령층이 함께 공부할 수 있도
록되어야하고, 고등교육은상대적으로개인적자본의형성과확대
에 기여하는 시기이므로 다연령층이 언제든지 계속적 혹은 단속
적∙누적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개방성과 탄력성을 지닐 필요가 있
다. 자유로운시민은의무무상교육을마친이후에학교를떠날수있
야한다. 적절성측면에서학제는학문과기술발달의상응성, 인간발

다. 다만 의무교육기에 직업준비교육을 충분히 시키지 못하여 사회

달 적합성, 사회적 적절성을 지녀야 한다. 기능성 측면에서 학제는

진출할준비가안되어있는학생들을학교를떠나게하는것은사회

종적 횡적 연계성, 각종 요구를 만족시키는 다양성, 실정에 따른 운

적 비용을 초래하므로 적절한 완성교육을 거치도록 제도적 장치를

영의 유연성, 높은 성과를 내는 효율성, 환경 변화에 따른 개선능력

구비해주어야한다.

함께안정성을지녀야한다.

고교까지 거의 완전 취학과 진학이 이루어진다고 볼 때 고교부터
는 완성(직업)교육과 계속(진학)교육이 나란히 놓여야 한다. 고교를

학제 개선의 과제

마치고사회로진출하는학생들이소수라도그들이갈수있는길을

평생학습에 맞는 학제를 수립하려면 개선해야할 점도 많고 변화

분명히 마련하고, 직업세계에 대응하여 특수목적을 가진 학교와 학

에따르는사회적합의점도적지않다. 김영철에따르면학제개편과

과들이마련되어야한다.

관련한 과제로는 기본학제 수업연한의 적정화, 취학전 교육의 체계

이 점에서 중등교육 이후에는 상급학교 진학을 위한 계속교육과

화(유치원 공교육화), 국민기본교육제도 확립, 교원 자격 및 양성제

사회진출을위한직업준비교육으로서완성교육을아울러준비할수

도의재편, 고등학교제도의다양화, 직업기술교육제도의확립, 고등

있어야 하고, 양자 사이를 오갈 때 일정한 환산 장치를 분명히 가지

교육의선진화전문화, 평생교육체제의도입, 학기제운영개선등이

도록정비할필요가있다.

있다.

학제가유아, 아동, 청소년, 성인, 노인의전후기에필요한개인의

교육기회를 확대하는데 성공한 우리나라 학제는 이제 교육의 질

학습과 교육의 관리를 성공적으로 도와주고, 상대적으로 빈약한 교

적 수준을높이는데기여하는것이되어야할것이다. 학제는교육의

육자원으로효율적으로교육하여교육목표를효과적으로달성을하

품질을높이기위한수단이고, 개인의학습과교육을관리하는제도

려면, 현행 학제는 운영상 개선되어야할부분, 부분적으로 개선되어

적 장치이다. 학교교육은복잡하게도 이중성을 띤다. 의무교육과 비

야할부분, 전면적으로개편되어야할점이있는것은분명하다. KED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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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학제와제7차교육과정
허경철｜한국교육과정평가원 수석연구위원,

hkc@kice.re.kr

학

제와교육과정과의관계를논의하기위해서는우선두가지

학제라는개념은교육과정이라는요소를포함하고있다. 즉, 학제

핵심 주제, 즉 학제와 교육과정의 의미부터 알아보아야 한

는교육과정을포섭하고있는것이다. 따라서교육과정은학제를구

다. 그러나 이 글에서는 이 두 개념의 의미에 대한 정의는 생략하고,

성하고있는하나의하위요소라고볼수있다. 하나의단위학교는학

이두개념이어떻게관련되는지를분석하도록한다. 이러한분석을

제적개념에의하여그기본성격이부여되고, 교육과정적인개념에

한후에, 현행우리의초∙중등학제와제7차교육과정과의관계를

의하여그구체적인성격이완성, 구현되는것이라고볼수있다.

기술하면서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가를 분석해 본다. 마지막으로 개
인적인 수준이기는 하지만, 교육과정적 관점에서 우리나라 학제의

2) 현행학제와제7차교육과정과의관계

발전방향에대하여제언해보기로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학제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의
6-3-3-4제의 단선형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비록 고등학교 단계에

학제와 교육과정

서 일반계 고교와 실업계 고교, 그리고 특수목적 고교 등 다양한 계

2) 학제와교육과정과의관계

열이 있으나 이러한 계열은 이러한 계열을 지망하는 학생들의 사회

학제와교육과정간의관계는어떠한것인가? 학제란학교의교육

적계급이나신분에의한것이아니고개인의능력이나적성에따른

제도, 또는학교제도로서국가교육의목표를실현하려는제도적장

일종의 선택에 의한 것이므로 이러한 제도를 복선형으로 보지는 않

치라고정의된다. 보다구체적으로학제는학교계통과학교단계에

고있다.

따른 교육목표, 교육내용, 수업연한, 취학연령, 학교간의 종적 연결

우리나라의 아동들은 만 7세가 되면 누구나 다 의무적으로 동일

(접속 내지 분화관계)과 계열간, 학교간의 횡적 연결 등에 관한 제도

한 교육목표와 내용을 가진 초등학교에 입학하게 되며 여기서 6년

와 운영 등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교육과정은 좁게는 교육내용,

간의 초등 수준의 기초교육을 받게 된다. 그리고 6년이 지나 13세가

넓게는교육목표, 교육내용, 수업, 평가까지를포함하는일련의교육

되면 역시 누구나 다 동일한 교육목표와 교육내용을 지닌 중학교에

의과정으로정의된다.

입학하게 되고 3년간의 교육을 받게 된다. 3년 후에 학생들은 자신

위의 정의에 의하면 학제와 교육과정은 전혀 별개의 개념이 아니
다. 학제라는것이학교의교육목표나내용이란범주에대해서무관

의 희망, 능력, 적성에 따라 일반계 고등학교나 실업계, 혹은 특수목
적계고교로진학하여역시3년간교육을받게된다.

한것이아니라, 오히려적극적으로교육목표나내용을포함하는개

이러한 학제의 기본 구조는 해방 이후 지금까지 50여 년 동안 변

념이고, 교육과정이란 것이 기본적으로 교육내용이나 목표에 관한

하지 않고 계속되어 왔다. 그동안 여러 차례 이러한 학제 구조에 문

개념이라면 이 두 개념 간에는 그야말로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이

제가 있다고 학제의 개정 방안이 제기되기도 했으나 학제의 개정은

다. 포섭관계라는 표현이 이 둘의 관계를 가장 잘 표현하고 있다고

교육제도의 가장 기본적인 것을 변화시키는 것이니만큼 개정의 파

볼수있다.

장이너무나크고, 개정의범위가너무나광범하여감히학제의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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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내용을구성하는방식에서기존의교육과정체제와는근본적으
로 다른 입장을 취했다. 6차까지의 교육과정에서는 학제에서 정한
각급학교의수업연한에맞추어초등학교교육과정, 중학교교육과
정, 고등학교교육과정의체제를갖추고, 그러한체제하에서교육내
용을선정하고조직했다.
그러나 7차 교육과정에서는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
까지를하나의체제로묶어이를‘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
이라고명
명하고, 고등학교2, 3학년을또다른하나의체제로묶어‘선택중심
교육과정’
으로 명명했다. 그리하여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1
학년까지배울 내용으로국민공통기본교과10개 교과를정하고, 교
과내용상의연속성을전제로하여교육내용을선정, 조직했다. 그리
고 고등학교 2, 3학년 교육과정은 이러한 10개 공통 교과를 세분화
한과목들과함께몇가지다른교과목을첨가하여다양한종류의선
택과목들을설정하고과목별내용들을선정, 조직했다.
을 시행하기가불가능했던것이다. 그래서지금껏기존의학제가계
속유지되고있다.

7차 교육과정의 이러한 체제, 즉 국민공통기본 교육과정 10년과
고교 2, 3학년에서의 선택중심 교육과정 2년이라는 체제는 현행 학

학제는 앞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학교 제도 전반을 의미한다. 그

교급별수업연한이라는학제에비추어보았을때일치하지않고있

러므로학제의변화나개정은그변화나개정의범위가좁은것부터

다. 어쩌면 일종의 갈등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교육과정 체제가

광범한 것까지를 포괄한다. 그 동안 우리나라에서 제기되었던 학제

학제에 일치하려면 기존의 교육과정 체제처럼 초등학교 6년 교육과

개정(혹은 학제의 발전 방향) 논의는 주로 각급 학교별 수업 연한을

정, 중학교 3년 교육과정, 고등학교 3년의 교육과정 체제로 구성되

중심으로 제기되었다고 볼 수 있다. 예컨대, 초등학교를 6년 대신 5

어야할것이다. 그러나현재7차교육과정은그렇지가않다. 우리의

년으로 하고, 중학교는 3년 그대로 하며, 고등학교를 현행의 3년에

기본 학제 구조와 7차 교육과정 구조간의 불일치 문제를 어떻게 해

서4년으로연장하는안이대표적인제안중에하나이다. 그러나각

석하고, 처리해야할것인가는하나의중요한논의거리가된다.

급학교별수업연한을중심으로하는학제의변화는그변화의폭이
너무크며, 그변화의파장이너무크기때문에논의는제기되었지만

3) 7차교육과정개정에서의교육과정구조변화의배경

시행은커녕 시행을 전제로 한 구체적인 논의조차 본격적으로 이루

7차 교육과정에서는 왜 기존의 학제 구조와 맞지 않는 교육과정

어진적이없었다.

구조를 채택했을까? 3개의 학교급으로 되어 있는 기존의 학제 구조

각급학교의수업연한을중심으로한학제개편은이루어진적이

와 그에 걸맞는 기존의 교육과정 구조들을 무시하고 국민공통기본

없지만 각급 학교의 교육내용을 구성하는 방식에 있어서 학교급별

교육과정과 선택중심 교육과정이란 이원 체제로 교육과정 구조를

수업연한의변화를시도한것과어떤의미에서는거의동일한결과

개정한이유는무엇일까? 이문제에대한7차교육과정개발연구보

를 초래한 것이 7차 교육과정이었다고 볼 수 있다. 7차 교육과정은

고서의내용은다음과같다.

26 Educational Development

<< Project

“우리나라 모든 국민에게 동일한 기간 동안 동일한 교육 내용을 가르치
기 위해서 국민공통기본 교육과정이 도입될 필요가 있다. 그 주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세계적으로 생활 수준의 향상과 더불어 모든 국가가 사
회 복지 차원에서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무상으로 실시하는 의무 교육인
국민공통 기본 교육기간이 확대되는 경향이 있다. 21세기는 교육이 국가
안보의 가장 중요한 무기로 작용할 가능성이 많다는 점에서 모든 국민에게
보다 확대된 기간의 교육을 효과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기제로서 국민공통
기본 교육과정이 도입될 필요가 있다. 둘째, 산업사회로부터 후기 산업사회
로 넘어가면서 단순 노동, 기능직이 고등 정신력과 판단력이 요구되는 직
종에 의해 대체됨에 따라 모든 국민의 기본 교육이 보다 충실해져야 한다
는 요구가 강해지고 있다.
이러한 필요에 부응하여 도입될 국민공통 기본 교육과정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국민공통 기본교육 기간의 설정은 토, 중, 고등학교간의

보다는10년으로하는것이바람직하다는것이다. 다른하나는이기

학교급별 차이에 따른 연속성이나 연계성의 부족을 극복할 수 있다는 장점

간의동안의교육을보다충실하게, 보다효율적으로하기위해서는

이 있다. 특히 국민공통 기본 교육 기간 동안 교육내용 조직이나 수준별 교

학교급별 차이에 따른 교육내용상의 중복이나 비약 등을 제거함으

육과정의 편성에 있어서 연속성의 보장을 제도화할 수 있다.……국민공통

로써 교육내용상의 연속성이나 연계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한데 그

기본 교육 기간에 지나치게 세분화되어 있는 교과목 수를 10개로 제한함으

렇게하기위해서는7차와같은교육과정적인제도적장치가필요하

로써 파편화된 지식의 전수를 예방하고 한 학기에 지나치게 많은 수의 교

다는것이다.

과를 가르치는 문제를 예방할 수 있다.”
(한국교육개발원, 1996, 50-51)

그러나위보고서에기술된이러한내용은필자가이해하는한사
후적 해석이다. 즉, 7차 개정 작업에서 위와 같은 이유가 먼저 존재

위 인용문에 의하면 7차 교육과정에서 기존과는 다른 교육과정

하고그러한이유로인하여7차교육과정의이원구조가발생했다고

구조를도입하게된이유는, 첫째의무교육이라고할수있는국민공

볼 수 없다. 위의 이유는 7차 교육과정의 이원적 구조가 먼저 있고,

통기본교육기간을늘리기위해서이며, 둘째모든국민에게확대된

그러한구조가발생하게된이유를추정하고, 그러한구조가있음으

기간의 교육을 보다 효과적으로 실시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셋째,

로해서발생할수있는긍정적효과를추정하여기술한내용이라고

모든국민의기본교육을보다충실하게하기위해서, 마지막으로학

할수있다. 물론이러한추론은나름대로타당성이있다. 그래서우

교급별 차이에 따른 교육내용상의 연속성이나 연계성의 부족을 극

리는7차교육과정의이원적구조가그러한목적으로성립되었을것

복하기위해서였다.

이라고믿게될수도있다. 그러나7차교육과정의이원적구조의진

인용문에 나타난 이유를 4가지로 해석하여 제시했으나, 이 네 가

정한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실제로 이러한 구조를 처음으로 제안하

지이유는엄밀한의미에서는상호배타적이지못하다. 보다엄격하

고, 7차 교육과정으로서 성립시킨 사람이 지녔던 진정한 이유를 찾

게 보자면 두 가지 이유라고 볼 수 있다. 하나는 국민 모두에게 동일

아내야 하는 것이다. 필자는 아직 그러한 연구를 수행하지 못했다.

한교육내용을가르치는국민공통기본교육기간을9년으로하는것

그래서현재로서는7차교육과정의이원적구조의진정한이유나목

교육개발│2006 summer

27

│특별기획│미래형학제개편

적에 대하여 사후적 설명이 아닌 진정한 원인이나 이유는 모른다고
말하는것이타당할것이다.
실제로 7차 교육과정은 복잡한 과정을 거치면서 여러 사람이나
기관에의하여개발되었기때문에7차교육과정의구조가어떠한발
생적 과정을 거쳐서 완성되었는지를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하게 아
는사람은없다. 개발의과정에서필자가부분적으로파악한바에의
하면 7차 교육과정의 이원적 구조는 다음의 두 가지 이유에서 제안
되었다고본다.
첫째는학제를개정하기위한준비(혹은예비) 단계로서교육과정
구조를7차와같은방식으로개정했다는것이다. 7차교육과정개정
은 김영삼 정부 당시 발족한 교육개혁위원회(교개위)가 제안한 수많
은 개혁 사안 중의 하나에 불과한 것이다. 교개위의 개혁 아젠다 속
에는학제개혁도포함되어있었다고한다. 그러나논의를거치는동
안학제의개혁은그파장의범위가너무넓어서교개위에서제안하

일한 내용을 배우도록 함으로써 현행 9년의 의무 교육 기간을 10년

고시행하기에는힘이벅찼을뿐아니라학제의개혁이전에선행되

으로 연장하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하여 교육과정의 구조를 이원적

어 개혁되어야 할 사항들이 산적해 있었음으로 학제의 개혁은 보류

으로구성했다고한다. 사실10년동안모든학생들이동일한내용을

했다고 한다. 그러나 학제를 개혁하지는 않았지만 교개위는 언젠가

배우도록 교육과정이 되어 있다면 10년간의 교육은 의무 교육화하

다음 기회에 학제를 개혁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학제와 관련되는 다

는것이당연히바람직할것이다. 교육과정구조의개편을통하여의

른 부분들을 변화시켰는데 그 중의 하나가 교육과정의 구조라는 것

무교육기간을연장하는계기를만들자는의도였던것이다.

이다.

물론이러한두가지이유가7차교육과정구조를‘국민공통교육

교개위에서 학제 개혁을 염두에 두었을 때 어떠한 방향으로 변화

과정’
과‘선택중심 교육과정’
이라는 이원적 구조로 개정하게 된 진

시키고자 했는지는 알 수가 없다. 그러나 한 가지 예측할 수 있는 것

정한 동기인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기존의 학제와 맞지 않는다는

은고등학교의2, 3학년은교육과정의구조상기존의구조와다르게

불편함에도불구하고교육과정구조를7차와같은식으로개정한데

구안함으로써차기학제개편에서고등학교2, 3학년을하나의체제

에는 교육과정을 먼저 특정한 방향으로 바꿈으로써 추후에 학제를

로설정하는새로운학제를염두에두지않았는가하는점이다. 고등

그러한 방향으로 개정하는데 수월하게 하겠다는 의지가 내포되어

학교를4년으로하여전기2년, 후기2년으로설정하는새로운고등

있다고 볼 수도 있다. 어쨌든 이 문제는 그 자체가 하나의 문제로서

학교의 학제를 염두에 두었다면 학제를 그러한 방향으로 개편하지

연구되어야할부분이다.

는 못했을지라도 교육과정 체제만이라도 그러한 학제를 지향하는
방향으로개편할수는있었으리라고추측할수있다.

학제 개편의 방향

두번째이유는비록당시의학제와는맞지않지만국민공통교육

현행 학제의 구조와 현행 7차 교육과정의 구조와는 서로 맞지 않

과정을10년으로설정하고이기간동안은전국의모든학생들이동

는다. 학제의 구조는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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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있다. 그러나 7차 교육과정은 국민공통 교육과정 10년, 선택중

안은 선택중심 교육과정으로 운영하고 전기 2년은 공통필수 교육과

심교육과정2년으로되어있다.

정으로운영함으로써사실상국민공통기본교육에해당되는교육을

각급학교들의수업연한은학제의가장중요한요소중의하나이

실시한다. 중학교는 3년으로 하되 현행의 초등학교 6학년을 중학교

다. 7차 교육과정의 구조는 확실히 이러한 현행 학제의 구조를 무시

1학년으로 하되 그 대신 현행의 중학교 3학년은 고1로 올리기 때문

하고 있다. 이론상, 논리상으로 현행 학제와 7차 교육과정의 구조는

에 중학교의 수업 연한은 변함없이 3년이 되는 것이다. 초등학교는

이렇게 갈등하고 있는데 7차 교육과정을 현재의 학교에서 운영하는

5년으로 하되 유치원 1년을 완전 공교육화하여 이를 초등학교에 편

데에는실질적으로특별한문제가없다. 그렇기때문에지금까지특

입시킴으로써 초등학교 교육은 실질적으로는 K-5로서 6년이 되는

별한문제없이7차교육과정은운영되어왔던것이다.

셈이다. 이경우전기고등학교2년, 중학교3년, 초등학교5년, 유치

그러나 현실적으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해도 이러한 갈등
의문제를그대로존속시킬수는없다. 보다바람직한방향으로개정

원1년, 도합11년이국민공통교육과정으로운영되는체제가되어7
차교육과정보다공통교육기간이1년더연장되는결과가된다.

을 해야 한다. 개정의 방향은 기본적으로 두 가지이다. 하나는 7차

지금까지제기되어온학제개편의방향은대체로K-5-3-4제도

교육과정의 구조를 현행 학제에 맞게 수정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였다. 이러한학제구분을개편의방향으로제기한주요이유는이러

그 반대로 현행의 학제를 7차 교육과정의 구조에 맞도록 개정하는

한학제구조가학생들의발달단계나사회적요구에보다적합하다

것이다.

는 것이다.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은 그들의 신체와 정신의 발달상
초등학교보다는 중학교 수준의 교육에 더 적합하며, 고등학교의 경

1) 7차교육과정을학제에맞추는방안

우적성을발견, 신장하며장래의진로를결정해야하는고등학교시

7차교육과정을현행학제에맞게수정하는방식은국민공통기본

기는 3년보다는 4년이 더 적절하다는 이유에서 학제 개편의 정당성

교육과정이라는 체제를 파기하는 방식이다. 초등학교 교육과정, 중

을제기하고있다.

학교 교육과정, 그리고 고등학교 교육과정으로 교육과정 구조를 개

현재 우리나라는 초등학교 6년과 중학교 3년, 도합 9년을 의무교

편하는것이다. 물론이경우초등학교와중학교, 그리고고등학교의

육으로하고있다. 그러나장기적으로K-5-3-4제도를도입하고, K

교육과정의 내용은 밀접하게 연계되도록 한다. 학교급간 교육내용

부터 전기 고등학교 2년까지 즉 11년을 의무교육으로 하며 이 기간

의 연계성은 굳이 국민공통 기본 교육과정이라는 개념을 도입하지

을국민공통기본교육기간으로설정하고, 그시기에배우는교육내

않아도교육과정구성의원리상원래지켜지게되어있는것이다. 단

용을 동일하게 함으로써 국민공통 기본 교육과정으로 운영하는 것

고등학교의 경우 선택중심 교육과정을 고교 2학년에서부터 시작하

이바람직하다고생각한다. 그리고고등학교후기2년은명실상부한

는 것이 아니라 1학년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다. 즉, 고등학교는 전

선택중심 교육과정으로 운영하는 것이 우리 교육의 질을 높이는데

체를선택중심교육과정으로운영하는방안이다. 이경우현행학제

기여하는학제구조이자교육과정구조라고생각한다.. KEDI

와교육과정간에는아무런이론적갈등이없게된다.

2) 현행학제를7차교육과정의구조에맞추는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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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 차일드케어법 제정 (영국교육기술부, 7/12)
영국정부가역점을두고추진해온차일드케어법안(Childcare Bill)이국왕의재가를얻음으로써법
률로서 제정되었다. 정부의‘차일드케어 10개년 전략’발표 이후 지난 2005년 의회에 제출된 이 법안
은5세미만의모든아동들의부모가원할경우무상으로조기교육과차일드케어를제공하고더나은
조기교육서비스에접근할수있도록규정하고있다.
또한 이 법은 직장에 다니는 부모들에게 더 많은 차일드케어 선택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직장과 가
정사이에균형을이룰수있도록하고지방교육당국에이의이행과불평등요소의제거임무를부여
하고있다.

○ 프랑스, 비행 방지 법안에 대한 비난 증가(르몽드, 6/29)
니콜라사르코지내무장관이입안하여오는9월의회심의를앞둔‘범죄예방법’
안이지나치게처
벌 위주의 억압적인 내용으로 되어 있다는 비난이 교육 전문가와 교원 노조 및 녹색당을 비롯한 좌파
정당등에서제기하고있다.
특히 16세 미만 미성년 범죄자에 대해 일괄적인 투옥을 규정한 동 법안은 법관의 재량권마저 침해
한다는 비판에 직면해 있다. 반대진영에서는 내년 대선을 앞두고 현 우파정부의 유력한 차기 후보인
사르코지장관이이번에는청소년들을속죄양으로만들었다고비난하고있다.

○ 프랑스, 교육부 조류독감 확산에 따른 수업 결손 막기 위한 원격 교육 준비 완료(르휘가르6/26)
올해초조류독감바이러스(H5N1)의확산으로교통마비와우편물의발송지연및경제성장둔화
등의 위험에 직면한 프랑스는 조류 독감 확산 예방 조치의 일환으로 휴교 조치에 들어갔던 학생들의
수업 결손을 막기 위해 초∙중∙고교 과정을 텔레비전과 라디오를 이용해 원격 수업을 할 계획하고
있다고밝혔다.
프랑스교육부가마련한원격수업계획안에따르면, 교육과정은라디오채널
‘프랑스컬처(France
Culture)’
와 텔레비전 채널‘프랑스 5’
를 통해 방송되며, 인터넷은 아직 컴퓨터 보급률이 낮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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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형평성’문제를들어일단보류하고있다. 60여명의강사들이참여한총240시간분량의원격교
육프로그램의방영은올해9월말로종료될예정이며약 3개월분의수업진도에해당된다.

○ 프랑스, 정부‘학습성공기숙제도’운영 실시(르몽드,6/6)
프랑스교육연구기술부는현재10여개중학교에서운영중인‘기숙사연계제도’
가학습장애학생들
의집중력감퇴를초래한다며게토효과라는비효율성을지적했다.
‘기숙사연계제도’
는어려운가정환경을동반한학습장애학생들에게낮시간동안최고해당학년1
년간기숙사에수용하여기존교육과정에복귀할수있도록도와주는제도로서1998년부터공식화된
이후도심인근이민자밀집지역등을중심으로개발, 운영되어왔다.
이제도의비효율성을개선하기위해최근교육연구기술부는사회단결에관한2005년1월18일법
령에근거하여‘학습성공기숙제도’
를개시하여학생지도자, 청각치료사등인건비에금융지원을추
가한다고밝혔다.

○ 일본, 이르면 2008년부터‘교원면허 갱신제’도입(아사히, 7/12)
일본에서는 이르면 2008년부터‘교원면허 갱신제’
가 도입될 예정인데, 이 제도는 그 대상을 현직
교원뿐 아니라 면허는 있지만 교단에 서지 않는 이른바 '페이퍼 교사'에게까지 확대하고 있어, 교원면
허제도의큰전환점이될것으로보인다.
일본 중앙교육심의회는 교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 저하를 지적하며, 제도 도입과 함께 현재 종신
으로설정돼있는교원면허의유효기간을10년으로단축하고, 교원으로하여금기간만료전에30시
간의강습을받게해, '교원으로서필요한자질과능력'의 보유여부를평가하기로결정했다. 수료라고
인정받지 못할 경우 교원 면허는 일단 효력을 잃게 되며, 재취득하기 위해서는 '회복강습'의 수강∙수
료가필요하다.

○ 일본, 문부과학성 공립학교 교원급여제도 전면 재고 방침(아사히, 6/11)
일본 문부과학성은 전국 공립학교의 교원급여제도를 전면적으로 재고할 방침이며, 구체적인 방안
으로 시간외 수당 도입과 능력∙실적의 급여 반영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는 정부의 세출삭감정책
에 대응하는 조치인 동시에, 능력에 맞는 정당한 처우를 함으로써 교원의 사기를 향상시키기 위한 것
이라고밝혔다.
급여제도의 재고 대상은 공립 유치원과 소∙중∙고 및 양호학교 등의 교원 약 100만 명으로, 문부
성은우선이달말부터근무실태파악을위한조사(약6만명)를실시할계획이며, 재무성등과의절충
을거쳐올해안에결론을도출할방침이라고밝혔다.

○ 중국, 초∙중학생 학적관리 전자화 실시(신화통신, 6/15)
지난6월14일, 중국정부는올해말에모든초∙중학생들에게무료전자학생증을보급할예정이라
고발표했다. 이카드에는칩이내장돼있어학적기록이저장될뿐만아니라, 교통카드기능까지있는
것으로조사됐다. 한편내년새학기부터는학적관리전자화를전면적으로실시함에따라학부모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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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를통해수시로학생들의성적등을포함한여러정보들을파악할수있을것으로전망된다.

○ 중국, 유학생 수 세계 1위(인민일보, 6/6)
유네스코가 전 세계 100여 개 국가 대학의 유학생 상황에 대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중국은 세계에
서 유학생 수가 가장 많은 국가이며 중국의 대학 유학생은 전 세계 유학생의 40%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세계최대유학생수출국으로서중국유학생은대부분미국, 일본, 영국에집중돼있는것으로조사
됐고, 1999~2004년전세계유학생수는41% 증가해175만명에서250만명으로확대됐으며같은기
간동안각국대학의모집률역시40% 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 한편, 전세계6대유학국가는전체
유학생의67%를수용하고있는상태로, 이러한6개국가의유학생비율은각각미국(23%), 영국(12%),
독일(11%), 프랑스(10%), 호주(7%), 일본(5%)인것으로알려졌다.

○ 중국, 베이징 시 빈곤 대학생들에게 장학금 지원‘희망 프로젝트’개시(인민일보, 7/14)
중국 베이징 시 위원회와 청소년발전기금회 등이 주관하는‘희망 프로젝트’
가 지난 7월 18일(화)부
터가정형편이어려운대학생들에게도처음으로장학금을지원하기시작한것으로조사됐다.
이번활동은일대일지원과일반지원의두가지방식으로진행될예정인가운데, 중국전체사회를
대상으로기부금을거둘방침이다. 특히일대일장학금지원방식은한학생당4,000위안이지급되고,
일반장학금지원은지원금액이제한돼있지않을것으로조사됐다.

○ 호주, 대학들이 개혁 주도(Australian Financial Review, 7/3)
많은호주의상위권대학들이학교운영을합리화하고국제적제휴를강화하기위한전략들을앞다
투어 개발하면서 호주의 고등교육 분야는‘자율적인 개혁(do-it-yourself reform)’
의 시대로 접어들
고있다. 즉지난20년동안은연방정부에의해개혁이주도되어왔지만이제는대학들이스스로전략
을마련하고있는상황이다.
특히, 호주의 멜버른 대학이 이러한 시대를 선도하고 있는데, 이 대학은 자신의 야심찬‘신세대
(New Generation)’커리큘럼을 마련하여 정부의 승인까지 받았다. 또한 맥쿼리 대학은 자신의 연구
능력을높이기위해이달중50명의교수를신규채용할계획이다. 이밖에지난달시드니액학은기
존의16개학부를9개로통합하는세부계획을발표했으며, 뉴사우스웨일스대학역시지난달대학운
영의비즈니스적기능과학문적기능을분리하는구조조정세부계획을발표한바있다.

○ 호주 교육과학훈련부, 교사들의 교직 선택∙이직 동기 분석한 종합보고서 발표(호주 교육과
학훈련부, 2006/6)
2006년 5월, 호주 교육과학훈련부는 교사들의 교직 선택 동기와 이직 동기 등을 분석한 종합 보고
서를발표했다. 이보고서는호주를비롯한국제적차원의연구결과를종합하고있는데, 이보고서에
따르면 교직을 직업으로 선택한 사람들은 주로 다른 직업과의 차별성, 어린이들과의 즐거운 관계 등
교직 '본래'의 장점을 선택 이유로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급여, 업무량, 고용환경, 사회적 지위 등‘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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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질적인’이유가교직을선택하지않거나교직을떠나도록하는가장중요한요소였다고밝혔다.

○ 미국, 스펠링스 교육부장관 고등교육 발전 위해 7억 9,000만 달러 지원 발표(미국연방교육
부, 6/21)
마가렛스펠링스미국 연방교육부장관은오는7월 1일부터펠 그랜트(Pell-Grant) 장학금수령자
격이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Academic Competitiveness Grant 장학금과 National Science and
Mathematics Access to Retain Talent (SMART) Grants 장학금의 제공을 확대하기 위해 7억 9,000
만 달러를 지출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펠 그랜트 자격 학생은 메일 등을 통해 최대 1,300달러까지
새로운 Academic Competitiveness grant를 신청할 수 있고 과학, 기술, 수학, 외국어 등을 전공하는
3~4년차의 펠 그랜트 자격 학생 중 소정의 요건을 갖춘 학생은 자동적으로 2006~2007학년도 동안
SMART 장학금을지급받을수있게된다.
이는 대학생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부시 대통령의‘American Competitiveness Initiative’
의
일환이라 할 수 있는데, 이러한 보조금을 통해 학생들이 과학, 수학, 외국어 등 글로벌 차원에서 수요
가높은전공들을선택하도록유도할전망이다.

※ 펠 그랜트(Pell Grants)는 대부금이 아니므로 후에 갚을 필요가 없는 장학금이다. 대학생들은 1
년에200�2,300달러를학위에따라6년까지받을수있다. 이것은성적순에의해몇명만주는것이
아니라정부에서자격요건을정해놓고이에해당하는사람에게모두주는것이특징이다.

○ 미국, 워싱턴 D.C. 교육위원회 공립학교와 차터스쿨 간의 제휴 승인(워싱턴포스트, 6/15)
워싱턴 D.C. 교육위원회는 공립 초등학교와 중등과정의 차터스쿨 간의 제휴를 승인한다고 발표했
다. 이는혁신적이고전례가없는일이어서더환영받고있는상황이다. 이계획의지지자들은이계획
이 최근 수년간 공립학교 등록 학생의 수가 줄어들고 있고 차터스쿨에 잠식당하고 있는 현 상황을 타
개할묘안이라강조하고있다. 지난5년간워싱턴D.C. 지역의공립학교들은약1만명의학생들을차
터스쿨에빼앗겨왔으며이로인해일부학교는폐쇄될위기에놓여있다.
이제 이들 공립학교들은 차터스쿨의 수준 높은 프로그램들과 연계함으로써 다시 학생들이 증가하
고 있는 상황이라고 반기고 있다. 그러나 워싱턴 D.C. 교육위원회 위원인 토미 웰스는 차터스쿨간의
수준 차이가 매우 크기 때문에 일부 차터스쿨만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고 강
조했다.

○ 미국, 교육부 연례보고서, 미 고등학생들의 수학∙과학 학업 성취도 부족 지적(미국 연방 교
육부, 6/1)
미국 연방 교육부 산하의 국립교육통계센터(NCES)가 발표한 2006년 교육여건 보고서(The
Condition of Education 2006)에따르면, 미국의고등학생들은수학과과학분야에대한국제평가에
서여전히아시아나유럽학생들에비해뒤지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그러나초등학교4학년생의경
우, 다른국가학생들에비해미국학생들이우수한것으로나타났다. 마크슈나이더NCES 위원은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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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년의경우미국학생들이상대적으로우수하나고등학생의경우는그렇지못하다고지적했다.
미국 의회의 지시에 의해 매년 작성되는 이 보고서는 학생들의 학업 성취에서부터 학교 환경에 이
르기까지50가지지표에관한통계자료를제공하고있다.

○ 독일, 사민당(SPD), 2007년부터 유치원 무료화 추진(벨트지, 6/21)
독일사민당(SPD)은 2007년부터조기교육을장려하기위해 유치원교육무료화를추진할방침이
다. 이는 유치원 교육이 어린이들의 발전 가능성을 결정적으로 개선시킬 수 있다는 연구 자료를 바탕
으로추진하는것이다. 또한이계획은부가가치세의조세수익에서약3,750만유로를충당해지원할
계획이다.

○ 싱가포르 교육 종사자들, 분야에 따라 연봉 차이 크게 나타나(투데이, 6/10)
싱가포르통계청이지난해실시한조사결과에따르면, 기술전문학교교사또는대학교수들의봉급
이랭귀지스쿨교사들에비해3배나높은것으로나타났다.
이조사결과에따르면, 싱가포르고등교육분야종사자의연봉은2년전사상최고수준인평균8만
3,000달러였으며, 이는 지난해 다소 떨어졌지만 여전히 싱가포르 전체 교육계 종사자의 평균 연봉인
5만 9,500만 달러를 크게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랭귀지 스쿨과 같은 다른 분야의 교육계
종사자는매우낮은수준인연2만6,200달러를받는것으로나타났다.

○ 싱가포르, 교육부 사립학교 설립 신청 적극 수용 방침(싱가포르교육부, 6/5)
싱가포르교육부는사립학교의설립에관한새로운계획을발표했다. 새로설립되는사립학교는싱
가포르 학생들에게 더 많은 선택 기회를 제공하게 될 것이며, 동시에 외국 학생들이 싱가포르에서 공
부할수있는더많은길을제공하게될전망이라고밝혔다.
그러나 사립학교는 싱가포르 교육부의 2개 국어 정책을 준수해야 하며 국기 게양이나 국가 제창과
같은 국가적 의식은 물론 국가교육(National Education: NE) 과정을 정규 교육과정에 포함시켜야 한
다고 강조했다. 현재 싱가포르 교육부는 이러한 사립학교가 전체 학교의 50%를 차지하게 될 것이라
전망하고있다.

○ 핀란드, 교육위원회 헬싱키를 국제 교육도시로 개발할 것을 제안(핀란드교육부, 6/8)
핀란드 교육위원회는 안티 칼리오마키 핀란드 교육부장관에 제출한 보고서를 통해 핀란드가 유럽
학교(European School) 또는연합학교(Associated School)를헬싱키에건립해야한다고제의했다.
또한 이 위원회는 오는 2007년에 유럽화학원(European Chemicals Agency)이 핀란드에 설립되는
것을계기로최고수준의화학교육서비스를제공할수있도록해야한다고지적했다.
현재 유럽에서는 모든 회원국들에게 인정되는 고등 교육 자격증인‘유럽 학위(European
Baccalaureate: EB)’
가 수여되고 있는데, 유럽 학교나 연합 학교의 설립을 통해 핀란드에서도 EB 학
위를딸수있게될것이라고이위원회는설명했다. KED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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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학제의 틀을 만든다고 해서,
그 학제에 준해서 모든 학교를 한꺼번에 건축한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3~4만 개의 학교를 일시에 짓는다는 것은
재정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
따라서 영국의 경우는 기존에 자생적으로 설립된 학교들이
학령기 아동의 (가령) 60% 정도를 수용할 수 있는 정도였다면
정부는 나머지 40%의 아동을 수용할 수 있는 학교를 지었다.
그리고 그 40%를 건축한 것도 1870년부터
수십 년의 세월이 지나서였다.

World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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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학제수정동향
최봉섭 ｜비컨 리서치 대표, choi@brcu.com

영국의 학제

학교는 deemed middle, lower seco

영국의 학제는‘기본적으로’6-5-2-

ndary, upper secondary, 6th form으
로나누어져있다.

영국에는 졸업장이 없고 자격증만 있다. 한국

3제를 가지고 있다. 여기서‘기본적’
이

의 실업계 고등학교의 예를 든다면, 학생이 졸

라는 단서를 단 이유는 모든 학교가 그

영국에서 통상 초등학교(primary

업할 때 졸업장을 수여받고, 또한 자격증 시험

러한 편제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말이

school)라고 불리는 것은‘infant and

에 합격하면‘기능사 2급’
이라는 자격증을 가

다. 우선 초등과 중등교육 부문만 연령

junior'이며, 이런 학교는 1학년에서 6학

지게 된다.

별로 살펴보면, 영국 교육부가 발행하는

년을 수용한다. 그리고 전체 초등학교의

통계집에는 초등의 경우 여섯 가지, 중

73%가 이런 학교들이다. 나머지 27%의

등의경우는세가지로나누고있다.

학교는 유치원과 2학년까지 수용하는

초등학교 수준별 소그룹 수업 모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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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는 infant, first, infant and

infant, 3~6학년을 수용하는 junior, 1학

junior, first and middle, junior,

년에서 4학년 또는 6학년까지 수용하는

deemed middle 등의 학교가 있고, 중등

first, 초 5~6학년에서 중 3학년까지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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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학교설립의 역사적 과정을 영

격증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통상 세

국과 한국은 달리 하고 있기에, 영국의

개 과목의 학력자격증을 요구한다. 예를

따라서 초등 5학년까지 제공하는

학제는 한국의 학제처럼 일괄적이지 않

들면, 대학의 인문학부 역사학과라면 영

first school이 있다면 그 근처에는 초등

다. 영국에서 이렇게 지역에 따라 학제

어는 요구하지만 수학의 학력 자격증은

6학년부터 시작하는 deemed middle

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그 시스템이 작동

필수로 요구하지 않으며, 이공계 엔지니

school이 있다.

하는 이유는 교과과정의 유연성과‘어워

어링학과라면 수학과 물리 같은 학과목

딩보디’
라는제도가있기때문이다.

은 필수로 요구하지만 영어는 필수로 요

용하는 deemed middle 학교로 구성되
어있다.

따라서 이런 지방의 학제는 5-4-4-3

구하지않는다.

으로 되어 있을 수도 있고, 5-4-2-2-3
으로되어있는지역도있다.
이렇게 지역에 따라 학제가 다른 이유

어워딩 보디(Awarding Bodies), 자
격증 수여기관

또한 노동시장에서도 졸업장을 요구
하지 않으며, 이러한 학력 자격증을 요
구한다.

는 역사적으로 학교는 오랜 세월을 두고

영국에는‘워어딩 보디’
라는 민간 법

‘진화’
를 해왔고 학제는 1944년 법에 의

인형태의 자격증 수여기관이 있으며, 이

또한 한국의 수능시험의 결과는 대학

것이 교육과정을 편재하고 평가시험을

입시에만 그리고 1회용으로 쓰이지만,

정부가 학제의 틀을 만든다고 해서,

실시한다. 한국의 교육부 편수국과 한국

영국의‘(고교교육 졸업시험이라는 의미

그 학제에 따라 정부가 그 학제에 준해

교육과정평가원이 통합된 형태와 유사

에서) 수능시험’결과는 하나의 자격증

서 모든 학교를 한꺼번에 건축한다면 문

하다.

의역할을하기에평생유효하다.

해한순간에‘제정’
되었기때문이다.

제가없겠지만, 3~4만개의학교를일시

영국에는 졸업장이 없고 자격증만 있

이와 같은 학력 자격증을 수여하는 어

에 짓는다는 것은 재정적으로 불가능에

다. 한국의 실업계 고등학교의 예를 든

워딩 보디의 전신은 19세기 대학의 부속

가깝다. 따라서 영국의 경우는 기존에

다면, 학생이 졸업할 때 졸업장을 수여

기관으로 생성되어 지식을 선별 편재해

자생적으로 설립된 학교들이 학령기 아

받고, 또한 자격증 시험에 합격하면‘기

서 학교에 제공해 왔다. 교육부라는 것

동의 (가령) 60% 정도를 수용할 수 있는

능사 2급’
이라는 자격증을 가지게 된다.

이 없던 19세기의 상황을 상정해 보면,

정도였다면 정부는 나머지 40%의 아동

하지만 영국에서는 이러한 자격증만 있

아주‘자연적인 현상’
이라고 볼 수 있다.

을 수용할 수 있는 학교를 지었다. 그리

고 졸업장이 없다. 따라서 자격증 시험

영국의 교육부는 1902년에 만들어지며,

고 그 40%를 건축한 것도 1870년부터

에 실패하면 졸업을 하더라도, 12년간

국가교육과정(National Curriculum)이

수십년의세월을거쳐서였다.

수학을했다는증명서가아무것도없다.

라는것은1988년에와서제정된다.

한국은 영국의 학교 설립 과정과 반대

졸업장이 없는 대신 학력은‘선반 기

잉글랜드에서는 이러한 어워딩 보디

로 학제를 먼저 만들고, 그 뒤에 60~70

능사 2급’
,‘용접 기능사 2급’
과 같은 식

가 현재 세 개로서, 옥스퍼드 대학과 케

년대를 거치면서 정부도 학교를 짓고 민

으로‘수학 2급’
,‘영어 2급’
의 형태로

임브리지 대학, 그리고 Royal Society of

간 영역의 투자도 유치해서 사립학교도

각 과목별로‘자격증화’
되어 있다. 그리

Art를 통합한 OCR, 런던대학을 중심으

지어왔다.

고 대학은 지원자에게 전 과목의 학력자

로 하는 Edexcel, 그리고 잉글랜드 북부
교육개발│2006 sum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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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남서부를 관장하던 AQA(Assess
ment and Qualifications Alliance)가 있
다. 이 외에도 직업교육분야까지 확대하
면, 어워딩 보디의 숫자는 수백 개가 넘
는다. 그 대표적인 것으로는‘City and
Guilds’
라는 장인 (각 직종별 마스터) 연
합체가있다.
어워딩 보디의 문제점
학력자격증을 발부하는 어워딩 보디
는 세 개가 있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이
러한 세 어워딩 보디가 만든 교과과정이

고등학교 수업 모습 �

다르고 시험 문제가 다르다는 것이다.
국단위의통일을꾀하고있다.

이것이 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크게 문

자격증 제도에의 정부 개입

제가 되지 않았던 것은, 영국의 대학들

영국의 교육부는 이러한 자격증의 전

이 QCA라는 기관이 한 업적 중에 특

은 비교적 평준화되어 있어, 대학진학을

국 통일을 꾀하고자 1980년대 후반부터

기할 만한 것은 교육과정을 학년 단위로

위해 타지방에 가는 경우가 흔하지 않았

움직이기 시작한다. 1986년에는

짠 것이 아니라‘단계별’
로 짰다는 것이

으며, 대체로 태어난 고향에서 초∙중∙

National Council for Vocational

다. 영국의 교육부는 초∙중등 11년 간의

고 교육을 받고 그대로 대학 교육을 받

Qualification(NCVQ)라는 기관을 설립

의무교육기간 동안의 교육과정을 학년

는 형태였다. 하지만 80년대 이후, 각 어

하고 National Qualification Fram

별로 짜지 않고 Key stage 1, 2, 3, 4 단

워딩 보디는 세력 확장을 위해 전국 단

ework라는 틀을 임의로 만들어 직업교

계로 짰다. KS 1은 1-2 학년, KS2는 3-

위로 마케팅에 나섰으며, 학생들 역시

육자격증의 통폐합을 꾀했다. 그리고

4-5-6학년, KS3은 7-8-9학년, KS4는

타지방 대학으로 진학하는 사례가 늘어

1988 교육 개혁법에 의해 처음으로 국정

10-11학년으로 나누었다. 이것이 왜 중

났다. 이럴 경우 좀 극단적인 가설이 되

교 과 과 정 을 제 정 한 뒤 , School

요한가는다음을보면알수있다.

지만, 하나의 고등학교가 세 개의 입시

Curriculum and Assessment Autho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다. 한국적 상황

rity(SCAA)라는 기관을 만든다. 이들 두

을 예를 들면 하나의 고등학교가 서울대

개의 기관은 1996년 Qualification and

용, 고려대용, 연세대용, 입시준비를 해

Curriculum Authority(QCA)라는 정부

‘제도는 통일성을 가지고 있어야 된

야되는사태와유사한형태이다.

기관을 만들어 통합되고, 어워딩 보디

다’
는 측면에서 보면, 어워딩 보디의 제

사이에서 자격증의 수준을 조율하고 전

도는 지극히 비효율적일 수 있으나, 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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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워딩 보디와‘단계별 교육과정’
제도
의 장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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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 제공 기관이나 학습자의 능력에 맞추

라면‘고교 1학년’
에서 고졸 검정고시를

든 과목을 이수해야만 하나의 자격증

어야 한다는(수요자 맞춤교육)입장에서

칠수있다.

(졸업장)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수학

보면매우효율적이다.

하지만‘월반’
은 일반적으로 국민기

학력자격증’
,‘물리학력자격증’
,‘화학
학력자격증’
이런식으로수여된다.

쉽게 말하면, 제도에 사람을 맞추어야

본교육 기간 9년 동안에 일어나지 않는

될 것인지, 아니면 사람의 능력에 제도

다. 그 이유는 필수교과라는 통합적 지

그리고 대학이 지원자에게 요구하는

를 맞추어야 될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식을 기초로 하는 국정교과과정이라는

것은 전 과목의 점수를 합산한 총점이라

한국의 학제가 전자의 성향을 띤다고 본

것이 있기 때문이고, 또한‘영재’
라고 하

든가 등급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통상

다면, 영국의 학제는 후자를 띤다고 볼

더라도 영어나 수학, 또는 과학 어떤 특

3개 과목의 학력 자격증을 요구한다. 따

수있다.

정분야에 두각을 나타내는 경우는 있어

라서 대학의 역사학과에 진학하고자 하

어워딩 보디의 가장 큰 장점은 코스나

도, 전 과목의 영역에 두각을 나타내는

는 학생은 수학을 공부하지 않아도 되

진도를 학습자의 적성과 능력에 맞출 수

아이들은그다지흔하지않기때문이다.

며, 엔지니어링 학과에 진학하고자 하는

있다는 점이다. 가장 먼저 자격증 수여

그리고 그 9년 동안 월반의 필요성이

기관과 교육과정이 세 개가 되다 보니

그다지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국정교과

국민공통교육과정 11년 동안에는 영

학생이나 학교가 선택할 수 있는‘옵션’

과정이 학년별로 구획된 것이 아니라

어, 수학, 과학(10~11학년에서는 물리,

‘단계별(stage)’
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생물 화학, 중의 하나)은 필수과목으로

이생긴다.

학생은영어를하지않아도된다.

선택의여지가없이배워야한다.

교과과정 역시 학년별로 짜여지지 않

그리고 통상 영국의 각 학급은 (고, 중,

고 Key stage(단계별)로 짜여짐으로써

저) 세 그룹으로 나누어‘수준별 수업’
을

‘학년제의 경직성’
에서 벗어나게 된다.

하고 있다. 따라서 월반을 하지 않더라

의 제도는 성인교육의 기회를 확대하는

이것은‘월반’
을 의미할 수도 있고,

도, 5학년 교실에 4학년 과정을 배우는

데도 일조하고 있다. 성인이 대학에 진

Slower learner(학습 속도가 늦은 사람)

아이도 있고, 6 학년 과정을 배우는 아이

학을 하고자 할 경우, 필요한 학과목만

에게 맞출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성인교

도 있다. 물론 이런‘그룹핑’
은 항상 고

‘골라서’칼리지에서 학습할 수 있다. 한

육의 접속(학교에의 리턴)도 용이하게

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과목에 따라

국의 경우라면 30대의 성인이 대학에 진

할수도있다.

달라진다. 통상 수학과 영어 과목은 그

학하고자 할 때, 수능이라는 장벽에 막

월반의 가능성은 한국과 같은 제도에

룹핑이 된다. 그리고 중등학교에서는 수

히게 되고, 또한 30대의 성인이 수능을

서는 어렵지만 영국의 제도에는 그다지

학 과목 같은 경우는 (한국의 우열반 형

준비한다는 것은 지극히 어렵다. 하지만

어렵지 않다. 그 이유는‘학력자격증’
이

식으로) 학급별로그룹핑한다.

영국의 경우, 올해는 수학 한 과목, 내년

이러한‘학과목별 학력 자격증 수여’

학교에 의해 발급되는 것이 아니라 외부

어워딩 보디 제도의 두 번째 장점은

에는 영어와 역사 두 과목을 공부하여

기관‘어워딩 보디’
에 의해 발급되기 때

자격증이 학과목별로 수여된다는 것이

시험을 칠 수 있다. 이렇게 모아진‘학력

문이다. 한국적 상황에서 예를 들면‘검

다. 따라서 한국처럼‘중학교 교육과정’
,

자격증’3개를 가지고 대학에 지원할 수

정고시’
를 상정할 수 있다. Fast learner

‘고등학교 교육과정’
으로 구분되어 모

있다. 영국 형태의 학습 방법이 주는 부
교육개발│2006 sum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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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했다. 여기서 의무교육이라 함은 지방
교육청이 학부모의 부담없이 교육비 전

어워딩 보디의 세 번째 장점은 학습의
속도가 늦은 학생(Slow learner)에 맞추

영국 학제상 문제 영역

액 지방정부가 조달한다는 의미이다. 그

기가 용이하다. 학습의 속도는 개인의

현재 영국의 학제에서 초등 6년과 중

리고 학부모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능력에 따라 편차가 많이 난다. 학습속

학교 과정 3년, 9년은 안정적이라고 할

자녀를학교에보내야된다는기간이다.

도가 늦어지는 경우는 질병이나 정학 또

수 있지만 그 이외의 영역 모두가 유동

이 5세 시작의 시점은 70년대에 4세

는 퇴학 같은 외부적인 요소로 인해서

적이며현재진행형으로변화하고있다.

로 내려와 Reception class로 명명이 되

생기는 수도 있으며, 인지능력의 발달속

현재 이 유동부분들을 연령별로 분류

었다. 리셉션 클래스는 지방교육청이 제

도가 늦어서 일어나는 경우도 있다. 이

하면, 1) 취학전 교육, 3~4세 교육, 2) 중

공해야 된다는 의무는 지워져 있지만,

러한 개인의 환경이나 능력에 의해 학습

등교육 부분 3) 고등교육 부분으로 나눌

학부모에게 학교에 보내야 된다는 의무

의 속도가 차이가 남에도 불구하고 동일

수있다.

조항은 설정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학
부모가 원하면 4세에 학교에 보내지 않

할 속도로 교과과정의 심도나 양을 확대
해 갈 경우,‘Slow learner’
는 중도 탈락

1) 취학전 교육

아도 된다. 2004년 현재, 초등 2학년, 6

하게 된다. 이러한
‘Slow learner’
들에게

현 영국 교육법의 근간이라고 할 수

세, 재학생 수는 58만 명이며, 4세 재학

수학기간을 채우거나 연령에 달했다고

있는‘1944년 교육법’
에서는 만 5세에

생 수는 54만 8천명이다. 따라서 약 3만

해서,‘졸업장’
을 수여할 경우 두 가지

서 15세까지 9년간을 국민 보통교육기

명은학교에보내지않고있다.

문제가발생한다.

간으로 잡고 이것을‘의무교육’
으로 설

최근의 변화는 1998년 시행한 Sure

첫째로 그 졸업장은 자격증으로서 기
능을 수행하지 못한다. 노동시장에서 자
격증이라고 하는 것은 자격증 소지자가
어떤 기술과 지식을 어느 정도의 수준까
지 가지고 있는지를 사용자가‘가늠’
하
게 해주는 기능을 한다. 수업시간에 아
무것도 배우지 못한 사람에게 졸업장을
수여할 경우, 이 졸업장은 그러한 기능
을할수없게된다.
두 번째 문제로, 교육부나 학교는‘국
민을 교육시켜야 한다’
라는 책무성의 관
점에서 볼 때, 'Slow learner'를 제도적으
로 방기했으며 그 책무성을 다하지 못했
40 Educational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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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rt 정책으로 4세 교육이 3세 교육까

이 15세까지의 의무 교육연한은 1960

노동시장으로 들어갔기에 post 16 교육

지내려오고있다. 현재3~4세를대상으

년대에 16세로 점차적으로 확대되었고,

과정은‘직업교육’
의 필요성을 간과할

로‘Foundation stage’
라는 것을 만들

60년대 14세와 16세 사이에서 논쟁의 초

수 없었고, 직업교육의 성격 정의를 두

었으며, 이것은 국정교과과정에 포함되

점이 되었던‘직업형 교육’
은 16세 이후

고벌어지는논쟁은격렬했다.

지않는다.

로 미루어진다. 이것이 16세 이후로 미

80년대의 직업교육논쟁은 산업계 자

정부가 3세까지 확대한 이유는 아동

루어지는 가장 큰 이유로서는 노동시장

체가 과거 6~70년대와 변했고 또한 요

발달 이론에 근거한‘교육’
의 필요성에

과의 연계에 연령상의 문제가 발생하기

구하는 노동력의 스킬도 과거와 달랐기

의해서라기보다는‘어머니 노동력’
의

때문이다.

때문에 코스를 제공하는 방법론 뿐에서

노동시장에의 유도라든가, 세대간 이어

영국법에서는 18세에 성인이 되며, 성

만 아니라 교육과정 자체가 담아야 되는

지는 빈곤의 사슬 끊기, 빈곤에 의한 아

인이 되어야 계약을 할 수 있게 된다. 다

내용을 둘러싸고 벌어졌으며, 정부는 정

동 학대방지와 같은 것을 목적으로 하고

시 말해, 계약을 할 수 없는 신분은 법적

부대로 이번 기회에 자격증의 틀을 전국

있다.

책임과 의무가 따르지 않기에 도제로서

단위로 짜서 통제를 가능하도록 하겠다

(견습생으로서) 고용될 수는 있지만‘완

는 야심도 개입이 되었다. 정부는 정부

전한형태의고용’
을할수가없다.

대로 이러한 논쟁을 방관 할 수 없었던

2) 중등교육 부문

이유로서는 재정지원의 문제가 걸려 있

‘1944년 교육법’
에서는 15세까지를

따라서 직업교육의 경우, 학교가 14세

의무교육기간으로 정해두었다. 그리고

에 시작을 해서 16세까지 2년을 가르쳤

‘고등교육’부문은 대학들에게 남겨둔

다고 하더라도, 졸업을 하고 나서 노동

따라서 80년대 논쟁을세 가닥으로잡

채로 있었으며 대학은‘18세부터’
를고

시장에서 완전형태의 고용이 되기 위해

아보면,‘코스 제공의 방법론’
,‘교과과

수하고있었다.

서는, 성인이 되기까지 또다시 2년 간의

정’
,‘국가 단위 제도의 틀 구축’
이라고

도제기간을거쳐야된다.

볼 수 있다. 이 세 분류의 논쟁이 공통 분

따라서 15세부터 18세까지의 영역은

기때문이었다.

정부도, 대학도 양쪽 모두 책임지지 않

노동시장의 현실에서 볼 때 18세 노동

모로 삼고 있는 것은 학습행위의‘유동

는‘공백의 영역’
으로 남았다. 이때부터

자가 수행할 수 있는 일이란 단순반복

성’
과‘유연성’
, 그리고‘연계성’
을 극대

15세와 18세 사이의 교육은 정체성이 모

직종에 지나지 않는데, 이러한 단순노동

화시켜야한다는것이었다.

호한 채로 남았으며, McCulloch(2002)

을 수행하기 위해 4년간이라는 기간을

는“정부가 중등교육에 관여하기 시작하

투자한다는것은비효율적이다.

이 세 가지 논쟁의 결과는 90년대 들
어와서 현장에서 그 변화가 나타나기 시

여 100년이라는 발달과정을 거쳐왔지만

80년대 이러한 산업계의 변화와 함

작한다. 코스제공의 방법론에서 특징은

아주 기본적인 문제인 중등교육의 목적,

께, 영국의 post 16 교육과정에서의 논

산학 협동제체가 구축되고 청소년들은

특징, 역할 등이 합의되지 않고 있는 채

쟁은 과거 그 어느 때보다 치열했으며,

현장과 학교를 함께 다니는 형태로 보다

아직까지 격렬한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대학 진학률이 20%에 불과하던 당

왕성한 교류가 이루어진다. 또한 정부부

고서술하고있다.

시로서는 대부분의 청소년들은 18세에

처에서도 노동부와 교육부가 통합되어
교육개발│2006 sum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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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3차 산업에 주축을 두고 개발이 되

면, 대체로 부유층의 자녀로 인문계 학

었으며, 아트, 디자인, 컴퓨팅, 비즈니스

교에 가서 대학까지 진학을 하면 21세가

같은 중간 영역의 GNVQ (General

될 때까지 그 교육비용을 전액 정부가

National Vocational Qualification)가

지불을 해 주는 것에 반해, 16세에 의무

만들어진다.

교육을 끝내고 노동현장에 들어가 직업

‘국가 단위 자격증의 틀’
은 National
Qualification Framework라는 것을 임

교육이나 훈련을 받는 청소년들은 저소
득층의자녀들에는지원이없었다.

의로 만들어 바둑판과 같이 종적으로는

간단하게 말하면 부잣집 아이들은 21

자격증간의 통폐합을 하여 자격증을 영

세까지 정부가 지원해주고 가난한 집 아

역을 명료하게 했으며, 횡적으로 금을

이들은 16세까지만 지원을 해 준 것이

그어수준의통일을꾀했다.

다. 이것은공평성의원칙에위배된다.

정부가 post 16 교육과정개편에 개입

이러한 모순점이 지적됨에 따라 정부

을 하게 된 직접적인 동기는‘재정지원

는 최소한 18세까지는 모든 청소년들이

을 해야된다’
는 명제가 주어져 있었고,

교육이나 직업훈련을 받을 경우 그 비용

이에 따라 정부로서는 어떻게 하든 간에

은전액부담한다는방침을굳혔다.

재정지원의 방법을 강구를 해야 될 입장

지는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지금까

이었다. 하지만 자격증과 코스가 난립되

3) 고등교육 영역

어 있는 상황에서 하나의 통일된 재정지

1992년 영국의 교육부는 폴리테크닉

원법을 마련한다는 것은 용이한 일이 아

이라는 24개의 교육기관을 대학으로 승

니었다.

격을 시켰다. 이들 폴리테크닉들은 대학

1980년대 정부의 재정지원 형태를 보

의 교육과정을 기준으로 하여 교육과정

면,‘교육’
을 받을 경우 교육부를 통해

을 제공한 것이 아니라, 아주 다양하고

교과과정도 인문중심(A level), 직업교

재정지원이 이루어졌지만,‘교육’
의트

유니크한교육과정을제공했다.

육중심(NVQ), 그리고 그 두 가지 중간

랙이 아닌 직업훈련이나 직업교육의 트

이들 대학들은 대학으로 승격은 했지

영역에 (GNVQ) 라는 세 가지‘트랙’
을

랙에 있을 경우, 이것은 교육부 소관이

만 입장은 미묘했다. 대학이라는 간판은

만들었다. A level은 기존에 있던 그대로

아니라는 이유로 재정지원을 하지 않았

달았다고 해서 기존의 대학들과 경쟁하

지 속 을 시 키 고 , NVQ(National

다. 그렇다고 해서 노동부가 나서서 재

여 전적으로 고등교육시장에 전력투구

Vocational Qualification)는 직업교육이

정지원을 체계적으로 해 주는 것도 아니

를 하기도 위험부담이 있었고, 또한 지

라고 하더라도 기존의 제조업 형태가 아

었다.

금까지 존립의 기반으로 해 왔던 영역을

지 별개로 제공되던 노동부의 직업훈련
과교육부의직업교육이통합된다.

닌‘아동이나 노인 복지’
,‘호텔-주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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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들의 선택은 기존의 영역을

하면 교육부의 교육개혁의 목적은 학제

취지에서 보면 문제가 없고 오히려 이상

유지하면서 서서히 고등교육시장에 잠

의‘유연성’
,‘이동성’
,‘연계성’
의 확대

적인 하나의 형태이다. 하지만 Quality

입해가는전략을세웠다.

를 목적으로 삼고 있었는데, 레벨 3과 4

control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문제가

여기서 발생하는 문제가, 기존에 가지

의 사이에 그 간격이 너무 넓어 연계성

있다. 칼리지의 코스에 입학할 때는 거

고 있던 영역, 과정의 수료증을 어떻게

이 떨어지고, 고등교육의 확대정책이 한

의 적성검사를 하지 않으며, 학생의 수

바꿀 것인가 하는 것이다. 대학으로 승

계에부딪히게되었다.

학능력이 아주 낮아도 코스를 시작할 수
있다.

격했다고 해서 자신들이 제공하던 코스

교육의 연계성을 사다리에 비교해 보

의 이수자모두에게 대학 졸업장을 주자

면, 레벨 1, 2, 3은 그 간격이 좁아 쉽게

이러한 수학능력이 낮은 학생을 잘 지

니 구대학의 대학졸업자와는 현격한 실

타고 오를 수가 있는데, 레벨 3과 4의 간

도하여 대학과정을 무난하게 이수하도

력의 차이가 나고, 이것이 노동시장에

격은 너무 넓어 그 사이에서 연계가 끊

록 한다면 문제가 없는데, 이들 학생이

한 번 인식이 박혀 버리면 앞으로 자신

어지는 현상은 여전히 풀지 못하고 있었

파운데이션 과정에 올라와서 힘들어하

들이 발행하는 대학 졸업증서는 노동시

던 것이다. 여기서‘파운데이션 디그리’

면 신대학은 거기에서‘파운데이션 디그

장에서 그 가치를 인정받을 수 없다는

는‘레벨3.5
‘의역할을할수있게된다.

리’
를 주고 졸업을 시켜버린다. 그리고

이러한‘파운데이션 디그리’
는 취지

이‘파운데이션 디그리’
라는 것은 대학

따라서 이들 신 대학의 선택은 대학이

도 좋고 제도 그 자체로서도 문제는 없

의 이름을 달고 수여되는 것이 아니기에

지만 졸업장은 이분화 또는 다분화했다.

는데 이것이 현재 운용이 되고 있는‘방

신대학으로서는아무런부담이없다.

그런데 이 다분화하는 자격증이 대학들

법’
에서 보면 문제의 소지가 많다. 1992

현재 이‘파운데이션 디그리’
라는 것

간에 통일이 되지 않았다. 이것이 1990

년 이전에 칼리지와 폴리테크닉은 직업

은 노동시장에서도 인정이 되지 않고 있

년대 고등교육 분야에 생긴 새로운 고민

교육을 중심으로 한다는 점에서 그리고

으며, 타 대학에 가도 2학년이나 3학년

거리였다.

칼리지가 폴리테크닉의 주요 feeder(신

으로 편입도 시켜주지 않는다. 한마디로

입생 제공자)라는 점에서 밀접한 관계를

아무 짝에 쓸모없는 학력자격증이다. 심

가지고있었다.

하게 표현하면, 학생 입장에서 본다면

딜레마가생겼다.

이런 딜레마 속에 대학과 교육부가 절
충한 것은‘Foundation Degree'라는 새

이 관계는 1992년 이후, 폴리테크닉이

칼리지와 대학에‘사기’
를 당한 것이다.

그리고 교육부가 풀지 못하고 있던 난

대학으로 승격을 하고 나서도 변함이 없

현재 400개의 칼리지 중에 약 180개의

제 중의 하나가 1986년에 NQF 라는 것

고, 오히려 더 강화되고 있다고 볼 수 있

칼리지가 고등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

을 만들어 레벨 1, 2, 3, 4, 5라고 만들었

다. 그 전형의 하나로서‘교과과정의 연

고있다. KEDI

을 때 생긴 문제가 있었다. 레벨 1, 2, 3

계’
이다. 쉽게 말하면 고등학교 과정과

과 레벨 4, 5의 간격에 비하면 레벨 3(고

대학과정을 함께 묶어서 칼리지와 신대

졸 수준)과 4(대졸 수준)의 간격은 현격

학이분담해서가르치는것이다.

로운형태의학위를2001년제정했다.

하게 넓었다. 이것이 왜 고민거리였는가

이것도‘교육 연계 방안의 확대’
라는
교육개발│2006 sum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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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학제및개편동향
유경희｜북경 회문고등학교 교사.

국에서 학제(學制)는‘학교계통

한

초∙중등학교의 수업연한에 대해서는

과 학교단계에 따른 교육목표,

6-3-3제와 5-4-3제를 두고 교육계에

중국의 초∙중등학제는 획일적인 학제가 아닌,

교육내용, 수업연한, 취학연령, 학교간

서활발한논의가이루어지고있다.

6-3-3제, 5-4-3제, 9년 일관제 등의 다양한

의 종적 연결(접속 또는 분화관계)과 계

1995년 교육부의‘대학원생 학제관리

학제가 병존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

열간의 횡적 연결(연계관계) 등을 위한

규정’
에 석사과정의 학제를 3년에서 2

런 병존 국면은 정책적인 지원을 받고 있다.

조직, 기관, 기구와 그 기능 및 운영 등을

년 내지 3년으로 조절한다는 규정이 있

법규로제도화한것’
이다.1)

은 후, 일부 대학에서 석사과정의 학제

liujingji@hanmail.net

중국은 지역이 넓고 각 지역의 조건도 천차
만별이어서 획일 학제를 적용하기는 적합하지

한국과 같이 중국에서도 일반적으로

를 2년으로 조정하면서, 사회적으로 찬

않다. 각 지역은 자체의 실정에 근거하여 적합

학제를 학교교육제도 또는 학교제도의

반양론과 함께 우려도 동반하고 있다.

한 학제 모델을 선택 실시하고 있다.

줄임말로 쓰고 있다. 학제는 국가교육의

본문에서는 중국의 현행학제를 살펴보

핵심을 이루는 교육제도로서 학제개혁

면서개편동향을알아보자.

은 교육의 각 방면과 관련되며 교육 질
에직접적인영향을미친다.
중국은 1922년 11월 북양정부가 대통

1) 신학제(1951년-1980)

령령으로‘학교계통개혁초안’
을 공포하

신중국이 건립된 후, 중국정부는 국민

고 신유∙임술학제를 제정하여 실시했

당정부 시대의 학제에 존재하는 여러 가

다. 1951년 신중국이 건립된 후,‘신학

지 폐단에 비추어 1951년 10월에 새로운

제’
로 개편하고, 1960년대에는 여러 가

학제개혁을 단행했다. 신학제 속에는 유

지 실험적 학제 개혁을 시도했지만 문화

아교육(유아원), 초등교육(소학 2), 성인

대혁명으로 인하여 실시되지 못했다.

초등학교), 중등교육(중학, 공농속성중

1980년 12월, 중공중앙 국무원에서는 초

학, 여가중학, 중등전문학교), 고등교육

중등학교 학제를 12년으로 개혁하고, 9

(대학, 전문학원, 연구부), 각급 정치학교

년 의무교육의 실시와 함께 이와 관련된

와 정치훈련반, 각급 각류의 보습학교와

다양한 학제(6-3-3제와 5-4-3제, 9년

통신학교, 특수학교 등이 포함되어 있었

일관제)를 실시하도록 했다. 현재에도

다. 당시의 신학제를 표로 표시하면 다

1) 한국교육행정학회, 교육제도론, 하우동설, 1996, p.124
2) 한국의초등학교임.
3) 구자억,“중국의교육”
, 원미사, 1997년, P,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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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 중화인민공화국 학제계통도

26
19

고

대학원

25
18
24

등

17
23
16

대학

22

교

15
21
14
20

전문학교

13

육

19
12
18

공

11

여가고급중학

17
10

농

중등전문학교

고급중학

중

16
등

9
15
여가초급중학

8
14
7

속성중학
초급중학

교
육

13
6

공

12
5

초

농

11

등

4
여가초등학교

10
3

소학

교

9

속성초등학교

2

육

8
1
7
학년

학

6
전

유아원
5

교

4

육

3

음과같다.3)
1960년 중국은 초등학교 5년 학제에
대한 개혁적인 실험연구를 했고, 1964년

제출하여 초등 5년, 중학 4년의 학제를

중국의 현행학제는 학교의 성질과 임

주장∙실시하려 했지만“문화대혁명”
으

무에 따라서 기초교육체계, 기술교육체

로인하여실시되지못했다.

계, 고등교육체계, 성인교육체계의 4개
체제로나뉜다.

과 1965년에도“학제개혁 초보방안”
을
3) 구자억,“중국의 교육”
, 원미사, 1997년, P,39

2) 현행학제

종적인 측면에서 보면 유아교육, 초등
교육개발│2006 sum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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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 중국의 현행학제

29
28
27
26
25
24
23
22
21
20
19
18
17
16
15
14
13
12
11
10
9
8
7
6

23
22

박사

21
20
19
18

고
대학원

등

석사

교

17

육

16
15
14

대학
(학원)

13

고등
전문
학교

단기
직업
대학

고등
직업
기술학교

12
11

중등
전문
학교

일반고급중학교

10

기공
학교

중

직업초급
중학교

9
8

직업고급
중학교

7

의
무
교
육

5

초
등
육

▼
▼

2
학전반

1

4

교

교

소학

3

5

등
육

일반초급중학교

6

4

▲
▲

학
전
교
육

학전반
유아원(반)

3

교육, 중등교육, 고등교육의 4부분으로

급중학교4) (수업연한 3년 내지 4년)와 고

상, 수업연한 2년 내지 3년), 농업중학

이루어졌다. 1세부터 3세까지의 아동은

급중학교5) (수업연한 3년)가 있는데 중

(농촌지역의 소학교 졸업생 대상, 수업

탁아소, 3세부터 6세까지의 아동은 유아

학교와 고등학교가 합쳐서 한 학교에 설

연한 3년 내지 4년), 기타 직업학교가 있

원에 다니고, 6세 내지 7세 아동은 소학

치되는 경우도 있다. 중둥직업기술교육

다. 기술공업학교는 초급중학교 졸업생

교(초등학교)에 입학하여 초등교육을 받

을 실시하는 기관은 중등직업학교, 기술

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수업연한 3년)와

는다. 초등학교는 6년제와 5년제가 있

공업학교, 중등전문학교이다. 중등직업

다. 보통중등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은 초

학교에는 직업중학(초급중학 졸업생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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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한국의고등학교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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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중학교 졸업생을 대상으로 하는 경

1)“6-3”
제의 논거

우(수업연한 2년)가 있다. 중등전문학교

6-3제의 장점은 초등학교 6년 시간이

에는 중등기술학교(초급중학교 졸업생

비교적 충족하여 학생들의 심신건강에

을 대상으로 하는 수업연한 3년 내지 5

유리하다는 점, 교과과정이 비교적 전면

년제의 경우와 고급중학교 졸업생을 대

적이어서 초등학교 단계에서 음악, 체

상으로 하는 수업연한 2년제의 경우)와

육, 미술 각 방면을 골고루 중시할 수 있

중등사범학교(초급중학 졸업생 대상, 수

어 학생들의 지식체계가 전면적이다는

업연한3년내지4년)가있다.

점이다. 5-4학제와 비교하면 6-3제는

고등교육은 전문과(고급중학교 졸업

지식의 기초성에 편중하여, 학생들의 지

생 대상, 수업연한 2년 내지 3년), 본과

식기초를 든든히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고급중학교 졸업학력 구비 자를 대상으

또한 선진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에서 모

로 하는 4년제, 의과대학과 소수 이공계

두6-3제를실시하고있다는것이다.

CHINA

통의 5년 내지 6년제), 대학원(석사과정
과 박사과정 각각 3년)의 3개 부분으로

2)“5-4”
제의 논거

학년 과정에 개설한 화학도 1년에 매주

구성되어 있다. 중국의 현행학제를 표로

일부 학자들은 “6-3”
제가 과학적이

3교시만으로의 수업으로는 교수목표 완

표시하면다음과같다.

6)

지 못하다고 여긴다. 한 개 초등학교에

성이어렵다는것이다.

미숙한 1, 2학년의 학생이 있는가 하면

중학교 1년 시간을 추가한다면 초등학

5-4제와 6-3제 학제에 관한 논쟁

신체와 심리가 비교적 성숙한 5, 6학년

교 임무가 경하고, 중학교 임무가 과중

1980년 국무원에서 초중등학교 학제

의 학생도 있어, 다양한 성장발육단계에

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아동의 심신

를 12년으로 개혁하고, 초등 5년제와 6

처해있는 아이들이 같은 환경에서 수업

건강 발전에 이롭다는 것이다. 또한 중

년제가 병존하도록 하는 학제를 실시하

을 하는 것은 합리성이 결여된다는 것이

학교 4년 과정으로 학생들의 과중한 학

는 과정에서 도시 초등학교는 모두 6년

다. 대신 5-4제는 6-3제의 이러한 단점

업부담도 경감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제로 하도록 했다. 그러나 도시지역에도

을 피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5-4제

초등학교의 학업부담은 마지막 1년에 있

“5-4”
학제를 실시하는 학교가 점점 많

는 9년 의무교육 부담이 중학교 쪽에 치

지만 그래도 가벼운 편이어서, 중학교

아지고 있다. 두 가지 학제를 둘러싸고

우친 문제를 해결하는데 유리한바, 초등

과정을 1년 연장함으로써 학과수업 진도

여러 가지 논쟁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살

학교 교육과정은 5년 시간으로 충분하

를 완화하고, 난점을 분산하면 학생들의

펴보면다음과같다.

고, 중학교 3학년 과정의 교육 부담이 과

매일 숙제량도 줄일 수 있어, 학생들이

중하다는 것이다. 중학교 2학년 과정에

숙제 완성 후, 체육, 음악, 미술과 과외활

기하, 물리를 한꺼번에 추가 개설하여

동에 참여할 수 있으며, 또한 하루 종일

학생들의 학업부담이 가중된 데다가, 3

수업을 듣고도 이어서 많은 시간을 숙제

6) 구자억,“중국의 교육”
, 원미사, 1997년, P.76

교육개발│2006 summer

47

World Education

CHINA

를 해야 하는 긴장한 상황을 개선할 수

육성하자는 의도도 있다. 현재 중국의

세라는 것이다. 1994년부터 하얼빈공업

있다는것이다.

석∙박사과정 학생의 교육비는 아직도

대학에서 2년제 학제를 실시한 이후, 10

1980년대 후반부터 북경을 비롯한 많

국가에서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

년 기간 95%의 석사과정 학생이 2년 내

은 지역의 학교들에서 5-4제에 대한 실

한 이유로 양성목표를 학술형과 응용형

에 학업을 완성(논문발표 통과 포함)했

험 실시 결과 좋은 평판이 나오고 있어

으로 구분하고, 응용형은 졸업 후 취직

다. 1996~1998년 연속 3년간 63%의 학

5-4제의 장점은 인정받고 있는 실정이

을 하는 방향으로, 학술형은 석사과정을

생의 논문이 우수 또는 양호한 수준에

다. 1989년까지 전국적으로 초등학교 5

마친 후, 박사과정으로 입학하여 계속

도달했으며, 석사 졸업생도 채용기관의

년제를 실시하는 학교는 전국 초등학교

교육을 받도록 하는 가운데서, 석사과정

환영을 받아 국내에서 가장 먼저 석사과

의 41.8%를 차지했다. 상해시도 2004년

을 박사과정을 위한 과도형으로 취급하

정 2년제를 실시한 교육의 시범역할을

가을학기부터 5-4제로 6-3제를 대체하

는 경향이다. 이에 대하여 학계에서 여

하는데적극적인역할을했다는것이다.

기시작했다.

러 가지 논의가 있는데 구체적으로 살펴

석사과정 2년제 학제를 반대하는 입

보면다음과같다.

장은 중국의 석사학위는‘독립적인 학

석사과정 2년 학제를 주장하는 학자

위’
로서 위상이 외국보다 높은데, 맹목

1992년 말 교육부에, 국무원 학위위

들은 중국 고등교육이 외국과 보조를 같

적으로 외국의 석사과정 2년제를 도입

원회에서“학위와 대학원 교육의 개혁과

이 하고, 교육비를 줄이고, 인재양성 효

하는 것은 부당하며 어떤 교육개혁도 교

발전에 관한 의견”
에서 석사연구생에 관

율성을 제고하여 자원배분을 효율화하

육 질을 희생하는 것을 대가로 해서는

한 탄력적인 학제를 실시할 것을 주장했

는 것은 시장수요의 요구에 부합되는 추

안된다는것이다.

대학원 석사학제에 관한 논쟁

고, 1995년 2월“대학원생 학적관리 규

석사과정 2년제가 석사과정 3년제에

정”
에 석사과정의 학제를 2년 내지 3년

비하여 교육 질의 저하를 초래하는 것은

으로 한다(이 조목은 1998년“중화인민

당연하다는 것이다. 선진국에서는 이미

공화국 고등교육법”
에도 기재되었음)는

대학 4년 교육을 보급했고, 석사학위도

규정을 내린 후, 1994년부터 하얼빈공업

박사과정을 위한 과도형의 학위로서 석

대학을 비롯한 일부 대학들에서 석사과

사과정의 교육 질에 대한 요구가 높지

정의 학제를 2년으로 조절 실시하기 시

않으며, 또한 석사과정 입학생의 다수가

작했다.

현직자의 과정형, 응용형의 성격을 띠는

석사과정 2년은 선진국을 비롯한 외

이유로 교육연한이 짧아도 무방하지만

국의 학제와 맞물리고, 중국이 대학정원

중국은 자체의 독특한 국정이 있다는 것

을 늘리면서, 석사과정도 정원이 늘어나

이다.

고 있는 과정에서 석사과정 학생 1인당

우선‘중화인민공화국 학위조례’
에

의 교육비를 줄여 더욱 많은 석사생을

의하면 석사과정 학생의 양성목표를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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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에 대한 견실한 기초이론과 체계적

의 특성에 근거하여 학제를 자주적으로

인 전문지식을 구비하여, 과학연구와 독

선택실시하고 이에 맞물리는 지방교육

립적으로 기술업무를 담당하는 능력을

과정을 자주적으로 개발실시하고 있다.

구비하는 전문인재에 두는‘독립적인 학

현재 5-4제를 선호하는 지역과 학교가

위’
로 취급하여 외국의 학위보다 가치가

늘어나고있는추세이다.

있다는것이다.
2) 고등교육 규모 확대와 더불어 대학

또한 중국의 석사과정 학생은 전공과

원 교육의 적극적인 발전 도모

정을 이수하고, 논문을 완성해야 하는
외에 정치과와 외국어과를 이수해야 하

중국은 1990년대 이후부터 고등교육

지만 선진국에서는 이러한 과목을 이수

의 규모를 확대하고, 고등교육구조를 조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국정이 다른

정하는 작업을 했다. 아울러 대학원 교

이유로 외국의 선진적인 인재양성 모델

육을 적극 발전시키고 있는데 이의 일환

을 맹목적으로 도입해서는 안된다는 것

으로 석사과정의 학제 개편을 시험실시

이다. 2년제 석사생과 3년제 석사생이

정에 근거하여 적합한 학제 모델을 선택

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석사과정 위

같이 졸업하는 금년의 취직추세를 보면

실시하고 있다. 예를 들면 북경시의 신

상에 대한 재정립이 필요하고, 이에 따

2년제 석사과정 졸업생이 3년제 석사과

의무교육과정 방안은 9년 일관제의 총

른대학원학제의탄력성이필요하다.

정 졸업생보다 취업면에서 불리한 지위

체적인 원칙하에“6-3”
제와“5-4”
제로

석사과정 학제를 개편하려면 석사과

에처해있는것은사실이었다.

나누어 실시하되 각 구, 현과 학교에서

정 학생의 양성목표에 대한 재정립이 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농촌지역에서는

요하다. 현재 중국 시장경제의 발전에

“5-4”
학제가 더욱 학생들의 요구에 부

따라 대량의 고급 응용형 인재를 필요로

합되며 중학교 3년 과정은 일괄적인 교

하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대폭 필요한 전

육과정을 적용하고, 4학년 단계에서는

공은 취업 지향의 과정형, 응용형과 실

중국의 초중등학제는 획일적인 학제

진학할 학생과 사회로 진출하여 취업할

용형의석사졸업생을필요로한다.

가 아닌, 6-3-3제, 5-4-3제, 9년 일관

학생들을 분류하여, 취업할 학생들에게

이는 사회경제 발전에 필요한 것이다.

제 등의 다양한 학제가 병존하는 추세를

지방 실정이나 본인의 취업 요구에 부합

이로부터 보면 석사 2년제는 필요한 것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병존국면은 정책

되는 지방교육과정을 개발실시하기도

이다. 1980년에 발표한“중화인민공화

적인지원을받고있다.

한다. 이외에도 학교자체의 교육과정이

국 학위조례
‘는 석사과정의 양성목표를

중국은 지역이 넓고 각 지역의 조건도

있는데 역시 학교 자체에서 개발 실시한

”
학술형
“의 고급인재성에 두었는데, 이

천차만별이어서 획일 학제를 적용하기

다. 이러한 자주성과 다양성의 학제개편

는 그때 당시 박사 양성 수량이 적어, 석

는 적합하지 않다. 각 지역은 자체의 실

추세에 근거하여 각 지역과 학교는 자체

사졸업생이 국가의 주력군과 대학 교사

최근 중국의 학제 개편 동향
1) 다양성과 자주성이 겸비한 초중등
학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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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주요원천으로 되고 있어 석사학위 소

학생들은 자신의 상황에 근거하여 학

술과 능력을 구비한 인재를 육성해야 하

지자가 반드시 견실한 이론기초와 체계

습연한을 연장신청 할 수 있다. 즉 석사

지만, 3년 학제는 주기가 길어서 인재수

적인 지식, 일정한 과학연구능력이 필요

과정 학제를 획일화 하지 않고 다양화하

요를파악하기힘들다.

했던 것이다. 이는 과정학습과 과학연구

는 것이다. 예를 들면 인문사회과학 및

이러한 이유로 2004년 교육부 등 7개

훈련을 동시에 중시하여 당시 중국의 과

경제관리 유형의 학제는 적당히 짧은 연

부서에서 고등직업교육의 기본학제를 3

학기술, 교육, 사회발전수요에 부합시키

한을 취할 수 있고, 농학, 이공, 의학 등

년으로부터 2년으로의 과도기간을 거친

고자하는것이었다.

의 학제는 상대적으로 길게 할 수 있다.

후, 향후 2년제를 위주로 한다는 명확한

그러나 현재 중국의 박사졸업생이 늘

학술형의 석사연구생에 대하여 2.5-3년

입장을 표명하여, 직업기술 교육 인재

어나면서 과거에 석사졸업생이 부담했

의 기본연한을 정하고, 응용형의 석사생

양성 교육비를 줄여 더욱 많은 학생들이

던 과학연구와 대학교사 원천을 충분히

에 대하여 2-2.5년의 기본학습연한을

고등직업교육을 받도록 하자는 고등직

제공할 수 있어 석사 졸업생의 위치를

정할 수 있다. 학생들은 자신의 목표에

업교육에 대한 대중화의 의지를 표명했

대체했다. 중국의 경제발전과, 산업구

따라“응용형”또는“학술형”
을 선택할

다.

조, 취업구조의 끊임없는 변화에 따라

수있다.

립하여, 평생교육체계를 구축하고, 정규

현대사회가 석사 졸업생에 대한 규격 요
구가 변화하고 있어 대량의 고급응용성
인재를 필요로 하고 있다. 이로부터 석

이외에도 중국은 평생교육제도를 수

3) 단기적이고 실용적인 고등직업교
육의 학제

교육과 비정규교육 간의 연계를 강화하
며, 원격교육과 사이버교육을 적극 발전
시키고하는노력을하고있다.

사연구생의 양성목표를“학술형”
으로만

현재 고등직업교육의 학제는 3년이

정립할 것이 아니라, 일정기간 내 석사

다. 보통고등교육의 인재양성 목표가 연

이상의 중국학제의 개혁을 종합해보

연구생의 양성목표를 학술형과 응용형

구형이라고 치면 고등직업교육은 인재

면 중국의 학제는 초중등학제나 대학원

을병존하는방향으로해야한다.

양성목표가 기술형, 기능형인데도 불구

학제 및 고등직업교육 학제를 불문하고

이상의 주장에 비추어 중국은 앞으로

하고, 일부 고등직업교육을 실시하는 교

모두 지역별, 학교별, 전공별로 획일화

석사과정에 대한 탄력적인 학점제 학제

육기관에서 보통고등교육의 인재양성

가 아닌 각 지역, 학교, 전공에 따라 선택

를 실시할 동향이다. 기본 연한을 2년으

모델에 맞추어 교육과정과 전공을 설치

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자주권과 다양성,

로 하는 전제하에서 탄력제인 학점제를

하는경향이있다.

탄력성을 반영한 다양한 학제제도로 개

실시함으로써 교육 질을 보장하는 것이

이렇게 배출된 졸업생은 이론적으로

다. 이렇게 하면 학습기초가 좋고 능력

보통대학 졸업생의 수준보다 약하고, 실

이 강한 학생들에 대하여서는 학습연한

천능력도 마찬가지로 약하여 인재시장

을 줄이고, 논문 질이 떨어지는 학생들

에서 경쟁력이 떨어지는 현상이 존재하

에 대하여 교수들은 급급히 논문을 통과

고 있다. 직업교육이 취업지향형 교육인

시킬필요가없다는것이다.

이유로 국가에서 급히 수요하는 높은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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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학제및최근개편동향

윤종혁｜한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

일본의 학제 - 140년 동안의 변화

단선형 학제를 제안∙적용했다. 그 이후

19세기 중반 일본의 수도 에도(江尺)

일본의 학제는 별다른 변화가 없는 한

일본의 교육개혁은 주로‘21세기 교육신생플

근처 바닷가에 나타난 이양선이 쏜 대포

현재까지도 단선형 학제를 기본 골격으

랜’
을 통해 학제 개편의 영역을 넓히게 되었

몇 방으로 당시 봉건 막부세력은 커다란

로 한 교육을 채택∙적용하고 있다. 그

다. 특히, 고등교육 분야의 경우, 이미 2000년

위기에 봉착했다. 이는 서구 자본주의

런데 지난 2000년 이후‘교육개혁국민

이전에‘연구 중심 대학’
(COE 프로그램) 및 대

열강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하는 기회

회의’
의 개혁 활동에서 시작한 새로운

학원 중심 교육 체제를 완료한 상태였다. 이에

를 만들었으며, 이후 서구식 교육 문화

교육 움직임이 21세기 일본의 국제경쟁

더하여 세계 수준의 대학 육성방안으로서

가 없으면 일본이 생존할 수 없다는‘서

력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

2003년부터‘법학대학원’
을 비롯한 전문직대

구 모더니즘’
에 대한 동경심으로 발전해

이와 관련된 중요한 몇 가지 교육적인

학원 체제를 가동했고, 2004년까지 전국의 모

갔다.

개혁움직임에대해서살펴보고자한다.

jonghyeok@kedi.re.kr

든 국립대학에 대한 법인화 체제를 완료했다.

1868년 메이지(明治) 정변이 성공한
이후로 등장한 일본의 새로운 천황 체제
는 당시 선진적인 서구식 교육체제를 구
축하는데관심을두게되었다.

새로운 학제 개혁의 서막 -‘교육개
혁국민회의’발족과 성과
2000년 3월 당시의 오부치(小淵) 내각

바로 그것이 당시 유럽, 특히 영국∙

총리대신 직속으로 새롭게�교육개혁국

독일 등에서 시행하고 있는 복선형 학제

민회의」
를 발족시켰다. 일본도 경제∙사

를 모방∙적용하는 개혁안이었다. 흔히

회의 국제화가 진전되고 정보통신이 급

‘교육칙어’
체제라고 칭하는 이 학제는

속하게 발전하는 상황 속에서 교육환경

일본이 제2차 세계대전에서 패전하게
되는 1945년까지 기본 골격을 유지한 채
로적용되었다.

이빠르게변화하고있다.
그러나 그와 같은 교육발전의 후유증
으로서 학교현장에‘학급붕괴’현상이

1945년 일본을 점령한 미군정 당국은

나타나는 등 해결해야 할 각종 교육병리

그 이전의‘군국주의적인 잔재’
를 청산

현상도 본격적인 사회 개혁 대상으로 거

한다는 차원에서 새로운 교육법 제정을

론되었다. 이런 교육적인 상황을 국가적

포함하여‘6-3-3-4제’중심의 미국식

차원에서 극복하고 새로운 21세기 미래
교육개발│2006 sum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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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목적에서 교육개

이해할 수 있는 수업을 통해서 기초학력

으로‘유아교육’
과‘고등학교’교육을

혁국민회의가 발족하게 되었다. 교육개

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한다.

의무교육에 연결시키는 개혁 작업을 통

혁국민회의는 사회 전반적인 교육개혁

둘째, 심성이 풍부한 일본인을 육성하기

해서 미래 사회를 이끌 인재의 기초능력

요구를 수용한 것이기는 하지만, 그 것

위하여 즐겁고 안심할 수 있는 학습 환

을 육성하는데 집중 투자하고 있다. 이

보다는 정치∙경제적인 변혁 속에서 교

경을 조성한다. 셋째, 학부모 및 지역사

과정에서 교육의 수월성을 확보할 수 있

육전략을 구상하는 것에 중점을 두는 경

회가 신뢰하는 학교를 구축한다. 넷째,

는 아동∙학생에 대한 별도의 학제 및

향이있었다.

교수-학습활동의 전문가(프로페셔널)로

학교교육을 구상하고 있으며, 미래 지식

2000년부터 2년간‘교육개혁국민회

기반 사회의 직업생활능력을 적절하게

의’
는 여러 전문가 및 교원 집단, 학부모

재편성하는 교육 시스템 구성에 관심을

및 국민여론 등을 통해 새로운 개혁 구

두고 있다. 이를 보완하는 교육 인프라

상의 밑그림을 마련했다. 이때 제안된

구축을 위해 새로운 교원정책, 교육재정

학제 개편과 관련된 주요 골자 사업을

개혁, 그리고 교육정보화 사업 등에 많

보면,‘유아교육의 의무교육 완성’
,‘의

은관심을기울이고있다.

무교육학교와 고등학교 간 연계 사업’
,
의무교육개혁과 중등교육의 변화

‘국제 경쟁력을 갖춘 대학교육체제로 전

1) 새로운 구상으로서의 의무교육 개

환’
,‘미래 다문화 사회를 대비한 평생학

혁

습사회 구축’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
와 같은 교육개혁국민회의의 제안을 문

2006년 1월 18일 일본 정부는“교육개

부과학성이 수용하여 중앙교육심의회

혁을 위한 중점행동계획”
을 통합∙발표

등 전문가 집단의 자문을 통해 정책적으

했다. 이미 정부는 2005년 10월 26일 중

로 개혁안을 추진∙시행하고 있다. 이미

앙교육심의회로부터「새로운 시대의 의

2005년 10월에는 대표적인 개혁 골자라

무교육을 창조한다」
는 제목의 답신을 받

고 할 수 있는‘교육기본법 개정 방안’
에

서 교사를 육성한다. 다섯째, 세계 일류

았고, 의무교육 구조를 개혁하는 방향과

대한 중앙교육심의회 최종답신이 제출

수준의 대학을 이룩한다. 여섯째, 새로

관련된 제언을 받아들였다. 또한 2005

되고, 2006년 현재는 이 법안에 대한 국

운 21세기에 알맞은 교육이념을 확립하

년 11월 30일에는 일반재정과 지방재정

회의 통과 절차만을 남겨놓고 있는 상황

고교육기반을정비한다.

을 통합하는 것과 관련된‘삼위일체’
개

이상과 같은 교육개혁 추진 배경 및

혁에 대한 정부∙여당 합의도 이루어졌

대체로 학제개편을 위한 교육적 배경

전략은 곧바로 일본 정부가 현재 구상하

다. 중점행동계획은 이와 같은 최근의

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측면의 개편 추

고 있는 학제 개편 방안 속에 그대로 구

교육개혁 흐름과 비슷한 맥락에서 적용

진 전략을 포함하고 있다. 첫째, 학생이

현되고 있다. 현재 일본 정부는 기본적

하고 있는 시책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중

이라고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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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그런 측면에서 설립주체별로 소학교

고, 학교평가 시스템을 구축하여 의무교

와 중학교를 연계∙병합∙제휴하는 학

육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한다. 그

교경영 방식으로 9년제 의무교육학교까

런 차원에서 학부모∙지역주민이 학교

지 제안하고 있다. 특히 유아교육에 대

운영에 참여하고, 지방자치정부와 교육

한 무상의무교육 사업을 추진하는 차원

위원회 사이의 역할을 재조정할 수 있도

에서 2005년부터 유치원과 보육시설을

록한다.

병합∙운영하는 교육∙보육 이중 운영
체제를추진하고있다.

넷째, 교육조건 전략은 주로 의무교육
비 국고부담제도를 개선하여 지방의 자

둘째, 교사 전략은 주로 교원양성∙자

율재량을 확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격제도를 개혁하고, 교원평가의 개선을

이런 관점에서 교직원 급여제도도 지방

통해 다양한 인재가 학교 현장에 등용될

정부로 이양하고, 기초자치단체가 부담

수 있도록 한다. 교직 과정의 질적 수준

하는 교직원 임용제도 등도 검토∙적용

을 향상시키는 차원에서‘교직대학원’

한다.

제도를 새로 신설하고,‘교원자격증갱신
제’
를 도입하는 등 교원에 대한 채용∙

2) 중∙고교 연계 등 다양한 고교 개
혁의 추진

점행동계획은“국제사회에서 활약할 수

현직연수 등을 개선∙충실하게 운영할

있는 심성 풍부하고 자랑스러운 인간 만

예정이다. 교원평가를 적극 개선하여 평

대체로 일본의 기본 학제는 의무교육

들기”
를 지향하여“어떤 아동이라도 풍

가 결과를 급여 등 처우에 반영하며, 우

단계의 초∙중학교 9년 기간을 통합하

성한 교육”
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수 교원을 표창하고 지도력 부족 교원을

거나, 중∙고등학교 교육 6년을 일관 교

기본이념으로하고있다.

별도 관리하는 대책을 계속 적용한다.

육 방식으로 운영하는 것에 초점이 맞추

중점행동계획은 새로운 시대의 의무

그리고 조건부 채용기간제도를 교원 임

어지고 있다. 장기적으로 볼 때, 고등학

교육을 창조하고, 활력 있는 인재를 육

용에 적극 활용하여 퇴직자∙기업인 등

교까지 의무교육을 확대하여 유(1)-의무

성하며, 충실한 교육 조성을 위해 환경

을 교원으로 임용하고, 교장 외에 교감

(6-6)-대학(4) 단계로 재편하는 방향으

을 정비하고, 가정∙지역의 교육력을 향

도민간인등용을검토∙실천한다.

로 나아갈 것이다. 다만, 학제 개편과 관

상시키기 위해 다음과 같은 4대 추진전

셋째, 지방∙학교전략은 학교 및 교육

련된 여러 가지 재정∙인력∙제도 등에

략을 구축하고 있다. 첫째, 교육전략은

위원회의 조직운영을 개혁하고, 국가와

대한 정비 조건까지 포함하여 이는 향후

의무교육의 사명과 제도 운영의 탄력화

지방 간 혹은 광역자치와 기초자치 간

10년 이상의 중∙장기 과제라고 할 수

에 중점을 두고 있다. 즉, 학교교육법 개

관계∙역할을 개혁한다. 학교∙교장의

있다.

정을 통해 의무교육의 달성 목표를 명확

권한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교원 공모제,

오히려 현실적으로 볼 때, 일본의 학

하게 할 필요가 있음을 검토하고 있으

FA제 등 인사∙예산에서 자율성을 주

제 개편은 초∙중학교 의무교육을 실시
교육개발│2006 sum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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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9년제 통합학교 혹은 중∙고교 6년

학교 경영을 하고 있는 6년제 사립 중∙

는 기본적으로 고등학교 교육까지 의무

제 일관교육이 현실화되고 있다. 이미

고교 일관학교는 주로 교육 수월성과 공

교육으로 추진하는 것을 전제로 하면서

많은 지역 사회에서 형식상 6-6-4 혹은

공성에 초점을 두고 있는 체제를 계속

도, 미래 지식기반 사회의 인재 육성에

6-3-3-4제가 병행∙운영되고 있는 것

유지할것으로예측된다.

필요한 자율적인 고교 운영 체제를 고려

에서 알 수 있듯이, 중학교 및 고등학교

이 외에도 국제화 사회에 필요한 인재

한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즉, 기본적으

를 통합∙운영하는 것에 학제 개편의 기

육성을 위한 국제중등학교, 슈퍼랭귀지

로 공립고교를 의무제 학교로 변화시키

본 골자를 두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스쿨 등을 설립∙운영하며, 학교 부적응

는 계획을 추진하면서도, 사립고교 및
특성화된 직업훈련 중심의 특색 학교 육

있다.
현재 일본의 중등교육 체제에서 학제

성은 별도 운영을 모색하는 학제 운영의

개편과 관련된 개혁성과는 고등학교 교

유연화∙탄력화를 구상하는 것이라고

육에 대한 복선형 학제(Dual System)를

볼수있다.

구축하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고등학교
교육기본법 개편과‘부활! 일본’체제

교육에 대해 준무상의무화를 실현하면

의 미래

서도 학생의 학력평가 및 진로지도를 통
해 적절한‘인간력 개발사업’
과 연계하

2000년 12월 22일 교육개혁국민회의

고 있다. 즉, 기존의 일반계 고등학교 교

최종보고를 통해 시작한 일본의 교육개

육을 통해서 대학 진학준비과정을 개설

혁은 주로‘21세기 교육신생플랜’
을통

하는 것 이외에 종합학과, 단위제 고등

해 학제 개편의 영역을 넓히게 되었다.

학교 등 직업훈련에도 비중을 두는 학교

특히, 고등교육 분야의 경우, 이미 2000

특성화 사업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년 이전에‘연구 중심 대학’
(COE 프로

이는 학생의 다양한 요구와 관심을 수렴

그램) 및 대학원 중심 교육 체제를 완료

하고, 고등교육의 다양화, 그리고 학교

학생 및 홈스쿨링 체제와 관련된 다양한

한 상태였다. 이에 더하여 세계 수준의

선택 폭의 확대에 대한 학부모의 기대,

형식의 대안형 고등학교도 집중 육성하

대학 육성방안으로서 2003년부터‘법학

인재 육성에 대한 사회와 산업계의 요청

고있다.

대학원’
을 비롯한 전문직대학원 체제를

이와 같은 여러 대책 외에도‘공공 정

가동했고, 2004년까지 전국의 모든 국

신’
이나‘평생학습’등 새로운 시대의

립대학에대한법인화체제를완료했다.

새로운 타입의 고등학교는 교육의 수

교육이념을 명확하게 하고, 이를 체계적

그런데 이와 같은 고등교육 개혁은 대

월성과 평등성, 그리고 공공성을 각각의

으로 실현시키기 위한 대책으로서 교육

학의 경쟁력을 제고 할 수 있다는 긍정

학교 특성에 맞게 수용하는 형식을 취하

기본법 개정을 통해 9년간의 의무교육

적인 반응과 함께‘신자유주의 교육시

고 있다. 특히, 지난 20년 이상 자율적인

연한을 삭제하는 방안이 확정되었다. 이

장’
을 본격 도입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

에 부응하기 위해 새로운 타입의 고교를
계속유치할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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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차원에서 교육기본법 수정이 불가피

기적인 측면의 학제 개편이 있을 것이라

하다고 보았다. 특히, 교육정보화 사회

고본다.

및 평생학습사회를 맞이하여 이에 적절

그런데 이와 같은 교육기본법 개정 방

한 수준으로 기존 학제가 지닌 문제점을

침에 대해 일본 국내는 물론 국제적으로

유연하고도 탄력성 있는 방향으로 수정

도 여러 가지 논란과 우려를 불러일으키

할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 새로 개정

고 있다. 1947년 교육기본법은 제정 당

될 교육기본법 내용 중에서 의무교육을

시에‘교육칙어’체제 속에 있던‘충량’
,

재검토하는 이유도 사실상 고등학교 체

‘신민’
,‘국가 위급상황’등의 군국주의

제까지의 의무교육을 보장하면서도, 교

적 색채를 띤 내용을 완전 삭제한 상태

육 수혜자가 원하는 교육을 자유롭게 받

에서출발했다.

을 수 있도록 한다는 평등과 수월성을

그런데 지금 개정을 논의하고 있는 교

동시에 공존시키는 시장교육체제를 분

육기본법 내용 속에는 다시‘공공(公

명하게선언한것이라고할 수있다.

共)’
,‘전통∙문화’
,‘예의’등 국가적 관

또한 교육기본법은‘부활! 일본’
이강

점을 부각시키는 용어들이 새롭게 들어

었다. 2002년 일본 정부는 교육 전략을

조하고 있는 교육 현장주의 원칙과 교육

갈 예정이다. 이는 21세기적인 관점에서

획기적으로 개선한다는 측면에서 우리

진흥기본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 근

과거 군국주의(=천황제 파시즘) 시대의

나라의 교육인적자원 개발프로젝트에

거가 되고 있다. 즉, 현장주의 원칙은 학

‘교육칙어’체제를 이식∙수용하고자

해당하는‘인간력 전략비전’
을 주창했

교∙교육위원회 개혁과 관련하여 지역

하는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 원래 일본

다. 이는 교육개혁과 학제개편 등의 목

사회와 학교가 자율적인 창의를 발휘할

의 교육기본법 개정은 교육의 글로벌화,

적이 21세기 지식기반사회를 주도할 최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라고 할

교육경쟁력 제고 등을 이론적 배경으로

고 수준의 인재를 육성하는 점에 있음을

수있다.

하고있다.

이는 학교 단위로 교원 인사 및 예산

그러면서도 현실적으로는 국가주의적

이와 같은 교육전략이 극대화된 것이

등에 대한 권한을 강화하는 것으로서 학

관점과 신자유주의 교육을 결합시키고

바로 경제재정자문회의에서 문부과학대

교평가 등을 통해‘아래로부터의 교육경

있는 점에서 볼 때, 일본의 현행 학제 개

신이 선언한‘부활! 일본’개혁안이었다.

쟁’
을 자극하는 요소가 되고 있다. 이와

편도 이와 유사한 이론적∙실천적 과제

특히 이 개혁안은 그간‘평화헌법’체제

같은 현장주의 원칙을 국가 수준에서 관

와 방향을 가지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

내에서 준수해 왔던 교육기본법의 내용

리∙계획하고자 하는 개혁안이 교육진

려가있는것이다.

을 대폭 개정하는 것을 포함했다. 이는

흥기본계획인 것이다. 이와 같은 현장주

명분상 21세기 새로운 시대에 어울리는

의∙지역주의∙국가 계획주의 원칙에

교육의 기본이 되는 이념을 명확하게 하

따라서 향후 10년 이상에 걸쳐서 중∙장

강조한것이었다.

KED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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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학제개혁
권미연｜ 할레대학교 박사과정, 삼락중학교 교사-유학 휴직중,
miyun65@hanmail.net

독

일의 교육과정을 총괄적으로 말
할 때, 독일의 학제는 중등교육

독일은 교육에서의 기회균등과 평등을 중시하

과정까지 일반교육 과정과 직업교육 과

는 사민당(SPD)과 교육에서의 수월성(秀越性)과

정으로 나누어지며, 일반교육 과정은 다

경쟁을 중시하는 기민련(CDU) 사이의‘문화투

시 초등교육 과정과 중등교육 과정으로

쟁’
이 전개되었다. 그리고 그러한 이념적 대립

나누어진다. 초등교육은 초등학교의 4

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 이와 같이 종합학교

학년 과정이며(그 가운데에서 베를린 주

는 독일의 중등학교 학제 개혁을 위한 핵심이지

와 브란덴부르크 주는 초등학교가 6학

만, 보수주의 정치가 및 교육자들은 종합학교를

년까지이다) 중등교육 과정은 중등교육

지속적으로 반대하고 있다.

1단계(Sekundarstufe I)와 중등교육 2단
계(Sekundarstufe II)로 나누어지는데, 1
단계는 김나지움, 레알슐레
(Realschule), 하 우 프 트 슐 레
(Hauptschule),

종

합

학

교

(Gesamtschule)로구별된다. 중등교육1
단계 과정은 베를린 주와 브란덴부르크
주를 제외하고 모든 주에서 5학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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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학년까지로 구성되어 있다. 김나지움

5학년부터(베를린 및 브란덴부르크는 7

은 대학 입학을 준비하는 인문계 중등학

학년부터) 10학년까지 김나지움, 레알슐

교이며 대개 초등학교에서 상위의 성적

레, 하우프트슐레의 구분없이 모든 학생

을 받는 어린이들이 간다. 레알슐레와

들이한학교에서배우는학교이다.

하우프트슐레는 실업계 중등학교인데

그리고 김나지움과 종합학교의 11학

레알슐레는 김나지움으로 가지 못하는

년에서 13학년(개편되는 학제에서는 12

학생 중에서 성적이 높은 학생들이 진학

학년)까지의 김나지움 상급과정

하며, 하우프트슐레는 그보다 더 낮은

(Gymnasiale Oberstufe)이 한국의 인문

성적을 받은 학생들이 간다. 종합학교는

계 고등학교에 해당한다. 이 김나지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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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과정과 직업학교 및 특수학교의 해

그 성격이 확정되었다. 그리고 1837년

(Gesa mtschule)의 설립과 하우프트

당학년, 꼴레그(Kolleg), 야간학교

프로이센에서, 그리고 1874년 전 독일에

슐레의 폐지

(Abendschule)를 합쳐서 중등교육 2단

서 5학년부터 13학년까지를 기본으로

독일의 중등학교는 김나지움, 레알슐

계(Sekundarstufe II)라 부른다. 고등교

하는 9년제 김나지움이 확정되었다. 이

레, 하우프트슐레로 나누어져 있는데,

육과정은 일반적으로 종합대학교, 공과

와 달리 실업교육의 전통은 중세에도 이

이렇게 세 유형으로 나누어진 중등학교

종합대학교, 전문대학, 예술대학, 음악

미 존재하고 있었다. 그러나 현재의 레

과정은 5학년부터 시작된다.‘종합학교’

대학 등으로 구성된 대학교육 과정을 말

라는 명칭은 바이마르 공화국 시기,

한다.

1919년 바이마르 헌법에 의해 6세부터
10세까지 초등학교의 형태로 도입된 바

현재 독일의 학제개혁의 진행과 논쟁

있다. 그 이전에 김나지움은 각 학교 내

독일의 최초 대학교는 하이델베르크

에 김나지움 준비과정을 가지고 있었다.

대학교(1386년)이며, 이 시기까지의 학

그렇지만 현재와 같은 중등학교 과정의

교교육은 귀족이나 사제, 상층 부르주아

종합학교의 형태는 2차 세계대전 후 연

지를 대상으로 주로 신학 및 라틴어를

합군 점령하의 베를린에서 연합군통치

교육하는 기관이었다. 보통교육이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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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기 시작한 것은 종교개혁 이후부터이

조에 의해 도입되었는데, 당시의 명칭은

며, 보통의 시민 전체를 아우르는 보통

종합학교가 아니었다. 당시 연합군통치

교육은 18세기부터 토대가 마련되었는

위원회 교육전문가들은 어린아이들이

데, 그때의 보통교육은 직업학교가 선도

겨우 4학년을 마치고 성적에 따라 분류

하는 직업교육이었다. 독일의 학제의 발

알슐레의 형태는 1872년에 마련되었고

되는 것을 비판했다. 그들은 심지어 독

전에서 가장 중요한 이정표는 1763년에

그 명칭은 1964년까지 중등학교

일국민이 나치에 무비판적이었던 원인

일반 의무교육이 확립된 것이었다. 1810

(Mittelschule)였다. 하우프트슐레는

의 하나가 독일의 이러한 학제에 기인한

년에는 독일 근대교육의 기초를 놓은 빌

1960년대 중반에 국민학교(예전의 초등

다고까지 지적했다. 그들은 이러한 학제

헬름 폰 훔볼트에 의해 베를린 대학교

학교)에서 학업성적이 상대적으로 저조

가 소수의 어린이에게 우월감을, 대다수

(현재의 베를린 훔볼트 대학교)가 설립

한 학생들에게 더 나은 취업과 미래를

의 어린이에게 열등감을 불러일으킨다

되었다. 그리고 그의 이른바 인문주의

보장하기 위해 도입된 학교다. 현재 독

고 지적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1963

교육개혁을 통해 김나지움은 대학교에

일의 중등학교 과정은 이 세 학교 형태

년에‘종합학교’
라는 구상이 베를린의

서의 수학(修學)을 준비하는 기본능력을

를기본으로한다.

교육부에 의해 도입되었다. 성적에 의해
수직적으로 나누어진 서독의 중등학교

기르는 교육기관으로서 고전어, 역사,
수학 등을 가르치는 인문 교육기관으로

중등학교의 학제 개혁 - 종합학교

학제에 대한 비판과 미국, 영국, 소련,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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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학교가 시범적으로

외한 구동독의 주에서는 정권을 잡은 보

도입될 때부터 교육에

수정당에 의해 종합학교 형태에 해당하

서의 기회균등과 평등

는 동독 시절의 통일학교(Einheit

을 중시하는 사민당

sschule)가 모두 전통적인 김나지움, 레

(SPD)과 교육에서의

알슐레로회귀했다.

수월성(秀越性)과 경쟁

이때 구동독에서 하우프트슐레는 만

을 중시하는 기민련

들어지지 않았고, 브란덴부르크는 구동

(CDU) 사이의‘문화투

독의 주 가운데서 유일하게 종합학교가

쟁’
이 전개되었다. 그

활성화된주이다.3)

리고 그러한 이념적 대

사민당, 녹색당, 민사당(PDS) 등 진보

립은 아직도 계속되고

적 정치가들 및 교육학술노조(GEW) 등

웨덴 등 외국의 사례와 동독의 경험을

있다. 이와 같이 종합학교는 독일의 중

진보적 교육자들은 독일의 전통적인 김

모범으로 하여 1960년대 중반에 종합학

등학교 학제 개혁을 위한 핵심이지만,

나지움, 레알슐레, 하우프트슐레를 폐지

교가 시범적으로 도입되었다. 10년이 넘

보수주의 정치가 및 교육자들은 종합학

하고 9, 10학년까지 모든 학생들이 함께

는 시범기간이 끝나고 1982년부터 각 주

교를 지속적으로 반대하고 있다. 오랜

배우면서, 각 학생들이 공교육의 틀 내

에서는 집권정당에 따라 종합학교가 도

기간 기민련의 자매당인 기사련(CSU)이

에서 개인적으로 후원을 받는 종합학교

입되었다.1)

정권을 잡고 있는 남부의 바이에른 주에

내지 통일학교를 전국적으로 확립하는

그리고 그 수는 늘어가기 시작했다.

서는 역으로 1993년까지 빌리-브란트

것을 주장한다.4) 나아가 이들은 우선적

2002년 현재 8학년 학생을 기준으로 한

종합학교와 북뮌헨 종합학교를 제외하

으로 하우프트슐레를 폐지할 것도 주장

독일의 중등학교 비율은 하우프트슐레

고는 모든 종합학교를 없애버렸다. 또한

하고 있다. 그러나 기민련, 기사련의 보

22.8%, 레알슐레 24.5%, 김나지움

남부의 바덴-뷔르템베르크 주도 종합학

수적 정치가들 및 독일교사연맹(Deuts

29.6%이며, (통합형) 종합학교는 8.7%

교가 겨우 3개에 불과하다. 또 독일 통일

cher Lehrerverband) 등 보수주의 교육

이다.2)

이후, 구동독 주가 다시 서독의 교육체

자들은 독일의 전통적인 세 형태의 중등

계로 재편입될 때 브란덴부르크 주를 제

학교 학제를 유지할 것을 주장하며, 하

그런데 이 종합학교를 둘러싸고서는

1) 종합학교는 통합형 종합학교(integrierte Gesamtschule)와 협력형 종합학교(kooperative Gesamtschule)의 두 가지 형태가 있다. 후자는 하나의 종합학교 안에 김나지움과정, 레알슐레과정, 하우프트
슐레과정이 병립되어 있는 학교이다. 여기서 학생들은 한 학교 안에서도 구분되어 있으며, 체육을 비롯한 특정 수업을 함께 받을 수 있다. 전자는 학생들이 학교 내에서는 각 과정으로 구분되어 있지 않
으며, 성적에 따라서 그리고 학생 및 학부모의 요청을 감안하여 필요한 과목에 따라 수준별 수업을 하는 학교이다. 따라서 진정한 의미의 종합학교는 통합형 종합학교라고 하겠다. 한편 베를린 주와 브란
덴부르크 주는 7학년부터 중등학교가 시작되기 때문에 이들 주에서는 학생들의 상급학교 진학을 위한 기회가 2년 더 있는 셈이 된다. 그리고 주에 따라서는 5학년부터 6학년까지를 방향정립단계
(Orientierungsstufe)로설정해둔주도있다. 헤센주, 작센-안할트주는초등학교가4학년까지이만 상급학교의 5, 6학년에서방향정립단계를 운영하는 대표적인주이다.
2) Grund- und Strukturdaten 2005, Budesministerium fuer Bildung und Forschung. 11 쪽.
3) Grund- und Strukturdaten 2005, Budesministerium fuer Bildung und Forschung. 54 쪽.
4) 종합학교의 확대는 온종일학교[全日制學校]의 확대와도 연결되어 있다. 종합학교의 이념은 학생들을 선별하여 교육하는 대신, 같은 학교의 틀 내에서 같이 공부하면서 학생들에게 능력 개발의 기회와
가능성을 더 많이 제공한다는 사고에 기초하고 있다. 그리고 온종일학교는 학생들에게 학교에서 더 많은 개인적 후원을 한다는 사고에 기초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 온종일학교는 주로 종합학교에서 선도
적으로 도입되고 있다. 그러나 온종일학교를 설립하여 학생들을 공교육의 틀 내에서 개인적으로 후원하는 기회를 늘린다는 것에 대해서는 종합학교를 중등학교 학제 개혁의 핵심으로 여기는 진보 측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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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프트슐레도 유지되어야 한다고 주장

차, 제2차 PISA(국제학생수학능력평가)

부터 13학년까지 중등학교의 교육과정

하고 있다. 하우프트슐레의 폐지를 둘러

를 거치면서도 독일의 성적이 저조한 원

은 9년이 된다. 이 때문에 독일의 대학입

싼 논쟁은 최근 베를린 뤼틀리 하우프트

인을 분석하여, 그 대안을 제시하는 데

학생은 영국∙미국식 및 한국 학생들보

슐레에서 학교장이 학교에서 일상화된

에서도그대로존속되고있다.

다 대학 입학때까지의 학업기간이 1년이

학교폭력 때문에 주 교육부에 해당 학교

더 길다. 그리고 독일 대학교의 정규학

를 인근의 레알슐레로 흡수시켜줄 것을

업기간(Regelstudienzeit)은 5년(10학기)

요청한 편지(2006. 3. 30)가 공개됨으로

이며, 전문대학의 경우 정규학업기간은

써 격렬하게 분출되었다. 진보주의자들

3년(6학기)이다. 이러한 긴 학업기간 때

은 뤼틀리 하우프트슐레의 문제는 뤼틀

문에 독일의 대학졸업자들이 직업세계

리 하우프트슐레의 문제만이 아니라 전

에 진출하는 연령이 다른 OECD 국가보

국의 모든 하우프트슐레의 문제라고 지

다 월등히 높아 독일의 국가경쟁력을 떨

적하면서, 하우프트슐레가 학생들에게

어뜨리는 요인이 된다는 지적이 있어 왔

일상적인 열등감과 미래에 대한 불안한

다. 2006년 2월 5일 슈피겔지의 보도에

전망으로 아이들을 더욱 폭력적으로 만

따르면, 독일 대학생들의 평균 입학연령

들 뿐이기 때문에 하우프트슐레를 레알

은 21세이며, 전문대학(Fachhoch

슐레와 통합시켜 하우프트슐레를 폐지

schule)의 신입생들의 평균연령은 그보

해야한다고주장하고있다.

다 더 높아 22.6세에 이른다. 그리고 수

반면 보수주의자들은 하우프트슐레가

학 및 자연과학의 경우 졸업연령은 평균

교육현장과 산업현장의 욕구가 잘 결합

27. 6 가량이며, 예술대학의 학생들은

되는 학교 형태로서 미래의 사회구성원

그 보다 2년이 더 늦은 나이에 졸업한다.

들에 대한 최고의 사회통합능력을 보여

그리고 거의 모든 학과에서 학위를 취득

준다고 주장한다. (현재 구동독의 다섯

하는 기간이 평균 14학기를 넘어선다.

개 주 브란덴부르크, 메클렌부르크-포
어포메른, 튀링엔, 작센, 작센-안할트

김나지움의 학업 기간 단축과 대학교
의 학사∙석사제 도입

이에 따라 독일의 교육관계자들은 김나
지움 수학기간을 8년 간으로 줄이고, 현

주는 하우프트슐레가 없으며, 구서독의

현재 대학진학을 목적으로 하는 인문

재 5년 간으로 확정된 독일대학의 정규

잘란트 주는 하우프트슐레가 하나만 남

계 중등학교인 김나지움 및 종합학교의

학업기간을 학사과정(Bachelor)∙석사

고다폐지되었다.)

김나지움 과정의 학생들은 13학년을 마

과정(Master)으로 나누어 6학기를 수학

치고 아비투어를 치른다. 따라서 5학년

한 학생들에게 학사학위를 수여하는 교

이러한 교육에서의 이념적 대립은 제1

5) 독일에서는 대학을 졸업하면 인문및사회계는대개마기스터(Magister), 이공계는디플롬(Diplom) 학위를받는다. 이학위는영미및한국의석사에해당하는학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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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의 경쟁을 통한 학교 경쟁력의 향상이

그런데 8년제 김나지움에 대한 논의

라는 명분으로 중앙아비투어의 도입을

는 서독에서 60년대 초부터 있었고, 정

주장해 온 대표적인 기민련의 교육 전문

당의 색깔에 관계없이 찬성자와 반대자

가이다.

들이 있었다. 그리고 동독에서는 초등

이러한 상황과 관련하여 예를 들어 바

및 중등학교 전 과정이 12년으로 구성되

이에른 주의 야당(사민당, 녹색당)은 8년

어 있었다. 그리고 통일 이후 구동독의

제 김나지움 도입 자체를 비판하지는 않

주들이 서독의 교육체계로 재편되면서

지만, 그에 상응하는 후원 프로그램이

튀링엔 주와 작센 주는 계속 12학년제를

제시되지 않으면서 학생들에게 더욱 많

고수했다.

은 학업 부담과 경쟁을 강요받는 것을

김나지움의 수학 연한을 8년으로 줄

비판했다. 그렇지만 이제 8년제 김나지

이는 개혁은 주별로 시기적 차이는 있지

움(12년의 초∙중등학교)은 독일 학교에

만, 전국적으로는 2004, 2005학년도 겨

서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고 학생들에

울학기부터 모든 주가 8년제 김나지움

게 국제노동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더

을 도입하게 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8년

로 제시했다. 예컨대 8년제 김나지움 과

나은 기회를 제공한다는 명분 하에 독일

제 김나지움이 도입되는 학교에서는

정의 학생들은 6학년 제2외국어를 선택

사회에서대세가되었다.

2004, 2005학년도에 5학년이 되는 학생

해서 이수해야 한다. 따라서 바이에른

그렇지만 아직 8년제 김나지움은“더

부터 12학년을 마치고 아비투어를 치르

주의 8년제 김나지움 도입은 김나지움

많은 수업자료”
, 더 많은 수업시간”
,“더

게 되었다. 그에 따라 교과과정도 개편

에서 개인의 경쟁을 더욱 강화하는 것이

많은 스트레스”
로 요약되는 과도기의 문

되기 시작했다. 그런데 8년제 김나지움

그 기반이 되어 있다. 이러한 개혁은‘중

제점을 안고 있다. 예컨대 8년제 김나지

의 도입은 바이에른 주가 선도적이다.

앙아비투어’
의 도입과 함께 기민련의 학

움에 해당되는 학생들은 5학년의 경우

예를 들어 바이에른 주 수도 뮌헨에서는

교개혁 프로그램의 핵심이다. 현재 기민

주당 수업시수가 과거 30시간에서 32시

2004년, 2005학년도부터 시내 전체 34

련∙사민당 대연정 하에서 연방교육부

간으로 늘어나며, 10학년의 경우의 주당

김나지움 중 31개 학교가 8년제로 바뀌

장관을 맡고 있는 아네트 샤반(CDU)은

수업시수에서 34시간에서 35시간으로

었다. 바이에른 주는 8년제 김나지움을

그 전까지바텐-뷔르템베르크 주 교육부

늘어나게 된다. 그리고 1년 간 줄어드는

도입하면서 주당 수업시수에 큰 변화를

장관이었는데, 그녀는 1996년부터 8년

수업기간 안에서 부족한 수업시간을 충

주지 않으면서, 독일어∙수학∙영어 등

제 김나지움의 도입을 주장해왔다. 그녀

당하기 위해 바뀐 수업시간표에서는 주

핵심과목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 방향으

는 또한 전국적인 학교간의 경쟁 및 개

로 음악∙예술 및 체육, 종교 수업의 시

6)“Statitische Daten zur Einfuhrung von Bachelor-und Masterstudiengangen/Wintersemester 2005/2006”
, Statistiken zur Hochschulpolitik 2/2005, 7 쪽. 2005년 6월 현재 25세 미만 청년의
ILO 기준에따른실업률은16.7%이며, 이수치는유럽연합평균보다1.7%가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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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 줄어들게 되었다. 따라서 당연히

(Juniorprofessur) 도입, 엘리트대학교

사∙석사 과정을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인지주의 교육이 강화되고, 인성 교육은

도입, 등록금 징수 등의 독일 대학개혁

그리고 2005, 2006 겨울학기 현재 학

소홀히 되는 결과가 예상되고 있다. 음

을 둘러싼 여러 논쟁 가운데에서 가장

사∙석사 학위 과정은 전국의 모든 대

악 및 미술은 9년제 김나지움의 거의 모

논란이 적은 개혁 과제이기도 하다. 학

학교의 11,186 대학 학위 취득과정에서

든 학교에서 하급학년(5, 6학년) 중급학

사∙석사제 도입은 앞에서 언급된 대로

학사과정은 2,138 과정,, 석사학위 과정

년(7-10학년) 모두에서 모두 주당 2시간

독일의 대학생들의 긴 학업기간이 국가

은 1,659 과정이 제공되고 있다. 학사∙

의 필수과목이었지만 8년제 김나지움의

경쟁력을 떨어뜨린다는 관점에서 제기

석사 과정을 통틀어서 그 비율은 전체

중급학년에서는 주당 1시간의 필수과목

되었다. 이에 따라 현재의 5년 과정의 마

학위과정의33.9%에해당한다.6)

으로 바뀌며, 나머지 시간은 선택과목으

기스트 및 디플롬 학위 제도대신 학사

그리고 학사/석사 학위 과정이 가장

로 전환된다. 마찬가지로 체육도 하급

(Bachelor)∙석사(Master) 제도를 도입

먼저 제공된 학과는 공학관련 학과였으

및 중급학년에서 주당 수업 시수가 1시

하여 학사 과정을 3년 만에 마치고 학사

며, 그 다음 인문과학 및 사회과학 관련

간씩 줄어들게 되었다. 이들 과목의 줄

학위를 받고 바로 사회에 진출하거나,

학과가 뒤를 이었다. 경제학, 컴퓨터 공

어든 수업시간이 선택과목으로 제공된

계속하여 석사학위 과정을 하게 하는 이

학, 및 자연과학학과도 현재 학사/석사

다 하더라도, 다른 수업에 부담을 느끼

른바“3＋2”모델의 학위 과정이 도입되

학위를 많이 개설하고 있다. 반면 예술

는 학생들이 필수과목이 아닌 과목에 시

고 있다. 이 모델은 1999, 2000년부터

및 음악 관련 학과, 법학, 신학, 의학과는

간을 들여 참가할지에 대해서는 많은 사

일부 대학교에서 도입되기 시작했고,

아직 학사/석사 학위 과정이 제공되지

람들이 회의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다.

2003년 10월 교육부장관 협의회는 2010

않고 있다. 이들 학과의 관계자들은 자

또한 학부모들은 급식 문제에 대해 큰

년까지 전국적으로 모든 대학에서 학

신들의 학과에서는 직업분야의 특별한

불안을 느끼고 있다. 바뀐 8년제 김나지

요구와 현행 학업 및 시험규정에서 나타

움에서는 5학년 학생조차도 주당 하루

나는 요구를 짧은 기간의 학사 학위과정

오후 수업이 있으며, 중급학년은 3일간

으로충당할수없다고주장한다.

의 오후 수업이 있게 된다. 따라서 학교

그런데 이러한 학사/석사 학위 과정의

마다 급식 시설을 마련해야 하고, 그에

도입으로 인해 대학생들은 3년만에 일

따른 인력을 충원하는 문제에 봉착해 있

반대학교 학위를 취득하기 위해 더 많은

고, 연방교육부는 이 문제를 해소하기

수업을 들어야 되고, 한정된 교수 요원

위해“40억유로 프로그램”
을 가동하고

및 시설에 의해 현재 독일대학교는 강의

있다. 한편 대학의 학사∙석사제 도입은

실이 더욱 부족하고 강의가 대형화되는

현재 대학의 학제와 관련된 독일의 교육

어려움을겪고있다. KEDI

개혁 과제이다. 이 문제는 주니어교수제

교육개발│2006 sum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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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연방공화국 교육제도의 기본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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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직업김나지움
전문김나지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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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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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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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전:“Das Bildungswesen i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2004”Sekretariat der Stadigen Konferenz der Kultusminister der Lander i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3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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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의교육제도
배수옥 ｜서울대학교 강사, sobae67@hanafos.com

프

랑스 교육제도는 1789년 프랑스
혁명과 나폴레옹의 통치시절 만

프랑스는 1789년 대혁명 이후 공화정을 운영하

들어진 공교육의 틀을 기초로 하고 있

면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정치적 이슈에

다. 교육의 자유, 종교의 중립성, 무상교

서 제도로 고착된 문화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육, 의무교육, 국가에 의한 자격과 학위

사회당이 의회 다수당을 차지하여 정권을 장악

관리라는 5가지 원칙을 가지고 공립학

한 후 사회민주주의의 전통을 교육제도에서도

교 교육에 우선을 두는 강력한 중앙집권

찾아볼 수 있다.

형 교육체제로 정리할 수 있다. 프랑스
학제는 3-5-4-3-3의 형태로 1968년
학생혁명을 계기로 7세에서 13세이던
무상의무교육이 6세에서 16세로 확대되
었다. 3년의 유치원 교육 후 5년의 초등

우 이용 가능한 알트 가르드리(haltes-

교육을 거쳐 4년의 중학교, 3년의 고등

garderies)가 있다. 유치원인 에꼴 마떼

학교 교육을 거친다. 대학은 3년제이다.

르넬은 교육부 소속으로 정규학교의 시

우리나라와의 차이는 대학이 3년제라는

작으로 인정되는 반면, 클래쉬(creche)

것, 초등과 중등이 5.4제의 형태를 지닌

와 알트 가르드리(haltes-garderies) 같

다는 것과 3년제 유아 교육이 전적으로

은 유아 보육기관은 보건부 소속이다.

국가 주도 하에 무상으로 이루어진다는

클래쉬의 종류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점이다.

수 있다. 클래쉬 콜렉띠브(creche

프랑스 사회에서 정규 교육은 만 3세

collective)와 클래쉬 파밀리얼(creche

이상이 갈 수 있는 유치원인 에꼴 마떼

familiale)이 있다. 클래쉬 콜렉띠브는

르넬(Ecole maternelle)을 시작으로 본

아담한 건물과 마당이 있는 가장 전형적

다. 그러나 0세부터 3세의 유아를 맡길

인 유아보육기관이고, 이곳을 이용할 수

수 있는 기관도 모두 국가가 관장하고

없는 사람들에게 메리에서 클래쉬 파밀

있어 공교육기관의 성격을 보인다. 부모

리얼을 소개해 준다. 클래쉬 파밀리얼은

모두 직장에 다니거나 학생인 경우 이용

보육사 자격을 가진 유모들이 일인당 세

가능한 클래쉬(creche)와 전업주부의 경

명의 아이들을 맡아서 자신의 집에서 돌
교육개발│2006 sum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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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는 방식이다. 그리고 이 사람들에게
위탁된 아이들은 일주일에 한두 번 클래
쉬나 유치원에 가서 기관에 속한 교육을
받을수있는기회를갖는다.
클래쉬가 취업 주부를 위한 기관이라
면 전업주부를 위한 보육기관도 있다.
설사 엄마가 직장에 다니지 않고 집에
있다 해도 아이를 위해 단체 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차원에서 알
트 가르드리를 운영한다. 알트 가르드리
는 클래쉬보다 문을 늦게 열고 빨리 닫
는다. 보통 8시 30분에 문을 열고 5시

FRANCE

<표 1> 프랑스의 연령별 각급 학제

나이
만17/18
만16
만15
만14
만13
만12
만11
만10
만9
만8
만7
만6
만5
만4
만3

학년
졸업반(terminale)
고1(primiere)
고2(seconde)
중3(troisieme)
중4(quatrieme)
중5(cinquieme)
중6(sixieme)
초5(CM2: Cours moyen2)
초4(CM1: Cours moyen1)
초3(CE2 Cours elementaire2)
초2(CE1: Cours elementaire1))
초1(CP: Cours preparatoire)
큰애반(section des grands)
중간반(section des moyens)
어린애반(section des petits)

우리나라 학년
고3
고2
고1
중3
중2
중1
초6
초5
초4
초3
초2
초1
유치원

학교
리쎄(Lycee): 고등학교3.4

꼴레쥬(College): 중학교

에꼴엘레먼데르: 초등학교
(Ecole elementaire)

에꼴마테르넬: 유치원
(Ecole maternelle)

30분에 문을 닫는다. 알트 가르드리 포

원이 강제적 의무교육이 아님에도 불구

여부이다. 프랑스는 1789년 대혁명 이후

뮬(formule)은 기본적으로 한 아이를 매

하고, 실제 1995년 기준 3세 아동의 유

공화정을 운영하면서 사회적 약자에 대

일 한나절, 오전 또는 오후 동안 맡길 수

치원 취학률이 99.1%이고 4세, 5세 아동

한 배려가 정치적 이슈에서 제도로 고착

있는 프로그램을 지칭한다. 한 아이를

의 경우 100%이다. 지역에 따라 자리가

된 문화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사회당

최대한 5번 맡길 수 있는데, 엄마의 스케

여유가 있는 경우 2세 아동도 입학할 수

이 의회 다수당을 차지하여 정권을 장악

줄에 따라 오전∙오후를 묶어서 이틀하

있어 취학률이 35.2%에 이른다. 역사적

한 후 사회민주주의의 전통을 교육제도

고반나절을맡기는경우도있다.

으로 유치원 교육이 대중화된 것은 30년

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따라서 동일한

다음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학교

전으로 1960년에 한 반에 43명 하던 학

유치원에 다니면서도 부모의 소득과 집

급별 비교를 위해 한국과 차이가 많은

생이 현재 평균 28명으로 줄었으나, 이

세 등에 따라 상이한, 크게는 세 배까지

프랑스 정규학제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역시지역간격차가심하다.

차이나는보육료와점심값을낸다.

프랑스 유치원은 카톨릭이 사립 교육

프랑스 유치원 교육은 무상이지만, 점

을 장악했던 프랑스 교육사와 같이 역시

심값은 개인 부담이다. 따라서 공립 유

표에서 보듯이 프랑스는 한국과 달리

사립의 비율이 적지 않다. 실제 프랑스

치원에 다니는 아동들은 모두 상이한 점

초등학교가 5년제, 중학교가 4년제이다.

유치원 중 공립이 1만 8,646개이고 사립

1)
심값과 오후에‘가르데’
시키는 비용이

특히, 모든 아동이 만 3세가 되면 입학하

이 343개이다. 공립과 사립의 가장 큰

차이가 있지만, 사립의 경우는 모든 아

는 유치원 교육이 무상으로 실시되지만,

차이점은 비용 산출 문제와 수요일 수업

동이 동일한 비용을 낸다. 프랑스에서도

법적인 의무교육은 아니다. 의무교육은

1) 가르데는 불어의
‘가르데(garder)' 동사에서 나온 말로 돌보다는 뜻이다. 보통 정규 일과 후 오후에 아이가 학교에 남아 수업 이외의
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지칭한다. 학기 시작하면서 정규적으로 가르데를 신청할 수도 있고 부모가 특별한 일이 있는 경우 하루 전이나
당일날아침쿠폰을구입하여 신청할수있다. 이비용역시공립은소득별로세배까지차이가난다.

다음은 프랑스 초∙중등 학제를 간단하
게도표화한것이다.

초등학교에서 리세까지 해당한다. 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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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상류층의 경우, 높은 비용을 내면서

같은 경우 유치원 성적표를 보고 학생을

는 우리나라 초등학교 1학년에 해당하는

공립에 보내느니, 조금 더 보태서 유치

선발하기도 한다. 보통 가정의 사회경제

CP, 기초과정인 CE1(우리나라 초등학교

원, 초등학교 모두 사립에 보내는 것을

적 지위가 높은 중상류층 학생들이 입학

2학년), CE2(초3), 중급과정인 CM1(초

선호한다.

하는 사립에서는 수요일 수업을 하지 않

4), CM2(초5)로5년제이다.

유치원은 크게 세 반으로 나뉘는데,

는 공립과는 달리 오전 수업을 진행한

프랑스 초등학교 교육의 목표는 모국

나이에 따라 가장 어린애반, 중간반, 큰

다. 프랑스 공립유치원이 주4일 수업인

어인 불어의 정확한 습득과 시민 윤리

애반으로 구분된다. 지역에 따라 자리에

데 비해 사립유치원은 주5일제 수업을

교육이라는 두개의 큰 축으로 집약된다.

여유가 있는 경우 채 만 3세가 되지 않아

한다.

중학교에서는 수학이 5시간인데 비해

도 쁘띠쁘띠반으로 아동을 수용하는 경

전통적으로 프랑스 초등학교는 1833

불어가 주당 4시간에서 5시간으로 비슷

우도 있다. 모든 공립 유치원은 수요일,

년‘기조 법(la loi Guizot)’
에 의해 각 지

하다. 그러나 초등학교 단계에서는 수학

토요일에 쉬는 것이 원칙이다. 에꼴 마

역에 의무적으로 설립되기 이전 이미 카

의 거의 두 배 수준인 최대 10시간까지

떼르넬은 교육부 소속으로 유치원 쁘띠

톨릭 재단에 의한 사립의 형태로 존재했

확보되어 있다. 초등교육의 목표는 지식

반과 중간반은 사이클 1에 해당한다. 이

다. 기조 장관은 프랑스 북쪽에 이미 설

적인 내용을 가르치는데 주력하지 않기

어서 유치원 그렁반과 초등학교 1학년,

립되기 시작한 학교교육을 프랑스 전 지

때문에 기본적으로 가정에서 수행해야

2학년은 사이클 2에 해당하고, 초등학교

역에 보급하면서 일반 보통 교육의 길을

할 과제도 많지 않다. 1995학년도부터

3학년부터 5학년까지 사이클 3에 해당

열었다. 후에‘줄 페리(Jule Ferry)’교육

세계화 추세를 인정하여 외국어 교육을

한다. 엄밀하게 말하면, 유치원 그렁반

부장관은 50년 전 프랑소와 기조

도입했다. 초등학교 중 기본 교육기

이 우리나라의 초등학교 1학년에 해당한

(Francois Guizot)에 의해 보편화된 학

(Cycle des apprentissages fondamen

다. 교육과정에서도 쁘띠반과 중간반이

교 체제에 힘입어 1880년 모든 아동의

taux)에 해당하는 초등학교 1학년, 2학

말과 노래, 미술과 같은‘놀이’
에 초점이

무상 의무교육을 법제화했다. 초등학교

년의주간시간표는다음과같다.

있다면, 그렁반은 모국어 습득을 위한
읽기와쓰기, 셈하기까지지도한다.
프랑스 사립은 주로 카톨릭 재단에서
운영하는 것이 많고, 엄격하고 전통을
고수하는 성향을 보인다. 그러나 모든
사립이 교육의 질이 높은 것은 아니며
천차만별이지만, 주로 오래되고 전통이
있는 사립일수록 인기가 높고 입학하기
도 힘들다. 사립 유치원은 신청 순서에
따라 우선권을 주지만, 사립 초등학교

<표 2> 프랑스 초등학교 1, 2 학년 교육과정

영역
국어습득
더불어살기(토론, 레크레이션)
수학
세계의발견
외국어또는지방어
예술교육
체육및스포츠
일상활동2)
독서및글쓰기(해석및암기)

최저 시간

최대 시간

9시간
30분
5시간
3시간
1시간

10시간
5시간30분
3시간30분
2시간
3시간
3시간
최저시간
2시간30분

2) 법적으로‘일상활동’
은 재량시간으로 운영되며 교육과정에 포함되지 않아 교육부 발행 책자에도 따로 표기되어 있어 여기서도 분리
하여제시한다.

교육개발│2006 sum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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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초중고 교육체제에서 학기를

업시수도 늘고 과제도 늘어나는 4학년

3학기로 운영된다. 1학기는 9월부터 12

(우리의 중2)과 3학년(우리의 중3)의 경

월 말 노엘 방학 전까지, 2학기는 1월 초

우 수요일 수업이 있는 학교가 많다. 다

부터 3월 중순까지, 3학기는 4월부터 6

만, 자신이 속한 반의 수업 시간표에 따

월 중순까지이다. 죠스팽 정권이 선포한

라 불과 세 시간인 수업이 오전에 몰려

‘1989년 교육에 관한 일반법(loi

있으면 오전에 끝나고, 오후까지 퍼져

d'orientation de 1989)’
은 교육부에서

있는 경우, 학교에서 기다렸다 수업을

결정하던 각급 학교의 학사일정을 각 지

들어야 하므로 오후에 끝나는 경우도 있

역 상황에 따라 융통성있게 운영할 수

다. 프랑스는 주35시간 근무가 보편화되

있는 여지를 제공했다. 또 이 법에서는 7

어 있어 교사들의 근무시간을 맞추느라

주의 수업과 2주의 짧은 방학이라는 리

학생들에게 공강이 생기는 사태도 발생

듬을 갖고 학기가 운영되도록 권고되었

한다. 또 정신적 쇼크와 스트레스로 인

다. 실제 프랑스 학생들은 두 달에 한 번

한 결근을 합법화하여 이것이 교사의 결

정도 일년에 총5번의 바캉스를 갖는다.

근으로 이어지고 학생들의 공강 발생의

프랑스 파리 지역 학생들은 9월 초에 개

원인이 되기도 한다. 교원노조가 힘을

학을 한 후 첫 방학은 10월말부터 11월

갖고 있는 프랑스 사회에서 찾아볼 수
있는장면이다.

초까지 열흘간 하는 투상(만성절) 방학

합’
을 위한 학습기간으로 명명된다. 이

이다. 12월 말부터 1월 초까지는 노엘 방

시기에는 주로 불어, 수학, 외국어, 사회,

중학교의 마지막 학년인 3학년은‘진

학을 2주간 하며 겨울방학(스키방학)은

과학, 기술, 미술, 음악, 체육 등의 교과

학’
을 위한 반으로 이때 처음으로 인문

지역에 따라 2월초부터 3월초 사이에 2

를 주당 25시간 학습한다. 중학교의 두

과 실업으로 진로의 분할이 이루어진다.

주간 실시한다. 봄방학(부활절 방학)은 4

번째 학년인 5학년과 4학년은‘중심’
에

인문계열과 기술계열 학생들은 일반고

월 중에 2주간 실시한다. 마지막으로 가

해당하는 학습기간으로 명명된다. 학습

등학교인 리세로 진학하고 실업계열을

장 긴 여름방학은 법적으로 6월 30일로

영역은 크게 자연과 인체, 예술과 인문

선택한 학생들은 실업계고등학교로 진

되어 있지만, 지역별로 자율적으로 가끔

학, 언어와 문화, 과학과 기술로 나뉘면

학하게 된다. 모든 프랑스의 중학교 졸

일찍시작하는경우도있다.

주당 29시간 학습한다. 자세히 설명하면

업생들은 국가고사인 졸업시험(DMB)을

프랑스 중등학교의 첫 단계인 중학교

4학년의 경우 제2외국어가 주당 3시간

치러야 한다. 이 시험에서 20점 만점 중

는 콜레주(college)로 4년제이며 6학년부

추가되고, 물리∙화학이 주당 1.5시간

10점 이상을 받아야 통과가 되며 브레베

터 3학년까지 있다. 공립의 경우 주거지

추가된다.

(BREVET)라는 학위를 인정받는다. 그

위주로 배정받는다. 중학교 첫 학년인 6

공립 콜레주의 6학년과 5학년생들은

러나 실제 리세로 진학하는 학생들은 이

학년(우리의 초6에 해당)은‘적응’
과‘통

주로 수요일에 수업이 없다. 하지만, 수

시험을 치지 않는 경우도 많다. 반면,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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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로 진학하는 학생들과 중학교 졸업

일까지 한 과목씩 시행한다. 자신이 응

이 철학자들을 완벽히 이해한다는 것은

후 취업하는 학생들은 이 시험을 반드시

시하는 바칼로레아의 종류에 따라 또 자

쉽지 않은 일이라서 바칼로레아를 앞두

치르게된다.

신의 필요에 따라 선택 과목이 달라진

고 철학 과외를 받는 학생들도 상당수

리세는 3년제 일반 고등학교로 바칼

다. 예를 들면 문학계열은 외국어, 고어,

있다. 철학뿐 아니라, 어려운 물리, 화학,

로레아를 거쳐 대학에 진학할 목적인 학

예술과 수학을 선택할 수 있고, 경제 사

수학 등도 과외지도를 받는 경우가 있

생들이 진학한다. 고교 첫 학년인 2학년

회계열은 언어, 경제사회, 수학 중 선택

다. 그해 바칼로레아의 철학 문제가 사

(우리의 고1에 해당)은 공통필수과목을

할수있다.

람들의 중요한 대화의 소재가 될 정도로

이수하고 그 학년 말에 자신의 진로를

프랑스 사회는 철학을 추구한다. 프랑스

결정하고 이에 따라 1학년(우리의 고2)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면 그들이‘왜’

부터 수강 과목이 달라진다. 일반계열의

라고 반문하는 것을 자주 발견하게 된

경우 문과계열(L), 경제 및 사회계열

다. 모두 토론을 중시하는 교육을 받은

(ES), 이과계열(S)로 3개 분야의 바칼로

결과로볼수있다.

레아를 응시할 수 있다. 기술계열의 경

외국어 과목은 필기와 회화를 선택해

우 18개 종류의 시험에서 현재 4개, 산업

서 볼 수 있고 수학은 주관식으로 출제

기술학(STI), 실험기술학(STL), 경영 및

되고 나머지 과목은 모두 논술형으로 객

서비스(STT), 사회의료학(STMS) 분야

관식 문제는 없다. 필기시험 외에 구술

로 축약되었다. 무용, 음악, 체육 등 예체

시험은 국어, 사회경제, 외국어, 고어 등

능분야도이기술계열에속한다.

이 대상이 되며 계열당 2, 3개 과목이 대

프랑스는 우리나라의 대학수학능력

상이 된다. 구술시험은 25개에서 30개

시험과 같은 대학입학 시험을 별도로 치

정도의 도서 목록 중 시험관이 문제를

르지 않는다. 대신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선택하고 내면 학생은 20여 분의 정리

이수하면서 치르는 고등학교 졸업 자격

시간을 가진 후 심사위원들 앞에서 설명

시험(바칼로레아)이 대학입시를 대신하

일반계열뿐 아니라, 예능∙기술 계열

해야 한다. 이 구술시험은 단순한 암기

게 된다. 모든 계열에 공통인 국어(불어)

모두 철학과목은 의무적으로 치러야 한

력의 측정이 아닌 지식의 활용과 학생의

는 1학년(우리의 고2) 말에 시행되며 외

다.‘정상적인 것과 비정상적인 것의 경

사고력과 논리력을 검증하는 과정이다.

국어, 수학, 철학, 역사지리는 공통 필수

계선을 규정할 수 있는가’
와 같이 정답

자신의 필요에 따라, 계열에 따라 과목

로 고교 졸업반 마지막 학기인 6월에 시

이 없는 철학 문제들에 대해 현직 교사

별로 필기시험, 구술시험, 또는 둘 다를

행된다. 시험은 2주에 걸쳐 시행되는데

들로 구성된 채점 위원들은 학생들이 얼

볼 수 있으며 구술시험은 20분, 필기시

먼저 주에 모든 계열 공통인 철학을 치

마나 논리적으로 견해를 개진했는가를

험은 4시간이다. 시험 결과는 7월 초에

르고 난 후 그 다음주 월요일부터 금요

기준으로 채점한다. 그렇지만, 고교생들

나오며 평균이 20점 만점에 8점 이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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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제이므로 유급을 해야 한다. 평균이 8

있다. 2년 교육 후 본인이 원하면 인문계

점에서 10점 사이인 사람은 7월 초에 재

나 기술계로의 적응반을 일반계열이나

시험을 볼 수 있다. 과목 2개를 선택하여

기술계열의 바칼로레아를 칠 수 있다.

구술시험을 치르고 평균이 10점 이상이

또 본인이 계속 실업계열 공부를 직업적

면합격이다.

성자격증이나 직업교육증서 획득 이후

FRANCE

1945년 3%에 불과하던 바슐리에(바

2년 계속 진행하면 1987년 신설된 직업

칼로레아를 통과한 사람들을 지칭하는

바칼로레아(회계, 비서, 요리 등 서비스

용어)의 비율이 1975년에 24%, 1992년

계열과 산업 기술계열)에 응시할 수 있

에 50%를 거쳐 2002년 78.8%로 확대되

다. 직업 바칼로레아를 통과하면 2년제

었다. 프랑스 사회에서는 고교 졸업 후

인 고등기술자 학교(STS)나 단기 기술대

바칼로레아를 기준으로 자신의 학력을

학(IUT)에 진학할 수 있다. 2001년 기준

표시하는 통일된 방식을 사용한다. 바로

바칼로레아 응시생 중 일반계열이

‘BAC+1’
과 같은 방식으로 바칼로레아

51.3%, 기술계열이 29.9%, 실업계열이

과 프랑스 중등학교에서는 같은 학년에

를 통과한 이후 몇 년 교육을 받았는가

18.8%로 나타나 있고 기술계열과 실업

도 다양한 나이의 학생들이 존재하고 이

를 표시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직업 바

계열은1990년이후계속증가추세이다.

것이 학생들간 학교 내 폭력 문제를 일

칼로레아를 통과한 후 2년제 고등기술

프랑스 고등학교는 원칙적으로 주거

자 학교를 졸업했다면 BAC+2로 이력서

지 위주 배정이지만, 고등학교에 들어갈

루이 르 그랑, 샤를르 마뉴, 라부아지

에 자신의 학력을 표시한다. 박사를 지

때 일반중학교 내신성적과 중학교 졸업

에, 국립 명문인 앙리 카트르 같은 고교

원하기 위해 이력서를 쓰는 경우 고교

자격 시험 점수 등에 의해 이미 우수한

가 있는 파리 시내 5구는 학군이 좋은 지

졸업 후 3년의 학사와 1년의 석사, 1년의

학생들이 가는 학교는 확연히 구분된다.

역이다. 전국에서 입학생을 받는 루이

데으아를 거쳤다면 BAC+5로 표시한다.

그리고 학교 내에서도 우열반이 철저하

그 그랑은 예외지만, 기본적으로 학군제

그랑제꼴 졸업생은 그랑제꼴 준비반 2

다. 뿐만 아니라, 초등학교나 중학교에

가 적용되는 가운데 명문고등학교에 입

년과 그랑제꼴 3년을 합하면 역시 졸업

서보다 더 철저히 유급제가 적용된다.

학시키기 위해서는 주거지가 5구로 되

후 BAC+5로 표기하게 된다. 비록 그랑

프랑스에서는 초등학교부터 유급제가

어 있어야 한다. 따라서 프랑스에서도

제꼴 졸업생은 학사 출신이라 해도 다른

존재하는 것이 특징이다. 진급과 낙제는

‘8학군’증상이 있다. 일부 학부모들은

대학교의 데으아를 마친 학생과 같은 학

과정별 교사협의회, 학부모협의회, 해당

다락방이라도 파리 5, 6, 16구에 사거나

력을인정받게된다.

학부모, 학교의사, 교육전문가의 의견이

임대해서 아니면 친척이나 지인의 주소

실업 고등학교는 따로 존재하며 2년

수렴되어 결정된다. 고1 10% 정도의 학

를 빌려 거주지를 확보하여 학교를 배정

제이고 졸업 후 직업 적성자격증(CPA)

생을 고2가 되기 전, 고3이 되기 전 일정

받는다. 또는 유명한 고등학교에 입학을

이나 직업 교육 증서(BEP)를 취득할 수

수준을 갖추기 위해 유급시킨다. 그 결

허가받기 위해 그곳에서만 배우는 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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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어(예를 들면 러시아어)를 미리 중

프랑스 고등교육은 매우 복잡 다양하

학교 과정에서 선택하여 이수하게 하는

다. 먼저 기능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하

방식도 택한다. 프랑스의 상류층들은 학

는 단기 기술대(IUT, STS)와 이론적 학

군이 좋은 공립학교를 선택하거나 아니

문을 연구하는 진보적 경향의 일반 대

면 학비가 비싼 미국학교나 영국학교,

학, 실무 중심의 전문지식을 교육하는

두개 언어를 가르치는 사립학교를 선택

그랑제꼴과 특수분야의 각종 사립 에꼴

한다.

들로나누어볼수있다.

FRANCE

프랑스 명문고등학교의 경우 그랑제

먼저 직업 전문교육을 통한 기능인력

꼴인 에꼴 노르말 출신 교사들이 많이

양성을 담당하는 기관에 대해서 살펴보

근무하고 있고, 대학졸업 후 시험을 통

도록 하자.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단기

해 교직에 나온 교사의 비율이 적다. 또

로 고등교육을 희망하는 학생들은 단기

명문고등학교의 경우 전통적으로 바칼

기술대학(IUT), 고등기술자학교(STS)에

로레아 시험 합격률이 100%를 자랑하며

진학할 수 있다. IUT는 기술인력 양성을

그랑제꼴에 들어가기 위한 준비반인‘프

목적으로 1960년대 세워진 2년의 국립

레빠(preparatoire)’합격률이 80-

단기대학이다. 바칼로레아 소지자를 대

저렴하고, 분야가 전문화되어 있고 빠른

90%(통계상 평균 바칼로레아 통과 학생

상으로 생물학, 화학, 토목공학, 전기공

취업을 보장한다는 면에서 고등학교 졸

의 10%가 프레빠에 간다)에 이른다. 물

학, 기계공학, 에너지학, 위생학, 물리학,

업생들 사이에 인기가 높다. 직업계 고

론 파리 시내 5구, 6구, 16구 모두 부자

컴퓨터, 경영학, 행정학, 법학, 사회학,

교졸업생들 외에 일반계 고등학교 졸업

들이 사는 동네로 학생들의 사회경제적

통계학, 무역학 등의 전공과목이 개설되

생들도 이 학교에 진학한다. 참고로 치

지위도 높다. 그와 달리 교육수혜지구3)

어 있다. 1년에 32주간 약 2,000시간의

대는 6년, 의대는 기본 8년 이상의 교육

로 꼽히는 빈민가 고등학교의 경우 프레

이론 및 실기 수업으로 이루어져 있다.

연수가 필요하며 일반 대학에 학과가 개

빠에 단 한 명도 들어가지 못하는 것을

IUT는 대학부설 교육기관으로 대학학

설되어있다.

볼 수 있다. 파리 근교나 북쪽의 아프리

위인 대학기술자학위(DUT)를 수여하고,

프랑스 대학은 1968년 5월 혁명이후

카 출신 흑인이나 아랍인들이 많이 사는

STS의 경우 주로 고등학교 부설로 설치

대학평준화를 위해 전체 고등교육기관

동네는 부모들이 자녀 교육에 대한 관심

되어있고고등기술자 자격증(BTS)을수

을 통페합한 결과 단과대를 폐지하고 계

도 기울이지 않아 결석률과 낙제율도 아

여한다. 이들 학교는 등록금이 일반 직

열별로 재구성한 대학제도(universite)

주높다.

업 전문학교인 사립 에꼴에 비해 매우

를 채택했다. 13개로 나뉘어진 파리 대
학의 경우 1,2대학은 법정, 3, 4대학은

3) 프랑스에서 1981년 법에 의해 빈민 지역을 대상으로‘교육수혜지구’
ZEP(zone d'education prioritaire)를 선정했다. 1988년 이후 사
회당 당수인 리오넬 조스팽 집권 당시 초기 초중교대상 362개의 ZEP를 544개로 늘리면서 책임자를 임명하고 보다 강화 확중했다. 문
화수업역시가정에서문화적혜택을얻기어려운이지역학생들을보다배려하기위한시책으로볼수있다.

인문과학, 5,6대학은 의학과 자연과학,
7대학은 사회과학, 기술, 8대학은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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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NCE

과학, 영화예술, 9대학은 경제, 경영으로

문을 쓰면 학위 취득이 가능했다. 석사

가된다. 리성스를 마치면 교사임용고시,

특성화되어 있다. 이러한 프랑스 대학이

이후 공부를 계속할 경우 데으아(DEA)

공무원 시험 응시 자격이 생기며 석사

최근 아주 큰 변화를 보였다. 유럽 공동

에 등록했다. 데으아는 우리나라로 치면

과정 진학 자격도 생긴다. 매스터는 기

체 내에서 학위의 유럽표준화를 목적으

박사 수업을 듣는 코스워크 과정으로 1

존의 석사인 메트리즈와 박사준비과정

로 대학의 학사, 석사, 박사 과정 운영방

년제이다. 그 후 다시 박사논문을 쓸 수

데으아를 합한 것으로 2년제, 총4학기이

식이 대폭 수정되어“LMD”체제를 채택

있는 떼즈(These)라고 하는 정식 박사

며 120학점을 이수해야 한다. 석사 1년

했다. 유럽 공동체 회원국 간의 자유로

과정에 지도교수의 허락을 받아 입학을

차는 공통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고 석사

운 학위 교환을 목적으로 학교 간 학점

해야했다.

2년차는 연구석사와 전문석사 과정을
선택하여 공부한 후 논문을 제출해야 국

교환과 학위를 인정하기 위해 도입되었

현재 변화된 새로운“LMD”체제는

다. 이 제도는 1998년 유럽의 4개국, 영

더그 2년과 리성스 1년을 합해 리성스 3

국, 독일, 이태리, 프랑스에서 처음 계획

년으로 통일했다. 물론 리성스 2년을 마

박사과정인 독도라(Doctorat)는 연구

되었고 점차 유럽의 36개국으로 확대되

치면 국가 학위가 나오기 때문에 기존의

석사 출신으로 지도교수의 승인이 있어

었다. 프랑스에서는 2005년 전국적으로

더그 디플롬에 해당하는 학위는 존재하

야 지원 가능하다. 3년 내에 매우 두꺼운

시행되기 시작했고, 모든 대학이 의무적

는 셈이다. 그러나 이제는 리성스 1년, 2

분량의 박사 논문을 쓰고‘수뜨넝스

으로 2007년에서 2008학년도까지 변경

년, 3년으로 보다 더 계열성을 강조했다.

(soutenance)’
라는 논문 발표회를 지도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현재는 대학별로

가장 큰 변화는 메트리즈를 미국식 매스

교수와 심사교수, 그리고 학생들 앞에서

구제도와 신제도가 병렬적으로 운영되

터(Master)로 전환한 것이다. 기존 구체

가져야 한다. 심사 결과는 4단계(매우 우

는과도기이다.

제에서 석사 1년, 박사 준비과정인 데으

수, 우수, 보통, 통과) 중 하나로 채점되

기존 구제도에서는 더그(DEUG) 2년

아 1년을 묶어 석사를 2년제(M1, M2)로

어 그 자리에서 학생에게 통보된다. 심

제, 리성스(Licence) 1년제를 합해 대학

통일했다. 현재는 M1, M2를 마친 경우

사자는 보통 교수와 학생들을 위해 감사

3년을 구성했다. 더그 2년을 마치면 디

각각 학위를 주고 있지만, M2를 마치지

의 표시로 간단한 음식과 음료를 준비하

플롬(학위)이 나오고 다시 말해 대학을 2

못하면 석사 인정이 안되고 박사 등록이

여심사후 작은파티가열린다.

년만 다니고 그만 다니는 경우도 있다는

불가능하다. 박사과정은 3년제로 그 기

그랑제꼴(Grandes Ecoles)은 제3제정

것이다. 우리나라는 이런 경우 중퇴에

간 안에 박사논문을 마쳐야 하고 만약

시대인 나폴레옹 시대 세워진 프랑스에

해당하지만, 프랑스에서는 하나의 마침

그렇지못하면다시등록을해야한다.

만 존재하는 전문 고급엘리트 양성학교

가학위를받을수있다.

표를 찍는 국가학위를 주기 때문에 이것

우리나라와 달리 3년제로 운영되는

이다. 현재 프랑스에는 150여 개의 국립

이 가능했다. 더그 이후 다시 진학을 결

대학 학사 리성스는 총 6학기 180학점

과 사립의 크고 작은 그랑제꼴이 존재하

정하여 리성스 1년(대학 3학년)을 계속

이수가 의무이다. 학업은 필수, 선택, 자

며 국립의 경우 등록금과 기숙사비가 무

하면 학사학위를 받을 수 있다. 대학 졸

유청강과목으로 구성되며 수업, 개인작

료인 것은 물론 매월 상당액의 장학금까

업 후 석사 과정(Maitrise)은 1년제로 논

업, 실기, 연구, 논문, 연수 등에 의해 평

지 받는다. 반면 사립 그랑제꼴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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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교육제도의 특징 중 하나가 정

다. 학문을 연구하는 일반 대학이 이론

현실적으로 국립행정학교 진학을 희

규 대학이나 그랑 제꼴과 달리 특수 분

지향이라면 그랑제꼴은 실무지식을 가

망하는 학생들이 사전에 거쳐가는 학교

야(패션, 화장, 미술, 건축, 무용, 통∙번

르치고 해당 분야 전문가를 길러내는 것

로도 유명하다. 2001년 국립행정학교 입

역, 향수, 보석, 요리, 문화재 복원, 영화)

이목표이다.

학생 60명 중 54명이 시앙스 포 출신이

의 유명한 사립 에꼴들이 존재하는 점이

그랑제꼴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준비

었다. 최근 국립행정학교 진학을 준비하

다. 분야에 따라 학비, 교육기간 등이 매

반(CPGE)에 들어가서 2, 3년 정도 아주

는 학생의 비율이 감소하고 졸업생들의

우 다양하며 대학이 순수학문을 지향하

힘든 과정을 따라가야 한다. 이 준비반

진로가 다양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에꼴

는 데 비해 에꼴은 전문 기술을 익히는

은 고등학교에 설치된 경우도 있고, 그

것을 주목적으로 하여 대부분 실기 위주

랑제꼴자체에부설된경우도있다.

수업을 한다. 우리나라 숙명여대에서 분

일단 그랑제꼴 지망생들은 바칼로레

교로 유치한 꼬르동 블루 같은 요리학교

아 이후 이 준비반 입학을 위해 많은 준

도 이 에꼴 중 하나이다. 1895년 세워진

비를 한다. 고등학교에서 성적과 교사의

이 학교는 1950년 오드리 햅번이 주연한

추천서, 바칼로레아 점수가 기준이 되

‘사브리나’
라는 고전 영화에 등장할 정

며, 집안 배경과 같은 요소도 고려된다

도로 오랜 전통을 자랑한다. 프랑스 전

고 한다. 고등사범학교인 에꼴노르말,

통요리, 제과제빵에 관한 한 최고의 학

국립행정학교(ENA), 시앙스 포, 에꼴 폴

교이므로 학비도 무척 비싸다. 9개월 과

리테그닉, 파리 광산학교, 파리 보자르,

정의 단순한 제과제빵 수업을 듣기 위해

INSA, 고등상업학교(HEC) 등은 분야별

서는 프랑스 현지 기준으로 1,000만원

로 훌륭한 학교이며, 그랑제꼴 중의 그

정도의수업료를내야한다.
프랑스 내에서도 인기가 높은 에꼴 드

랑제꼴이다.
10명의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한 에꼴

폴리테크닉은 군관계 그랑제꼴로 1794

루브르는 1882년‘고급예술교육’
과‘박

노르말은 고등학교, 그랑제꼴 준비반 교

년 개교하여 200년 이상 고급 장교 양성

물관 행정교육’
을 목표로 프랑스 문화성

사나 대학교수, 기초분야 연구원이 되도

외에 프랑스 산업계와 학계, 행정부의

산하에 설립된 학교이다. 현재 청강생을

록 4년 동안 교육받는다. 국립행정학교

과학 기술부서 엔지니어 양성을 담당하

포함하여 2,800명의 학생이 루브르 박

는 행정부의 고급간부가 될 공무원을 양

고 있다. 이 학교 학생들은 1학년 때 의

물관 내에 위치한 학교의 장점을 살려

성하는 학교로 3년 동안 배운다. 시앙스

무적으로 군복무를 해야 한다. 상경계열

생생한 문화유산을 대상으로 문화보존

포는 1872년 세워진 사회과학 전문 그랑

그랑제꼴인 고등상업학교는 정부가 공

법과 기술 등을 공부하고 있다. 루브르

제꼴로 프랑스 정체, 경제, 사회 문화 전

인한 사립학교로 학생들은 기업경영, 재

학사과정 3년, 석사과정 1년, 연구박사

반을 이끄는 엘리트 양성을 목적으로 하

무분야를전공할수있으며3년제이다.

과정 3년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 연구코
교육개발│2006 sum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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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에는 박물관학 박사학위가 주어진다.

재투자되어 프랑스는 유럽 중에서도 문

얼마만큼 통용될 수 있는가 하는 새로운

이 학교를 졸업하면 프랑스뿐 아니라 세

화재보존과 관리가 가장 잘 되는 나라

문제가노동시장에서제기될수 있다.

계 유수한 박물관과 문화유적에 대한 고

중하나로꼽힌다.

아프리카 출신 흑인도 파리 5대학 의

급 행정관이나 전문 큐레이터 등으로 활

프랑스 교육의 특징은 결국 프랑스 사

과대학에 진학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

동할 수 있다. 프랑스는 문화재 보전교

회에서 도출된다. 1989년 조스팽 정권이

로 취업을 앞두고 그는 프랑스 사회의

육을 위한 인재양성을 위해 파리 1대학,

발표한‘교육에 관한 법’
은 5가지 교육

‘조용한 차별’
을 경험하게 된다. 그리고

보르도 1, 3대학과 같은 일반 대학의 전

목표를 밝히고 있다. 첫째, 유아교육부

개업을 선택한다 해도 흑인 의사에게 진

문가 과정과 석사과정에 학과를 개설해

터 중등교육, 고등교육에 이르는 연속성

료받기를 원하는 백인들이 별로 없는 현

놓고 있다. 또 문화재 학교(에꼴 파트리

을 보장한다. 둘째, 학생이 자신의 진로

실을 맞게 된다. 형식적으로 프랑스 대

모니)는 대졸자를 대상으로 선발하여 18

를 선택할 수 있도록 돕는다. 셋째, 모든

학은 평준화되어 있지만, 일단 그랑제꼴

개월간 고대 문화재, 고문서, 박물관, 역

학생들이 최소한의 자격증을 갖고 학교

로 상류층 자녀들이 빠져나가고 대학 내

사적 기념관, 도서관 등의 보전 교육과

를 떠날 수 있도록 배려한다. 넷째, 바칼

에서도 암묵적 차별은 존재한다. 평준화

정을운영한다.

로레아 소지자는 어떤 형태로든 교육 기

된 파리 대학 내에서도 학생들의 출신

프랑스에서는 이상과 같은 문화재 관

회를 가져야 한다. 다섯째, 교육과정과

성분, 대학 시설, 운영 방식 등에서 각종

련 대학학과나 특수 학교를 통해 미술작

교수방법의 혁신을 통해 유럽 발전에 기

차이는존재한다.

품과 고대유물의 복원과 보존을 담당할

여하는교육을지향한다.

학생들 중 유색인종의 비율이 확연히

수 있는 인력을 양성하고 있다. 이들의

이러한 교육방침에 의거하여, 프랑스

적은 대학이 있는가 하면 유색인종이 과

활약에 힘입어 프랑스에서는 100년,

에서는 굳이 비싼 사립학교를 고집하지

반수 이상을 차지하는 대학도 있다. 또

200년 이상 된 문화재들이 철저히 보존

않는다면 유아기부터 대학교육까지 거

파리 시내 5구에 위치하고 200년 넘은

되고 관리되고 있다. 이를 위해 모든 유

의 무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다. 또 직

석조 건물을 쓰며 수위가 출입을 엄격히

적지를 유료화하는 정책을 병행한다. 유

업계 고등학교를 선택한 이후에도 일반

통제하는 학교가 있는가 하면 파리 외곽

럽 내에서도 프랑스는 최고의 휴가지로

계나 기술계로의 이동이 가능하도록 통

에 위치한 가건물로 이루어진 대학도 있

꼽힌다. 에펠탑과 세느 강이 있는 파리

로를열어놓았다.

다. 차별과 차이의 선이 명확하지 않지

시내 외에도‘프랑스의 정원’
이라는 별

대학교육이‘LMD’
체제로 변화한 것

명을 가진 루와르 강가에 위치한 30여

도 유럽 발전에 기여하는 교육을 지향한

개의 고성들을 보기 위해 여름휴가를 오

결과이다. 교육의 공공성을 지향하는 프

는 유럽인들이 줄을 선다. 성에 따라 차

랑스 교육 체제에서 프랑스에 거주하는

이가 있지만, 보통 입장료가 10유로 전

유색인종이나 외국인들도 본인이 원하

후로 한화로 12,000원 정도이다. 이 비

면 얼마든지 열려있는 교육기회를 활용

용은 다시 문화재 관리를 위한 비용으로

할 수 있다. 다만, 그 졸업장이 사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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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극심한 차이는 차별로 인식될 수 있
는여지가충분하지않을까싶다. KED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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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리나라는 공교육 내실화를 통해 사회의 양극화를 해소할 수
있는 교육체제를 구축하고, 참여 및 분권과 자치의 이념에

기초하여학교단위의자율적이고혁신적인학교구조를실현해야한
다는 교육적∙사회적 요구에 직면해 있다. 이에 정부는 지방분권화
정책에 의한 혁신도시의 교육환경 개선과 중산층 이하 계층의 교육
기회확대를위해서공영형혁신학교의도입을밝혔다. 그리고교육
인적자원부는학교설립과운영에필요한재원은국가, 지자체가부
담하고, 운영은 종교단체, 시민단체, 비영리법인, 공공기관 등이 하
는것으로제시하고있다. 더불어공영형혁신학교는설립과운영을
분리해 기존 자율학교나 자립형 사립고보다 자율권을 더욱 확대할

재정, 교육과정, 학생선발등의영역에서자율성발휘를목적으로하

것을밝히고있다. 국가가학교의설립과운영을전담하던것에서벗

는 반면한다. 한편 학교운영의 책무성 구조는 신청 및 승인 절차, 지

어나, 공영형 혁신학교는 설립주체와 운영주체를 분리하여 이들 사

도∙감독 과정, 제재 및 갱신 과정으로 구분되며, 운영성과에 대한

이에계약을통해운영되는일종의협약형학교인것이다.

책무성행사와관련된행위들로구성된다.

그동안 우리나라 학교자율화 과정은 학교유형의 다양화와 운영

영국의 교부금지원학교는 국고지원을 받지만 자치체인 학교운영

의자율화과정과일맥상통한다. 특히자율학교도입과자립형사립

위원회에의해운영되는자율경영학교의전형이다. 영국교육개혁법

학교 시범실시는 우리나라 학교체제의 자율화 과정을 보여주는 예

에따라교부금지원학교로전환한학교는지방교육청에서독립하여

라할수있으며, 공립학교자율화의방향을제시하고있다는점에서

국가의 재정지원을 받고, 국가교육과정을 준수하여야 하지만 학교

의의가있다. 이제공영형혁신학교는공교육의질제고, 교육통치구

자율경영을제도적으로보장받을수있게되었다.

조의 변화, 평준화 정책의 보완, 지역의 균형 발전 등과 함께 세계저
긴흐름인학교혁신을실현할수있도록구안되어야한다.

또한 영국의 아카데미는 후원자에 의해 운영되는 학교로서 민간
위탁형의 한 형태이며, 학교의 전문화, 특성화를 실현할 수 있는 학
교 유형이라 할 수 있다. 아카데미의 후원자는 교장을 채용하고, 학

외국의 동향

교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통치기구를 형성하고, 학교에 재정적, 기

미국의 차터스쿨은 학교의 자율성 확대를 위한 방안으로 학교통

술적 지원을 한다. 아카데미는 공립 사영형태의 학교로, 교육성과가

치구조의변화를적극적으로모색하고있다. 그결과학교설립과운

미진한공립학교를후원자에게경영권을부여하고특성화된교육을

영을분리하여일정한절차에의한학교운영신청과정을통해운영

실시함으로써 교육적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자를선정하고있다. 학교운영자는학교승인기관과의계약을통해

수있다.

일정기관학교운영의자율성을가지게되고, 그 결과에대한책임을
진다. 이와같이차터스쿨은자율성과책무성구조를기반으로하는
협약구조를 가진다. 학교운영의 자율성 구조는 학교통치기구, 인사,

공영형 혁신학교의 도입 취지
공영형 혁신학교는 지방분권화 정책에 의해 건설되는 혁신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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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교육여건 개선과 중상층 이하의 교육기회 확대라는 거시적인 목

<표 1> 설립주체별 특징 비교
교육인적자원부

시ㆍ도교육청
혹은 지역교육청

지방자치단체

국?공립대학

학교재정
출처

교육인적자원부

시ㆍ도교육청

지방자치단체

국∙공립대학 예산

통치체
관여인사

교육인적자원부

시ㆍ도교육청

지방자치단체(교육학예관계
인사, 시도의회 의원

대학 관계자

이점

운영의 자율성 신장

긴밀한 지원관계

형성자율성 신장,
지역주민 요구 부응

자율성, 전문성 신장

제한점

기술적 지원구조 미흡
중앙집권화 강화
(시ㆍ도교육청 통제력 약화)

자율성 제한

정치적 중립성 유지 곤란

적이제시되었다. 아울러학교운영체제로보면학교의설립과운영
을분리하여전통적인관료주의적통제구조에서벗어나운영주체에
게더많은자율성을부여하고, 그대가로책무성을엄정하게평가하
겠다는의도를밝힌바있다. 미국은일찍이도입된차터스쿨을통해
정책 의도와 성과를 점검받고 있다. 즉, 협약형 학교의 효과성 및 영
향력, 국∙공립학교 운영형태의 대안 가능성, 학교통치구조의 변화
가능성등에대한정책적평가가이루어지고있는상황이다.
협약형 학교 형태인 차터스쿨이 여러 측면에서 평가받고 있다는

재정 지원의 견실화
부족

사실에서공영형혁신학교의정책목표수립시다각도의관점을고
발기인

려해야 함을 알 수 있다. 즉, 우리도 공영형 혁신학교를 통해 협약형
학교의 효과성, 공영형 혁신학교와 일반 공립학교간의 경쟁 유발을

발기

전환허가
시?도교육감

학교구성원

시?도교육감

←

전환
허가

←

승인
검토

전환허가

←

전환
결정

←

승인

←

최종
인가

전환결정

←

통한공교육질제고의가능성, 미래학교운영형태로서의협약형학
승인기관

운영자
신청자 제출

공영형 혁신학교의 협약구조
←

공영형 혁신학교의 협약구조는 설립 및 운영 주체, 신청 및 승인

공청회 개최
신청서 검토

←

신청

←

를도입기에고려해야할것이다.

재심

거부

승인기관
계약체결

←

교의가능성, 학교자치형통치구조의가능성등에대한정책적의도

절차, 계약이행평가등으로구성된다. 우선설립주체로는교육행정
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타공공기관이가능할것인데, 이때학교운영
의자율성을최대한보장해줄수있는설립주체가구성되어야한다.
운영주체는 비영리성을 가진 개인, 집단, 단체 등이 설립주체를

승인기관
계약
평가

계약 갱신
재제

통치기구

←

학교
운영

계약 이행

←

체가 법적 책임을 가질 수 있는지, 그리고 집단 혹은 단체의 법인격
부여가능성등에대한고려가필요하다. 신청및승인절차절차에는
신청서와계약서의내용에서학교책무성을확보, 보증할수있는지
의검토가요구된다. 그리고계약이행평가는정실이반영되지않고
객관적으로이루어질수있는지, 계약이행정도를성과중심의있는

학교 설립인가

←

대상으로운영신청을하여운영권을위탁받을수있다. 이때운영주

시∙도 교육감

승인기과
지도
감독

학업성취수준
재정운영
만족도
규정이행정도

* 주) 신설학교의경우‘발기’과정부터시작됨.

그대로를평가할수있는지가관건이될것이다.
공영형혁신학교의협약절차는전환결정및허가, 발기, 신청, 승
인검토, 승인, 최종인가, 학교운영 및 지도∙감독, 계약 평가 등으로
이루어질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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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형 혁신학교의 통치구조
통치구조 측면에서는 통치구조의 분권화, 설립주체 및 운영주체
의관계에대한고려가필요하다. 설립주체와운영주체의관계는상

<< KEDI 연구보고서

호 독립적인 법적 주체이며, 계약에 의해서 상호 관계가 결정된다.

는 인사, 재정, 교육과정 등에 대한 최종 결정권을 가지도록 해야 한

설립주체는 학교의 설립, 승인, 지도, 감독의 역할을 하며, 운영주체

다.

는학교경영의책임을진다. 설립주체로교육부, 시ㆍ도교육청, 지방

인사 측면에서는 운영주체별로 공무원과 비공무원을 선택적으로

자치단체, 공공기관, 국ㆍ공립대학등이제시되었다. 이와같이공영

채용할 수 있으며, 학교통치기구가 교사 및 교장의 자격 및 임용, 연

형 혁신학교의 설립주체는 다양화할 수 있기 때문에 법규적으로도

수, 보수, 복무, 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도록 해야 한다. 예를 들

여러 가지 설립통로를 마련해야 공영형 혁신학교 설립이 활성화될

면, 정규교원은 공모과정을 거쳐 학교통치기구에서 공개 선발하고,

것이다. 이러한취지에서교육기관이외의지방공공기관혹은사기

계약제로 임용하며, 연봉제 보수를 바탕으로 성과에 따라 성과급을

업이 공영형 혁신학교 설립에 참여토록 하여 공익사업의 투자 기회

지급할수있도록한다.

를제공하는차원도장기적으로고려되어야할것이다.

재정운영권한도학교에두어야하며, 운영주체의의결에따라집

공영형 혁신학교의 운영주체는 학교위원회형, 법인형으로 구분

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학교운영비를

할 수 있다. 학교위원회형은 학교구성원인 교원과 학부모가 중심이

승인기관과 교육당국, 지방자치단체, 법인 학부모 등이 분담하는 것

되는 통치구조로서 교육수요자의 요구와 가장 가까운 통치구조를

이필요하다. 그리고재정의규모와운영상의자율성의정도는운영

만들수있다. 그리고기존의학교운영위원회의의결을통해공영형

주체에따라차이가있을것이다.

혁신학교로의 전환을 가능케 한다면 전환형 공영형 혁신학교의 통

교육과정은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을 준수하지만 보다 혁신적인

치구조로 형성될 가능성이 높은 형태이다. 한편 법인형 통치구조는

프로그램을구안할수있도록허용해야할것이다. 검인정교과서외

기존의 교육행정기관 중심의 학교 설립과 운영에서 탈피하여 교육

에도학교에서자체개발한도서의경우통치기구의심의를거쳐채

과관련된다양한기관및법인의참여를가능케하는지역중심형통

택할수있도록하고, 수업일수도일정범위내에서학교별로자율적

치구조를구성할수있고, 교육수요자들의다양한요구와기대를직

으로운영할수있어야한다.

접적으로해결할수있을것이다.

그리고 학생선발권은 단위학교에 두고, 협약에 따라 학생선발 방
법을정할수있어야한다.

<표 2> 공영형 혁신학교 통치유형별 특징
학교위원회형
비영리(공익) 법인
설립주체

교육행정기관

학교발기인
(Organizers)

학교운영위원

법적 근거

초ㆍ중등교육법

운영주체

학교위원회

예를 들면, 지역에 한정하는 경우와 전국단위로 선발하는

법인형

경우, 그리고 지역위주로 선발하되 전국에서 일정 비율 선발

영리법인

특수법인

비영리(법인

지자체
교육행정기관

교육행정기관
지자체, 정부

교육행정기관 인사, 공공기관 인사,
비영리법인

민간인 혹은
민간단체

민간단체, 학교법인
교육(행정)기관

회사법

특별법, 특별령

교육
행정기관

공공
기관

비영리법인의 설치운영 관련법
법 개정 시 : 초ㆍ중등교육법
이사회

하는 경우가 가능하도록 하고, 선발의 범위는 승인기관의 지
침내에서결정하도록한다.
기본적으로 공영형 혁신학교의 경영구조는 승인기관과 운
영주체간의협약에의해결정되지만단위학교수준에서통치
기구, 인사, 재정, 교육과정, 학생에 관한 주요한 사항을 의결
하고, 최종적인책임을지는구조가되어야한다.

공영형 혁신학교의 경영구조

공영형 혁신학교의 주요 특징

공영형 혁신학교가 합리적으로 설립∙운영되기 위해서는 이에

국내외 자율형 학교들과 비교하여 공영형 혁신학교가 갖는 특징

걸맞는 경영구조가 필요하다. 즉 통치기구인 학교위원회와 이사회

을살펴보면다음과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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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학교형태별 특징 비교
국내

구분

일반학교

설립주체 (승인기관)

운영주체

국가, 지방자치단체

교육인적자원부,
시∙도교육청

자율학교
국가, 지방자치단체,

외국
자립형사립고

차터스쿨
국가, 지방자치단체,

개인(법인)

개인(법인)

시∙도교육청, 학교법

교부금지원학교

국가

국∙공립대학 등

개인, 집단, 비영리.

법인

영리조직

공영형 혁신학교안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의 공공기관
개인, 집단, 단체 등으로

학교운영위원회

구성된 법인 이사회
혹은 학교위원회

재정 부담

기관
평가

교육감, 학부모, 법인

교육감, 학부모, 법인

승인기관(교육감, 지방
국가

자치단체장, 공공기관),
법인, 학부모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

56단위) 외 자율,

56단위) 외 자율

국정, 검인정 교과서

국민공통과목 외 자율

국민공통과목 외 자율

교육인적자원부

교육인적자부, 시∙도

시∙도교육청

교육청, 법인이사회

법인이사회

모집

학군별

전국, 지역

전국, 지역

지역, 전국

학구

지역 혹은 전국

선발

내신, 선발

자체 전형계획

자체 전형계획

추첨

10%내 선발

자체 전형계획

교육인적자원부,

교육인적자원부,

교육인적자원부,

,
승인기관, 학교통치기구,

시∙도교육청

시∙도교육청

시∙도교육청

교육청 , 주교육부 등

OFSTED의 평가

승인기관

장학지도, 감사 중심

학교경영평가중심

학교경영평가중심

인사권

감독

교육감, 학부모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의

법인, 학부모

시∙도교육과정지침

교과서

지도

교육인적자원부장관,

국가수준교육과정,

교육과정

학생

교육인적자원부장관,

국가수준

국민공통기본교육

교육과정지침

과정 외 자율

자율

자율

자율(자체 개발 가능)

학교통치기구

학교통치기구

자율

계약이행중심평가

국가수준학업성취검사,

학교통치기구(운영
위원회, 이사회 등)

계약이행중심평가

학교평가 병행

공영형 혁신학교의 도입 전략

기 때문에 사전 안내와 연수가 필수적인 절차이다. 특히, 구체적인

공영형 혁신학교가 합리적으로 우리나라 학교제도로 도입되기

정책 안내와 홍보가 있어야지 이해당사자의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

위해서는 사전에 면밀한 준비가 필요하다. 우선, 공영형 혁신학교의

낼수있을것이다. 따라서차후에승인기관구성, 신청및계약체결

도입 및 확산 범위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즉, 공영형 혁신학교를

및이행등에대한포괄적인안내가계획적으로이루어져야한다.

특수한 학교 형태로 볼 것인지 아니면 일반학교의 미래 학교상으로

또한 시범운영을 통해 관련법의 개정, 보완 등의 법적 정비도 이

볼것인지에대한정책적검토에의해도입, 확산의범위가결정되어

루어져야할것이다. 이전의자율학교정책에서법적기반이미약한

야한다. 다음으로공영형혁신학교가어떠한절차로도입될것인지

상태에서시행되다보니자율학교의근본취지가많이퇴색되었다는

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이 제시되어야 한다. 현재 교육인적자원부

반성이 공영형 혁신학교에서는 되풀이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이와

에서는2007년시범운영을앞두고, 올해상반기안으로공영형혁신

함께공영형혁신학교가공교육의질을제고시킬수있는대안적학

학교 시범운영에 대한 공청회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만 알려지고

교모형으로정착하기위해서는행정적, 기술적, 재정적지원체제가

있다. 공영형 혁신학교는 다양한 운영주체가 참여하는 학교 형태이

구축되어야할것이다.. KED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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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고등학교
특별학급 운영의 효율적 방안

박창식｜천안중앙고등학교 부설방송통신고등학교 교도소 분교 교사, pcsk@mol.go.krpcsk@mol.go.kr

대 교정행정은 교육행형 사조에 따라 다양한 목표를 지양하는 여러 가지의 교정처우 모델

현

들이제시되고또한실시하고있다.

“교도소가 구금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
라는 관점에서 오늘날 서구 선진국가에서는 중범죄 이외
는단순한징역형집행보다는‘사회내처우’
로행형사조가변화하고있다. 그러나우리나라에서는국
민의문화적정서상사회내처우보다는아직은시설내처우로서사회적처우로발전하고있다. 우리
나라 교정 처우도 사회적 처우가 여러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며, 소년교도소 내에 방송통신고등학교
특별반을설치운영하는것도다양한교화프로그램의일환으로운영하고있다.

교정시설에 방송통신고등학교 도입 배경과 교정 정책적 의의
1. 도입배경
소년 수형자는 대부분 정규학교(중, 고) 과정을 중퇴한 자로 구금에 의한 학업 중단으로 인한 폐해
를최소화하기위해수형자이지만교육기회를최대한배려하여수형자의교육수준을향상시켜지능
개발과 덕성을 함양하고 건전한 청소년으로 육성, 사회에 복귀시킴으로써 개인적으로는 사회생활 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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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을 고취시키고 국가적으로는 범죄 없는 밝은 사회건설에 기여하고자
함에있다.

2. 교정정책적의의
수형자도 영원한 수용자가 아니며 때가 되면 우리 사회 속에서 우리
와함께더불어살아야하는일반시민과같은존재다. 다만현재는법에
의해서 일정 기간 사회로부터 격리되었을 뿐이다. 그들에게 실시하는
방송통신고등학교 교육과정의 교정 정책적 의의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있다.
□첫째, 시설내처우중에서수형자를외견상변화시킬마땅한처우
형태가보이지않는상황속에서사회적처우의일환으로선택했다.
□ 둘째, 교육행정에 입각하여 다양한 교화 프로그램을 도입 수형자를 교화 개선하고자 하는 필요
성에의해서다.
□ 셋째, 구금으로 인한 응보와 사회적 처우라는 양처우의 갈등 속에서 응보(신체, 정신적 고통)만
이교정의최선이아니라는시대적사조에따른것이다.
□넷째, 급속도로변하는정보화시대에구금으로인한정신적후퇴는국가에있어장래에막대한
부담이될수있으므로단순한수형자처우에중대한변화가요구되었다.

방송통신고등학교 운영상 문제점
1. 방송통신고등학생으로서의식부족
소년수형자의 대부분 의식구조는 장래를 준비하겠다는 준비된 모습보다는 현재에 안주하는 데 있
다. 소년수형자의 학교성적을 분석해 보면 중, 고등학교에서 최하위 그룹에서 헤매다 범죄로 인하여
교도소에 왔음에도 자신의 잘못과 죄의식이 없다는 데 그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더욱이 그런 의식이
수형생활중에도퇴색되지않는데교화의한계를느낀다.
대부분 방송통신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수형자는 스스로 공부하겠다는 의욕을 가지고 입학한 게 아
니라 교정직원들의 설득과 지도로 입학하여 시간만 채워 때가 되면 졸업장 하나 받겠다는 의식이 지
배적이다. 그러한 현상은 출석수업 시 수업 태도에서 여실히 나타나고 있다. 그 이유는 소년수형자에
게직업훈련과학교수업이라는이중적과정을이수해야하는심리적충돌과미래에대한자기확신이
없기때문이다.

2. 수형자신분의이중성
천안소년교도소에 수용중인 수형자이면서 방송통신고등학교 수업을 받고 있는 방송통신고등학생
은 천안중앙고등학교 부설 방송통신고등학생이다. 방송통신고등학생의 신분을 수형자로 볼 때는 천
안소년교도소에 복역중인 수용자이다. 또한 학생으로 볼 때는 천안중앙고등학교 부설 방송통신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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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연도별 방송통신고등학교 졸업생과 고졸 검정고시 합격인원 비교

학교 학생 신분이다. 그렇다면 학사관리 및 학사규칙에 따라 학생의
처분은 학교 측에서 학생을 주도 관리해야 함에도 학생에 대한 성적

방통고졸업생

고졸검정고시
합격인원

1991

24

36

1992

27

51

1993

30

46

1994

29

58

3. 교사의학생지도의한계

1995

31

48

교도소에 있어서는 방송통신고등학교 교사와 학생과의 관계는 스

1996

29

35

승과제자라는등식개념이희박하다(오늘날사회일반학교에서도학

1997

20

25

1998

24

45

1999

19

43

2000

12

29

교 학생정원은 각 학년별로 1학급에 30명으로 전체 3학급에 90명이

2001

26

35

정원이다. 현재천안소년교도소특별학급은각학년별4반으로편성되

2002

26

30

어있다.

2003

26

28

2004

19

17

2005

23

35

계

365

561

연 도

비 고

관리 이외는 전혀 관여할 수 없다. 학생 신분의 이중성 때문에 학생지
도에한계가있다면교육의효과는기대하기어렵다.

생과교사의관계가혼란스럽기는마찬가지지만).
천안소년교도소에 설치된 천안중앙고등학교 부설 방송통신고등학

천안소년교도소수형자들로편성된각반에도담임선생이학년별로
있으나 1월에 2회 출석수업 날 수업하기 위하여 만나는 게 고작이다.
또한 수형자라는 특별한 신분 관계 때문에 선생이면서 학생에게 쉽게
접근할수없는제도적양극화때문에학생지도에한계가있다.

4. 학생선발의어려움
방송통신고등학교 과정은 정규고등학교 과정으로 수업기간이 3년이다. 수형자가 피의자 입소 시
부터형이확정되어전국각소에서수용중천안소년교도소에오기까지는대략입소시부터10월에서
1년이라는기간이소요된다. 그렇다면3년교육과정을이수하기위해서는남은형기가학년개시(매년
3월초)일로부터3년이상남아있어야방송통신고등학교에입학할수있다.
남은 형기 3년 이상자 중 중학교 졸업 또는 고등학교 1년 중퇴자가 1학년에 입학해야 하나 지원 인
원이많지않아매년1학년30명선발에도쉽지않다.
또한 실제 방송통신고등학생을 운영하다 보면 3년간 정규과정을 제대로 이수하고 재소중 졸업하
기위해서는가석방을감안매년3월1일기준4년이상남은수형자만이전과정을교도소내에서이
수할수있다.

5. 투자에비해결과미흡
방송통신고등학교는3년과정이란긴기간투자해야한다. 사실교정시설에서한가지목적을위해
3년 이상 장기 투자하는 교화사업은 방송통신고등학교와 방송통신대학밖에 없다고 하겠다. 그것도
인성의 재정립보다는 방송통신고등학교 교육과정이 고등학교 학력 취득이 목적이라면 매우 심각한
문제이다. 우리가 3년간 고등학교 수업에 투자하는 것은 고졸학력 취득이 목표가 아니라 학생신분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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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밖학교
로서 공부하면서 자신의 능력개발과 인격을 발달시켜 건전한 청소년
으로재탄생해사회에복귀하는데그목표가있으나그목표달성을위
해서는 무엇보다도 변해 보겠다는 자의식 없이는 목표를 달성 할 수
없다.
설령 3년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장을 받았다 해도 의식전환 없이 받
은 졸업장은 아무런 가치가 없다. 방송통신고등학교 학생에게 3년간
장기 투자했는데도 질적 측면을 접어두더라도 졸업생이란 양적 면에
서만볼때도투자에비해효과는매우미흡한실정이다.

방송통신고등학교 효율적 운영 방안
1. 방송통신고등학교학생의교육일원화
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노력은 여러 측면에서 연구되어 오고 있다. 학교에서의 교육과정이 많
은 교육자에 의하여 연구되고 실제로 현장에 시범적으로 적용되어 다양한 학습 모델로 개발되었다.
그러나학생들에게다양하게적용된교육방법및과정이수형자인학생들에게도적합한방법인지연
구한사례는찾지못했다. 교정시설에서학교수업을실시하는목적은학교수업을통해개인적발달의
변화를 얻기 위해서라면 현재의 운영상태인 직업 훈련생과 방송통신고등학생이라는 이원화에서 탈
피, 앞으로학생으로일원화하여방송통신고등학교수업을개별적교화사업으로전환공부에전념할
수있는환경조성으로대학진학과연계되도록교육환경이변해야한다.

2. 인문계방송통신고등학교부설에서종합고등학교부설로전환
현재우리나라중∙소도시에있는일부학교는인문계와실업계가병존하는종합고등학교가있다.
소년교도소특별학급방통고등학교학생대부분이교정시설내에서1년과정직업훈련을받고있으므
로 직업훈련과정을실업계(공고)학과로전환하여1년 과정이아닌 3년 학교 과정으로전환, 수준 높은
기술교육을 이수토록 함이 졸업 후에도 사회 복귀에 용이하게 적용될 것이다. 그리고 3학년 2학기부
터는해당학과외부출장훈련을이수하도록하면교육의효과는더욱클것이며, 출소후취업에도상
당한도움이예상된다.

3. 수형자지도의이중성최소화
수형자는격리구금이우선이라는점은누구나부인할수없다. 수형자가교도소내에수용된이상
사회와격려된점또한부인할수없다. 즉사회와의격리는자유의박탈을의미한다.
자유의박탈은응보이다. 수형자이면서방송통신고등학교학생은격리는교도소측에있지만학사
관리는학교측에있다. 이양극화를최소화해야교육의효과를거둘수있다.
양면의차이를최소하기위해서는교도소와수형자가특별권력관계라면또한학교와학생간에도
특별권력 관계가 형성된다. 그렇다면 학생에게 문제가 발생할 때 교도소 측에서는 학교 담임 또는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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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 측의 의견을 학생 수용상의 처우에 반영해야 함에도 교도소는 언제나 일방적으로 학생이 아닌 수
형자로서만 처우한다. 그 결과 학교 측에서도 방송통신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수형자에게 관심과 올바
른 지도를 기대할 수 없다. 교정행정이 수형자를 교화해 올바른 시민으로 사회에 배출함에 있다면 수
형자이면서학생이라는 양면성을 인정하고 학교 측의 의견을 학생 처우에 적극 반영하므로 수형자로
하여금학교와교도소를믿고갱생의욕을갖도록배려해야한다.

4. 집금수용의탄력적운영
방송통신고등학생의입학전형은2월초에서중순까지서류를준비하여실시한다. 앞에서언급했듯
이 방송통신고등학생이 3년간 교육을 이수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3월초에 남은 형기가 3년 이상은 되
어야 한다. 전국 성인교도소에서는 소년수가 형이 확정되면 중학교 졸업 또는 고등학교 중퇴자는 고
등학교입학이전인매년2월초까지는소년교도소로보내야해당학생을1학년또는2~3학년에편입
학시킴으로구속으로인한학업중단사례를방지할수있다.
이송시기가 늦으므로 교육을 받을 시기를 놓쳐 수형자에게 올바른 처우를 할 수 없음은 앞으로 교
정행정이개선할점이라하겠다.

글을 맺으면서
오늘날 교정행정은 열린 교정, 국민과 함께하는 교정을 지향하고자 교정행정 홍보에 매우 적극적
이다.
그러나우리교정인은교정을널리홍보하여얻는것도많겠지만잃는것도있다는점을국가정책
적입장에서생각해봐야한다.
교정행정, 즉행형실상을국민에게알릴때는위화적측면보다는교육적측면을강조하다보니일
반 시민은 법에 대한 경계심리가 이완되어 범죄에 대한 특별 예방적 효과가 그만큼 감소한다면 홍보
의역효과라하겠다.
우리 교정행정이 수형자 교육에 심혈을 기울이는 것도 선량한 수형자로 변화시키기 위한 것이다.
즉선량한수형자는출소후선량한시민으로서생활할때우리사회는보다밝고건전한사회로통한
다. 소년교도소에서 수형자 교육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소년교도소만큼은 교도소 아닌 특수학교 체제
로전환함이바람직하다고하겠다. KED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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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은행, 이것이궁금하다

Q
A

전문대학을 졸업한 후, 어떻게 학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나요?

전문대학에서 이수한 학점(F, Pass fail 학점은 제외)은 2년제는 최대 80학점, 3년제는 최대
120학점까지 인정됩니다(학점이 초과되는 경우에는 학습자의 선택에 의해 과목수로 제외).
해당대학의성적증명서상에학습구분이교양(교필, 교선등)으로되어있으면그대로교양
으로 인정되며, 나머지 과목은 학점은행제를 통해 희망하는 전공에 따라 심의라는 과정을
거쳐학습구분이결정(전필, 전선, 일선등)됩니다. 따라서학점인정신청기간인매년1, 4, 7,
10월에학습자등록및학점인정신청을하셔서정확한학점인정결과를확인하셔야합니다.
학점은행제로학사학위를취득하기위해서는교육인적자원부에서학사과정으로고시한전
공을 선택하여 전공학점으로 최소 60학점 이상(전공필수는 반드시 이수), 교양학점으로 최
소 30학점 이상을 취득하여 총 140학점을 충족하셔야 합니다. 또한 총 학점 중에 평가인정
받은 학습과목이나 시간제등록을 통해 이수하는 학점이 전공/교양/일선의 구분 없이 최소
18학점이상은포함되어있어야만합니다(홈페이지https://edubank.kedi.re.kr 참조).

Q
A

학점은행제로 학위를 수여받게 되면, 교사 자격 등 자격증 취득이 가능한가요?

학점은행제의 경우 평생학습과 열린교육의 일환으로 학위취득을 위한 제도로 시행되었으
며원천적으로의치약학계열및사범계열등자격발급과관련된전공은배제되어있습니다.
특히 교사자격발급의 경우 국가의교원수급정책과 관련되어있으므로취득이불가능합니
다. 교원자격과 관련된 것은 교육인적자원부 홈페이지 좌측 검색란에서“교원자격”
으로 검
색하시면 교원자격증 취득관련 규정에 대한 자료를 확인하실 수 있고, 기타 다른 자격증의
경우도 마찬가지로해당자격증관계 기관에자세한 사항을문의하시면확인하실수 있습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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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학점은행│

Q
A

학점은행제로 편입이 가능한가요?

예를 들어 학점은행제로 학사학위취득시 대학(교)의 학사편입요건을 갖추었다고 말씀드릴
수있습니다. 그러나각대학(교)의학칙, 희망하시는전공등여러가지조건에따라편입학
을 지원할 수 있는 요건이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먼저 편입에 관한 선발기준 및
세부사항의 경우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교)의 입학관리과나 시중 편입학원, 편입 관련 사이
트를통해정보를얻으시는것이좋겠습니다.

Q
A

증명서의 종류와 발급에 대해 알려주세요.

학점은행제로 발급받으실 수 있는 증명서에는 학점인정증명서, 학위수여예정증명서(전문
학사, 학사), 학위수여증명서, 성적증명서가있습니다.

∙현장수령
도곡동서한빌딩2층학점은행센터학사운영실에방문하여증명서발급수수료를납부하고
증명서수령

∙우편및팩스신청방법
①증명서발급신청서작성(학점은행홈페이지자료실176번참조)
②발급수수료(1통300원, 영문500원) +우편요금
③신청서와입금증발송(전송)
- 우편: 서울서초구우면동92-6 한국교육개발원학점은행센터학사운영실
- 팩스: 02-526-7606

Q
A

학점은행제로 등록 및 학점을 인정받는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학습자등록등학점은행제에관한모든신청절차는전국16개광역시이상시∙도교육청(해
당월 20일까지)과 한국교육개발원 본원(해당월 월~금)에서 1, 4, 5, 10월 한 달씩 분기별로
접수합니다. 그리고 교육훈련기관에서 단체로 서류를 접수하여 신청을 대행해주는 경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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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기때문에기관으로문의해보시는것도좋겠습니다. 요구되는서류는다음과같습니다.

∙학습자등록에필요한서류
주민등록등(초)본1통, 사진1장, 최종학력증명서(제적자는제적증명서포함)
※간호/보건학사전공등록자의경우해당면허원본

∙학점인정신청
평가인정 학습과목(학점은행 교육기관에서 이수한 과목)의 성적 및 출석 확인서, 성적증명
서(전문대학및대학교중퇴, 졸업, 시간제등제의경우), 자격증원본지참사본1부제출(자격
증취득을 통한 학점인정의 경우), 독학시험 성적증명서 혹은 시험면제교육과정 이수확인서
등기타취득하신학점을증명하는증빙서류
수수료는 학습자등록이 4,000원, 학점인정신청이 학점당 1,000원씩입니다. 학점은행제 홈
페이지[학점은행제소개] - [학점인정절차]에보다자세한사항이나와있습니다.

Q
A

학점은행제에 대한 상담은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다음의방법들을통해학점은행제도에대한안내를받을수있습니다. 단, 어떠한방법을이
용하시던지 학점은행제를 통해 희망하는 학위과정(전문학사 또는 학사)과 전공을 선택하시
고 학습자께서 취득한 다양한 학습경험(전적대학 졸업 및 중퇴시에는 해당 대학(교)의 성적
증명서필요: 취득한자격증등)의내용을제공해주셔야자세한상담이가능합니다.

①전화상담
∙ARS (02-526-7600)
∙월~금, 09:00~17:00(점심시간제외)
∙ 전화상담은 개인정보문의 및 학점누락사항에 대한 확인 등 비교적 간단한 질의에 대한
상담이적합합니다.

②팩스상담
∙FAX (02-526-7606)

84 Educational Development

│Q & A 학점은행│

∙성적증명서, 자격증사본등의자료를학점은행제상담실로보내주시고, 반드시점은행
제를통해희망하는전공및연락처를함께기재해주시기바랍니다.
∙팩스를보내신후에는전화를주셔서팩스수신여부를확인해주시기바랍니다.
∙학점은행제상담실에는검토후에전화등을통해안내해드립니다. 따라서전적대학의
학점등학습자께서취득하신학점에대한비교적자세한상담을원하는경우에적합합
니다.

③방문상담
∙월~금, 09:00~17:00 (점심시간제외, 오전은11시이전, 오후는1시이후방문요망) 사이
에오시면대면상담이이루어지므로자세한상담및자료제공이가능합니다. 홈페이지
「오시는길」
을보면약도및교통수단에대한안내가되어있습니다.

④온라인상담
∙학점은행제홈페이지「학점은행상담실」
에상담내용을기재합니다.
∙학점은행제상담실에는일반적으로2~3일내로답변을드리고있습니다.
∙기재하는분의전화번호및설명은정확한상담이이루어지기위함이니, 정확한정보를
기입해주시기바랍니다.

Q
A

독학사 시험합격 및 면제자 과정을 이수한 경우에 학점으로 인정이 가능한지요?

독학사시험합격및면제과정이수로학점인정은최대80학점까지가능합니다. 그러나면제
과정 이수의 경우 학점은행의 연간제한학점/학기당제한학점이 적용되어 인정됩니다. 2001
년까지는전문학사과정은연간40학점, 학사과정은36학점까지인정되며2002년부터는학
기당최대24학점/연간최대42학점까지인정됩니다.

Q
A

평가인정학습과목이란 무엇인가요?

평가인정학습과목이란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대학부설평생교육원, 학원, 직업훈련기관등
평생교육훈련기관에서개설하는학습과목에대하여대학(교)에 상응하는질적수준을갖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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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는지를 평가받아 이수하였을 때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는 학습과목을 말합니다. 어느 기
관이 평가인정기관인지, 어떤 과목이 어느 기관에 개설되어 있는지 등 자세한 사항은 학점
은행제홈페이지에자세히설명되어있습니다.

Q
A

4년제 대학교를 중퇴한 상태입니다. 학점은행제를 통해 학사학위수여를 목표로 하는데
이전 대학의 학점인정이 가능한가요?

학점인정방식
3년제대학교를중퇴하셨다면해당대학에서이수한학점(F와패스학점을제외한나머지학
점)은이수한학점에따라최대140학점까지학점은행제를통한학점인정이가능합니다. 추
가적으로 학점을 이수하되, 학사취득을 위해서는 학점은행 표준교육과정으로 고시된 전공
(홈페이지 표준교육과정 참조)을 선택하여 홈페이지 [학점은행제 안내] - [학위수여]에 나오
는 모든 학위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대학(교)에서 이수한 학습구분을 우선하여 전적대
학에서 교양으로 이수한 것은 학점은행 교약과목에 누적되었어도 교양학점으로 인정됩니
다. 그러나 전공 등 기타 학점의 경우 표준교육과정상의 학위과정의 희망전공과 이수학 학
위과정/전공이 동일할 경우에는 그대로 인정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학점인정심의위원회
의심의를거쳐학습구분이정해집니다.

Q
A

신청절차

학점은행제 홈페이지 상단 [학점인정절차]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매년 1, 4, 7, 10월에 있는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신청을 통해 본인의 취득학점에 대한 인정 학습구분 등을 확인하시
기 바랍니다. 따라서 학점은행제를 통한 학위수여 희망시 이전에 취득한 학점이 있다면 되
도록 빠른 시기에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신청을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
습니다. 학점인정신청후심의를거친결과를확인하신후에야취득하신학점의학습구분이
명확히결정되어이에따른학습계획수립이가능하다는점, 증명서발급이가능해진다는점
등을유의하셔야하겠습니다. KED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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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로 본 중등교육의 복선형
학제 현황

이광현 ｜한국교육개발원 부연구위원, leekwang@kedi.re.kr

우

리나라는 1951년 이후 6-3-3-4제의 학제를 수립하여 지금까지 운영해오고 있다.
현 학제는 그 이후 큰 틀의 변화없이 지속적으로 운영되어 오고 있으나 중등교육의

경우방송통신고등학교의신설, 과학고등학교및외국어고등학교의신설등으로인해서일
부복선형학제를가미하여운영하고있다. 그리고고등교육의경우교육대학의4년제승격,
기술대학 및 기능대학의 설치 운영, 산업대학 및 원격대학의 설치 등을 통해서 역시 다양한
산업인력양성의 요구에 부응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과거 학제의 변화 중 중등교육
에서의부분적복선형학제의도입의과거추이와현황을주요교육통계수치로살펴보고부
분적복선형학제가한국교육의틀에어느정도의영향을주었는지를살펴본다.

실업계 교육의 현황
한국의학제는6-3-3-4제의기본틀내에서고등학교교육의경우대학진학을위한학문
적 성격이 강한 일반계 고등학교와 졸업후 산업현장으로 진출하기 위한 직업교육적 성격이
강한실업계고등학교로복선형으로크게나누어져있다. 이러한복선형고등학교교육트랙
(track)은초기근대화시기에는직업적교육을위한양성체제가필요했기때문에실업계고
등학교 설립이 필요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과거 6, 70년대에는 기술인력이 많이 필요했기
때문에실업계고등학교가중등교육에서차지하는비율이높았다고볼수있다. 구체적으로
일반계고등학교와실업계고등학교의학교수와, 학생수, 교원수의변화과정을살펴보면다
음<표1>과같다.
1965년도의 경우 실업계 고등학교의 비율이 44.5%를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학생등록비
율을보면실업계고등학교에약40%의학생들이등록해있음을알수있다. 그러나이실업
계 고등학교의 비율은 점차적으로 줄어들어서, 2005년도 현재 약 34%의 학교가 실업계 고
등학교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학생수의 경우 지속적으로 그 숫자와 비율이 감소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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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학교수와 학생수의 일반계와 실업계 고등학교의 비율(1965~2005)
연도

학교수
일반고

비율

학생수

실업고

비율

일반고

비율

실업고

비율

1965

389

55.5%

312

44.5%

254,095

59.6%

172,436

40.4%

1970

408

45.9%

481

54.1%

315,367

53.4%

275,015

46.6%

1975

673

58.4%

479

41.6%

648,149

57.7%

474,868

42.3%

1980

748

55.3%

605

44.7%

932,605

55.0%

764,187

45.0%

1985

967

60.4%

635

39.6%

1,266,840

58.8%

885,962

41.2%

1990

1,096

65.1%

587

34.9%

1,473,155

64.5%

810,651

35.5%

1995

1,068

58.4%

762

41.6%

1,246,427

57.8%

911,453

42.2%

2000

1,193

61.0%

764

39.0%

1,324,482

63.9%

746,986

36.1%

2001

1,210

61.5%

759

38.5%

1,259,975

65.9%

651,198

34.1%

2002

1,254

62.9%

741

37.1%

1,220,146

68.0%

575,363

32.0%

2003

1,297

63.9%

734

36.1%

1,224,452

69.3%

542,077

30.7%

2004

1,351

65.0%

729

35.0%

1,232,010

70.5%

514,550

29.5%

2005

1,382

66.0%

713

34.0%

1,259,792

71.5%

503,104

28.5%

출처: 교육통계연보 각해당년도

<표 2> 실업계 고등학교의 잔학자수 및 취업자 수
2005년도에는 28.5%의 학생들만이 실
업계고등학교에재학하고있는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 가지 주목할 점은 학
교수의비율에비해서학생수의비율이
더욱 적다는 것이다. 이는 대략 5~6%
의 차이가 나고 있고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수의 비율은 현재 추세라면 향후
10년후에는전체고등학교학생의10%
대의수에만머무를것으로예측된다.
한편 실업계 고등학교의 진학률과
취업률을살펴보면다음<표2>와같다.
실업계 고등학교의 졸업자수는 1965
년도이후지속적으로증가하여1992년
도에 274만 명으로 가장 많은 졸업자를
배출하고 있다. 그러나 그 이후 서서히
감소하였다가 다시 증가하여 1998년도
를 기점으로 감소하기 시작하였다. 특
히 최근 2003년 이후에는 크게 감소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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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1965
1970
1975
1980
1985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졸업자
47,289
62,854
126,141
201,057
276,535
274,150
272,365
274,677
272,541
255,211
259,133
274,696
273,912
302,416
290,892
291,047
270,393
231,127
189,510
182,835
170,259

진학자
7,919
6,033
11,048
23,019
36,910
22,710
21,122
23,851
27,979
38,708
49,699
60,373
79,961
107,824
112,130
122,170
121,411
115,103
109,234
113,944
115,164

진학률
16.7%
9.6%
8.8%
11.4%
13.3%
8.3%
7.8%
8.7%
10.3%
15.2%
19.2%
22.0%
29.2%
35.7%
38.5%
42.0%
44.9%
49.8%
57.6%
62.3%
67.6%

취업자
16,674
31,569
63,437
102,812
143,214
210,113
217,344
218,888
209,871
192,165
190,148
196,403
177,532
164,075
148,478
149,543
130,968
104,138
72,212
60,062
47,227

취업자비율
35.3%
50.2%
50.3%
51.1%
51.8%
76.6%
79.8%
79.7%
77.0%
75.3%
73.4%
71.5%
64.8%
54.3%
51.0%
51.4%
48.4%
45.1%
38.1%
32.9%
27.7%

주: 취업자비율 = 취업자수/졸업자수. 진학률= 진학자수/졸업자수. ※위의표에서군입대자, 미상등의인원수는 제시되지 않음.
출처: 교육통계연보각해당년도.

여 작년에는 17만 명만이 졸업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실업계 고등

명만이 취업을 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취업자의 비율은 2001년도

학교졸업자중에서고등교육기관으로진학한학생수의경우에는90

부터 50% 미만으로 줄어들어서 2005년도에는 27.7%만을 기록하고

년대 중반이전에는 크게 증가하지 않고 20~30만명에서 머물렀으나

있다. 이러한 실업계 고등학교의 취업자 비율의 감소는 직업으로 직

1994년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1998년도에는 10만명을 넘어섰

접진출하기위해서설립된그취지를점차무색하게만들것으로보

고 졸업자 중에서 차지하는 진학자의 비율도 2003년도부터 50%를

이며 따라서 현재 이러한 취업률과 진학률의 실정에 맞추어서 실업

훌쩍뛰어넘고있다. 작년의경우졸업자중에서67.6%가진학한것

계고등학교의일반계로의전환등이필요할것으로보인다.

으로 나타나고있다. 반면 실업계 고등학교 졸업자 중에서 취업한 학
생수의 경우는 90년대 초반부터 서서히 감소하기 시작하여 2003년

특수목적고등학교 현황

도에는10만명이하로줄어들었다. 그리고2005년도에는4만7,000

평준화 정책을 보완하고 현행 고등학교의 학제 속에서 다양한 교

<표 3> 과학고등학교의 현황: 학교수, 학생수, 교원수
연도

학교수
계

학생수

국∙공립

사립

계

여

교원수

교원1인당

계

여

학생수

1983

1

1

-

60

-

12

1

5.0

1984

3

3

-

240

-

39

1

6.2

1985

4

4

-

531

-

72

3

7.4

1986

4

4

-

663

-

91

3

7.3

1987

4

4

-

591

-

95

5

6.2

1988

5

5

-

655

6

107

5

6.1

1989

6

6

-

709

71

125

7

5.7

1990

6

6

-

744

120

136

10

5.5

1991

9

9

-

1,415

243

258

18

5.5

1992

11

11

-

1,909

358

284

23

6.7

1993

13

13

-

2,549

535

358

32

7.1

1994

15

15

-

3,194

708

436

36

7.3

1995

15

15

-

3,620

814

474

39

7.6

1996

15

15

-

3,738

862

494

45

7.6

1997

15

15

-

3,844

1,028

500

48

7.7

1998

15

15

-

3,664

1,205

509

55

7.2

1999

16

16

-

3,348

1,185

493

51

6.8

2000

16

16

-

3,094

1,183

501

65

6.2

2001

16

16

-

3,056

1,064

505

74

6.1

2002

16

16

-

2,887

1,007

522

74

5.5

2003

17

17

-

2,950

1,105

544

97

5.4

2004

17

17

-

3,092

965

560

120

5.5

2005

18

18

-

3,340

968

582

128

5.7

출처: 교육통계연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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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외국어 고등학교의 현황: 학교수, 학생수, 교원수
연도

학교수

학생수

계

국∙공립

사립

계

1992

11

1

10

6,774

1993

11

1

10

10,130

1994

13

2

11

13,636

1995

14

3

11

15,309

1996

15

4

11

16,473

1997

17

5

12

18,006

1998

17

5

12

18,277

1999

18

5

13

20,300

2000

18

5

13

19,571

2001

18

5

13

18,588

여

교원수

교원1인당

계

여

학생수

3,539

539

116

12.6

5,298

430

71

23.6

7,284

549

109

24.8

8,506

603

116

25.4

9,325

706

140

23.3

10,404

789

160

22.8

10,920

817

160

22.4

11,972

884

183

23.0

11,719

893

200

21.9

11,227

903

202

20.6

2002

19

5

14

18,315

10,913

964

240

19.0

2003

19

5

14

18,119

10,822

1,004

284

18.0

2004

22

6

16

18,278

10,908

1,064

329

17.2

2005

25

8

17

19,164

11,625

1,150

373

16.7

출처: 교육통계연보

육기회를제공하기위하여과학고등학교와외국

<표 5> 특수목적고등학교(과학고, 외고)와 자립형사립고등학교의 학교수 및 학생수 비율

어 고등학교, 그리고 시범적으로 자립형 사립고
등학교가 현재 운영되고 있다. 이러한 특수목적
고등학교의설립과자립형사립고등학교의신설

연도

은 중등교육이 학제를 부분적으로 복선화하는

1980
1981
1982
1983
1984
1985
1986
1987
1988
1989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의미를담게된다. 이러한새로운고등학교트랙
(Track)의 개발이 현재 전체 고등학교 교육에서
차지하는비중을살펴보자. 먼저다음<표3>과<
표 4>는 과학고등학교와 외국어 고등학교의 현
황표이다.
과학고등학교는1983년도부터신설되어서그
이후 점차적으로 확대되어서 2005년도에는 전
국에 18개의 학교가 존재하고 있다. 학생수도
1997년도 한때 3,800명에 이르렀으나 그 이후
약간 감소하여 2005년도에는 3,300명에 이르고
있다. 과학고등학교의교원1인당학생수는매우
작게 유지되고 있는데, 과거에 지속적으로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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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수
과학고,
전체고등학교
외고,
자사고합계
1,353
1,402
1,436
1,494
1
1,549
3
1,602
4
1,627
4
1,624
4
1,653
5
1,672
6
1,683
6
1,702
9
1,735
22
1,757
24
1,784
28
1,830
29
1,856
30
1,892
32

학생수
비율
0.0%
0.0%
0.0%
0.1%
0.2%
0.2%
0.2%
0.2%
0.3%
0.4%
0.4%
0.5%
1.3%
1.4%
1.6%
1.6%
1.6%
1.7%

과학고, 외고,
전체고등학교
자사고
합계
1,696,792
1,823,093
1,922,221
2,013,043
60
2,092,401
240
2,152,802
531
2,262,397
663
2,237,624
591
2,300,582
655
2,326,062
709
2,283,806
744
2,210,912
1,415
2,125,573
8,683
2,069,210
12,679
2,060,825
16,830
2,157,880
18,929
2,243,307
20,211
2,336,725
21,850

비율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1%
0.4%
0.6%
0.8%
0.9%
0.9%
0.9%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1,921
1,943
1,957
1,969
1,995
2,031
2,080
2,095

32
34
34
34
41
42
45
49

1.7%
1.7%
1.7%
1.7%
2.1%
2.1%
2.2%
2.3%

2,326,880
2,251,140
2,071,468
1,911,173
1,871,344
1,766,529
1,779,560
1,762,896

21,941
23,648
22,665
21,644
33,766
32,603
26,754
27,670

0.9%
1.1%
1.1%
1.1%
1.8%
1.8%
1.5%
1.6%

출처: 교육통계연보

명선에서유지되어왔음을앞의표에서알수있다. 외국어고등학교는1992년도이후에설립이
이루어져왔으며2005년도에는25개의학교가존재하는것으로나타나고있다. 학생수는1999
년도에2만명에이르렀으나그이후약간감소하여2005년도에는1만9,000여명에이르고있
다. 교원 1인당 학생수는 1995년도 이후 점차적으로 감소하여 2005년도에는 16.7명에 이르고
있다.
한편 전체 고등학교 학교수와 학생수에서 과학고등학교, 외국어고등학교, 그리고 자립형사
립학교가차지하는비율을살펴보면앞의<표5>와같다. 과학고, 외국어고, 자립형사립고등학
교의 학교수를 살펴보면, 2005년도에 총 49개에 이른다. 전체 고등학교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보면1992년이전까지는1% 미만에머무르고있으며92년도부터2001년도까지1.3%에서1.7%
로약간증가하였음을알수있다. 그리고2002년도이후에는2%대에이르고있는것으로나타
났다. 따라서사실상특수목적고등학교와자립형사립고의학교수는전체고등학교수에서차지
하는비중이매우낮음을알수있다. 학생수의비율도1999년도에1%를약간넘었으며2005년
도에는 1.6%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낮은 특수목적고등학교와 자립형
사립고등학교의비율은한국고등학교교육이복선형학제가광범위하게이루어지는않았음을
말해주고있다.

결론
한국은 실업계 고등학교가 중등교육에서의 복선형 학제의 핵심적인 역할을 차지하였다.
1980년대 이후부터 특수목적 교육을 위한 과학고등학교와외국어고등학교가 확대되어 왔으나
그 비율은 1, 2%로 매우 적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복선형 학제로서의 큰 역할은 하지
않는것으로볼수있다. 복선형학제의큰역할을해온실업계고등학교는2005년현재67%정
도의학생들이진학을하고있기때문에과거와같은산업으로의인력을직접배출하는기능이
거의사라져가고있다. 따라서실업계고등학교의축소등에대해서전반적으로검토할필요성
이 제기되어지고 있다. 한편 특수목적 고등학교와 자립형 사립고등학교의 경우 평준화 정책을
보완하고 다양한 교육목적을 위한 트랙으로서 생겨난 고등학교들로서 전체 고등학교의 1, 2%
의비중만을차지하고있다. KED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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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교육, 개인학력신장의원동력이다

김민정｜북평여자고등학교 2학년, hero-clickb@hanmail.net

‘사교육’
, 익히 들었겠지만‘공교육’
을 실시하는 학교
라는공공단체에게는그다지달갑지않은손님인것이사
실이다. 하지만‘주객전도’
라고 사교육이라는 손님이 언
젠가부터안방을차고앉기시작했다. 여느나라보다월등
한 우리, 대한민국의 엄마, 아빠들의 배움에 대한 경쟁심
에등떠밀리기시작한것이그시발점일것이다.
새벽 2시까지 학원에 다니는 초등학생부터 심지어 열
살부터 시작해야 할 알파벳 공부를 세 살에 시작하는 일
명꼬맹이들의모습에이르기까지결코진귀한광경은아
니다.‘야간 자율학습’
의 개념조차 이해 못할 만큼 야간
자율학습에놀라는외국인들이알게된다면얼마나더놀
라겠는가.
우리나라의 교육 체제를‘첩첩산중’
이라고 표현할지
도모르겠다. 잠시더깊이따지자면, 대학교의교육이더
힘든 외국에 반해, 유난히 혹독한 고등학교 교육 후 대학
에 진학해 유희하는 것이 우리나라 교육의 현실이다. 더

공교육을담당해야하는국가정책자들로서는어쩔수없

나아가 국력은 성장하지 못했다. 잠시 한때 사교육의 영

는 일이다. 하지만 그렇게 말하는 그들조차 새벽같이 그

향으로 붐을 형성했던‘열린 교육’
이라는 것은‘학생 학

들의자녀를학원가로보내고고액과외를시키는것은어

력 신장의 저조’
라는 참패를 가져왔다. 결과적으로 사교

떻게 설명해야할 것인가. 이런 모습을 보고도 과연 사교

육이라는 것에 대해 문제라고 외치던 사람들조차도—물

육이 부정적이라고만 할 수 있냐는 말이다. 물론 나도 사

론여기서는교육정책자들이라고할수있겠다.—근본적

교육에 의지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공교육이 나쁘다는 것

으로해결하려했으나해결하지못했고, 오히려사교육이

만은 아니며, 사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꼭 밝히고 싶다는

라는것의성장이두드러지는결과만을초래했다.

것이다. 그렇다면 먼저, 사교육이 붐을 형성하는 원인 몇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고 했던가. 점점 광범
위하게도 커져가는 사교육의 모습을 보고 비판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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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를살펴보도록하자.
첫째, 선행(先行)학습이가능하다.

이 점에 대해 교사들은 매우 부정적으로 생각한다. 수

충족시킬수있는것이사교육인것이다.

업시간에 조는 것도 선행 학습에 따른 자기 자만이고 나

사교육은일반적인기초상식부터심도있는교육을통

태함이라고교육자들은말한다. 허나모든학생들이그런

해개인의자질을성장시킬수있다. 이점이내가사교육

것만은 아니며, 선행 학습이라는 것은 오히려 학교 수업

을여전히고집하고있는이유중의하나이다. 난이미초

을 진행할 때보다 원활한 수업을 진행시킬 수 있으며, 좋

등학교 1학년 시절부터 지금껏 단 한 번도 사교육에서 발

게말해한번이라도더본것인데어찌시험을본다고했

을 빼 본 적이 없다. 하지만 내가 사교육이라는 현장에서

을 때 좋지 않을 수 있겠는가.‘다다익선(多多益善)’
이라

느낀 것은‘나의 성장’
이었다. 학교라는 곳에서는 나의

는말이괜히헛되게있는말이아니다. 교사들은말한다.

발전을기대하기는어려웠다. 속되게말해서수업을따라

학교 교사들의 능력이 부족하지 않음을. 물론, 그런 것은

오지못하는학생들을끌고가느라수업에앞서가려는사

아니다.

람조차기다리게해야만했던것이어떻게보면공교육의

다만 사교육의 교사들은 더욱 지능적인 경기 방식을

장점이자단점이다.

제공해 주기 때문이다. 일방적이고, 획일적이고, 굳어 있

하지만 사교육의 경우 앞서나가는 사람이 있으면 그

는 공교육의 교육 방식에 비해, 사교육은 더 넓은 범위에

사람을쫓아가며더앞으로나아가는것이사교육의장점

서다양한방법으로문제에접근하고, 풀며, 더쉽게기억

이자 단점이다. 이러한 점에서 개인의 성장을 위해 부단

할수있게하기때문이다. 이러한점에서볼때선행학습

히 갈고 닦기 위한 노력을 할 수 있었다. 이러한 점에서

이라는것이자기자신의나태함을불러온다는식의부정

볼 때, 사교육은 개인의 폭넓은 지식의 확충을 가져왔으

적사고보다는더나아가선행학습에서얻어온유연한사

며 또한 이것은 더 나아가 개인의 발전을 가능케 만들었

고방식과자기만족으로원활한수업을이끌고더나은성

다.

적을만드는원동력이된다는생각을할수있어야한다.
둘째, 폭넓은지식을확충할수있다.

셋째, 개인지도적인성격을갖는다.
학교라는곳은적어도한반에30명인데, 그많은학생

바로 위에서도 잠깐 언급한 바 있지만, 학교의 교육정

들과 교사 사이에 커뮤니케이션이 되기란 무척이나 힘든

책은 선행학습이 안되었다는 전제하에서 모든 학생에게

것이 사실이다. 물론 이 점에 대해 교육자들도 인정하고

골고루 가르쳐주기 위해‘심화학습’
이라는 성격의 교육

한 학급의 학생 수를 줄이려고 노력은 하고 있으나, 그리

보다는 모두가 익힐 수 있는‘평등교육’
의 성격을 띠고

고 물론 한 학급의 학급 인원수도 확연히 줄었으나, 아직

있다. 그렇다고 해서 모두가 똑같이 배워서는 개인의 성

까지도 그 수가 많은 것이 현실이다. 학생과 교사간의 커

장을 기대할 수 없고, 개인의 성장이 없어서는 국가의 성

뮤니케이션이 힘들다는 것은 학생 개개인의 부족한 점을

장 또한 도모할 수 없다. 옛 말에 알면 알수록 더 배우고

교사가잡아내기어렵다는것이다.

싶어하는것이사람이라했던가. 이러한욕구사항에대해

하지만 이에 반해 사교육의 장점은 소수의 인원과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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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가 직접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

에 맞추지 못하다 보니,‘빈익빈 부익부(貧益貧 富益富)’

로 인해 개인의 부족한 점을 잡아낼 수 있고, 다시 보완

의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만약 수준별 수업을 실시한

해서성장시킬수있으며, 위에서말한심도있는심화학

다면, 어느 한 부류의 사람들에 의해 이끌어지는 수업이

습이 가능해진다. 물론 여기서 학교의 학급 인원을 줄이

아니라 비슷한 수준을 가진 학생들이 모여 있어 수업을

는 것은 학교를 더 증축해야 한다는 말과도 일맥상통할

함에 있어서 부족한 점을 더 채워나갈 수 있고, 개인의

수있다. 그러기보다는교사의수를늘려서학생과의직

성장 또한 기대하기 쉬운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점에서

접적인 커뮤니케이션을 시도해 보는 것이 더 바람직한

볼때수준별수업은개인의수준에맞는적절한앎의미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배움이라는 것은 모두가 평등하

덕과개인의성장을가져올수있다.

게 배워야 할 권리도 있지만‘알권리’또한 존재하므로
학생 개개인에게 투자할 수 있는 교육의 방향을 제시하

둘째, 사교육의 폭넓은 교육을 다양한 문제를 점해봄
으로써극복한다.

고, 따라서 개인의 수준에 맞는 교육의 발전을 가져와야

사교육에서 하는 심도 있는 수업을 결코 도외시할 것

할것이다. 그리고이미이런방향으로나아가고있는것

이 아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이 되었으리

이사교육이라는것이다.

라 생각한다. 무조건 일방적으로 그들의 수업을 부정만

위에서도 살펴봤지만, 사교육의 열풍이 일어난 원인

할 것이 아니라 일부는 그들의 체제를 받아들이면 될 것

속에는많은문제점들이내포되어있다. 그렇다면, 이원

이 아닌가. 학교에서도 그 동안의 기출문제들과 지난 모

인들에서 드러난 문제점들에 대해 대처방안을 생각해보

의고사 문제들과 다양한 문제집들을 부교재로 이용해

도록하자.

학생들에게 다양하게 접하고 다양한 문제의 성향에 대

첫째, 수준별수업을실시한다.

해 익숙해지도록 해야 한다. 처음에는 따라가지 못하는

우리학교에서도물론부분적인교과들에있어서는이

학생들이 많을 지도 모르겠지만 다양한 문제에, 다양한

런 수준별 수업을 실시하고 있다. 일방적으로 말해 하위

접근 방식을 통해 어떠한 문제를 접해도 당황하지 않는

그룹에 속해 있는 학생들은 한 사람의 인격체를 성적으

모습을 학생들에게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설명만으로

로 판단하는 것이라며 불만을 토로하기도 한다. 하지만

수업이 진행되는 학교 수업은 더 이상의 발전을 기대하

이런 수준별 수업을 개개인의 성적에 맞추어 진보를 거

기란매우어려운것이사실이다.

듭할 수 있다. 모든 학생이 한 교실에 앉아 있다 보면 수

학생들로 하여금 학생 스스로가 걸어갈 수 있도록 하

업은 적극적인 상위권 학생 몇 명에 의해 심화수업이 되

는것이학교교육의목표가되어야할것이다. 기본적인

거나, 전혀 대답을 하지 못하는 하위권 학생 몇 명에 의

수업은 학생이 길을 가는데 방향만을 제시해주는 길의

해 기본기에 충실하는 수업이 되거나,‘모 아니면 도’
식

역할정도밖에는할수없다. 근본적으로학생이여러갈

의수업이되어버릴수있다. 이러한점에서개인의능력

래의 길에서 옳은 길들을 나아갈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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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방향을 제시해주는 무언가가 필요하다. 그 무언가는

로 보내는 것이 목표가 아니다. 매순간마다 언급했지만,

폭넓은다양한문제의경험을통해폭넓은사고의확충으

공교육의 현장에서도 무조건적이고 일방적으로 사교육

로부터이루어질수있다.

에대해비평만할것이아니라, 그속에서장점을찾아보

셋째, 교사의수를늘려야한다.

고 그것을 공교육의 현장에서도 도입할 수 있는 미덕이

이 점에 대해서는 위에서도 언급한 바가 있다. 우리나

필요할 것이다. 원인 없는 결과가 없다고 했듯이, 사교육

라 학교의 학급의 수는 적어도 30명이상이다. 불과 10년

이생기던초기단계에서부터어쩌면공교육보다더활성

전, 내가 처음 교육의 현장에 들어서던 그 때에는 학급의

화되고있는지금에이르기까지사교육의열풍에도반드

인원수가 40명이상이었던 것을 생각한다면 엄청난 수의

시 원인이 있다. 그리고 그 원인은 대부분 만족하지 못하

격감이있었다. 하지만그럼에도불구하고여전히학급의

는 공교육의 문제점, 극단적으로 표현해‘공교육의 폐단’

인원수가많다는것은너무나도자명한사실이다. 외국의

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사교육이

경우 교사 1명당 15명 정도의 학생을 데리고 수업을 한다

없는 공교육은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다. 그리고 사교육에

니, 사교육의 모습을 거울로나마 비춰 반사시켜 보고 있

이미발을담그고있는학생들은공교육의현장으로끌어

는 것 같다. 그렇다고 해서 무작정 학생 수를 격감시키는

들이기란더욱더어려운것이현실이다. 따라서지금까지

것은무리가있다. 한학급의학생수를지금의반으로줄

학교라는 공교육의 현장의 모태에서 말해 오던‘사교육

이다 보면, 교실은 턱없이 모자라고, 따라서 건물의 증축

의 도외시’
라는 정책보다는‘사교육의 공교육화’
라는 새

이나 새로운 학교가 건설되어야 될 텐데 그것도 국가 재

로운 정책을 걸 수 있어야 한다. 백짓장도 맞들면 낫다고

정상 어느 정도의 한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그런 극단

하지않았던가. 사교육이라고해서사교육교사들의목표

적인 방법을 동원하기보다는 지금보다 교사의 수를 훨씬

가 수당을 버는 것만은 아니며, 그들도 교육에 종사하고

늘려서 학생과 교사 사이의 커뮤니케이션이 보다 원활하

있는 사람으로서 많은 인재들을 배출해내는 것이 근본적

고활발하게오고갈수있도록해야할것이다. 이러한것

인 그들의 바램이다. 이렇듯 그 교육의 목표에 있어서는

은교육이라는것에있어서도충분히엄청난장점을가져

모두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공교

올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취직자리가 부족한 이 현실의

육의 현장에서도 사교육을 부정만 할 것이 아니라 그 원

문제에도 극복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여지를 주는 것이

인을공교육의현장내부에서찾고그만큼갖춰야하겠다

다. 따라서 학생 수를 줄이기보다는 근본적으로 교사 수

는 깨달음을 구해야 할 것이다. 사교육이 있음으로 인해

를늘려야할것이다.

그동안의 학생들은 개인의 신장을 구체적으로 가져올 수

지금까지사교육의열풍이일어날수밖에없었던원인

있었다. 사교육의 공교육화. 더불어 실시하여 더 나은 교

과 그 대처방안에 대해 살펴보았다. 물론 여기서 언급한

육정책을 통해 학생 개개인의 학력 신장을 통해 국가 성

대처방안은 사교육에서 학생들을 다시 되찾아 와서 학교

장의원동력이되길바라는바이다.KED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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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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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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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운실(아주대)

RR2005-13-2

평생교육정책공과분석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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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기관실태분석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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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참여실태분석연구

최운실(아주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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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육60년성장에대한교육지표분석

강성국

RR2005-16

PISA 학업성취도분석연구

RR2005-21

주요국의초∙중등교육개혁동향분석

RR20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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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육의질적향상을위한교육만족도지수및지표개발연구

김양분

2

고교평준화정책의효과분석을위한Group Discussion 운영사업

강영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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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6기영재교육담당교원기초연수

서혜애

4

2005학년도고등학교영재교육대상자선발도구개발연구

조석희,

5

2004영재교육교수-학습자료공동인쇄사업

정현철

6

학교복합화사업방식을적용한재개발연구

박영숙

7

군인적자원개발추진계획연구

백은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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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현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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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재교육대상자선발검사도구개발

조석희

14

자립형사립고시범운영종합평가

김주후

15

2005년도방송고사이버교육시스템구축사업

정영식

16

2005년도학점은행제종합정보시스템구축사업

최돈민

17

평생학습심포지엄및평생교육관계자직무연수사업

박인종

18

2005년도교육대학원평가사업

홍영란

19

강원교육발전계획(2002-2005)추진성과평가연구

김흥주

20

서울특별시교육청의학교평가와종합장학지도연계방안연구

정택희

21

보건∙의료분야학점은행제평가인정기준개발연구

최돈민

22

2005년도충청남도초, 중, 고등학교맞춤평가연구

정택희

23

청년층의노동시장이행과이적자원개발-전공취업실태분석과전공취업에영향을주는용인분석을중심으로- 유현숙

24

수월성교육및영재교육정책국제심포지엄

조석희

25

원격교육용콘텐츠개발

정영식

26

한국교육60년의성취와도전국제회의

곽재석

27

소외된영재의발굴및교육방안연구

조석희

28

교원평가제도해설집제작

김이경

29

학점은행제평가인정및사후관리체제개선연구

최상덕

30

미래형선진교육인프라구축방안연구

김현진

31

고등교육정책에대한인식분석연구

채재은

32

조지워싱턴대학교제주캠퍼스설립기초연구

김영철

33

평생학습대상사업

변종임

34

평생교육정책지원단지원및홍보자료집발간사업(위탁)

최상근

35

학교폭력실태및대처방안연구

박효정

36

국민통합을위한사회갈등해소방안

김홍원

37

방송중학교수요자분석및제도화방안연구

안성훈

38

영재교육교원연수사업

서혜애

39

국립대학총장선출제도개선을위한정책연구

박재윤

40

교육수요자만족도조사연구

김양분

41

교육복지기본법(가칭) 제정에관한연구

이혜영

42

소외된과학영재의발굴과교육방안

조석희
교육개발│2006 summer

97

KEDI 연구보고서

43

경남교육수요자만족도조사연구

김양분

44

UNESCO/KEDI EMIS Study Tour

박현정

45

대구교육수요자만족도조사연구

김양분

46

2005년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지원사업

이혜영

47

과학기술인력수급예측을위한과학고등학교발전방안연구

서혜애

48

사교육비조사항목및조사지표표준화방안연구

유한구

49

국토균형발전관련교육정책의평가및대응과제

김흥주

50

비문해자정보화교육의효율적추진전략

변종임

51

대학정보공시제시행에관한정책연구

박재윤

52

누리사업성과분석연구

유현숙

53

부사관군사학전문학사학위취득실행방안연구

최상덕

54

몽골교육행정가교육계획수립및정책집행기술연수사업

곽재석

55

평생학습시설(사회교육센터) 평가지표및위탁심사기준연구

박인종

56

창원시평생학습도시중∙장기발전계획수립연구

변종임

57

평생학습도시향후추진전략에관한연구

변종임

58

사회적자본의측정에관한고찰

홍영란

59

영재교육강화사업성과지표평가연구

김미숙

60

국제교류협력을위한영재교육영문홍보자료발간

김미숙

61

강원외국어고등학교설립연구

윤종혁

62

2005 교육인적자원혁신박람회영상물편집제작사업

정규열

63

제2회영재교육창의적산출물대회및발표회

정현철

64

양극화해소를위한교육분야대책수립연구

강영혜

65

저출산및학교교육변화에따른교원정책수립기초자료조사정책연구

김이경

66

한국교육개발원-경상북도교육청학교평가공동연구

김주후

67

국립대학구조개혁(통합) 자문및평가

이병식

68

조기진급및조기졸업활성화방안연구

조석희

69

OECD/UNESCO 고등교육질보장가이드라인에대한대응방안

이병식

70

2005 KEDI-UNESCO 방콕공동세미나

곽재석

71

교원승진제도와연수제도의개선안에대한쟁점사항의재분석대안

한만길

72

학군설정및학생배정방안연구

강영혜

73

서울교육만족조사연구

김양분

74

지방교육혁신평가운영관리(지방교육혁신경진대회포함)

공은배

75

국가인력수급전망체제구축관련해외선진사례심층분석및국내적용방안연구

조영하

76

KEDI-SEAMEO INNOTECH 동남아시아중등교육발전모델분석을위한공동국제포럼및국제비교연구

곽재석

77

2006학년도영재교육대상자영역별선발도구개발

조석희

한국교육개발원은 교육발전을 위한 다양한 연구보고서를 출판, 판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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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통계자료를활용한
연구논문공모
한국교육개발원교육통계∙정보센터에서는 1, 2차에걸쳐교육통계자료를활용한
연구논문과활용사례를다음과같이공모합니다.
주 최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정보센터
응모주제
∙[연구논문] KEDI 교육통계∙정보센터에서 조사된 교육통계자료를 이용한 연구 논문
∙[활용사례] 정책 수립 및 분석, 평가를 위하여 KEDI 교육통계∙정보센터에서 조사된 교육통
계자료를 실제로 활용한 사례
응모자격
∙교육 관련 연구기관 및 학계 전문가, 교육 정책수립가, 대학(원)생, 졸업생, 직장인
신청서 교부
∙교육통계서비스시스템(http://cesi.kedi.re.kr)에서 신청서,
연구논문 및 활용사례 양식 다운로드
자료제공
∙교육통계서비스시스템(http://cesi.kedi.re.kr) 또는,
연구공모담당자(service@kedi.re.kr)에서 제공
논문 제출 기한
∙1차 연구논문 및 활용사례 접수 : 2006. 5. 1 ~ 2006. 7. 31
∙2차 연구논문 및 활용사례 접수 : 2006. 9. 1 ~ 2006. 11. 30
접수 방법
∙우편접수 : 서울특별시 서초구 우면동 92-6
한국교육개발원 연구동 502호 연구공모담당자 앞 (우편접수시 마감시간 도착분에 한함)
∙이메일접수 : hkro@kedi.re.kr
∙직접제출 : 한국교육개발원 연구동 502호
시상내역
<연구논문 부문>
∙최우수상 : 1명, 상금 100만원
∙우 수 상 : 2명, 상금 각 50만원
<활용사례 부문>
∙수 상 : 5명, 상금 각 5만원
심사 및 입상작 발표
∙1차 논문공모 심사기간 : 2006. 8. 1 ~ 2006. 8. 18
∙2차 논문공모 심사기간 : 2006. 12. 1 ~ 2006. 12. 15
∙1차 논문공모 최종결과 발표 : 2006. 8. 21
∙2차 논문공모 최종결과 발표 : 2006. 12. 18
∙교육통계홈페이지(http://cesi.kedi.re.kr)에 게재 및 개별 통보
기 타
∙입상과제에 대한 저작권과 사용권은 한국교육개발원에 귀속된다. 수상작품은 교육통계∙
정보센터에서 발간되는 학술지에 수록된다.
∙미발표 과제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대리작, 표절작은 수상할 수 없으며, 입상작으로 선정된
후라도 표절사실이 밝혀진 경우 수상을 취소하고, 상금은 환수조치 한다.
∙우편 또는 택배를 통한 제출시 본인이 직접 접수여부를 확인한다.
∙상금에 대한 제세공과금은 수상자가 부담한다.
문 의
한국교육개발원 연구논문공모 담당자
TEL : 02) 3460-0467 E-mail : hkro@kedi.re.kr

교육통계∙정보센터
Center for Educational Statistics & Information

www.edpolicy.net

대한민국교육정책의
큰문이열립니다!

교육정책과 관련한 정보 및 자료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제공하는 교육
정책 포털사이트-교육정책정보센터!
교육연구개발 연계체제 사업의 하나로 지금 문을 새롭게 활짝 엽니다.
올바른 교육정책을 추구하는 교육정책정보센터에서 대한민국 교육정책의
미래로 들어오십시오.

Ce
nte 다양하고 엄선된 정책정보를 검색하고 원문을 보실 수 있도록 연결해 드립니다
rF
or 교육정책과관련된자료들을통합검색시스템을통해누구나손쉽게활용할수있습니다.
∙Ed
교육 현안에 대한 전문적 분석정보를 제공하고 국내외 동향들을 소개합니다
uc
교육현안및정책연구결과, 동향등에대한분석정보를제공함으로써교육문제,
ati
on
교육정책에대한이해∙판단∙연구∙결정에도움을드립니다.
al
Po
lic 교육 쟁점에 대한 토론의 장이 펼쳐집니다
yI
nfo 교육현안에대한각계전문가의견해와여론조사결과를소개합니다.
또한교육쟁점에대해깊이있게토론할수있는장을제공함으로써
rm
ati
교육공동체적관심을유도하고대안적아이디어를찾을수있습니다.
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