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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육』(연4회) 우송

(3) 기관회원: 기본연구보고서전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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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방법: 가입신청서와함께회비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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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금계좌: 011916-0006202 (우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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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육개발원은지난30년넘는기간동안

국가수준의교육목적, 방향, 정책, 전략을연구해온

국내최고의교육분야종합연구기관입니다.

한국교육개발원에서는교육분야연구결과의확산을위하여

’87년부터“KEDI 도서회원제”를운 하고있습니다. 

KEDI가발간하는최신연구보고서를받아보시는순간, 

귀하께서는가장앞서가는교육자가되시리라확신합니다. 

21세기지식기반사회, 

KEDI 도서회원으로함께하십시오!

서울특별시서초구우면동92-6  02�3460�0114  www.ked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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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세기의지식기반경제에서각나라의경쟁력은그

나라가 보유한 인적자원의 질적 수준에 달렸다.

그인적자원의질을담보하는데서가장중요한역할을담

당하는것이고등교육이다. 고등교육은새로운지식의공

급원으로서지식정보화의사회적초석이되기때문에, 많

은 나라들이 고등교육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일본은 학중점화와‘國公私TOP30’을통해서, 중

국은‘211 프로젝트’를통해서개선을꾀하고있다. 한국에

서도그에못지않은노력을기울이지않으면안될것이다.

한국의고등교육은지난10여년간많은변화를겪어왔

다. 특히2002년부터 학입학정원이고등학교졸업정원

을능가하기시작하여, 고등교육이엘리트교육의단계에

서 중화단계를넘어바야흐로보편화단계에진입하고있다. 이것은다른나라에서유례를찾기힘든

현상이고또자랑스럽게여길만한것이기도하다. 고등교육의보편화는나라의경제적앞날을위해서

중요한담보의하나라고할수있기때문이다. 

그러나이러한양적인팽창에만족할수만은없다. 이제는고등교육의형평성과질의문제에관심을

돌려야한다. 특히1990년 부터한국사회가지식기반사회로탈바꿈하면서저출산∙고령화가급속히

진행하기시작하여고등교육을둘러싼환경이급변하고있다. 이러한와중에서한국의 학들은몇가지

심각한문제를안고있다. 

첫째, 사회일반의고등교육에 한편향된선호가문제다. 2년제 학보다는4년제 학을원하고, 이

름없는 학보다는명문 학을원하며, 지방 학보다는수도권 학을원하는경향이사회전반에만연

해있다는것이문제다. 이렇게편향된선호는 로벌한기준이아닌국내적기준에의한것이며, 개개

학이교육프로그램의내용이나질의차이와는 체로무관하다는것이중론이다. 개개 학의인기가

있고없음이교육프로그램이소비자들의수요에맞는지안맞는지, 내용이충실한것인지부실한것인

무한경쟁시 와고등교육의도전

고형일｜한국교육개발원원장, henky@kedi.re.kr

│발행인칼럼│



지에따라결정되도록바꾸지않으면안된다. 만일현재의추세를그 로방치한다면한국의 학들이세계

적무한경쟁에적응하지못하고나라의경제적번 을뒷받침하지도못하게된다. 사회일반의선입견을깨

뜨리는데노력을기울여야할것이고, 고등교육의질관리에도힘써야할것이다.

둘째, 고등교육의고비용저생산성이문제다. 세계석학들은한국 학들의문제가폐쇄성에있다고입을

모아말한다. 한국의명문 학생들은국내시장에서만인정받을뿐, 국제경쟁에선뒤처지고있다는것이다.

학이세계를이끄는리더를양성하지못한다는의미이다. 이것은학생의질적인수준제고는물론이고, 교

수자원의질적수준제고를위한지원과프로그램의확 를요구한다. 이를위해정부는고등교육에 한공

적자금의지원을획기적으로증 하여야할것이다. 또한, 세계적인리더양성을위한학생의질관리문제

를해결하기위해정부와 학이책임지고우리나라만의독창적인학생트레이닝을위한프로그램과커리큘

럼을만들어국제적으로도인정받을수있도록노력해야할것이다. 나아가중국의세계석학1000명초청과

같은프로그램도개발을기획해보아야할단계에이르 다고본다. 

이와더불어국제화시 를맞이하여국가간고등교육서비스의공급이확 될것이기에국제적으로인

정받는 학교육수행이필요하고, 국외 학과정부간의연계협력을통해세계에서통용되는학위제가마

련되어야한다. 최근불거진외국학위위조문제또한, 국내와국외의학위통용연계시스템이갖춰진다면

해결될수있는문제라고여겨진다. 이러한시스템구축을위해서는우리 학의질을UNESCO와OECD에

서제시한고등교육의질가이드라인에부합하는수준까지끌어올리는노력도필요하다. 

셋째, 고등교육체제에 한인식변화가필요하다. 이를위해 학이개혁되어야한다. 단순히18세의학

령기아이들만이수능을치르고입학하는곳이라는인식을깨고, 학은교육을원하는모든사람에게문호

를개방하는곳으로거듭나야한다. 재교육을원하는사람도, 장애인도, 주부도, 실직자도, 그리고정년퇴직

자도정규의 학을통해자신의기존능력을업그레이드할수있도록해주는곳이되어야한다. 나아가미국

의유수한 학이익스텐션프로그램(extension program)의활성화를통해평생교육의질을높인것처럼전

문성있는강좌를개설하여평생학습을고등교육과연계하여발전시켜나아갈필요가있다. 

로벌라이제이션의추세는고등교육의양적질적발전만이생존의지름길임을시사하고있다. 저출산으

로인한학생인구감소와고령화로인한노령인구의증가는우리나라의 학들이규모의신축성으로도모해

야하고, 앞으로머잖아작지만강한교육프로그램으로전환할채비를해야함을암시하는듯하다.KED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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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상부문(6개부문)

∙개인학습자 : 평생학습을통해자기개발∙혁신, 성공적인학습성과를보여준평생학습인

∙성인교육자 : 평생교육 역에서학습자들과지역사회에공헌한성인교육자

∙학습동아리: 자발적이고민주적인활동을통해지역사회에학습의성과를널리알린학습동아리

∙교육기관∙단체: 지역주민또는소외계층의평생교육에공헌이큰교육기관∙단체

∙기업: 평생학습을통해직장내학습문화를정착시키고사회및평생교육에공헌이큰기업

∙기초자치단체 : 지역주민의평생학습기회확 와지역의학습문화형성에높은성과를보인

시∙군∙구기초자치단체

시상식 2006년12월15일(금)

시상내용: 부문별 상및우수상

∙ 상 :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상(상금500만원)

∙우수상: 중앙일보등공동주관기관장상(상금300만원)

※단, 기업및기초자치단체부문은상금수여 상에서제외

접수기간및신청방법공지

∙한국교육개발원평생교육센터평생학습 상홈페이지(ncle.kedi.re.kr/www.lll.or.kr) 참조∙∙

평생학습 상은2004년부터시작된사업으로일상적삶속에서평생학습을실천한우

수사례를발굴하여격려하고이를통하여국가전체의평생학습문화를확산시키기위

한것입니다. 

주최: 교육인적자원부
주관 : 한국교육개발원, 중앙일보, 한상공회의소, 한국평생교육총연합회, 한국교육학회,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노동연구원
후원: UNESCO한국위원회, 한국국제노동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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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한경쟁시 와고등교육의도전- 고형일┃한국교육개발원원장, henky@kedi.re.kr

Interview 

“한국 학교육협의회의주요역할과기능에 해”

김 식한국 학교육협의회사무총장- 담: 박인종┃한국교육개발원홍보연계운 실장, pinjong@kedi.re.kr

Project 특별기획 - 학교육혁신을위한노력

∙우리 학의현황과과제: 학교육의질을중심으로- 강상진┃연세 학교교수, sjkang@yonsei.ac.kr

∙ 학의강의평가에 한소고- 백순근┃서울 학교교수, dr100@snu.ac.kr

∙왜국립 학의법인화인가?- 곽창신┃교육인적자원부 학혁신추진단장, changskwack@hanmail.net

∙OECD의고등교육질관리- 이병식┃UCLA 고등교육연구소, visiting scholar, beyoung@ucla.edu 채재은┃경원 학교부교수, chaeja@kyungwon.ac.kr

기획르포

세계100 학진입을위한한국 학들의노력- 장세풍┃내일신문기자, spjang@naeil.com

World Education세계의교육

국 - 국 학평가- 최봉섭┃비컨리서치 표, choi@brcu.com

중국 - 중국의 학개혁- 유경희┃북경회문고등학교교사, liujingji@hanmail.net

일본 - 최근일본의고등교육개혁동향- 윤종혁┃한국교육개발원연구위원, jonghyeok@kedi.re.kr

독일 - 학교육혁신을위한노력: 바이에른주의 학혁신동맹2008

- 김종기┃베를린통신원, 훔볼트 학교박사과정, ki1325@googlemail.com

3

8

16

32

37

Autumn2006



인도 - 인도교육의특징- 김도 ┃델리 학교동아시아과객원교수, dykim56@hotmail.com

스웨덴 - 스웨덴의고등교육개혁- 고민정┃예테보리 학Centre for Global Studies 강사, smilla.ko@gmail.com) 

KEDI 연구보고서소개

∙학교폭력실태의이해와진단- 박효정┃한국교육개발원학생∙학부모연구실장, phj@kedi.re.kr

학교밖 학교

∙교육의오래된미래? 홈스쿨가족이야기- 서덕희┃서울 학교교육연구소연구원, artee1@snu.ac.kr

튀는 학교: 충남호서고등학교

∙무학년제학생자율선택형보충학습을통한공교육활성화- 홍선기┃충남호서고등학교교장, hong2112@edunet4u.net

학점은행기관소개: “한국사이버평생교육원”

∙직장인이 학에다니지않고학위취득하기- 백은순┃한국교육개발원학점은행센터소장, esbaik@kedi.re.kr

통계로본우리교육

∙주요교육지표로살펴본고등교육의양적성장과과제- 이광현┃한국교육개발원부연구위원, leekwang@kedi.re.kr

고딩칼럼

∙죽음의트라이앵 에서살아남는법- 이소연┃창원문성고등학교2학년, pruell@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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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식한국 학교육협의회사무총장

“한국 학교육협의회의주요역할과기능에 해”



늦었지만, 취임을축하드립니다. 교육개발독자들을위해한국 학교육협의회(이하 교협)의주요역할과기

능에 해간략하게소개부탁드립니다.

교협은1982년설립되고. 법적으로는1984년에공식출범했습니다. 설립목적은기본적으로각 학간의다양

한이해관계를상호조정하고 학의발전을위한정책적지원과정부에 한건의를통해 학스스로발전해보고자

만든협의체모임입니다. 교협직원은50여명, 예산은정부보조금에따라서달라집니다만, 약60억정도입니다.

교협의가장큰역할은 학에 한평가입니다. 평가가1982년설립될때부터자율평가에서출발하여현재기

관평가, 종합평가, 학문 역평가로많이발전했습니다. 두번째는교육인적자원부가하고있는입시업무를 신관

리해주는역할입니다. 각 학이입시계획을발표하면 교협에서이내용을모아입시정보를제공하는역할을하

고있습니다. 세번째는 학에근무하는교수와일반행정직원에 한연수기능이있습니다. 그리고마지막으로하

나를더추가하면국가간의 학에관한여러가지교류협력기능이있습니다.

5월 10일 취임식에서“ 교협의 위상 정립과 역할 확 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제하면서“자체 수익사업을

펼쳐 신입생 감소 등에 따른 회원 학들의 위기에 적극적으로 처하겠다”는 의지를 밝히셨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계획을갖고계신지요.

한마디로‘4P4U’로압축해말 드리겠습니다. 뒤에4U는‘for university’, 학을위해4P 운동을하자는의미입

니다. 그렇다면4P는무엇이냐하면, 첫번째P는개인적인베이스에서개인의역량, 능력을높이자는Personal입니

다. 다른말로하면전문성이죠. 전문성을높이지않고서는수익사업이라든지다른어떤것도추진할수없습니다. 두

번째P는일하는방식, Process입니다. 즉, Process, 일하는방식을바꾸자는겁니다. 지금시 가우리가모든것을

사람인력만으로일하는시 는지났거든요. 예를들어인터넷시 에인터넷환경에맞게일하는방식으로바꿔나가

야합니다. 세번째는Product, 결과입니다. 교협의구체적인output이있어야하고, 학이만족할수있는구체적

인산물을만들어내야한다는겁니다. 네번째는Prestige입니다. 앞에말 드린이러한노력을통해 교협의위상을

높이자는겁니다. 

현재 교협의예산60억원은크게나눠 학의회비수입이반, 정부의보조금이반으로이루어집니다. 학의회

비는학생수에기초해서받기때문에학생수가감소하고있는지금의상황에서회비수입을걱정해야하는상황이

발생할수밖에없습니다. 저는 교협도정부보조금이나회비수입에의존할것이아니라독자적인수익사업을많이

창출해야한다고생각합니다. 그리고이를위해서는조직의역량을높여야합니다. 

작년에많은 학이 학구조조정을위해 부분민간연구소에컨설팅을받았는데요. 저는 교협의부설로있는

고등교육연구소에서이일을얼마든지할수있다고생각합니다. 우리가 학에관한많은정보를가지고있고, 학

과가장 착하여현장을알고있으니까요. 만약 교협의고등교육연구소에컨설팅을맡겨서실천가능하고합리적

이며타당한연구결과가나온다고하면왜우리에게컨설팅을맡기지않겠습니까. 이러한믿음을주기위해서는우리

( 교협)의역량을높여야한다는것입니다. 두번째는 학의행정직원을위한사이버연수프로그램을운 하는것

입니다. 전국 학에근무하는행정직원만5만명이됩니다. 학이발전하려면모든것을결정하는행정직원의능력

을높여야합니다. 그런데현재그들을위한연수프로그램은별로없다는것이문제입니다. 그리고있다고하더라도

단편적이고단기적이며체계적이지않습니다. 우리( 교협)가1년에연수를3천명을 상으로하는데요. 5만명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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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원중3천명에게만연수를실시한다면다른사람들은어떻

게할수있겠습니까. 이런아날로그적인접근때문에직원의질

문제가해결되지않습니다. 인터넷을통한사이버강의를한다

면가능합니다. 교협의연수가효과를나타내어 학에있는

직원들이, 총장들이 교협의연수가큰도움이된다고인식한

다면서로연수를받으려할것입니다. 이러한연수또한수익사

업이될것입니다. 또다른예로산학협력을위해 학에관심이

많은기업과 학을연결해주는관련정책연구를우리가수주

할수도있습니다. 또한, 교협홈페이지배너광고를통한수익

사업도가능하리라고봅니다. 제가심지어유학갈때, 보통해

외유학원에 가서 상담하고 자료를 얻잖아요. 그것에 해서도

왜 교협에는외국 학의Application form하나비치하지않

았는지에 해문제제기를하고비치토록했습니다. 

지금까지말 드린것처럼 교협이할수있는일은무궁무

진합니다. 현재 학이취업때문에난리인데요. 학이고민하

는것을해결해주기위해 교협을만든것이니까요. 외국의좋

은개혁사례를수집해서수시로 학이궁금해하는내용을제공

해주는것도가능할것입니다. 

최근앨빈토플러의『부의미래』를보면변화속도에따라기업을 100마일로본다면, 정부는25마일, 간신히 10

마일로쫓아오는곳이학교라고말하고있는데요. 그만큼학교가사회변화에제 로부응하고있지못하고있다는

비판을하고있는데요. 특히한국의고등교육개혁문제중하나가 학구조조정문제인데요. 이에 해서는어떤

생각을하고계신지요.

학이왜변화에늦을까요? 가장본질적인원인이학과간의이기주의라고봅니다. 세상은모든학문 역이점점

더융합되고퓨전되고통합의추세로가고있는데, 우리나라 학의기본구조는학과중심, 전공중심으로세분화되어있

잖아요. 이러한학과중심주의, 다른말로하면전공이기주의때문에변화할수가없습니다. 두번째원인은 학이사회

흐름, 시 흐름과동떨어진이론중심으로이루어지고있다는점입니다. 물론 학의역사를보면귀족들을위한교양

교육으로출발했지만, 이제는전체국민의50% 이상이 학에진학하게되면서보편교육, 중교육시 에접어들었다

고할수있습니다. 이제는 학을졸업하는것이큰특권이아닙니다. 또한, 학이나교수도특권층이아닙니다. 학

이이제는사회와격리된상아탑이아닙니다. 그런데어느샌가 학은사회와독자적으로존재하는격리된형태를취해

왔습니다. 이제는시 흐름, 사회흐름과같이가야합니다. 

세번째원인은경쟁시스템입니다. 과거보다는많이좋아지긴했지만, 경쟁시스템이없는구조속에서내가굳이힘

든부분을감수해가면서까지변화하지않는다는겁니다. 제가모델개발에 해약간부정적인시각을갖고있는것은

바로그때문입니다. 아무리모델개발을해서 학에적용해보아도기본적인문화풍토가다르기때문(전혀경쟁시스

템이안되어있는상태에서)에그모델만가져온다고해서작동되지않는다는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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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말 드린것처럼기본적인학과간, 학문간의벽

을어떻게허물고통합할것인가. 그리고사회와 학이어떻

게학문적으로커리큘럼을공유하고반 할것인가, 학내

서로의경쟁심을맞춰나갈것인가에 한시스템자체가정

립되지않은상태에서 학통합만주장한다면그것은단지

하나의수단이될뿐입니다.

학을통합하자는것은 학의수준을높이자는의미이거

든요. 우리가지금 학구조개혁이나통합을하려고하면기

본적으로많은일이교수들의이해관계로인해추진과정에서

어려움을겪게됩니다. 예를들면최근에다시불붙었습니다

만국립 법인화문제도저는정부에있을때도국립 교수

님을만나서도“아니, 지금과같은국립 구조속(정부에조

직화되어있고예산회계법에준용하고있음)에서 학이학

과하나설치하는데도정부의승인을받아야하고, 교수를충

원하려고해도정부의협조를받아야하고, 예산과목하나바

꾸려고해도정부에예산회계법의준용받아야하는이상황

에서 학을 어떻게 발전시킵니까. 정부로부터 독립되어 자

유롭지못하면우리는절 발전할수없다”고말합니다. 그래서저는법인화를추진하자는겁니다. 1995년부터국립

법인화문제를우리나라가먼저내놓았지만, 실천은일본보다우리가늦었잖아요. 제안은우리가먼저하고11년

째제안만하고있어요. 일본은이미추진해서도쿄 학은AAA를받았거든요. 각종평가에서한국 학이경쟁력이

없다고증명되고있는데요. 어떻게할것인지가정말답답합니다.

최근<뉴스위크>가발표한세계100 로벌 학에국내 학이한곳도포함되지못했습니다. <더타임스>

의 학경쟁력평가결과는200 학안에서울 63위, 고려 150위, 카이스트 198위로나타났고, 스위스

의 IMD 자료에따르면 학교육의경제사회부합도는세계52위로평가받아, 전반적으로우리나라고등교육의

국제경쟁력은 낮은 실정입니다. 우리나라 학 경쟁력 강화를 위해 어떤 부분부터 개선되어야 한다고 보시는지

요.

앞의질문과연결해서두가지만더추가로말 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우리가 학의경쟁력을높이기위해서

는양적인성장에서질적인패턴으로바꿔나가야합니다. 질적성장으로바꾼다는것은그속에여러가지가포함됩

니다. 엄격한교수평가가포함되고요. 그리고 학커리큘럼을이수한학생이과연졸업하고난후실제로사회에서

사회에서의요구도와얼마나부합하고만족하는지에 한부분이있겠습니다. 그리고그학생이현장에나갔을때그

직무를수행할(직업)환경에있어서얼마만큼자질을키워서내보내는가하는부분이포함될것입니다.

우리가국제경쟁력을얘기하면서도아직도많은 학은‘입학=졸업’등식이아직도성립되고있습니다. 100명입

학하면100명이다졸업하는것이지요. 미국의A라는 학은100명이입학하면50%가2학년을올라갈때탈락합니

다. 이건바로그 학이철저한질적인평가를통해학교를운 하고있다는것입니다. 물론학생수감소는 학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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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재정문제와연계되어있습니다만, 그런기본적인패러다임변화가전제되지않으면 단히어렵다는것입니다. 

그리고더중요한것은 학의국제화입니다. 참재미있는현상은한쪽에선 어연수를위해외국으로나가는데요.

우리 학은과연 어로강의하거나학생과교수구성이얼마나국제화되어있는가생각해보면전혀그렇지않다는겁

니다. 원어로강의하는 학이몇개되지도않고학생구성도우리나라학생들중심이고제 로평가하지않은채사회

로내보내면, 기업은현장에서 학졸업자를바로투입시켜서일할수없다고하는겁니다.

우리 학의국제화가필요합니다. 싫든좋든 어환경은국제화시 에서반드시필요합니다. 유학이많아지는것

도외국 학이좋다는분도있지만, 어를제 로배울수있다는이점때문에많은경우유학을선택합니다. 그런부분

만우리가역점을두면유학가는비율도줄어드는효과가있을거라고봅니다. 최근서울 학교가MBA 과정을모집한

결과는이런측면에서긍정적입니다. 등록금이좀비싸다고하더라도 어로강의하고외국에서하는MBA 과정이나

별반차이가없다고판단했기때문에많은사람이몰리는것입니다. 고려 MBA 과정도마찬가지입니다. 기업에서재

교육이필요한데, 외국가서받으려면더많은돈이들거든요. 국내어디선가외국과똑같은프로그램을 어로강의해

준다면왜외국에나가겠습니까. 안나가죠. 바로이런부분들이우리 학의경쟁력을키워주는겁니다.  

시 흐름에맞는 학의미래모습은어떻게바뀔거라고보시는지요. 

학의미래가어떤모습이될까요? 현재많은 학의고민은, 저출산고령사회이기때문에학생이없어서학생모집

을못한다는것아니겠습니까. 학생이라고하는개념이과거처럼고등학교3학년졸업생만학생이던시 는이미지났

다고봅니다. 온국민이학생이지요. 흔히우리가말하는평생학습사회가도래한것이지요.

또다른 학의미래모습은많은학자의책을통해살펴볼수있습니다. 토플러와드러커도얘기했고미래포럼에서

도그렇고, 많은책자에서공통된의견이뭐냐하면(미래전략연구소에서는연도를2012년, 앞으로5년뒤로명시했는데

요.) 2012년이되면모든 학이통합된사이트화된다는겁니다. 학의오프라인교육은사라지고온라인교육으로확

된다는것이지요. 와이브로시스템이이루어진다면왜꼭 학의교실에가서 학교육을받는가, 이제는오프라인

교실에다가20, 30, 40명을두고똑같은내용과똑같은진도를가지고학생들에게강의하는시 는벌써지나갔고, 점

점사이버교육으로간다는겁니다. 지금 학도사이버 학이많이생기잖아요. 미래학자들은이제각 학이만든학

습컨텐츠가공유되어하나의사이트로집합된다고말합니다. A라는학생이소속은B라는 학에있더라도, 실질적인

수업은공유된사이트의가장좋은프로그램에접속하여그것으로학습한다는것이지요. 세계는점점더통합된형태로

나아가게될것입니다. 

사이버 학도 학교육협의회에소속되어있습니까? 이해적인측면에서보면사이버 학이기존의오프라인을중심

으로하는 학과는충돌되는부분도있을것같은데요.

시 변화와관련된부분인데요. 교협에 한1984년도설치법이정식으로국회에통과한후벌써21년지났습니

다. 1984년도에는방송통신 학만있었을뿐, 사이버 학이라는개념조차없던시절입니다. 일반4년제 학을회원으

로운 하고있었고요. 그렇게시 가흘러오다가사이버 학이생겼다는말이죠. 그간에우리사회에서도사이버 학

도 교협회원으로등록시켜야한다는의견이많이있었어요. 사이버 학쪽에서도회원으로가입시켜달라는요청이

있었고요. 현재는잠정적으로17개 학이소속된원격 학교육협의회가있습니다. 앞으로저희가이사진과전체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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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논의를하여풀어나가야할저희의과제입니다. 

교협의 중요한 기능 중 하나가 입시제도 관리 및 정보제공이라고 말 해주셨는데요. 우리나라 입시제도의

거시적인방향에 해말 해주시지요.

우리나라는 특수한 상황인데요. 세계 어느 나라에도 학이 학생을 선발하는 데 아주 구체적으로 학생부 성적

몇%, 논술몇%, 면접몇% 이렇게분포비율까지정해서하는나라는없을것같습니다. 저는기본적으로이구도를깨

야한다고생각합니다. 그이유는지금과같은큰틀에서얘기하면 학이구체적인비율까지정하는한 학이어떻

게비율을따지느냐에따라고등학교교육은종속적인관계가설정될수밖에없습니다. 더이상적으로말하면고등학

교는정해진교육과정에따라학생들이정상적으로이수하면되고, 학은이수한결과를 학이정한여러가지방

법에의해학생을선발해야하는데요. 지금은아주구체적인비율까지제시해주니까흔히말하는입시전략이라는게

나오게되고맞춤형정보라는게나오게되는겁니다. 어쨌든현실은현실인데요. 이것은 전제로하고요. 기본적으

로지금과같은구조하에서는일단은고등학교교육과 학입시의계획이종속적인함수관계에있기때문에기본적

으로고등학교교육, 우리흔히말하는공교육형식은잡아주어야하죠.

우리나라의특수한상황속에서고등학교가이제는책임져야한다고생각합니다. 논술이당락을결정한다는논쟁

은나중에하겠지만, 논의를하다보면기본적으로 학이고등학교내신성적을50% 이상을반 하겠다고발표를

했거든요. 이것은 학의입장에서고등학교의공교육이정상화되어야한다고하는인식은같이한거라고봅니다.

그러면이제는고등학교가 학에 한답을해줘야합니다. 왜 학이논술비중을높게하느냐고말하기이전에

학에서고등학교를볼때, 이제는고등학교에서작성하는학교생활기록부를신뢰할수있고거기에참좋은정보가

많이있어서이것만가지고도전형자료로쓸수있겠다는믿음을주면 학이논술을왜하겠습니까. 그 목은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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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가답을줘야합니다. 얼마전에국회에서유기홍의원이발표한국감자료를보면여전히성적부풀리기가있다고

하니여전히믿을수없다고하여 안으로논술의필요성이제기되거든요. 

본질적인물음에답해야합니다. 앞으로세상은점점더창의성과자기의주관적인식견과판단력과분석력이요구

되는데요. 결국이말은학생들을선발할때창의성이있는인재를뽑아야하는것이지요. 만약이런학생을뽑는데논술

이참으로좋은방법이라고하면논술로뽑아야죠. 순수하게객관적으로성적으로만선발하면우리가앞으로미래사회

에필요한창의성이있고상상력이있고분석력이있는학생을어떻게뽑을수있겠습니까? 저는그런논의가완전히삭

제된상황에서비율이높다낮다만가지고논의하는것은옳지않다고봅니다. 결론적으로정말논술이라는방법을통

해학생들의사고력이나분석력, 창의력을판단할수있다면저는논술이필요하다고봅니다. 

고등학교에서는우리는논술준비가안되어있고논술교사도없다고하는데요. 그것은고등학교의책임입니다. 논

술이라는것이특별과목이있을수없는겁니다. 수업자체가논술이에요. 논술과목이라는게어디있습니까. 그소재가

어일수도있고과학일수도있고음악일수도있고요. 평소에학습방식이토론을위한토론을통한학습으로진행된

다면문제가없는것이지요.

고등교육평가원설립과관련하여 교협의입장과두기관의역할재정립이필요할것으로보입니다. 이에 해

말 부탁드립니다.

고등교육평가원부분에 해정리할필요가있습니다. 우선평가라고하는제도자체가 학의경쟁력을높이는데

필요하다는점에서 학이든 학의당사자든거부를못할거예요. 그렇다면누가평가할것인가에 한문제가생기

는데요. 그리고고등교육평가원의설립에 해서는교육인적자원부든 학이든충분한 화가필요합니다. 개인적으

로는고등교육평가원같은어떤공인된평가기관은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이제국가간의고등교육의이동

도많고, 공동학위도수여해야하고학점도인정해야하니까요. 우리나라도10위의경제선진국반열에오른지금의상

황에서적어도한국에서졸업한졸업생들이국제적으로인정을받을수있어야합니다. 학점도인정을받고, 기술자격

도인정을받아야하죠. 이런국가간의호환성문제가시급한데요. 경제규모가10위권안에들어가는국가에서국제적

인평가인증기관이없다고하는것은그건저는아니라고봅니다. 

물론 교협이평가를해왔습니다. 그러나 교협자체는 학교육협의라는협의기구이고, 협의기구에서평가기능

을한것이지, 이기관자체가평가기구는아니거든요. 그런점에서평가기구는필요한데요. 다만, 많은 학총장들이

걱정하는것은고등교육평가원을새롭게만들면그기구가 학을규제하려고한다는불신을먼저불식시켜줘야한다

고봅니다. 예를들면만들어지는고등교육평가원은국가간의학위호환성문제, 국내평가기관을인정, 지정하는문제

를해야겠지요. 그리고 교협은그나름의지금까지평가를해왔고, 긍정적인면이많이있습니다. 그렇지만제가볼때

지금부터는획기적인평가에 한내용을보완해야한다고봅니다. 보완하지않으면 학에게외면당합니다. 예를들면

획일적인평가라는비판이있습니다. 학의특성을무시하고하나의잣 로평가한다는것입니다. 또는 교협평가

때문에우리업무에부담이너무크다고하는등의비판이있는데요. 평가시스템에 한보완을통해 교협의평가도

학으로부터신뢰를받을수있다고봅니다. 

학의사회에 한역할과기타다른역할들그리고 학정보공시제등에 해말 해주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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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학에서는요. 학생을뽑을때학생선발정책에있어각 학의철학을가질필요가있습니다. 우리 학은왜

어떤학생을무엇때문에선발하는지에 한메시지를제시해줘야합니다. 예를들면하버드의과 학에한국여학생

이입학하려고하는데SAT점수는거의만점이지만떨어졌습니다. 떨어진이유는하나입니다. 헌혈경험이없다는겁

니다. 학교에가서왜우리아이성적이이렇게좋은데왜탈락시켰냐고하자, “우리 학(하버드 학)은성적좋은학

생만뽑는곳이아닙니다. 적어도우리의과 학에들어올정도의학생이라면어릴때부터의사가되는꿈을가지고,

봉사활동도많이하고, 내가의사가되었을때우리사회, 못사는사람들을위해어떻게의료를개발하고혜택을줄

것인가에 한철학과비전을가진사람을뽑는것이지, 성적만좋다고뽑는것이아닙니다. 그런데당신자녀는헌혈

도한번하지않은학생이아닙니까?”라고 답했다고합니다. 

이런맥락에서최근서울 가지역할당제로학생을선발한다는것은 단히잘한일이라고생각합니다. 그것처럼

우리 학이성적으로만학생을뽑을것이아니라정말로국가나사회, 지역사회를위해어떤학생을선발하고그지

역사회에 학과학생이공헌할것인가에 한선발정책을가져야한다는 전제밑에서얘기를해야합니다. 우선

학은제 로교육시킬수있는수준의등록금을받고정말경제사정이어려운학생인데자질이있다고하면그런

사람에게도명문 학에갈기회를제공해주는것이 학의기본이라고생각합니다. 국가전체의사회통합을위해서

도바람직하고, 요즘흔히말하는사회양극화해소에도도움이되는정책이라고생각합니다. 

두번째로는아까도말 드렸습니다만 학은이제상아탑이아닙니다. 사회를떠나서존재할수없습니다. 학

은사회에 해제역할을해주어야합니다. 그지역사회, 문화적인교육적인혜택을항상제공해주어야하고, 그지

역사회와끊임없는 화를해야하고, 그지역사회가요구하는사항을 학이어떻게받아들일것인가에 해많이

토론해야합니다.

학에관한정보라고하는것도 학정보공시제를거론하지않더라도우리가언제까지이정보가나가면우리

학의치부가드러나고 학의서열이나타나기때문에안된다는생각은버려야합니다. 학에정보를공개하면

학의서열화를조정한다고하는데미국은다양한방법으로 학의서열을발표하는데요. 학의서열화를매겨서사

회가망가졌는가생각해보십시오. 오히려그것때문에 학이경쟁하고선의의경쟁을통해수준높은인재를양성하

고경쟁력이높아진다는겁니다. 그런면에서보면당연히공개해야한다고봅니다. 

결론적으로 학경쟁력과국가경쟁력은함수관계에있습니다. 아주 접한상관관계에있어요. 핀란드 학의

경쟁력이IMD 평가기준(2005)으로하면1위, 국가경쟁력이6위입니다. 핀란드가1995년도부터 학개혁을했어요.

과거에핀란드는국가경쟁력이떨어지는나라 죠. 그런데1995년부터10년넘게 학의경쟁력을통해지금국가

경쟁력이6위까지올라오지않았습니까. 저는 학의경쟁력을높이지않으면국가의경쟁력을높이는것은불가능

하다고봅니다. 왜냐하면저의최근걱정이경제규모나여러가지여건이10위권이라면어차피이제경제성장률이

저성장국가라는말이죠. 저성장국가에서저출산고령화때문에경제활동인구가급격하게줄어드는상황인데요. 가

장큰딜레마가저성장시 에고용창출을어떻게할것인가입니다. 신성장동력밖에는답이없습니다. 신성장동력을

만들어내려면결국은 학을졸업한인재를핵심적인몇사람이아니고수십만의고용을창출할수있는사업을만들

어내지않으면매우어려워요. 앞으로논의만많아질텐데요. 그런점에서저는 학의경쟁력이가장시급한과제라

고생각합니다. KEDI

교육개발│2006 Autumn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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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근언론에보도된우리나라 학들의경쟁력이나 학교육

의질에 한평가내용들은 단히부정적이다. 예를들어,

2005년도에IMD(스위스국제경 개발원)에서발표한“ 학의교육

경쟁력국가순위(세계경쟁력연감)”에서우리나라는조사 상60개

국가운데52위를기록했다. 국가경쟁력은29위이며, 경제규모로는

세계12위라는국가위상에비추어볼때이러한 학의교육경쟁력

평가결과는부끄러운일이다. 더구나우리나라 학교육의질은국

제평가결과가국내에공개된이후로줄곧최하위권에머무는현상

을드러내고있다.  

학 교육에 한 부정적 평가는 국제평가결과에서만나타나는

것은아니며, 학졸업생10명중6명이 학교육의내용이기업에서

요구하는능력과부합하지않는다고보고하며, 한상공회의소에서

금년에서울소재510개기업을 상으로조사한결과는 학교육이

기업의요구를반 하지못하고있으며, 학과산업계의연계가잘

이루어지지않는다고응답한비율이50%를넘는것으로보고하고

있다. 교육당국인교육인적자원부가전국경제인연합회와공동으로

상장기업CEO들을 상으로조사한결과에서도 학교육의만족도

수준은10점만점에5.82점으로낙제점수인것으로조사되었다. 

이러한국내외평가결과가 학교육을자극하는효과가어느정

도인지는분명하지않으나, 학의교육여건을개선하려는노력은

정부와민간차원, 그리고각 학에서지난몇년간꾸준히진행되어

왔으며, 특히정부의입장에서는90년 중반이후로고등교육기관

의평가를꾸준히시행하여 학에자극을주고있다. 근래에는민간

차원에서교육프로그램별로평가인정제(Accreditation)를도입하여

시행하고있다. 공학교육인증, 간호학교육인증, 의학교육인정기관

들의설립과운 은그예이며실질적인성과를거두고있는것으로

파악되고있다. 또다른민간차원의활동으로중앙일보에서는각학

과별종합평가를시행하여일반인에게공개하고있다. 우리나라의

각급학교교육체제중에서정부와민간차원양쪽으로부터외부기

관의평가를감수해야하는기관은 학이유일하며, 아마도국내외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하여 가장 노력하는 분야도 고등교육기관일

것이다. 

학교육의개선을위하여외부평가를수용하거나, 자체적인노

력을기울이는 학의노력은과연학생의질관리측면에서어떠한

성과를거두고있는가? 앞서간략히제시한국제기구의평가결과와

고등교육의수혜자인기업체의평가결과에의하면그성과는매우

미미하다고할수있다. 고등교육기관의주요3 기능인교육, 연

구, 사회봉사중에서 학은그동안연구분야에서, 비록세계수준

강상진｜연세 학교교수, sjkang@yonsei.ac.kr

우리 학의현황과과제: 학교육의질을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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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아니지만, 가파른성장을지속하고있다. 

반면에교육분야는그어느평가결과를참조하여도결코긍정적

인인정을받지못하고있는것이다. 왜 학은교육과연구에서불

균형성장을하고있는가? 이러한현상은구조적으로한계가있는

것인가? 아니면 학은교육의질을높이기위한활동을게을리하

고있는것인가? 학교육의질이낮은원인과관련된다고판단되는

변수들은무엇인가?

학교육의 질은 학 교육과정의 내용, 교육과정의 운 , 교원

및학생의평가시스템, 학교의시설여건과행∙재정적교육지원활

동, 학생의선발과졸업요건, 교수의전문성, 교수 학생비율등수

많은요인에의하여 향을받는다. 

중요한것은이모든관련요인들의궁극적인준거역할을하는것

은학생의질이라고할수있다. 즉, 다른어느교육기관과마찬가지

로 학교육의질은학생에게구현된것이어야타당한것이며, 학생

의인성및지도성계발, 다양한 역에서성취한능력수준으로판

단된다고할수있다. 따라서 학교육의질을높이기위한가장효

과적인전략은학생이성취한성과에 한효과적인질관리체제를

운 하는것이라할수있다. 학교육의질을관리한다는명제는겉

으로내세우기는쉽지만다양한요인들이복합적으로기능한성과

이기때문에실질적인효과를거두는것은난제라고할수있다. 여

기서는 학교육의질을높이기위한조건들에 하여몇가지의견

을제시한다. 

학의교육여건

학에서수업의질을높이고, 학생들의학업활동과비교과활동

이활발한교육풍토가생성되는조건요인들은무엇인가? 2001년도

고등교육연구학술지에게재된논문에인용된내용을참조하면, 국

내최고 학이라고할수있는서울 학교와일본의동경 를비교

한통계에서, 서울 는교수1인당학생수가19.9명인데반하여동경

는6.48명이었다. 또한학생1인당연간교육예산은서울 가765

만원정도이며, 동경 는6,423만원으로서서울 에비하여8배이

상의교육예산을사용하는것으로나타난다. 교수의숫자는서울

가1,472명이었으며, 동경 는4,082명이었다. 

이는국내의한 학통계만을사용한것이지만다른 학들의경

우를 입하면이보다사정은더악화될것이다. 학교육의질을반

한다고판단되는모든지표에서우리나라 학의교육여건은세

계수준의 학에비하여매우열악하다는것은자명한것이다. 따라

서우리나라 학교육에서학생의질을높이는첫번째과제는 학

의교육여건을개선하는것이라할수있다.

학의 교육여건을 개선하는 기본적인 전제는 학재정을 확보

하는길일것이다. 그동안정부의고등교육지원정책은지속적으로

학지원예산을늘려왔지만, 2001년도에학생1인당연간공교육비

지원액은559만원수준에서2005년도에는749만원수준으로향상

되어연간약50만원정도의증가폭을교육인적자원부와한국교육

개발원의교육통계는보고하고있다. 또한이는국립 학을기준으

로한것이며정부가사립 학을지원하는규모는미미하다. 사립

학은공교육비지원을받지못한다고할수있으나, 그렇다고국공립

학들의재정이풍부한것은아니다. 2003년도정부의고등교육지

원예산은우리나라GDP 비2.2%에불과하다. 

우리나라 학들이 외국 학으로부터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것은, 정부의지원이나학생등록금의인상, 재단의전입금에의존하

여세계수준의 학으로도약하는것은불가능하다는것이다. 세계

수준의 학이갖는교육여건을성취하려면, 국내기업과다국적기

업으로부터 학기부금을확보하거나투자를유치하는것이관건

이다. 따라서 학은주어진여건에서외부자원을확보하는전략을

추진해야하며, 필요하다면구조조정과선택과집중의전략을강구

해야한다. 

학교원의평가제도

주어진 학의 교육여건에서 양호한 교육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서는 학의교수들이교육과연구분야에서경쟁력을확보하는것

이중요하다. 이를담보하기위한전략은교수의평가제도를엄정히



운 하는것이다. 현재국내 학들중에소수의 학들은연구중심

학으로방향을정하고, 교수들의연구활동을강화하는평가제도

를운 하고있다. 

그러나교수평가의실상을보면국내의모든국립 학들은조교

수-부교수 승진을 위한 연구업적 기준이 너무 낮아서 유명무실하

다. 연구중심 학을지향하는국내사립 학들은매우강도높은연

구업적을요구하고있으나, 이러한평가기준들은승진의기회가있

는조교수와부교수들을 상으로만적극적으로활용되고있으며,

정교수들에 한평가기준은또한유명무실한사정이다. 여기서짚

고넘어가야할사항은 학교육의질을높이려면 학의모든교수

들을자극하는기제가있어야한다는것이다. 

이는선진국 학들과극명한차이를드러내는것이다. 미국 학

의경우는극히예외적으로세계적인교수가아닌한(이를테면노벨

상을받는수준), 모든교수는최초임용에서퇴임하는시기까지평

가가진행된다. 참고로캘리포니아 학의경우조교수와부교수는

2년마다평가를받으며, 정교수는3년마다평가를받는다. 또한정

교수직급내에서만8단계의평가가있으며, 5단계에서6단계로이

행하는과정은정교수들을 상으로한승진심사이다. 

한국 학들의 교원평가 시스템의 결함은 교수 인적자원의 부

분을차지하고있는정교수의평가가유실된데있다. 더구나 학교

수의인적구성은과반수이상이정교수들이다. 거의 부분의 학

에서연구업적이탁월하고수업과학생지도에열심인정교수와고

소득 웰빙족으로 분류해야 마땅한 정교수들이 학으로부터 받는

처우에는아무런차이가없다. 

열악한교육여건에서 학교육의질을높이는관건은 학내정

교수를포함한모든교수들이예외없이 학교육의질을높이기위

하여노력하는것이며, 이를자극하는전략중의하나는엄정한교수

평가제도를운 하고, 평가결과를실질적으로활용하는체제를구

축하는것이다. 

학수업의질

세계수준 학의교육풍토와우리나라 학의풍토에서가장차

이가 나는 부분은 아마도 학생들이 경험하는 학업압력(academic

pressure)일것이다. 세계수준 학에서는학생들이학업압력을감

당하지못하고자살하는사건이매년발생하며, 어느 학캠퍼스의

탑이나다리는자살탑또는자살다리라는소문까지날정도인것은

익히알려진사실이다. 물론그러한현상이바람직한것은아니나,

그만큼세계수준 학들이학생들의성취를강조한다는극단적인

예를든것이다. 

학생들이 경험하는 학업압력은 학의 교육과정 내용과 운 에

기초하는것으로, 결국은교수의수업내용과운 에직결된다. 이

점에서교실속에서교수가교과내용을어떻게구성하고수업을진

행하는지를파악하고, 학생들이어느정도학업에몰두하는지를평

가하는것은매우중요하다. 

즉, 학에서수업의질은곧 학교육의질이다. 또한 학의교

육과정은학문의흐름, 사회발달과변화에따른요구에모두 향을

받는다. 이점에서교수들의연구활동은학문의흐름을반 하고교

과내용을풍부하게하는데기본토양이된다. 실제로많은교수들은

자신의연구활동이학생들을지적으로자극하는강의의초석이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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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보고하고있다. 

학생요인의측면에서, 수업의질은학생들이얼마나공부하며학

업압력을받는가이다. 교육학연구에의하면학생들의학업성취도

에 향을미치는요인은매우다양하나, 그중에서가장일관성이

있고강력한 향력을발휘하는변수는학생이적극적으로학업에

몰두한시간(time on task) 변수이다. 학생들이일주일에몇시간을

적극적으로수업을준비하고, 수업과제를완성하는데시간을투여

하는가는학업압력을측정하는중요한변수이다. 과연 학의교실

속에서는어떠한일들이있는지를알려면학생들의강의평가결과

를적극적으로분석하고활용할필요가있다. 또한 학교육의질을

담보하기위하여교수의교육업적에강의평가결과를실질적으로반

하는제도의도입이요청된다.

입학생의질

학교육의질을관리하는것은입학생의선발과재학생의교육

의차원으로분류할수있다. 우선 학입학생의질은그동안 학

의교수집단으로부터꾸준히문제가제기되어왔다. 중등교육의학

교효과연구결과들은학교효과에가장 향을많이미치는요인은

입학생의질이며, 교육의효과가학생선발효과를능가할수없는것

으로나타난다. 

학은상 적으로장기간의교육을받으며, 또한상 적으로전

문적인훈련을강조하는교육기관이다. 따라서교육의효과가중등

교육의경우보다더크게나타날가능성은있다. 그러나여전히입

학생의질은 학교육의질을결정하는가장중요한요인들중에하

나임이분명하다. 아이러니한현상은 학교수집단이평가하는

학입학생의질은매우낮은것으로나타나는데비하여, 우리나라중

등학교학생들의성취도는중학교2학년을국제비교한TIMSS의연

구결과에서나, 고등학교1학년을주축으로한만15세학생들을

상으로한PISA의연구결과에서공히세계최고수준임을나타내고

있다. 

이모순적현상에 하여두가지요인을지적할수있다. 하나는

비록중등학생들의성취도는세계최고수준이라하더라도, 학생들

의학습동기는세계최하위라는점이다. 학습동기란학습행동을자

극하고, 학습방향을정하며, 학습의강도를결정하는요인이다. 학습

동기가저하된학생들은비록사전성취도가높다하여도장기간의

지속적인학습활동을수행하지않는다. 이점에서 학은비록학업

성취도는외국보다높으나, 학습동기가낮은학생들을선발한다고

할수있다. 

학입학생의질적저하를반 하는또다른지표는고등학교졸

업한학생들의 학입학률이다. 오늘날한국 학들은우수한학생

들을선발할기회를갖고있는지의문이다. 우리나라의경우, 학입

시는역사적으로교육적, 사회적, 정치적인문제를제기하는주제이

다. 과도한경쟁으로인한폐해를막기위한 학입학제도의변경은

1981년부터시행된 학입학정원의확 정책이었다. 

학의설립이늘어나고, 정원이확 되었으며, 2002년도에이르

러서는 고등교육기관의 입학정원이 고등학교 졸업자 수를 상회했

다. 또한일반계고교졸업생의 학입학률을조사한통계를보면,

2003년도에90%, 2004년도에89.8%, 2005년도에88.3%로나타난

다. 나머지학생들은재수를하거나취업한학생들이다. 따라서우리

나라에서는원하는학생들은학력에관계없이누구나 학에진학

할수있는국민공통고등교육을시행하고있는것이다. 

지금의 학입학경쟁은좋은 학가기의경쟁이며, 고등학생들

로부터좋은 학으로평가를받지못하는 학은입학정원이남아

도는형국으로, 고등교육기관으로서학생의질여부를고려할기회

는없는것이다. 또한 학들은학습동기가저하된학생들을선발하

고있다. 실제로많은 학에서는정규수업의질을유지하기가어려

운것으로알려지고있다. 

우수학생선발이어려운 학들은학생들을동기화하는프로그

램을개발하여운 해야한다. 예를들어, 기업체와의협약을통한

맞춤형인재양성프로그램을운 하는방안, 학내에서우수학생들

을경쟁을통하여선발한이후에이들을과감히지원하여학교내학

업풍토를조성하는전략, 학업성취도가부족한학생을퇴출시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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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안, 다른 학과의연계또는합병을통한교육여건개선과학생

선발경쟁력확보전략등을추구할필요가있다.

재학생의질관리

학교육의질을높이기위해서가장우선적으로노력해야하는

주체는 학당국이다. 학생들의인성과지도성, 성취도, 국제이해력

등의정보를확보할수있는가장유리한기관은개별 학이다. 그

러나 학들은자기학교에재학하는학생들의질관리를제 로수

행하는것같지않다. 그단적인예는그어느 학도자체적으로

학교육과정을평가하는상설기관(institutional research center)을

설치하고있지않다. 

현재여러 학교에서운 하는교육개발센터(또는교수-학습센

터)의기능은교수의강의지원중심으로운 되고있으며, 학생의입

학에서졸업까지의과정을연구하는기능은없다. 아직도국내의

학들은일정수의교과목을이수하면졸업한다는규정을사용하고

있으며, 실제로학생들이그 학의교육목표를성취한증거를수집

하지않는다. 

학의 교육목표는 학생들이 성취하기를 기 하는 능력으로 제

시하는것이효과적이다. 이는교육학에서학습목표를제시하는방

법과동일하다. 마찬가지로 학이교육목표가선명하다면, 그 학

을졸업한학생들은그러한능력을확보했다는증거가확보되어야

한다. 한예로, 국내한 학은학생들의졸업요건에한자인증제로

서한자2급이상합격, 어인증제로서학과에서정하는TOEIC 혹

은TOFLE 점수에도달해야하며, 수업의5개이상을 어강의를

비롯한원어민강의를들어야한다는등의졸업조건을명시했다. 

이러한기준들이간단하고획일적이지만, 여기서중요한것은졸

업요건을 학생의 객관적 능력과 학습경험을 기준으로 설정했다는

것이획기적인것이다. 따라서 학교육의질을높이기위해서는

학자체적으로교육목표를학생들의행동특성으로명시하고, 교육

목표 성취수준을 체계적으로 평가하는 상설기관의 설립이 요청된

다. 각 학은우리교육이어디로가고있는지점검하는체제를갖

춰야하는것이다. 

마치며

오늘날 한국의 학들은 다양한 측면에서 수월성을 추구하도록

요구받고있으며, 스스로쇄신하려는노력을기울이고있다. 우리나

라의교육기관중에서시장경제의흐름에가장가까운기관은고등

교육기관이다. 그러나아직도 학교육의질을높이기위한 학별

노력은체계화되어있지않은사정이며, 이를위한 학의교육여건

도매우열악한것이사실이다. 

학은교육과연구가 접히연관되어있다는점을중시해야하

며, 자체적으로내부의평가체제의운 을통하여, 학내의모든인

적자원이교육의질을높이는데자극을받도록해야한다. 동시에

학의교육목표를학생들의행동특성으로명시하고이의성취수준을

평가하는자체점검체제를구축할필요가있다.KED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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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순근｜서울 학교교수, dr100@snu.ac.kr)

학의강의평가에 한소고

교
육(敎育)이란교사(혹은교수)와학생간의신뢰와사랑으로

맺어진 인간관계를 전제로 하여, 학생의 지식, 기능, 태도

등이바람직한방향으로변화하도록하는전문적인활동이라할수

있다. 그리고 학의교육활동이제 로이루어지기위해서는훌륭

한인격과높은전문성을갖춘교수가있어야한다. 그래서‘ 학교

육의질은교수의질을능가하지못한다.’는말이회자되고있는것

이다.

이러한맥락에서 학교육의질을높이기위한방안으로가장많

이논의된것중하나는교수평가제의도입이며, 학의기능이라할

수있는교육∙연구∙봉사의세 역을모두교수평가의하위 역

으로포함시키고있다. 특히교수의교육활동에 한평가의핵심적

인내용중하나는해당교수의강의를평가하는것이다. 학의강

의평가제도는미국의경우1960년 부터본격적으로도입되기시작

하 으나, 우리나라에서는 1990년 초반부터 도입되기 시작하여

2006년현재전국의거의모든 학이 학교육의질을개선하기위

한노력의일환으로적극적으로활용하고있다.

이 에서는 학에서교육활동을개선하기위한노력의일환으

로도입된강의평가제도의문제점과개선방안에 해논의하고자

한다. 이를위해 학의강의평가제도에 해간단하게살펴본다음,

그것의몇가지주요문제점과개선방안에 해논의하고자한다.

학의강의평가제도

학의강의평가제도에 한주요목적과내용, 방법및절차, 그

리고평가결과의활용에 해간단히살펴보면다음과같다(김명화,

2005; 김성열외, 2001; 백순근외, 2005). 

첫째, 강의평가의가장중요한목적중하나는 학의강의수준을

높이기위한것이다. ‘평가(評價, evaluation)’란원래‘가치를따져

값을매긴다.’라는뜻으로어떤사람이나사물, 혹은방법이나절차

등의옳고그름, 선함과악함, 아름다움과추함, 우수함과열등함, 좋

고나쁨, 그리고그수준이나정도를따지는일이라고할수있다. 아

울러그러한행위를통해어떤특성이나현상을보다바람직한방향

으로개선∙발전시키고자하는것이평가의중요한목적혹은의도

라고할수있다. 그러므로강의평가는강의의수준과문제점등을

파악하여강의를개선∙발전시키고자하는것이가장중요한목적

이라고할수있다. 

둘째, 강의평가의내용과관련하여평가의주요내용은교수의강

의참여율(휴강빈도및보강여부), 강의계획서의충실성, 강의계획

서에따른수업진행여부, 강의준비및열성, 교재의적합성및활용

도, 수업방법의적절성, 과제물부과의적절성, 동기유발및학생참

여촉진노력, 평가의공정성및적절성, 강의의전반적인효과등이

다. 이러한강의평가의내용은 학마다다소간의차이가있으며, 

학내에서도과목특성별(예: 교양과목/전공과목, 인문계열과목/사회

계열과목/이공계열과목 등), 강의유형별(예: 강의위주/실기위주/실

험위주등), 강의규모별, 단과 학별로차이를두는경향이증가하고

있다. 

셋째, 강의평가의방법및절차는 학마다차이가있으나 부분

의 학에서는해당강의를수강한학생들을 상으로20개내외의

문항으로구성된리커트(Likert)형설문지를사용하여학기말에웹

(Web)상에서인터넷으로조사하고있다. 즉강의평가를학생들을

상으로한설문조사를통해실시하고있다고할수있다. 일부 학

에서는인터넷을활용하는 신인쇄된설문지를사용하기도하지

만자료수집및분석의효율성을높이기위해인터넷을활용하는경



향이증가하고있다. 한편, 부분의 학에서학생들이강의평가설

문조사에참여하는비율을높이기위해자신이수강한과목의성적

을인터넷으로확인하기위한선행조건으로반드시강의평가설문

조사에응하도록하고있다.

넷째, 강의평가결과의활용과관련하여 부분의 학에서강의

평가결과를교수의업적을평가하는데반 하고있다. 예컨 강의

평가결과를등급화하여점수로반 하거나, 교육부문우수교수선

발의기준으로활용하거나, 포상, 승진, 재임용등인사상의최소충

족기준등으로활용하고있다. 아울러담당교수에게평가결과를

통보하여자신의강의를스스로개선하기위한노력을유도하고있

으며, 일부 학에서는강의평가점수가현저하게낮은강좌에 해

서는그원인이나이유를구체적으로파악하여 처방안을강구하

기위한심층적인사후연구를시행하는경우도있다.

문제점및개선방안

현행 학의강의평가에 한몇가지중요한문제점및개선방

안을평가의목적과내용, 방법및절차, 그리고평가결과의활용으

로나누어살펴보면다음과같다.

첫째, 강의평가의목적과관련하여가장큰문제점중하나는평

가의구체적인목표나기준(standard)이제시되는경우가거의없다

는것이다. 강의평가를하면강의의수준이높아질것이라는막연한

기 를가지고있기는하지만, 부분은강의의수준을높이기위한

구체적인목표나기준이제시되지않고있다. 예컨 , 과목특성별로

나강의유형별로‘강의의수준이높다’는것이무엇을의미하는지에

한구체적인기준이없다. 그래서특정강의에 해‘우수/보통/미

흡’등과같은질적인기준에근거한절 평가를시행할수가없고,

다만다른강의와의상 평가에의존할수밖에없는실정이다. 그래

서 부분의 학에서는‘우수한강의’란곧‘학기말에수강생들의

강의평가점수가높은강의’라는단순한등식을활용하여학생들을

상으로설문조사를실시하고있는것이다. 이러한설문조사를통

해서나름 로강의들간의서열화는가능하겠지만강의의질을높

이는데는많은한계가있다.

이러한문제점을해결하기위해서는‘우수한강의’에 한구체

적인기준을분명하게제시하기위한연구∙노력이선행되어야한

다. 이러한연구∙노력이선행된다면적어도‘우수한강의’가곧‘학

기말에수강생들의강의평가점수가높은강의’라는단순한등식은

성립되지않는다는것을쉽게확인하게될것이다. 왜냐하면학생들

의강의평가점수는교수의교육활동의질과무관한외적요인들에

의해서도많은 향을받기때문이다. 예컨 S 학의일반교양과

목에 한강의평가점수를분석한백순근외(2005)의연구에따르

면, A학점을많이주는강좌일수록학생들이강의평가점수가높고

(분석 상 강좌수는 315개, Pearson의 단순 상관계수는 0.30,

p<0.01), 수강생의수가많을수록학생들의강의평가점수는낮은것

(분석 상 강좌수는 336개, Pearson의 단순 상관계수는 -0.31,

p<0.01)으로나타났다. 아울러강좌와관련된학생들의자기주도적

학습시간이많으면많을수록그강좌에 한강의평가점수는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응답학생수는 41,854명, F=543.93, p<0.01). 이러

한결과는학생들의강의평가점수가곧해당강의를담당하는교수

의교육활동의질을그 로반 하는것만은아니라는것을보여주

는것이다. 그러므로개별교수의강의를제 로평가하기위해서는

‘우수한강의’에 한구체적인기준을마련하고, 그러한기준을달

성하기위한강의평가가체계적으로추진되어야할것이다.

둘째, 강의평가의내용과관련하여가장큰문제점중하나는강

의의중∙장기효과를파악할수없다는것이다. 교육활동은단기적

인효과도중요하지만, 중∙장기적인효과도매우중요하다. 하지만

현행 부분의강의평가는학기말에해당강좌를수강한학생들의

응답에근거하여평가하기때문에단기적인효과는어느정도파악

할수있겠지만, 중∙장기적인효과를파악하기란구조적으로거의

불가능한상태에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졸업예정자나 졸업자들을

상으로하는강의평가를부분적으로도입할필요가있다. 예컨

졸업예정자들이나졸업후5년이경과한졸업자들을 상으로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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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에수강한강좌중에가장우수하다고판단되는3개의강좌명과

반 로가장미흡하다고판단되는3개의강좌명을그이유와함께

기록하도록하는것과같은설문조사를실시하는것이다. 이처럼강

의의단기효과와중∙장기효과를파악하기위한노력은 학교육의

단기효과와중∙장기효과를예측하고관리하는데도크게기여할수

있을것이다.

셋째, 강의평가의방법및절차와관련하여가장큰문제점중하

나는 익명으로 시행되는 강의평가 설문조사에 학생들이 성실하게

응답하지않는다는것이다. 예컨 응답의성실성에 해분석한김

명화(2005)의연구에따르면, I 학에서21개문항으로구성된강의

평가설문지에 해2001년1학기부터2003년1학기까지모든문항

에 해같은평정을한학생들의비율을조사한결과2001년2학기

의 경우 102,192명 중 54,326명(53.1%), 2002년 1학기의 경우

109,313명중53,461명(48.9%), 2002년2학기의경우104,920명중

55,153명(52.5%), 2003년 1학기의 경우 119,522명 중 60,227명

(50.3%)으로나타나응답의성실성이매우낮을것으로예측하 다.

이러한현상은 부분의 학에서참여율을높이기위해강의평가

설문조사를학생들이학기말에자신의성적을인터넷으로확인하기

위한선행조건으로시행하고있기때문이라고할수있다. 학생들이

설문조사에응답하는1차적인목적이수강한강의에 한평가에있

다기보다는자신의성적확인을위한것이고또익명으로시행하기

때문에불성실한응답자수가많이나오는것이라고추측할수있다.

이러한문제점을해결하기위해서는학생들의성실한응답의중

요성에 한홍보나교육이매우중요하다. 특히강의평가의결과가

강의의수준을개선∙발전시키고또해당교수를평가하는중요한

자료로활용된다는점을강조할필요가있다. 아울러강의를여러관

점에서종합적으로평가하기위해학생들이아닌다양한이해당사

자들(예: 강의평가업무담당교직원, 동료교수등)이강의평가에참

여할수있는방안을모색해야한다. 만약모든강의에 해종합적

으로평가하는것이현실적으로어렵다면, 학생들의강의평가에서

가장낮은점수를받은강의부터여건이허락하는범위내에서순차

적으로시행하는것도검토할수있을것이다.

넷째, 강의평가결과의활용과관련하여가장큰문제점중하나

는교육활동의질을개선하는데제 로활용하기어렵다는것이다.

이는강의평가의목적이나내용이구체적이지못하고불분명한것

과관련이있는것으로, 강의평가의결과를통해특정강의가어떠한

방법과절차를통해개선될수있을것인지지도∙조언할수있을정

도의구체적인정보가제공되지못하고있기때문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강의평가의 본질적인 취지

중하나가강의의질을개선하기위한것임을분명히하고, 학생들의

강의평가에서특별히낮은점수를받은교수의강의(예: 하위5%)에

해서는강의평가전문가나동료교수들이직접강의를참여관찰하

거나 비디오포트폴리오평가(video-portfolio evaluation: 강의하는

것을찍은비디오를시청하면서평가하는것) 등을통해낮은점수를

받게된원인등을분석하여해당강의를개선하기위한구체적인정

보를제공할수있도록해야할것이다(백순근, 1999).

이 은 학에서교육활동을개선하기위한노력의일환으로도

입된강의평가제도의몇가지중요한문제점과개선방안에 해간

단히논의한것이다. 흔히 학의3 기능이라고하는교육, 연구,

봉사중가장중요하고본질적인것은교육활동이라고할수있다.

이러한교육활동을개선하기위해각 학은강의평가를위한전담

조직이나기구를별도로두어내실있게운 해야할것이며, 강의의

수준을개선∙발전시키기위해체계적이고지속적으로연구∙노력

해야할것이다.KEDI

24 Educational Development

│특별기획│ 학교육혁신을위한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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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 학법인화필요성

학이생긴이래요즘처럼 학의경쟁력이나교육∙연구력문

제가사회적으로그리고세계적으로주목을받은경우는없었을것

이다. <뉴스위크>나<타임스> 등언론들은나름 로의잣 를가지

고 학을평가하고서열화하고있으며, 스위스IMD의국가경쟁력

평가에서 학교육은 중요한 평가항목의 하나이다. 독일, 국 등

OECD 국가들뿐만아니라싱가포르, 말레이시아등아시아의신흥

강국들도 학교육∙연구의경쟁력강화를위한여러개혁적조치

를취하고있다. 

이렇게각국이 학교육에관심을집중하는이유는간단하다. 21

세기지식기반사회에서는새로운지식을창출하는 학의경쟁력이

곧국가의경쟁력이라는인식때문이다. 학은기초연구수행을통

해산업기술발전에토 를제공할뿐만아니라때로는경제발전에

기여할수있는실용기술을개발하기도한다. 

그리고산업현장에서일할수있는우수한인력을배출하고차세

연구인력을양성하는일은 학만이할수있는일이다. 학이

과거처럼상아탑에안주해서는이렇게새롭게부여된역할을제

로수행하기어렵게되었으며, 이러한새로운변화에 응하기위해

서는 학의지배구조를포함한그운 시스템이새로운시 에맞

게변화될수밖에없는것이다. 

이웃일본의경우우리나라와비슷하게국립 학이정부행정조

직의형태로남아있다가2001년도야마플랜을통해101개국립 학

을89개로재편성∙통합하고2004년4월89개모든국립 학이일

시에국립 학법인으로전환했다. 우리도이제변화하는시 에맞

도록새로운국립 학의운 체제를모색하고이를적용할때가되

었다. 

우리나라의국립 학은유럽이나미국의 학들과는달리그역

사가훨씬짧지만국가나사회발전에기여도에서는결코뒤지지않

는다고자부한다. 그동안 량화, 표준화로 표되는산업화시 에

서정치, 경제, 사회, 문화등모든측면에서발전을주도하는인재를

키워왔으며기술개발에많은기여를해왔다. 그러나지금의정보화

시 의사회변화속에서 량화, 표준화, 획일화, 중화라는산업화

시 에적합한전략이더이상효력을발휘하기어렵게되었으며, 이

러한경향은사회속에서한제도로서기능하고있는 학에도마찬

가지로적용된다할것이다. 

현재 학의 지배구조나 재무운 구조는 산업화 시 에 적합한

구조여서유연성이떨어질수밖에없는데, 지금현상태로가다가는

급격히변화에적응하고있는산업∙경제계와 학간의격차가점

점더커지게되고결과적으로사회적압력에의해 학이타율적으

로개혁되는경우에직면할수밖에없으며, 사회경제적발전도지체

될수밖에없을것이다. 

따라서 현재처럼 정부조직 형태로 운 되는 국립 학의 시스템

으로는지식정보사회에서그역할을다할수없기때문에 학스스

로발전계획을수립하고이를시행할수있도록하기위해서는법인

화를통해서그기반을마련하는것이하나의방안이될수있다. 

현행국립 학의문제점

학이 지식기반사회에서 제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유연성을

갖추어야하는데지금과같은정부조직형태로운 되는상황하에서

는이를기 할수없다. 현재국립 학의조직구조는국립학교설치

령에의해크게제약을받고있어 학의필요에따라조직을설치하

거나폐지하기어렵게되어있다. 또한, 직원에 한인사권도크게

곽창신｜교육인적자원부 학혁신추진단장, changskwack@hanmail.net 

왜국립 학의법인화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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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을받고있어총장은5급이상공무원의전보권만갖고있을뿐

이다. 

더심각한것은정부의예산회계법등의제약으로 학스스로특

성에맞는예산편성이불가능하며정부조직에적용되는지침에의

거예산을편성하고집행하고있다. 또한 학의재산도국유재산이

어서재산의임 수입은곧장국고로세입조치되기때문에 학스

스로재산을활용할여지가없다. 학이산업계나사회와협력을위

한사업을추진하는경우에도국가행정조직이갖는한계나직원의

신분상의한계때문에원활한협력관계가어려운것이현실이다. 

외국의사례

미국이나, 국, 프랑스를포함한거의 부분의나라의국공립

학들은이미법인격을가지고학문의자율을누리고있으며그책임

을다하는데그중점을두고있다. 그러나일본이나우리나라와같은

후발선진국들은미처 학의지배구조를논의하기이전에 학을

설립해서사회에필요한인재를양성하는것이급선무 기때문에

학의설립∙운 방식(법인또는 조물시설, 국가기관)에 한진

지한논의가적었던것이사실이다. 

일본은뒤늦게지난2004년4월모든국립 학(89개)을국립 학

법인으로 전환하게 되는데 이 역시 학스스로의 변화라기보다는

사회경제적인압력에 하여응답하는형식이었다는점이다. 법인

이라도 학에 한사회나정부의관점에따라그지배구조나운

방식은조금씩차이를보이고있으며, 저마다자기나라의특성에맞

게변형된형태를취하고있다. 

미국의경우이사회는외부자중심지배구조이기때문에학내구성

원의참여는배제되고있으며, 참여하더라도투표권이없는경우가

많다. 

독일의경우학내구성원중심으로운 되고있는데, 이는 학을

보는관점이다른데서기인한다. 그러나최근(1998년) 독일도기존의

국기기관형국립 학을재단형 학으로전환할수있도록했다. 일

본의경우기존의 학교수중심으로움직이던지배구조에새롭게

외부인사의참여를포함하고있는데이는미국과독일의혼합형태

라고할수있다. 

우리나라의국립 학법인화논의과정

법인화가앞에서논의한우리나라국립 학의모든문제점을일

거에해소할수있는요술지팡이는아니며우리가선택할수있는여

러 안중의하나임은분명하다. 그러나이제까지논의한 안들인

국립 학법인체제

∙국가로부터독립된법인형조직으로서자율적의사결정구조
∙다수의외부인사참여가보장되는개방형가버넌스

∙이사회간선, 총장의책임경 가능

∙교직원채용, 인사운용, 보수등을자율적으로정하는유연
한인사시스템

∙ 학스스로재정계획을수립하고예∙결산을확정하는탄
력적인재정운 가능
∙소관 재산의 처분권 및 사용수익권 부여 및 적극적인 학외
자원활용가능

∙ 학특성에맞는필요기구의 설치또는폐지가능

현행국립 학체제

∙정부조직으로서각종법령에입각한사결정구조
∙학내구성원위주의폐쇄적거버넌스

∙직선으로학내갈등상존, 총장의학교경 주도한계

∙행정기관에적용되는인사관리원칙적용으로경직된인사구
조

∙예산회계법에의한통제위주의재정운
∙재산소유권부재및사용수익권제한으로외부자원활용에
소극적

∙학사∙행정조직설∙폐제한

구 분

∙의사결정구조

∙총장

∙인사

∙재 정

∙조 직

■특수법인화를통해달라지는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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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계제도나특별회계제도는이미수년동안여러차례논의를

거쳐 관계부처의 반 나 학구성원의 반 에 부딪혀 제도화되지

못했는데, 이러한개혁방안은법인화와비교하면 학의자율화라

는입장에서는그효과가작다고할수있다. 

우리나라에서 국립 학법인화 논의는 1995년 5∙31교육개혁방

안에서처음으로제안되었으나그동안정책으로추진되지못하다가

지난해5월“특성화를위한 학혁신방안”의일환으로국립 학의

자율적선택에의한특수법인화방안을추진키로 통령께보고한

이후본격적인논의가시작되었다. 

지난해 9월에는 학계, 경제계, 언론계 등의 인사를 중심으로 한

“ 학운 체제개선협의회”와“국립 학운 체제개선워크숍”을통

해서국립 학법인화를주요내용으로하는“국립 학운 체제에관

한특별법안”을구체화했다. 이후수차례의교육부내부토론회, 외

부전문가회의, 주요 학기획처장회의등을통해서다듬어진것이

“국립 학법인의설립∙운 에관한특별법안”이다. 

국립 학법인의설립∙운 에관한특별법안의주요내용

현재특별법안은법인전환은희망하는 학에한하며, 일본처럼

모든국립 학이한꺼번에법인으로전환되는것은아니다. 총장이

법인인 학의 표자가되며이사회의의결사항을집행하고관리

하는책임을지게된다. 이사회는법인의예∙결산, 차입금및재산

취득등 학운 의주요사항에 해의결하게되며, 그구성은15인

이하의외부인사로구성된다. 

국립 학이 법인으로 전환되더라도 정부의 재정지원을 계속할

것임을법안에명시했다. 그리고법인전환당시의국립 학소관의

국유재산은법인인국립 학에무상으로양여되며, 정부의기초학

문육성책임도법안에명시했다. 또한법인소속으로전환되는교직

원의고용승계, 정년과연금도보장한다. 법인인국립 학의책임성

확보를위해총장은4년단위로교육부장관과협의하여경 성과목

표를설정하고교육부장관은그실적을매년평가∙공표하고그결

과를행∙재정지원에반 하게된다. 

결어

현재특별법안은확정된것이아니며앞으로공청회나 학∙관

계부처협의과정에서수정이있을것이며, 또그렇게되는것이바람

직하다고생각한다. 모쪼록국립 학의법인화에 한많은논의가

이루어지고가장합리적이고바람직한방향으로그틀이만들어지

기를기 한다. KEDI

책

∙국립 학에 한지속적인재정지원의무를법률로명시
*고등교육에 한 정부 재정지원이 OECD평균(GDP 비 1.15%) 보다 낮은

0.3%에불과

∙기초학문육성프로그램을지속적으로확 하고, 정부총연구개발(R&D) 예산
중기초학문투자비율에 한연차별목표치를제시

∙과도한등록금인상이발생하지않도록등록금인상가이드라인을설정
∙기도입된정부보증학자금 출제도의수혜 상(현재연간50만명수혜) 확

∙교직원의고용승계보장및공무원연금적용및정년보장을통해신분상불이
익예방

주요쟁점

∙법인전환시정부의재정지원축소

∙학문의상업화로기초학문위축

∙국가지원감축으로등록금인상

∙비공무원신분전환으로인한고용불안정

■쟁점사항및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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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
고살만한나라들의모임가운데하나인OECD에우리나라

가회원국이된지도이제만10년이되었다. 아직도IMF만

큼이나일반인들에게그렇게친숙한조직은아니지만그래도세상

돌아가는 일에 관심있는 사람들에게는 경제학자들이 주축이 되어

회원국들과희망하는나라들에게국가정책에관한‘훈수’를두는국

제기구라는정도는알려져있다. 경제통인이들이고등교육에부쩍

많은관심을갖기시작한것은결코우연이아니다. 세상이바뀌어

이제는나라가잘살기위해서는새로운지식과그지식을창출할수

있는사람들을충분히확보해야하는시 가되었기때문이다. 그리

고 학이그역할을잘할수있는중심에있다고그들이믿게되었

기때문이다.

주류경제학자들의눈으로볼때세상사람들이경제적으로보다

잘살기위해서는사람, 자본, 생산품들의국경간이동이자유로워야

한다. 고등교육서비스의경우도그러해야한다. 그렇지만, 고등교육

서비스의국경간이동이이상적으로는더많은사람들에게양질의

고등교육을제공해야하지만, 현실적으로는교육수요자들에게피해

를줄수있는위험이적지않다. 값싼교육을외국학위로포장하여

비싸게제공할수있기때문이다. OECD가UNESCO와함께「국경

을넘는고등교육(cross-border higher education)」에 한질관리

에적극적으로관심을갖고있는것도이러한이유가한몫하고있다. 

OECD는 개별 학 단위 또는 정부차원의질 관리 체제보다는,

앞서언급한, 「국경을넘는고등교육」에 한질관리에중점을두고

있다. 물론「국경을넘는고등교육」을논하는과정에서 학과국가

수준에서의질관리체제에 한논의가불가피한측면이있지만, 이

러한체제들은개별 학이나국가가처한상황과사회문화적배경

에따라다를수있기때문에이러한작업은해당주체들이맡아야

한다고보는것이다. 이 에서는OECD가국경을넘는고등교육의

질관리를위해마련한가이드라인에 해서간략히소개하고자한

다. 

「국경을넘는고등교육」질관리논의의배경

「국경을넘는고등교육」의질관리에 한국제적차원의논의는

1960 에UNESCO가회원국들을 상으로‘자격인증에관한유네

스코 협약(UNESCO Conventions on the Recognition of

Qualifications)’의비준을추진하면서시작되었다. 이협약의목적

은고등교육질의향상을도모하기위하여 학(원)생들과전문가들

이다른회원국에서자국에서획득한자격이나학위를별도로인증

이병식｜UCLA 고등교육연구소visiting scholar, beyoung@ucla.edu  채재은｜경원 학교부교수, chaeja@kyungwon.ac.kr

OECD의고등교육질관리

1) 이하는필자들이교육행정학연구(2006, Vol. 24, No 1)에제출한

UNESCO/OECD「국경을넘는고등교육질보장가이드라인」분석및정책

적시사점도출’의내용의일부를발췌하여재구성한것임.



받지않고도활동할수있도록고등교육의수학, 졸업증서및학위에

한상호인정제도를마련하는것이었다. 

이와같은지역별유네스코협약은해당지역내에서고등교육의

수학, 졸업증서및학위에 한상호인정기반을마련했다는점에서

는그의의가크다고볼수있으나, 그효력이해당지역에한정됨으

로써국제화시 에필요한지역간의학위∙자격상호인정에는한

계가있었다. 이러한문제를해결하기위해서1993년에개최된유네

스코총회에서‘고등교육이수및자격인정에관한국제적권고안

(International Recommendation on the Recognition of Studies

and Qualifications in Higher Education)’이채택되었다. 이권고안

은 UNESCO/OECD 가이드라인의원형이라고도볼수있다.

이러한유네스코의노력이OECD의참여로결실을보게되었다.

2003년하반기에개최된UNESCO 총회와OECD의교육위원회및

CERI 운 위원회에서「UNESCO/OECD 고등교육 질 보장 가이드

라인」을제정할필요성이제기된것이다. UNESCO/OECD 가이드

라인의내용을구체화하기위해서2004년4월파리에서각국 표

들의참여하에개최되었고, 가이드라인의6개 역(정부, 고등교육

기관, 학생단체, 질보장과인증기관, 학위∙자격인정기관, 전문단체

를위한가이드라인)에포함될내용이논의되었다. 같은해10월에는

일본동경에서가이드라인의실질적인초안이마련되었고, 2005년

10월에개최된OECD 교육위원회와같은해12월에개최된OECD

이사회를 거쳐 최종안이 확정되었다. 이에 따라 2006년부터

UNESCO와OECD 회원국들은가이드라인을이행하기위한실질

적인준비를착수할예정이다.

UNESCO/OECD고등교육질보장가이드라인의주요내용

UNESCO/OECD 가이드라인은「국경을넘는고등교육」질관리

의중요성에 한정부, 학등이해관계기관의인식을높이고, 이

를위한국제협력을촉진하는것을목적으로제정되었다. 이를위해

서이가이드라인은국가간고등교육서비스공급과관련된기관과

단체를여섯개(정부, 고등교육기관, 학생단체, 질보장과인증기관,

학위∙자격인정기관, 전문단체)로분류하고, 단체별로권고안을제

시하고있다. 

동가이드라인이핵심적으로전달하고자하는바는「국경을넘는

고등교육」의질보장은교육수입국과수출국이공동으로책임져야

한다는것이다. 더나아가자국의고등교육질보장체제는모든형

태의국경을넘는교육을포함해야하며, 고등교육의질에 한투명

성을제고하기위해서이해당사자들이국제적으로협력하고, 궁극

적으로교육의질적측면에서자국내의교육과국경을넘는교육이

같은수준을유지하도록해야한다는것이다. 이와같이「국경을넘

는고등교육」에 한질적수준을보장하기위해서가이드라인에서

는세가지의핵심적인방안을제시하고있다. 첫째는 학자체및

외부질보장체제를갖추는것이며, 둘째는질보장과관련된활동

및정보를투명하게공개하는것이며, 셋째는해당지역또는국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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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oject

∙자국내에서활동하는외국기관에 한인허가시스템을갖추어야하며, ‘국경을넘는고등교육(CBHE)'

의질보장과인증을위한포괄적인체제를갖추어야함

∙CBHE에 한인허가, 질보장∙인증을위한기준과그결과가학생, 학및프로그램등의재정지원에

미치는 향에 한정보를제공해야함

∙UNESCO 자격인증관련지역협약비준을고려하고, 국가정보센터를설립함

∙자격인정에관한양자/다자간협약을추진하며, 고등교육기관∙프로그램에관한정보를국내외에서접

상 주요내용 체제
상

정보공개 협력

○

○

○

○

정부



으로관련된이해당사자들과의협력을강화하는것이다. 위의표는

기관별로가이드라인의주요내용을정리한것으로, 주요내용들이

어떤핵심방안과관련되는지를보여주고있다.

UNESCO/OECD 고등교육질보장가이드라인의주요특징

UNESCO/OECD 가이드라인은일반조약이나협약과비교할때

효력의특성및범위, 그리고이행전략면에서다음과같은특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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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가능하게함

∙국내외에제공하는프로그램의수준을같게하며, 교육수입국의문화적∙언어적다양성과질보장및

평가인증체계를존중함

∙현행질관리체제를점검하고, 수여학위가국내외적으로일정수준에이를수있도록함

∙국내외네트워크에참여하여우수사례를공유하고, 상호자격인증을활성화함

∙교육서비스의제공방식과자격인증기준및절차에관한UNESCO와유럽위원회의권고를존중함

∙ 내외적인질보장및학위인증기준과절차에관해정확한정보를제공함

∙CBHE의질유지, 통제등에있어서 학, 국가, 국제적수준에서추진되는활동에적극참여함

∙CBHE에등록할경우 학, 질보증기구를통해해당기관의평가인증여부등을확인함

∙CBHE를질보장및인증평가체제에포함시키고, 지역및국제네트워크를활성화여인증에관한우수

사례를교환하고, 직원들의전문성신장을지원함

∙교육수출국과수입국간의협력을강화하고, 질보장및평가인증시스템에 한상호이해를높일수있

는체제를마련함

∙평가기준, 절차, 질보장체제가학생, 기관, 프로그램에 한재정지원에미치는 향과평가결과에관한

정보를제공함

∙UNESCO와유럽위원회의질보장과평가와관련된행동강령을준수함

∙다른평가인증기구들과상호인증협약을체결하고, 내부질보장 시스템을개발하며, 정기적으로외부평

가를실시함

∙지역및국제네트워크를만들어서우수사례를교환하고, 직원들의전문성향상을지원함

∙질보장및평가인증기구와의협력을강화하여학위의질적수준을점검하는과정을활성화함

∙관련주체들과긴 한관계를유지하여정보를공유하고, 학문분야와전문분야학위인증평가방식간의

연계를강화함

∙국제노동시장의확 와국제적인력이동을고려하여외국학위∙자격증소지자와고용주들에게국내

노동시장에서인정되는학위및자격인정에관한정보를제공함

∙인증과정에 한신뢰도를높이기위해서외국학위및전문자격인증에관한유럽위원회∙유네스코의

권고등을따르고, 학위평가준거등에 한자료를제공함

∙취득학위에 한인증이용이하도록국내외학위취득자나고용주들에 한정보채널을구축함

∙자격인증에있어각국의문화적다양성을반 하고, 프로그램이나학위를비교할수있는평가준거및

절차를확립함

∙전문직의상호인증협약에 한정보에 한국내외에서의접근가능성을높임

○

○

○

○

○

○

○

○ ○

○ ○

○

○○

○ ○

○

○○

○

○

○

고등교육기관

학생

질보장
기구

학위∙자격
인증기구

전문단체

○

○

○

○

○

2) 원문자료는http://www.oecd.org/dataoecd/27/51/35779480.pdf 참조.

○



갖는다. 우선‘효력의특성’면에서앞서언급한바와같이가이드라

인은국제조약이나협정과달리, 비강제적연성규범(non-binding

soft law)으로서 국제법상의 효력을 갖지는 않지만, UNESCO와

OECD 회원국간에동료압력행태로사실상이행이강제될수있

다. 그리고‘효력의범위’면에서일반조약이나협약은그체결국내

에서도전반적으로적용되는반면에, 가이드라인은원칙적으로「국

경을 넘는 고등교육」활동에 적용된다. 이는 가이드라인의 목적과

내용에분명히제시된것으로서, 가이드라인은국경을넘는고등교

육의질관리에관한국제적협력을위한틀로서의성격을갖는다.

따라서특정국의고등교육질관리에관한구체적인사항은가이드

라인에언급되어있지않으며, 오히려회원국들은가이드라인을이

행함에있어서타국의문화적다양성을존중해야함을여러차례걸

쳐서강조하고있다. 이는동가이드라인이국가간의정치적타협의

산물임을보여주는것으로서개별국의질관리방법에 해서는원

칙적으로해당국에서자주적으로결정할권리가있음을상호인정

한것이라고볼수있다. 

그리고‘이행전략’면에서동가이드라인은「국경을넘는고등교

육」활동에관련된이해관계자들을명확히제시하고, 관계자별로구

체적으로책무를부과하는‘참여적접근법’을채택하고있다. 일반

조약등과달리, 이행주체로서가이드라인의내용을자국에서실천

할국제적의무가있는정부만을지적한것이아니라, 「국경을넘는

고등교육」과관련된기타주요관계기관들(고등교육기관, 학생단체,

질보장과인증기관, 학위∙자격인정기관, 전문단체)을모두포함시

킨것이다. 이행주체들은담당하는역할을고려하여크게세개의

그룹으로구분할수있다. 첫번째그룹에는고등교육기관, 질보장

과인증기관, 학위∙자격인정기관이포함되며, 「국경을넘는고등교

육」질보장에필요한핵심적인기능을수행하는기관들이다. 이들

기관은관련시스템을정비하고, 학위∙자격에 한상호인증을추

진하며, 이에관한정보를제공하며, 지역적∙국제적네트워크활동

에참여하는것이권장된다. 두번째그룹에는학생단체와전문가

단체가포함되며, 첫번째그룹에속한기관들에게관련정보의공개

요구등을통해서이들기관이의무사항을충실히이행하는지를점

검할의무가권고되어있다. 두번째그룹에속하는‘전문가단체’는

같은그룹에속한학생단체와달리국경을넘는고등교육질관리를

위해서자격상호인증을위한적극적인조치를취해야할의무가있

지만, 기본적으로첫번째그룹의활동결과의수혜자라는점에서두

번째그룹에속한다고볼수있다. 마지막으로세번째그룹에는정

부만이포함되며, 국경을넘는고등교육의질관리에 한총체적인

책임자로서관련제도와인프라를정비하고, 질보장을위한규제를

담당하는역할이부여되었다. 

한편, 이들세그룹들을경제학적관점에서분류하면, 「국경을넘

는고등교육」서비스시장에서첫번째그룹(고등교육기관, 질보장

과인증기관, 학위∙자격인정기관)은공급자적지위를가지며, 두번

째그룹(학생및전문단체)은수요자적지위를가지며, 그리고세번

째그룹(정부)은시장질서정립을위해서규칙을정하는조정자∙규

제자로서의지위를가진다고볼수있다. 

이와같이UNESCO/OECD 가이드라인은한편으로는연성규범

의형태를취하여고등교육과관련된각국의역사성과문화적다양

성을최 한존중하면서, 다른한편으로는국경을넘는고등교육질

보장과관련된주요단체및기관간에상호협조및견제의역할을

부여함으로써실천가능성을실질적으로담보하고있다.KED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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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더타임스>가발표한세계100 학순위

때문에우리 학가가술 이고있다. 특히올해개교

60주년을맞은서울 로서는지난해93위에서63위로뛰어올

랐지만경쟁관계로볼수있는아시아권특히일본과중국

학들에비하면그리좋은성적이라볼수없기때문에만족스

럽지않다. 지난해184위에서올해150위로올라선고려 는

축제분위기라고한다. 고려 는이번성과를적극적으로홍보

하고있다. 이에반해고려 의‘ 원한맞수’연세 는200위

권밖으로떨어져망연자실하고있다. 결과에 한책임문제

를놓고내부갈등양상까지보이는것으로알려졌다. 카이스

트는연세 만큼이나이번결과때문에낙담하고있다. 카이

스트는무려55단계나떨어지며간신히200위내에이름을올

렸다. 결과가발표되자카이스트는서남표총장주재로평가

결과를놓고긴급회의를열기도했다. 

외국 언론의 순위발표에 우리 학들이 왜 이렇게 술

거리는가.

최근교육계는물론이고사회전반적으로‘세계100위권

학’에 한관심이높아졌다. 언론들도100위권 학순위를

국가경쟁력의 한 지표처럼 보도하고 있다. 이런 분위기에서

100위권 학에포함될경우해당 학이누릴수있는사회적

특혜는돈으로환산할수없을정도다. 이를통해‘브랜드가

치’를단숨에수직상승시킬수있는계기로삼으려는 학들

의노력은당연한것일지도모른다. 이미60위권에이름을올

린서울 를비롯해고려 , 연세 등서울소재주요 학들

은장기발전계획에‘세계100위권 학’진입을목표로포함

시키고있다.

폐쇄성버리고열린 학으로

서울 는우리나라에서가장폐쇄적인조직으로알려져있

다. 교수의80% 이상이서울 출신인것만으로도이런지적

이잘못된것이아님을보여주고있다. 이런서울 도변화를

위해몸부림을치고있다. 이장무서울 총장은개교60돌을

맞아열린기자간담회에서향후20년이내에‘세계10위권

학’으로도약하겠다고밝혔다. 서울 가택한첫방안은국제

화이며이를위해국제캠퍼스를짓겠다고밝혔다. 이총장은

국제캠퍼스에 해“세계의 재들이함께모여다양한문화

와학문을체험하고공부할수있는공간”이라며“ 로벌지식

인과국제전문가양성이목표”라고밝혔다. 국제캠퍼스에는

아이비리그수준의교수20여명과유명교수10여명등30여

명의교수가초빙되며국제지역학, 로벌MBA과정, 외교학

등 로벌 전공을 중심으로 학사∙석사 과정이 함께 개설된

다. 외국학생은물론한국학생들도강의를듣게되며수업은

어나프랑스어등외국어로진행된다. 현재1,200명수준의

외국학생수를3,000명이상으로늘릴예정이다. 이를위해장

학금제도와기숙사등주거환경도확충된다.

변화의움직임은2002년정운찬전총장이취임하면서이

미시작됐다. 취임당시정전총장은서울 의폐쇄성을비판

하고개방을강조했다. 현재서울 는세계102개 학과국제

학술교류협정을맺었다. 이로인해2006년현재외국인유학

생은1,161명, 외국인교수도47명까지증가했다. 특히우수외

국인 학원생을적극적으로유치하기위해기획단과연구단

을구성해운 하고있다.

유학생들에게한국의다양한분야에 해이해할수있는

기회를제공하고, 내국인학생들에게는 어학습환경을조성

세계100 학진입을위한한국 학들의노력

장세풍｜내일신문기자, spjang@naeil.com



해주기위해 어강의를계속해서신설하고있다. 지난해신

설된 어강좌만도27개과목에달한다. 서울 는국내(내국

인) 학부생의국제적시각을넓혀주기위해교환학생으로해

외에파견되는학생들을지원하고있다. 방학중4주이상연

수를나가는학생에게는학비와자료수집활동비로최 200

만원까지지원된다. 2003년11개국23개교50명이던교환학

생은지난해15개국36개교125명으로확 됐다. 또 학원박

사과정수료및예정자들을 상으로한1~2학기기간의연수

프로그램도마련해운 하고있다.

서울 는 우수교원 확보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국립 라

는특수성때문에교수정원을유연하게운 할수없는특수

성을감안해기금교수, 초빙교수등의제도를도입했다. 또기

초교육의중요한한축을담당할수있도록전임 우강사제도

도운 하고있다. 특히노벨상을수상한해외석학을초청해

학기당15주간서울 에머무르면서 학원생을 상으로특

별강좌또는정규강좌를강의하도록하는제도는교육의질을

한차원높이고있다는평가를받고있다. 수월성있는교육을

위해서는우수교원확보와함께적정한정원규모가필수조건

으로갖춰져야한다.

서울 는적정규모의정원을유지하기위해학부과정은물

론 학원입학정원도줄 다. 1999년4,910명이었던학부정

원을3,990명으로줄 으며올해는3,260명으로줄 다. 올해

입학정원은 1999년 비 66% 수준이다. 학원 석사과정은

2002년3,645명에서2006년3,283명(90%)으로줄 고, 박사

과정은1,675명에서1,332명(80%)으로감축했다.

이와 함께 서울 는 특성화 사업으로 기초교육의 강화를

택했다. 기초교육이충실히이뤄져야높은단계의전공교육도

가능해진다는 판단에서다. 이를 위해 2002년 기초교육원을

설립해기초교육을체계적으로운 하고있다.

교양교육과정도 전면 개편했다. 서울 는 2002년 기본적

인지식과통찰력을배양하는학제간종합적인교양과목들로

핵심교양 교과목을 편성했다. 핵심교양 교과목 강의는 모두

전임교원이담당하고있다. 학생이졸업하려면3개 역이상

에서9학점이상을반드시이수해야한다. 2002년60개에불

과했던핵심교양과목은2006년현재109개로늘어나선택의

폭을넓혔다.

한편, 서울 변화중가장눈길을끄는것은입시제도다.

서울 는2005학년도부터다양한분야의창의적인인재발굴

을위해수시모집을지역균형선발전형과특기자전형으로구

분해 모집하고 있다. 지역균형선발 전형은 교과 역위주로,

특기자전형은특기적성중심으로신입생을선발함으로써정

시모집의일반전형, 특별전형과더불어신입생구성의다양화

를꾀하고있다.

국제화로승부한다

서울 가그동안개방화에주력했다면고려 는국제화에

주력한사례다. 고려 는최근발표된<더타임스> 선정 학

순위에서150위를차지했다. 지난해184위에서서른계단이나

상승한것이다. 교육계에서는고려 의수직상승을어느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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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견됐던일로받아들이고있다. 어윤 현총장취임후고려

의 움직임은 세간의 화제를 불러일으켰다. 과거 고려 의

비공식상징이‘막걸리’로 표되는한국적문화 다면어총

장은 학내외의 반 를 무릅쓰고 100주년 기념주로‘와인’을

선택하며변화를예고했다.

고려 변화의핵심은‘ 로벌KU 프로젝트’

로벌KU 프로젝트’는최고수준의 로벌인프라를구

축하고집중적인연구투자와지원, 학행정시스템의 로벌

스탠더드화를추진하는것이다. 이런변화에 해고려 홍

보실관계자는“우리는한국 학의패러다임을바꾸고세계

적으로경쟁력있는 학으로의발전을새로운비전으로채택

했다”며“교육, 연구의국제화를추진하고있다”고말했다.

고려 는현재53개국464개교와학술교류협정을맺고, 우

수한학생∙교수교류와연구활동을진행하고있다. 특히고

려 는 미국 UBC, 호주 그리피스 학, 국 런던 학, 중국

인민 등에수백명의학생을안정적으로파견할수있는해

외‘ 로벌 KU 캠퍼스’를 구축했다. 국제어문학부의 경우,

‘7+1 프로그램’에따라전체8학기중해당언어권현지 학에

서1학기를수학하도록권장하고있으며해외체류시장학금

을지급한다. 특히학생을많이파견하는UBC와런던 학에

는기숙사시설을직접설치해운 하고있다. 또학내에국제

하계 학을설치해매년20개국400여명의외국인학생을교

육시키고있다.

고려 는‘ 로벌KU 프로젝트’를성공시키기위해학내

교육환경도 로벌스탠더드에걸맞게변화시키고있다. 먼저

국제화시 에걸맞은인재를양성하고외국인학생들이원활

하게수업을들을수있도록 어강의를확 했다. 어강의

는2003년10%에서지난해30% 수준으로확 됐으며2010년

까지는전체강의의60%를 어로진행한다는계획이다. 신

임교원은 어강의를원칙으로임용하고있다.

또한, 고려 는하버드 의교양과정을벤치마킹해교양과

목에 한 적인수술을단행했다. 또국내최초로핵심교

양과정전체를전임교원이강의하도록했고, 교양외국어과

목은모두 어를비롯한원어로진행하고있다. 2004년이후

입학생들은 어강의를비롯한원어강의5과목이상을수강

하고 어능력시험, 한자이해능력시험에서일정수준의점수

를얻어야졸업할수있다. 교육부문의변화를지원하는것이

행정부문이므로이분야에서의변화도눈여겨봐야할 목이

다.

고려 는목표관리제(MBO)를도입, 현재정착단계에접어

들었다. 먼저분권화를실시해학장위주의행정시스템을구축

하고신임교원인사나예산등에관한권한을단과 학에위

임했다. 전자결재시스템을본격적으로도입해시행하고있다.

선진 학 벤치마킹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행정직원의 51%인

237명이세계100 학을방문해벤치마킹연수를받았다.

또BT분야의특성화를위해생명과학 학과생명과학 학원

을통합했고, 병설보건 학을통폐합했다. 고려 는한국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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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평가가실시한신용등급평가에서최고등급인AAA를획

득했으며한국생산성본부가실시한고객만족도(NCSI) 조사에

서종합 학부문2위를기록하기도했다.

고려 는최첨단강의실등하드웨어변화도추진하고있

다. 고려 는세계10 수준의LG-POSCO 경 관, IBM 시

스템의계단강의실을갖춘우당교양관, 디지털도서관과세계

수준의박물관이함께있는백주년기념삼성관, 1100석수준의

도서관과학생편의시설을갖추고있는중앙광장, 장충체육관

2.2배규모의화정체육관, 과학고 를위한하나스퀘어등세

계적인교육환경을갖추었다.

현재도고려 는학생들이학문에전념할수있는환경을

조성하기위해최첨단시설을갖춘시설들을계속해서만들어

갈계획을수립해놓고있다.

연구력으로승부한다

고려 와함께끊임없는변화로교육계의주목을받고있는

학은 성균관 다. 성균관 는2010년까지 세계100 연구

중심 학에진입하는것을비전으로삼았다. 이를위해1996

년부터다섯차례에걸쳐 적인구조개혁을단행했다. 이

결과 76개에 달했던 모집단위가 8개모집단위로 줄었으며,

1999년기준4175명이었던모집정원은3599명으로약14%가

줄어들었다. 또교육의질을높이기위해우수교원확보에도

적극나섰다. 1996년458명이었던전임교수(임상제외)는681

명(의 제외)으로늘었으며, 전임교수1인당학생수는36.1명

에서31.7명으로줄어들었다. 성균관 는2010년까지는전임

교원의 수를 900명으로 확 하고, 전임교수 1인당 학생수를

25명으로낮춘다는계획이다.

성균관 는이를위해재정건전성에도관심을기울이고있

다. 1996년81.5%에달했던세입중등록금비율을2005년현

재44.6%로낮췄으며2010년까지는다시40% 수준에맞춘다

는계획이다. 지난해4151억원규모 던교육예산은5870억원

으로확 하고, 학생1인당교육비는연간1550만원에서2000

만원으로늘리는방안을추진하고있다. 학술교류 학은26개

교(1996년)에서209개교(현재)로 폭늘었으며2010년까지는

300개로더확 한다는계획이다.

한양 도2010년까지세계10 학에진입한다는전략을

갖고있다. 한양 는학생들에게세계수준의교육여건과프

로그램을제공하기위해노력하고있다. 이를위해교수(비전

임포함) 1인당학생비율을18.1명으로유지하고있으며, 국내

학중가장많은장학금을지급하고있다. 또한, 연구력을향

상시키기위해국제학술지등에 한논문이게재되면인센티

브로지급하는등다양한연구지원정책을시행하고있다. 이

결과2001년719편이었던SCI 논문편수가지난해는1,274편

으로늘어났다.

한양 는또 로벌명문 학을목표로전체교수중6.6%

를외국인교수로채용하고있다. 또25개국192개교와자매결

연을하고있으며2010년까지연간2,000여명의외국인학생

을유치하고, 연간2,000명의재학생을해외에파견한다는계

획이다.

연구실적으로교수연봉결정

경희 는연구경쟁력강화를위해교수연구실적기준으로

연봉차등그룹(S, A, B)을설정해연구실적과연봉과의차등관

계를명확히했다. 학교측은앞으로교수승진을위한연구실

적기준도높여연구실적에 한중요성을교수들에게부각시

켜나갈계획이다.

국제학술지 등에 한 논문이 게재되면 논문 1편당 최

1,000만원을인센티브로지급하는등다양한연구지원정책을

시행하고있다. 기획조정실에서는정기적으로‘교수연구애로

사항’을조사해교수들의연구활동에서발생하는불편사항을



신속히해결한다. 연구공간확 를위해캠퍼스마스터플랜

을외부전문업체에맡겨마련하고있다. 경희 는용역결

과가나오는 로후속작업에나서연구공간부족문제를근

본적으로해결한다는계획이다.

교육의질향상을위한가장중요한지표인교수확보율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기 위해 매년 100명 정도의 교수를

신규 임용하고 있다. 2009년에는 교수확보율을 현재의

59.2%(전임기준, 의학제외)에서70%로상승시킬방침이다.

경희 는취업률향상을위해학부제를통한학생들의전

공선택권확 , 열린교육을위한연계전공∙학제간교육과

정설치, 사회변화를반 한교육과정의주기적개선등을추

진해교육의질을높이고있다. 또주요기업체CEO, 인사담

당자등과의네트워크를강화해졸업생들의평판도를향상시

켜나가고있다.

경희 는 학국제화의가장중요한척도를외국인학생

및외국인교수비율, 원어강좌비율로삼고있다. 학교측은

3개척도를향상시키기위해기획조정실주관‘단과 학국

제화평가’를실시해단과 학중국제화노력이우수한곳을

선정, 예산을집중지원하고있다. 특히경희 는2015년까지

전체강좌의40%를원어강좌로 체할계획이다.

경희 는국제화인프라확충을위해2005년외국인유학

생기숙사를건립했고, 올해는외국인학생과국내학생과의

교류를위한‘ 로벌존(Global Zone)’을설치했으며2008년

까지국제회관을준공할예정이다. 

특히학교의강점인한의학의국제화를위해매년‘한의학

국제박람회’를주관하고있다.

붕어빵전략도문제

올해발표된세계 학순위는세가지다. 이번<더타임스>

를비롯해8월발표된<뉴스위크>의‘세계100 로벌 학

순위’와중국상하이자오퉁 학이발표한‘세계500 학

순위’등이다.

<뉴스위크>의100 학에는한국의 학이이름을올리

지못했다. 우리의경쟁국으로볼수있는일본은5개 학,

홍콩은3개 학, 싱가포르는2개 학이선정된것에비하면

심각하다.

상하이자오퉁 학의‘세계500 학순위’에도한국의

학은100위권에들지못했다. 여기서도일본은7개 학이

100위권에들어있다. 국내 학중서울 가유일하게100위

권에진입한<더타임스> 순위에서도일본과홍콩이각각3개

학을, 중국∙싱가포르∙인도가 각각 2개 학을 100위권

에올려놓고있다.

우리나라도언제부터인가‘ 학경쟁력은곧국가경쟁력’

이라는공식에동의하고있다. 이런점에서보면우리나라는

결국경쟁국들에뒤질수있다는불안감마저든다.

그러나국내주요 학 부분이100 학에포함되기

위해총력을기울이고있어머지않아좋은소식이들려올것

으로기 한다.

우리 학들의전략은학교마다독특한특성이나전략을

찾아보기힘들다는것이교육계의고민이다. 국제화바람이

불면국제화에, 학부제바람이불면학부제를모든문제를해

결하는열쇠처럼여기는경향이있다. 특히이런현상에는행

정∙재정적지원을무기로하는정부의입김도크게작용하

고있다. 이제사회적분위기에따르기보다는 학별특성에

걸맞은전략수립이무엇보다필요하다.

정부는인적자원을키우기위해2030년까지6개의 학을

세계100 학에진입시킨다는계획을발표했다. 이를위

해서는충분한재원과 학의자율권보장이무엇보다중요

하다. 세계 100위권 학들이 국가경쟁력을 이끌고 나가는

모습을기 해본다.KED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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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8월13일<뉴스위크>지(인터넷판) 국제면에는

세계100 학순위가발표된바있다. <뉴스위크>지는

100 학의순위를결정할때, 

매년발표되고있는중국상하이자오퉁(交通) 학의

세계 학순위(50%)와 국의<더타임스>지선정

세계 학순위(40%)에다각 학교의

도서관장서수(10%)를반 했다고공개했다.

세계의 교육

World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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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학평가기관

학의평가는, 리서치 역, 티칭

역, 재정 역, 자격증 역으로크게나

누어볼수있으며, 국의경우는제각

각의 고유 역에서 별개의 기관들을 두

고 평가하고 있다. 이들 기관은 RAE,

QAA, Ofsted, HEFCE, 그리고70여개

의 전문 역 직업군의 협의회가 있다.

이들이평가하는 역과목적은각각다

음과같다.

<Research Assessment 

Exercise>

리서치 역의질적수준을평가하는

기관으로서1987년에설립되었다. 이평

가의 결과에 의해 학들은 5개의 등급

으로 분류되고, 이 등급은 각종 리서치

용역의입찰에중요한결정요인이된다. 

<Quality Assurance Agency>

Teaching과 Learning의 질적 수준,

학간의 학위의 질적 균형을 유지하는

목적을가지고있다. 1997년에설립되었

는데, 이 평가의 결과는 공표되며, 학

지원자들의 선택에 중요한 판단자료로

서 활용된다. 일반 서점에서 판매되는

수험생용의 학진학 가이드와 같은 책

자의출판사들은이러한QAA의자료를

활용한다. 

<Office for Standards in

Education>

Ofsted는초-중-고등학교와같은학

교 역의 평가기관이지만 교사를 양성

하는 학이나 학과도 평가의 상으로

하고있다. 1992년에설립되었으며전신

은 왕립 감사원(Her Majesty's

Inspectors)이다.

<Higher Education Funding

Council for England>

교육부로부터 고등교육 예산을 받아

서, 이를집행하는재정지원국이며 학

의 협의 기구로서‘고등교육 자치기구’

라고볼수있다. 

이 기구에는 리서치, 티칭, 고등교육

기회확 , 재정, 4 역으로구성되어있

으며, 재정 역의 하위부서에‘감사부

서’를두고있다. 학의재원지출의안

전성, 회계감사를하고있다.

‘1992년 고등교육법’에 의해, Univer

sity Funding Council과 Polytechnics

and Colleges Funding Council을 통합

하여설립되었다. 

국 학평가

ENGLAND

최봉섭｜비컨리서치 표, choi@brcu.com

국의 학은, 3-4개의특수한사립 학을제

외하고는모두가정부의재정지원을받아서운

하는 국립 학의 형태이다. 하지만 이들의

학은전통적으로교육부의산하기관이아닌

독립된 법인체로서 독자적인 운 권을 가지고

있다. 교육부와 학의 관계는 상명하복식이

아닌‘계약상의파트너’관계이다. 따라서교육

부가가진 학을통제할수있는가장중요한

수단은 재정분배권이지만, 이것도‘뭉칫돈’만

건네줄 뿐 어떤 방식으로 어느 학에 얼마를

분배할것인가는 학의협의체인HEFCE에서

결정한다.



<Professional bodies> 

의사, 법률, 건축, 엔지니어링등과같

은 70개의 전문직종협회. 이들 협회가

학에 관여하는 형태는 다양하지만 공

통적인것은자격증수여권을가지고있

다. 의과 학 졸업장은 학이 수여할

수 있지만, 의사자격증은 의사협회에서

하고있다. 의사협회가발행하는의사자

격증이 없이는 병원에의 취업이라든가

개업을할수없다. 

학의평가시스템

국의 학평가시스템을설명하기

전에재정이라든가자율권같은, 학이

‘놓여있는상황’을먼저언급하고, 현재

국의 학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구조

를서술할필요가있다. 

국의 학은, 3-4개의특수한사립

학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정부의 재정

지원을 받아서 운 하는 국립 학의 형

태이다. 하지만이들의 학은전통적으

로교육부의산하기관이아닌독립된법

인체로서 독자적인 운 권을 가지고 있

다. 

교육부와 학의 관계는 상명하복식

이아닌‘계약상의파트너’관계이다. 따

라서 교육부가 가진 학을 통제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수단은 재정분배권이

지만, 이것도‘뭉칫돈’만건네줄뿐어떤

방식으로어느 학에얼마를분배할것

인가는 학의 협의체인

HEFCE에서 결정한다. 따라서

한국의 상황과는 반 로, 국

의교육부는 학은‘놓아두고’

있는 상황이고 학교는‘틀어쥐

고’있는상황이다. 어느나라나

마찬가지로 학이가장민감하

게반응하는것은재정수입이기

에 우선 국 학의 재정 수입구

조를살펴보자. 

2006~2007학년도 학재정국이 집

행한예산은6,700만파운드이다. 1파운

드당한화2,000원으로환산할경우, 약

13조원이다. 이돈이어떻게분배되는지

는 약간 지난 통계치이지만 그 비율은

그다지변함이없기에3년전의것을보

면<표1>과같다. 

가장많은부분을차지하는것은티칭

역이며약60%이고, 리서치 역으로

분배되는예산은20% 정도이다. 하지만

이것은 학재정지원국이분배하는예

산이며 학의 수입에서 보면 <표2>와

같다.  

2001~2002학년도 학들의 수입구

조에서 재정지원국으로부터 받은 수입

은전체수입의38%이고나머지62% 중

에서각종정부부처에서들어오는수입

이약23% 이며민간 역에서들어오는

수입이약39%이다. 

위의 <표2>는 전국 학의 전체수입

이기에‘평균’을나타내고있지만, 이러

한 학의 수입구조는 상위그룹 학과

하위그룹 학간의 사이에 상당한 차이

를보인다. 옥스퍼드나케임브리지 학

의경우재정지원국에서받는예산은전

체 수입의 약 17% 정도이고, 워릭 학

의경우는25%, 그리니치 학의경우는

약45%이다. 

이것은무엇을의미하는가하면, 교육

부가 재정분배권을 가지고 학을 통제

하고자할경우, 학들의반응은‘놓여

있는 재정적 위치’에 따라서 다르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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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 2002~03학년도재정지원국의예산분배

<표2> 국 학의수입구조



것이다. 

지난 10여년 간 교육부는‘고등 교육

의기회확 ’라는정책아래, 각 학에

정원을늘리라는압력을가하고있지만,

상위권 톱 학들은 아직도 교수:학생

1:1 수업인튜토리얼수업방식을고집하

고있다. 

정원을늘리면늘릴수록학생일인당

평균비용은 떨어지고, 전년도 평균비용

을기준으로다음해예산을계산하는현

재의재정분배법에의하면, 정원을늘리

면늘릴수록다음해예산은줄어들게된

다(정원 확 폭만큼 동일하게 늘어나지

않는다).

톱 학들은학생을받아가르쳐서얻

는 수입이 전체 수입의 10% 이내이며,

리서치 경쟁력이 없는 학들은 학생에

의한수입이60%까지육박한다. 따라서

하위권 학의수입은학생의수에크게

의존하게 되며, 정원을 늘리고자 하는

욕구는 하위권 학에서 강하게 발생한

다. 다시 말해 하위권 학은 학생수가

상위권 학에 비해 폭 늘어나게 된

다. 여기서“이렇게정원을늘려서과연

수업의 질적 수준이 유지가 될까”하는

‘논리적인우려’가생기게된다. 

물론 학에따라서는인터넷을활용

한다든가, 학생이 혼자서 학습할 수 있

는 방법을 가르친다든가 해서 학생 한

명당 교수에게 지워지는 부담을 줄여주

기도하지만, 이런학습방법이적절하게

활용이안될경우, 질적수준은저하될

가능성이있다. 

이것이현재 국 학에서발생하는

구조적인문제점으로지적되고있다. 그

증거로서 정부는 고등교육의 기회 확

라는 정책 아래, 정원을 늘리라고 압력

을 가하고 있고, 학들은 파운데이션

디그리라는 학위를 만들어 학 3년 과

정의 1년차나 2년차를 수료한 학생에게

수여하고있다. 

1년차나 2년차 수료학생에게 나중에

재기의 기회를 준다는 것이 명분뿐이라

는문제가있지만. 이학생이나중에다

른 학에2학년이나3학년에편입을하

고자할때, 이학생을받아들이기를꺼

려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제도는‘학점

은행제’와 맞물려 있으며, 아직까지 학

점은행제가 질이 담보되지 않고 있고,

또한 노동시장에서의 인지도 또한 우려

되고있는상황이다. 

따라서교육부로서는 학의평가시

스템을 강화하여 학 졸업장의 수준을

유지해야되는이유가여기서발생한다. 

티칭 역에 관한 문제는 위와 같고,

리서치 역에서의문제는또다른형태

로 나타난다. <표2>에서 보듯이 학의

리서치 수입은 민관 역 합해서 학

전체 수입의 약 25% 정도이다. 이들 중

에 약 10% 정도는 학재정지원국에서

분배공식을통해비교적‘투명하게’분

배되지만, 그 이외의 리서치 크게 의료,

자연과학, 인문, 생화학등과같은8개의

리서치 카운실(http://www.rcuk.

ac.uk/)에 의해 분배된다. 이러한 카운

실에의해분배하는리서치는각분야별

로 업적 있는 교수들로 구성된 파넬에

의해결정되며, 그안에서의결정구조는

베일에가려져있다. 따라서상당히‘아

카데믹 폴리틱스’가 작동하는 시스템이

다. 이러한‘정치적결정’을방지하고자

국내학자에한정하지않고외국학자들

도 파넬 심사위원으로 위촉하기도 하지

만, 국 역시 한국의‘황우석 사건’같

은 사건이 발생할 수 있는 구조적인 결

함이있으며, 또한발생하고있다. 

교육부로서는 학의 자율권에 간섭

할 법적 지위가 없기에, 그러한 카운실

의 의사결정 구조에 적극적으로 간섭하

지는 못하지만, 학 내에서 돈이 어떻

게쓰여지는가는감사할수있는권한은

주어져있기에, 이런감사권을활용하여

학계에서의‘부패 현상’을 미연에 방지

하고자한다.KED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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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년 말부터90년 중반에걸쳐, RAE가설립되고, HEFCE가설립되고, QAA가설립되어

고등교육기관에 한평가체제가강화되었다. 왜이시기에이러한현상이생겼나?

정부가 학평가에관심을가지기시작하는것은80년 와90년 두단계로나누어지며, 각단계

별로문제의식은다르다. 첫번째80년 문제의식은펀딩에 한모니터링의필요성이었고, 90년

는 학생의숫자증가로인한티칭과러닝에 한질적관리, 그리고학위자격증에 한수준관리가

그목적이다. 80년 는University Funding Council을통해재정분배를일임해두었는데, 그당시

학들은리서치에주로관심이있었고, 티칭에 한관심은뒤로 려있었다. 그리고그리서치펀딩의

분배라든가, 학에서의리서치펀딩이어떻게집행이되는지교육부는알지를못했다. 그당시 학

재정 집행 모니터링에 한 발화 사건은 University College of Cardiff의 부도 다. 그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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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versity Funding Council 이있었지만, 나중에조사를해보니, 그 학은재정집행에 해, 학내

에서당위성을설정하는의사결정과정도없었고증인도없었다. 카디프 학의경우, 사후처리로서

재정부분의의사결정자들은모두교체되었고, 인근에있는웨일즈폴리테크닉과통합되었다. 

그리고90년 들어와서문제는급격하게늘어나는 학생의숫자 고, 이러한양적확 에서질적

관리가필요하다는문제의식이 두된다. 그당시 처보수당수상이었는데, 그는 학의학과편제에

해서도상당히우려하고있었다. 당시의 학들은시장의요구에둔감했다. 오히려그보다더한‘안

티마켓’분위기가 학내에짙게깔려있었다. 이런분위기는 처수상의후임의메이저수상이들

어와서재정분배법을개정하여, 학과 역별비중치의차별을두게해서시정을많이했다.

‘1992년고등교육법’에의해새롭게 학으로승격한28개의폴리테크닉에 한질적관리에우려되는

점이있었나? 

꼭새롭게승격한 학의문제라고볼수없다. 앞에서이야기했듯이구명문 학이라고하더라도

리서치에만관심이있고, 티칭이나러닝의환경은열악했다. 학수입의약3분의2는티칭수입이고,

이것은 개의경우, ‘굳은돈’이었다. 그리고 학들은‘굳은돈’이아닌, ‘쓸수있는돈’, 즉리서치

펀딩을찾아서총력을기울이고있었다. 그런과정에서티칭은뒷전으로 리게되었다.

학의평가기준에 해상위권 학들과하위권 학들의반응은다르게나타났으리라고추측되

는데, 그반응의차이는어떠했는가?

반응이다르지않다. 왜냐하면평가의기준을두지않았다. 학들학과별로학과의장단점이무엇

인지, 개선할점이무엇인지자기평가진단을하는것이었지, 외부에서잣 를들이댄것이아니었다.

그리고QAA는어떻게서술하라는가이드라인을제시했지만무엇을서술하라는조건은없었다.

한가지기억해둘것은QAA는 학들을등급을매겨‘줄세우겠다’는의도를가지고있지않으며,

우리가오직주력하고있는것은학생들이받고있는학습의질이다. 질높은리서치를한다고해서질

좋은학습의기회가제공되는것은아니다.

평가를하고나면 학에인센티브나페널티가있는가?

평가의결과에따른금전적인인센티브나페널티는없다. 하지만예비학생들이지원을할때는

향을준다고볼수있다. 지원자들이 체로 학이나학과를선택할때상담하는진로지도상담교사

는 이러한 보고서의 의한 어드바이스를 하며 또한 개인적으로 참고로 하는 일반 서점에서 판매하는

‘ 학진학가이드’와같은책들은 개QAA의평가보고서를기초로만들어내고있기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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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학들이비협조적일수있을것같은데?

학이평가에비협조적일수는없다. 그런경우, 우리는HEFCE에보고하고HEFCE는규약에따

라재정지원을중단할것이다. 학에지원하는재원은공공재원이며, 공공재원의지원에는감사를받

는다는조건이붙어있다. 지금까지비협조적인 학은없었다. 

인센티브나페널티가없으면 학들이평가의결과에그다지연연해하지않을것같은데, 그리고

그결과가나쁘다면QAA는 학에어떤조치를취할수있는가?

학평가는18개월주기단기사이클, 3년주기중기사이클, 6년주기장기사이클이있다. 지금세

번째장기사이클이돌아가고있다. 만약4등급중에[very good, good, satisfactory, fail] 최하위등급

‘fail’을 받으면 평가주기는 18개월 사이클로 돌아가고, 근접한 모니터링 시스템으로 전환된다. 내가

기억하는몇개의케이스에서본다면, 근접모니터링을받은경우는모두개선이되었다. 

그리고최하위등급을받을경우, 그부서의책임자는책임을져야되고, 개의경우, 사직의압박

을받게된다. 하지만이런제재의시스템은2002년에종료된다. 당시QAA 원장이주장했던것은일

차적으로그최하등급4등급과그위의등급3등급사이의경계가지극히모호했다는것이고, 또한3

등급역시도한등급안에서의격차가컸다. 다시말해4등급만경고를받은것이아니고, 3등급을받

은 학이나학과들중에서도경고를내린적도있었다.

그러한평가를함으로인해어떤수혜가생기는가?

수혜는교육부, 학, 학생등이각각누리게된다. 교육부입장에서는각 학들에 한보다정확

한정보를제공받을수있어고등교육에 한거시적이고장기적인플래닝이가능해지고, 학들은자

기진단에의해, 개선해야될점이무엇인지 학구성원간에문제의식을공유할수있으며, 발전또

는개선전략을공식문서화할수있다. 공식문서화가되어 학의정책이나발전전략으로수립되

면, 그런것들이인사이동에의해사람이바뀐다고해서간단히번복되거나수정되지않는다. 일관성

있게지속된다는이야기다. 그리고학생은특히지원자들은, 자신들이지원하고자하는 학에 해

뜬소문이아닌객관적이고신뢰할수있는정보를구할수있기에보다투명하게이해할수있게된다. 

학평가의평가인단은어떻게구성이되는가?

일차적으로는 학내부의자기평가에의지를하고, 그리고2차적으로타 학의외부평가인단을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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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학의외부평가단이라고하더라도그전문 역을평가할수있는사람들, 평가받는사람과평

가하는사람들서로간에다들알고있는사람들아닌가?

우리가최후의마지막보루로삼고있는것이외부평가인단이다. 만일그러한의심의여지가있다

고판단되면외국의전문가나학자를초빙해서평가하게한다. 미국이나. 중국, 싱가포르, 그리고유럽

륙국가들에서초빙한다. 

그이전에 학의운 전반에 한안전장치는 학의가버닝보디이다. 가버닝보디는 부분

학외부인으로구성된다. 약10년전부터이러한가버닝보디의기능을향상시키고자가버너들을위한

다양한연수프로그램을제공하고있다.

만일 학생이 민원을 제기했을 경우, 그리고 학이 이를 시정하지 않거나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QAA는그것을시정하도록 학에압력을가할수있는가?

아니다. QAA는개입하지않고학생은외부에구성되어있는사정위원회에민원을제기한다. 여기

서도해결되지않으면법원에가져갈수있다. 하지만 부분사정위원회에서해결이되며, 사정위원

회에서는 학에 해상당한분량의벌금을부과할수있다. 학으로서도상당히부담스러운기구이

다. 법원에가져갈경우, 법원은학문의 역에 해서판단하지않는다. 다만그학생이개인적으로

부당하게취급을받았는가아닌가를살펴본다.

QAA의최근의정책변화라면? 

QAA가설립된이래, 만들어진평가보고서는약5,000개다. 좀더있을것으로추측되지만, 내기억

으로는그동안에‘실패’의등급을받은학과는다섯개 다. 올해부터는학과단위평가는폐지하고

학단위평가만하기로했다. 그다섯개학과를가려내자고전국적으로평가를하는것은비용의측

면에서비효율적이다. 그리고무엇보다도지금까지두번의사이클이돌면서학과들은자기평가를통

해문제를진단하고인식하는구조적인틀이잡힌것으로판단되고있다. 

이러한변화는그러한내부적인필요성의변화도있었지만, 교육부에서가하는감사의효율성향상

압박도한몫을하고있다. 이러한감사시스템의변화는QAA뿐만아니라RAE도Ofsted도마찬가지

상황이다. 지금은QAA 예산이약1,100만파운드(약220억원)이지만, 3~4년전에학과별로평가할

때는지금보다훨씬많았다. 그리고평가시스템이간소화된또하나의변수는 학에내려가는예산

들이상당수명목별지원체제(earmarked funding)로전환되었다.KED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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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정부는“제11차5개년계획”기

간몇개의세계지명 학을육성

하려는 목표를 설정했다. 왜 지명 학이

란 용어를 사용하고, 일류 학이란 용어

를사용하지않는가, 일개 학의진정한

가치는 학교운 의 특색에 있고, 학교의

지명도에있다는인식에서이다. 지명 학

은유명교사, 우수교육과정, 우수한교재

와우수한학생에의하여실시된다. 다시

말하면지명 학은유명교사에의존하고,

유명교사는 우수 교육과정과 우수교재에

의존하며, 유명교사와 우수교육과정, 우

수 교재하에 우수한 학생이 배출되면 곧

지명 학으로 되는 것이다. 이러한 지명

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유명교

사를유인하기위한, 우수교육과정을개

발 개혁하기 위한 개혁들이 중국의 학

들에서 활발하게 실시되고 있다. 중국의

학들에서어떤활발한개혁을실시하는

지를본문에서살펴보기로한다. 

경쟁의논리를반 한 학의교원인사제

도개혁

중국에서 학의교원인사제도개혁을

가장 일찍 실시한 학은 중산 학과 북

경 학이다. 여론에 의하면 북경 학의

개혁이더욱철저하다는것이다. 다른

학들도이2개 학에이어서교원인사제

도개혁을실시하고있는중이다. 북경

학을예로교원인사관리제도개혁을살펴

보면다음과같다. 

북경 학교원인사제도개혁은다음과

같은중국 학의문제점에비추어실시된

것이다. 

1) 교사가임용되면해임되는현상이

없고, 승진만하고, 탈락이되지않는것

2) 교사직무승진을내부승진을위주

로하고, 외부로부터오는경쟁이결

여한것

3) 직무승진기준면에서논문수량과신

청자들간의상 적인수준, 본 학교

내부의형평성, 연공서열만중시하고,

논문질과평가 상이전국학계에서

의지위에 한중시가결여한점

4) 일부단과 학에서신임교원임용

시혈연과학연관계를지나치게중시

하여, 근친번식현상이심각하고, 본교

박사졸업생을신임교사로채용하는

비율이지나치게높아학술분위기

활약과, 학술창조에불리하다는점

이러한문제점에비추어북경 학에

서는경쟁을통한교원유동을격려하

는다음과같은인사제도개혁방안을

마련했다. 

1) 교원에 한초빙계약제와유동제도

2) 단과 학또는학과를단위로, 평가

에서말위에드는교사를탈락시키는

중국의 학개혁

유경희｜북경회문고등학교교사,

liujingji@hanmail.net

북경 학의 교원인사제도 개혁은 북경 학의

교육이념을실현하고자하는취지에서이다. 

학의이념은인류를위한지식창조와지식전

수, 인류문명의계승, 사회진보의추진인바이

러한 이념을 실현하기 위하여 학 교수진은

진정으로 연구와 교수를 아끼고, 창의력이 있

으며독창적인연구성과를보여줄수있는학

자로구성되어야한다는것이다.



“말위탈락제”

3) 교사임용과교사직무승진에외부

경쟁기제를도입하는제도

4) 원칙적으로본교단과 학졸업생

을졸업연도에신임교사로임용하지

않는것

5) 교사에 한분류관리제1)

6) 신규임용과승진시“교수평의제”

를도입실시하는제도

상기 1항의 초빙계약제와 유동제도에

근거하면, 강사와 부교수에 한 계약기

간을 두고, 강사 또는 부교수가 두 번의

계약기간내에(한번의계약기간은일반

적으로3년내지5년임) 승진을신청하여

승진을못하게되면해임을당하게된다.

부교수에서교수로승진되면정년퇴직할

때까지본직위에서근무할수있다. 바로

미국의tenure-track제, up-or-out제와

비슷한종신제라고말할수있다. 교수에

해서는 종신제이고, 일부 부교수와 모

든 강사에 해서는 종신제를 적용하지

않는 것이 북경 학의 교수 임용∙ 승진

제도의특징이라고말할수있다. 중산

학은 교수와 부교수에 해서 종신제를

적용하고, 강사에 해서는 종신제를 적

용하지 않는데 이 면에서 북경 학 교원

인사제도 개혁이 더욱 철저하다고 볼 수

있다. 

북경 학의교원인사제도개혁은북경

학의교육이념을실현하고자하는취지

에서이다. 학의이념은인류를위한지

식 창조와 지식 전수, 인류문명의 계승,

사회 진보의 추진인바 이러한 이념을 실

현하기 위하여 학 교수진은 진정으로

연구와 교수를 아끼고, 창의력이 있으며

독창적인연구성과를보여줄수있는학

자로 구성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중국의

일류 학의 일원으로 교수, 과학연구, 사

회에 한봉사기능을최고수준으로발

휘하여 학의 이념을 실현하는 데 기여

할수있는교수는소수에불과하며이러

한 경쟁의 논리로 교수 임용과 승진제도

를 개혁하는 제도는 교수진을 최고의 우

수한 교수진으로 되게 하는 중요한 보증

이라는것이다.

북경 학의새로운교원인사제도에따

르면, 현재 북경 학 교수 중 3분의 2는

승진할가망이있고, 3분의1은탈락하므

로, 과거의한번임용만되면정년퇴직할

때까지 직위를 보장받는 제도는 없어진

셈이다. 북경 학의교원인사제도개혁에

이어서청화 학에서도300여명의교수

가승진면에서 학에정한기준에못미

쳐 칭화 학을 떠났다. 길림 학에서도

2006년 45명의 박사과정 지도교수가 실

직을하여전국적인관심을모으고있다.

이는 중국의 교원인사제도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고있다는것을알수있다. 

기초∙종합과정과고품질의교육과정을추

구하는교수개혁

학의 교육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중국의 학들에서 교수개혁을 다그치는

데주로기초과정과고품질의교육과정을

추구하는것이특징이다.

가. 기초과정중시하는교육과정개혁

중국의 학들에서는교육의기초과정

과종합과정을중시하는방향으로교육과

정을개혁하고있다. 학부교육은주로전

면적이고 종합적인 교육과정을 추구하는

교양과목을 위주로 하고, 3학년 때 전공

을선택하여전공과목을이수하는방향으

로교육과정을개혁하고있다. 

북경 학에서는또한세계일류 학으

로매진하기위하여“元培計劃”을실시하

고있다. 元培계획은21세기중국의종합

성 연구중심 학의 학부생 인재양성의

신모델인바21세기의발전에부합되는국

제적인 경쟁력을 구비하는, 높은 자질의

창의력을구비하는인재를양성하기위하

여, 북경 학원교장채원배선생님의이

름으로 명명한“기초교양과정을 강화하

고, 전공을약화시키며, 개성에맞는교수

를제창하고, 유형을나누어서육성하는”

학부 교육개혁 계획이다. 원배계획에 따

라2003년부터다수신입생은입학할때,

전공을정하지않고, 단과 에입학한후,

본학과에서공통기초교양과목을이수한

후, 1년, 2년 또는 3년간의 학습을 거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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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분류관리제란교수직을교수∙연구직과전문교

수직으로나누어서관리하는제도를말한다.



후, 분류를하는데학생들은자신이관심

을갖는전공을선택할수있다. 

이 계획에 의하여 2002~2003년 학부

에 한교수계획을전면적으로수정하여

학생들의 졸업 학점을 150점에서 140점

으로줄이고, 필수과목의학점을총학점

의60% 내로압축했으며, 제한성의선택

과목을 취소하고, 학생들이 자유롭게 과

목을선택하고, 전공을선택할수있도록

공간을 부여했다. 또한 교양과목 선택학

점이 16학점을 초과해야 한다는 요구를

제기하여 通識敎育(전면적이고 종합적인

지식체계를구비시키는교육)을실천하는

이념을 실시하도록 했다. 通識敎育을 실

시하는구체적인조치로학부생을 상으

로 하는 320개의 선택과목을 개설하여,

저학년학생을위한通識敎育의교육과정

과교사자원을준비했다. 

전교 공통교양과목은 과거의 전공과

반에 따라 배정하는 고정모델을 바꾸어

전교적인범위에서교수내용을 폭개혁

함과아울러새로운학습제도를마련하여

필수과목성격이변하지않는전제하에서

학생들이본인의상황에따라학습시간을

조절할수있도록했고, 학생들이선택한

과목에 따라 교과과정을 개설했다. 또한

하루에12교시제를운 하여학생들이원

하는과목을선택이수할수있도록충분

한 선택시간을 부여했다. 또한 학부생에

한지도교사제도를실시하여학부단계

에서더욱효과적인학습을할수있도록

했다.

나. 학점제를실시하는탄력적인학제

과거의 학부학제가 4년이라는 경직적

인 수업연한을 학점제를 통한 탄력적인

학제로개혁했다. 중국인민 학에서는

학학제를최장6년으로하고, 4년이내학

부수업을 완성하는 것을 기초로 하는 전

제하에서3년이내에규정한학점을이수

한학생은1년앞당겨졸업을할수있도

록했다. 학업완성이어려운, 4년내에규

정된학점을취득하지못하는학생은2년

이라는시간을추가하여6년이내에학부

수업을마칠수있도록했다. 또한학생들

이 6년 이내에 부전공을 이수할 수도 있

고, 전공변경도가능하도록했다. 

길림 학에서는1년3학기제를실시하

고, 1학점을 18시간으로부터 16시간으로

조절했는데이는교수의교수이념개선과

학생들의 자주적인 육성모델에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다. 1년 3학기제는 학생들

이본교외, 전공외, 본학년외의과목을

선택할 수 있게 되어 교수자원을 최 한

으로이용하는데유리했다. 

다. 교수질향상을위한교수내용개혁

교수질향상을위한교수내용개혁면

에서“내용이 精練하고, 관점이 새로운”

원칙에따라시 에뒤떨어지는교수내용

을없애고, 학과에 한교수연구의최신

성과를 교수내용에 반 하도록 했다. 그

리고전공구조와지식발전에부합되는새

로운교육과정을개설하고, 종합자질교육

과“복합형”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소질

교육모델과정을개발했다. 

중국정법 학에서는“품질을 추구하

고, 특색을 두드러지게 하며, 교육개혁을

전면적으로 심화하는”주제보고를 하고,

“중국정법 학通識敎育방안”, “중국정법

학 교수 질 보장체계 요강”, “중국정법

학精品敎育課程관리방법”, “중국정법

학교재건설관리방법”등의방안을마

련하는등의형식으로교수개혁을추진하

여, 교수질향상, 通識敎育심화, 교수질

보장체계 구축 등의 목표를 달성하고자

했다. 

라. 교수방법개선

학생들의종합자질을향상시키기위하

여, 창의력을 구비하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지식보다교수방법이중요하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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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을인식하고많은 학들에서는“읽고,

쓰고, 토론”하는교수활동을광범하게전

개했다. 절강공상 학에서는 2~3학점을

취득하기 위한 교육과정에 한 요구를

40만자에달하는자료를읽은후, 출처를

밝히도록 했고, 2차 이상의 발표회를 가

지며, 1편의 논문을 쓰도록 했다. 또한

4~5학점의교육과정을80만자에도달하

는자료를읽은후, 출처를밝히고, 2차이

상의 발표와 2편 이상의 논문을 쓰도록

했다. 

청화 학에서는 연구중심의 교수특징

에 비추어 교수와 발표회를 동시에 중시

하면서, 학생들이 학습을 주도하여 토론

식, 계발식교수에참여를하는등의방법

으로수업에임하도록했다. 또한외국의

우수한교재를도입하여연구형의토론을

하며, 교수속에연구를포함시키는교수

방법을실시하는방법을취했다. “창의성

교육”, “연구형교수”, “고수준의높은자

질의, 다양한, 창의성”의인재를육성하는

것은 청화 학의 신시기의 교육이념으로

되었다. 또한 교수와 실천을 결부시키고,

교사와 학생 간의 역동적인 교육효과와

교학상장을 제창하며, 학생의 자주적인

학습으로학생들의탐구욕과창의력유발

을 목표로 하는 교수방식으로 개선하고

있다. 

복단 학에서는 선진적인 교육기술을

교수에 활용하는 전통이 있는데, 노령화

교수들을 연수시켜 현 화의 멀티미디어

시설을교수에충분히활용하여교수효과

를높이고있다. 

학생관리

가. 현시 에 부합되는 사상정치과 신

교육과정으로개편

과거 중국 학은 사회주의식의 이데

올로기특징이부여된7개과목의사상정

치과를필수과목으로이수하기로되어있

었다. 그러나 사상정치과 신교육과정에

의하면 사상정치과목 필수과목이“마르

크스주의 기본원리”, “모택동사상, 등소

평 이론과 □□3개 표□□중요사상 개

론”, “중국근현 사요강”, “사상도덕수양

과 법률기초”4개 과목을 이수하기로 되

어있다. 이러한조정은신세기 학생들

의이론지도성의종합성, 총체성의요구

에 부합되는 것이다. 신교육과정 방안에

역사도 있고, 이론도 있고, 응용도 있어

학생들이 마르크스주의 이론의 기초하

에서역사와현실을유기적으로결부시키

는과정에서과학적인세계관과방법론을

전면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는데 그 의의

가 있다. 사상정치과 신교육과정 방안은

학의사상정치이론과를강화하고, 개선

하는데기반을마련했다. 

이번 교육과정에 따른 교재는 세 가지

공동의 특징이 있는데, 첫째, 마르크스주

의를 중국화하는 최신성과가 반 되고,

중국특색의 사회주의 실천의 최신경험이

반 되며, 또한 마르크스주의를 연구한

최신진전이반 되는것이다. 둘째, 교육

에 치중하여, 마르크스주의의 입장, 관점

과 방법이 반 되고, 인류사회의 발전법

칙, 사회주의건설법칙과인재성장법칙이

반 되어 학생들에게 마르크스주의 이

론교육을체계적으로실시하고, 사상정치

교육의 임무를 두드러지게 했다는 것이

다. 셋째, 비교적강한현실성과수용성이

있어, 생활과 현실에 가까워 학생들이

쉽게받아들일수있는것이다.

나. 과거전통형의학생관리로부터관

리+서비스형의학생관리로

2006년 상반년 중국교육부는“일반

학 학생관리규정”에 한 집행상황을 점

검했는데 이는 학의 관리이념, 제도건

설, 홍보교육, 교직원 관리, 관리실효 등

방면에 한조사 다. 

1,700여 개의 학들에서는“규정”에

따라 본교의 교칙을 수정하여 교육부에

보고∙ 등록했다. 교칙을 정하는 가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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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학생의 의견을 반복적으로 청취하

고, 10차이상이나수정을하는과정을거

치면서 국가규정, 학교규정과 각항 규정

에 한 세부적인 규정까지 하여 체계적

이고완벽한 학학생관리제도를마련했

다. 각 학에서는“규정”을 신입생 오리

엔테이션때교육을실시하고또한강좌,

관리간부에 한 연수 등의 다양한 홍보

방식을 취하여, 모든 학생들에게 숙지시

켰다. 또한“규정”을 책자로 만들어 학생

들과 관리자에게 전달하고, 매스컴, 인터

넷홈페이지, 작문공모등다양한홍보와

학습의 과정을 통하여 학생들에게 100%

로숙지시켰다. 

학들에서교칙과학생관리실천가운

데서 학생의 양성목표를 위하여 양호한

제도적인 환경을 마련했는바 학생관리모

델이 전통적인“관리형”으로부터“관리+

서비스형”으로 개선하여, 학생들의 만족

도를 관리업무의 평가기준으로 삼고, 주

동적으로학생들에게서비스를제공했다.

예를들면많은학교에서는학업경보제도

와 예보경고제도를 실시하여 과거의“사

후관리형”으로부터“事前∙事中 예방형”

으로변화시켰다. 

또한 많은 학들에서 지도교사제를

실시하여학생들의“심리를지도하고, 방

향을인도해주며, 학생을지도”하는방식

으로 교사와 학생간의 유 를 강화했다.

많은 학에서는“24시간사무실”, “햇볕

홀”, “심리상담실”등서비스기관을마련

했으며, 어떤학교에서는“기율위반학생

에 한성장교육”활동을실시하여학생

들을인재로육성시키는다양화의서비스

를제공했다. 학생관리는더욱법제화, 규

범화, 엄격화 되었지만 반면에“규정”을

실시한이후, 학생들이의의와제소가

폭줄어들었다. 

중국의 학지속적인꾸준한개혁필요

중국 국내 학을 살펴보면, 교수진을

외국과 비교하면 고수준의 인재가 적고

국제화정도가약한편이다. 많은중요한

학과는국내외지명학술계의최고수준을

구비한 학술진이 없고, 학문을 이어가고,

계승하는 교수진도 결여한 것이 심각한

문제이다. 북경 학교수초빙기준을국

내외의 지명교수로 정한 것은 학 질을

향상하여 세계 일류 학으로 매진하고자

하는 취지에서이다. 북경 학 개혁에 이

어서 국내 많은 학들도 개혁을 시작하

여중국 학개혁을선도해나가는역할

을하고있다. 

중국 학은 현재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고 개혁의 과정에 존재하는 문제점도

많다. 학과정부와의관계면에서 학

의 자주권이 결여되었다는 것은 가장 큰

문제라고할수있다. 교수초빙제를놓고

말하면, 어떤 학의경우, 초빙제가형식

에만 그치거나, 초빙제를 실시하는 과정

에 평가체제와 공정성이 결여되고, 학과

간의특수성등에 한고려도결여하여,

경직성이보여지는등의이유로교수들의

불만을자아내기도했다. 교수질이높지

못하여 지식을 창조하지 못하고, 교수의

학술수준과학술능력이떨어지며, 내용이

오래된 실용성이 없는 내용을 주입하는

교수와 학도상존하고있다. 

또한 학운 이 시장과 괴리되어

학졸업생의취업이어려운등심각한문

제들도존재하며, 관리면에서서비스시

설과 서비스 질이 높지 못하여 불편함을

초래하고, 또한학생에 한배려등이부

족한면도있다. 최근에는 학등록금인

상이 지나치게 빨라 등록금 감당이 어려

워 학업을 포기하는 학생들도 있어 국민

의불만, 특히저소득층의불만이높아지

고있는문제도심각하다.2) 이처럼문제점

이많은데반하여개혁의의지가강하고,

개혁과정에 여러 가지 걸림돌이 있지만

계속 고나가고자하는강한의지가보

여지는 것도 또한 특징이다. 중국 학의

질향상을추구하려면개혁과정에부딪치

는 난제들을 극복하고, 지속적이고 꾸준

한개혁과노력이필요하다.KED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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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고등교육의‘새로운도약’

일본정부가본격적으로고등교육개

혁에 한구체적인실천방안을제시한

것은2000년12월22일교육개혁국민회

의가 제출한 최종 보고서를 접수하면서

부터라고할수있다. 교육개혁국민회의

가표명한교육개혁의17개제안중에서

고등교육을 새로운 방식으로 혁신하고

자한것이바로“ 학에적합한학습을

촉진하는시스템도입”이라는주제 다. 

이와같은개혁의 요를그 로계승

한개혁방안은2001년1월25일에일본

무문부과학성이 발표한「21세기 교육신

생플랜」에 구체적으로 표현되고 있다.

문부과학성의 이 보고서는‘ 학∙ 학

원 교육 및 연구기능 강화’, ‘ 학의 경

쟁적환경의정비’, ‘ 학에적합한학습

을 촉진하는 시스템의 도입’등을 3

구호로하는 학개혁방안을표명했다.

실제로이와같은3 개혁과제는2006

년 현재까지도 표적인 고등교육 교

육-연구 혁신을 위한 기본적인 전략으

로서위상을확고하게하고있다. 3 개

혁과제를중심으로하는“ 학의구조개

혁방침”은2001년6월우선국립 학에

한개혁을천명했다. 문부과학성은국

립 학 혁신을 위해 국립 학의 재편

성∙통합을 과감하게 추진하고, 국립

학에민간적발상의경 수법을도입하

는 법인화 전략을 구상했다. 그리고 법

인화전략이성공한이후에는 학의자

체평가방식을통한발전전략과함께

학에 제3자 평가에 의한 경쟁원리를 도

입(TOP 30전략)하는 등 새로운 고등교

육개혁안을제시했다. 

고등교육개혁전략의몇가지특징

그런데어떤배경으로인해서일본정

부는 이와 같이 과감한 개혁 전략을 불

과6개월사이에추진해야했던것일까?

이에 해서는 교육내적인 요인도 있지

만, 체로 일본 경제회생 등의 교육외

적배경에서설명하는경우가많다. 

특히, 2001년6월에일본정부가구상

한‘구조개혁 플랜’은“ 학이 변하면

일본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신념에 기

초하여 학을 중심으로 하는 일본경제

활성화정책에서시작한것이라고할수

있다. 

이고등교육개혁목표는몇가지중요

최근일본의고등교육개혁동향

윤종혁｜한국교육개발원연구위원,

jonghyeok@kedi.re.kr

일본 고등교육 학술연구를 세계적으로 끌어올

리고, 학의 교수-학습수준을 선진화∙첨단

화하는데 기여한 사업이 바로“21세기

COE(Center of Excellence)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이 정책은「 학(국립 학)의

구조개혁 방침」(2001년 6월)에 기초하여, 문부

과학성이 2002년부터 신규사업으로 추진한

것이기존학술연구사업과다른점이다.



한 개혁전략을 수반하고 있다. 첫째, 21

세기새로운교육개혁은세계최고수준

의 학을만들기위한차원에서평가에

근거한철저한경쟁원리를전제로하고

있다. 그래서일본전체 학의5%에해

당하는 이른바‘TOP 30’ 학에 해

중점 지원∙투자를 하는 것에서 비롯하

고 있다. 이 학에 해 연구시설∙자

금을확충하고, 제3자기관에의한평가

를철저하게시행하도록하는등다각적

인 노력을 기울 다. 이는 곧바로 학

의 연구 성과를 산업에 적극 활용하는

방식의‘특허 취득’과‘기업화 장려 계

획’으로발전했으며, 궁극적으로는국립

학법인화를통한민간경 도입방식

으로전개되었다. 

둘째, 새로운고등교육개혁은21세기

미래사회에적응할수있는‘인재 국’

을창조하는것에있다. 이를위해세계

에통용되는전문가양성을목표로하여

기업인의 학 입학을 적극 추진했다.

또한 법학, 경 분야 등의 전문 학원

제도도입을통해국제적수준의고등교

육으로 도약하고자 했으며, 첨단 분야

인력을해외에적극파견하는등의다양

한 사업을 추진했다. 이는 현재까지도

각종 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해‘사회인

직업능력향상 100만명 계획’을 추진하

는사업으로계승되고있다. 

셋째, 고등교육개혁은 궁극적으로 각

도시∙지역사회의 재생을 위한 산학연

체계로 발전하고 있다. 즉, 21세기형 산

업∙두뇌 거점도시를 육성함으로써

학을 중심축으로 하는 지역사회와 연결

된‘지식복합센터’를 전국적으로 전개

했다. 이를계기로하여 학교육이주

도하는 방식으로 지역사회의 특화산업

을 집중 육성할 수 있는 새로운 협력관

계를구축했다. 

가. 국립 학 법인화 정책 추진과 성

과

일본 학의구조개혁과관련하여우

선적으로 성과를 거둔 사업이 국립 학

법인화사업이라고할수있다. 

즉, 2004년4월이후일본의89개국

립 학이 국립 학법인으로 발족하는

것이그계기가된것이다. 이는교육개

혁의17개제안중“ 학에적합한학습

을 촉진하는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을

취지로시작했다. 

여기에서 말하는 국립 학의 법인화

는 국립 학을 국가 조직 체계 속에서

탈피하여 학의 자주성∙자율성을 확

하는것을의미한다. 국립 학이더욱

경쟁적인 환경 속에서 교육연구를 조성

하고국가와사회에봉사하는 학기능

을 조성하는 것이다. 또한 기존의 국가

예산제도와 국가공무원제 중심의 행정

조직을 신하여 교육 연구를 유연하게

전개할수있는반민 화된성격을강조

한다. 

국립 학법인화가가지는몇가지특

성및구성원칙을보면다음과같이이

해할수있다. 첫째, 각 학단위로법인

화하여 자율적인 운 을 확보하는 것이

다. 이는 학운 의자율성∙자주성을

높이고, 자기 책임을 명확하게 하는 것

을골자로하고있다. 동시에 학상호

간 경쟁적인 환경을 양성하고, 학의

개성화에기여하는것이기도하다. 

둘째, 법인화를 통해 책임 있는 경

체제를 확립한다. 즉, 학외 이사를 포함

한임원회를설치하고이를통해총∙학

장 중심의 경 체제를 확고하게 할 수

있다. 또한예산및조직운 등에 한

권한과 책임을 확보하는 방식으로 학

자체의 자율적인 운 을 강조할 수 있

다. 주목할 점은 학 자체별로 합리적

인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심의기관을 구

성∙운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각

학은 법인화를 통해 교육과정과 교

육∙연구에 한심의를담당하는‘교육

연구평의회’와예산작성등국립 학법

인의 경 심의를 담당하는‘경 평의

회’를각각설치하고있다. 

셋째, 학법인화를통해‘ 학외관

계자의참가∙기획’에따른운 시스템

을 제도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다. 학

외부의전문적인식견을경 에직접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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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위하여 외부자를 이사∙감사 등

의 임원으로 등용하며, 학 경 에 국

민∙사회의 의견을 반 하기 위하여 경

평의회 위원의 반수 이상을 외부자로

임명하는 방식을 활용할 수 있다. 또한

총∙학장 선출에 있어서도 학내외 의견

을균형있게반 하기위해경 평의회

의 외부 위원과 교육연구평의회의 표

자사이에동수로구성된총학장선출회

의를통해총∙학장을뽑는제도도활용

할수있다.  

넷째, 학법인화로인해국가공무원

법체계에서벗어나서탄력적인인사시

스템으로전환하게되었다. 우선교직원

인사를 경쟁적인 환경 속에서 탄력적으

로운용할수있으며, 더욱유연하고탄

력적인 고용 형태 혹은 급여체계∙근무

시간 체계를 도입할 수 있다. 국립 학

법인의 교직원은 공무원 신분을 가지지

않는 것으로 해서 겸직∙겸업을 활용한

산학연계∙제휴 사업을 추진하고, 관리

직 등에 외국인을 과감하게 등용할 수

있는혁신조치를단행했다. 

다섯째, 교육∙연구성과에 한평가

를 통해 자원을 재조정∙배분하는 방식

을 실천했다. 즉, 학 운 의 자율성∙

자주성을 보장하는 만큼 엄격한 평가도

요구받는것이법인화이후 학의실정

이었다. 각법인은6년간에걸쳐달성해

야할목표와구체적인방안을제시하여

중기목표및중기계획에 한자체평

가를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이

후6년주기로 학평가∙학위수여기구

등 제3자 평가의 결과에 따라 적절하게

자원을 배분하는 식으로 민간 경 방식

을 도입했다. 특히, 학경 평가를 위

해제3자가주관하는평가등을통해법

인은국민에 한교육적투명성과사회

에 한공헌을이룰수있다.  

나. 21세기COE 프로그램과학술연구

진흥 책

일본 고등교육 학술연구를 세계적으

로 끌어올리고, 학의 교수-학습수준

을 선진화∙첨단화하는데 기여한 사업

이 바로“21세기 COE(Center of

Excellence)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

다. 특히 이 정책은「 학(국립 학)의

구조개혁 방침」2001년 6월)에 기초하

여, 문부과학성이2002년부터신규사업

으로추진한것이기존학술연구사업과

다른 점이다. 새로운 학술연구 책은

주로국립 학등을중심으로하여연구

거점형성을위한비용보조금제를중심

으로 하는 개혁 조치를 추진하고 있다.

원래일본의COE 프로그램은1992년7

월학술심의회「21세기를전망하는학술

연구의종합적인추진 책에 해」라는

답신에서시작했다. COE 프로그램은창

조성이 풍부한 세계 최첨단의 학술연구

를추진하는것이며, 수준높은연구환

경과세계최고수준의연구자간에최첨

단 연구정보를 교환하면서 학술연구를

수행할수있는여건을조성하는데목표

를두고있다. 이사업으로인해일본

학은세계100 학안에유수 학이

선정되는등학문분야별로세계최고수

준의연구교육거점을형성하고있다. 이

사업은 학 연구수준을 전반적으로 향

상 및 세계를 주도할 창조적인 인재를

육성하고자 하며, 이를 위해 각 학에

중점적인 행∙재정적인 지원을 통해 국

제 경쟁력을 갖춘 학 개성화∙특성화

사업을성공적으로수행하고있다. 

일본의 학술연구사업은 연구거점 형

52 Educational Development

World Education JAPAN



성비보조금지원전략과중점지원프로

그램∙특성화 전략 등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하여볼수있다. 

그중에서연구거점형성비보조금지

원 전략은 연구거점 보조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학의 학문분야별로 평가를 실

시한 후, 연구 측면에 있어서 점유율이

높은 전공 분야를 세계 최고 수준의 연

구-교육거점으로형성될수있도록조

성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 전략은 주로

전공 분야 연구자로 이루어진 연구그룹

에필요한연구경비를보조하는사업이

핵심을이루고있다. 

한편 중점 지원 프로그램 및 특성화

전략은 해당 학술연구 분야에서 우수한

연구 성과를 거두거나, 연구에 한 장

래 발전성을 고려하여 지원하는 정책이

다. 고도한연구능력을가진인재를육

성할 수 있는 기능을 구축한 연구 교육

거점이마련한프로그램을지원한다. 특

히, 최근 학법인화등을통해총장중

심경 체제를구축하고, 강력한리더십

아래개성적인장래학술계획과세계적

인 수준의 연구 교육거점을 기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특히이사업은21세기COE 프로

그램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종료된 이후

에도 세계적인 연구교육거점에 한 특

화 전략까지 중∙장기적으로 구상하고

있다. 

고등교육개혁추진3 중점전략

일본 고등교육개혁이 지닌 3 전략

은교육연구의고도화, 고등교육의개성

화, 조직운 의 활성화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는 1990년 이후 학심의

회 및 중앙교육심의회 답신에 근거하여

추진한전략으로서, 사회의요청에적극

부응하며 국제적으로도 평가받을 수 있

는 특성화 학 육성에 집중하는 것을

의미한다. 

첫째, 교육연구의 고도화는 학원을

충실하게 운 하는 개혁에 중점을 두는

것이다. 이미 일본은 학원의 양적 정

비를통해1991년9만8,650명의 학원

재적학생이2005년현재25만4,480명

으로약2.5배이상성장하고있는실정

이다. 특히, 라이프사이언스, 나노공학,

환경학, IT 관련분야등을탁월한교육

연구거점(COE)으로하는 학원을중점

적으로정비하고있다. 아울러서 학원

학, 통신제 학원 등 새로운 유형의

학원이 증가하는 등 학원제도를 탄

력적으로 운 하고 있다. 그 외에도 법

학, 경 학 등 고도한 수준의 전문직업

인 양성에 목표를 두는 전문직 학원제

도를도입∙설치하고있다. 현재주력하

고 있는 학원 개혁은 주로 사회인 재

교육을 위한 학원 운 방식의 개선

책을마련하고있으며, 이런측면에서

산학 연계 학원 및 기부강좌∙기부연

구부문등의산학공동연구및수탁연구

를활성화하는정책을장려하고있다. 

둘째, 고등교육의개성화전략을실천

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개성화(특성화)

전략은 학설치기준 개정에 따른 학

별 맞춤형 교육 등 학별로 특색 있는

교육과정을 편성∙탄력적으로 운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특히, 4년 미만

재학으로도졸업할수있는특례조치및

학간∙학과간학점교환제도를적극적

으로 도입, 실천하고 있다. 특정 분야에

서 아주 우수한 자질을 가진 자에 해

17세에 학입학을 허용하는 등 학조

기입학제도를 도입∙운 하고 있다. 한

편책임있는수업운 과엄격한성적평

가 등 학사관리를 철저하게 하기 위해

FD (Faculty Development), “이수과목

등록 상한제”를 설정하는 등 수업의 질

적향상을위한 책을강화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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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조직 운 의 활성화 전략을 통

해 학의자율적인발전을도모하고있

다. 우선 학은 자체 점검∙평가를 의

무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제3자 평가

를 위해“ 학평가∙학위수여기구”를

창설∙운 하고있다. 이미2004년부터

학의질향상에기여하는것을목적으

로 하여 평가기관이 정기적으로 평가하

고그결과를공표하는등제3자가주관

하는평가제도를도입∙실천하고있다.

특히 일본의 전통적인 교수 운 조직인

강좌제 중심 체제를 탄력적으로 운 하

기위해, 학교원조직을강좌혹은학

과목으로제한하지않고각 학에서자

주적으로결정하여운 하도록했다. 이

와함께 학교원을임용하는데있어서

임기제, 공모제 등을 도입하는 등 유연

화 정책을 적극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이미2003년현재임기제교원은247개

학에서 약 8,400명을 적용하고 있으

며, 공모제를 통한 교원 모집도 437개

학에서약5,100명을적용하고있다. 

향후고등교육의변화전망

향후일본고등교육은양적인측면에

서큰변화를맞게된다. 우선2007년부

터 학및단기 학의입학수용능력이

100%에도달하는등 학간학생유치

경쟁이 치열해질 시기가 되고 있다. 전

체 규모면에서 보면, 고등교육의 양적

측면수요는거의충족한상황으로서이

미보편적단계(universal stage)의고등

교육을실현하고있는셈이다. 앞으로의

교육개혁은 학의교육연구분야및수

준에 있어서도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자신의선택으로배울수있는고등교육

학습기회에 중점을 두는 방향으로 변화

할것이다. 

이와같은측면에서고등교육의다양

한 기능과 개성∙특색을 명료하게 하는

등각 학별교육연구의정체성확립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새로운 시 의 고

등교육은각 학자체적인선택에따른

기능별 분화∙개성화 전략을 필요로 하

고있다. 주로일본의고등교육은①세

계적수준의연구∙교육거점, ②고도한

수준의 전문직업인 양성, ③ 폭넓은 범

위의 직업인 양성, ④ 종합적 교양교육

실시, ⑤ 특정 전문분야(예술∙체육 등)

의교육∙연구, ⑥지역의평생학습기회

의거점역할, ⑦지역사회연계및국제

교류를통한사회봉사기능등을강조하

고있다. 

일본고등교육은또한학습자보호및

국제적인 교육∙연구 통용성을 위해 고

등교육의 질 보증을 요구하고 있다. 특

히, 고등교육기관의교육∙연구역할분

담 전략은 학의 자주성∙자율성과 함

께 공공적 역할 및 사회적 책임을 담당

하는측면에서중시하는것이라고할수

있다. 그리고 학의인재육성과학술연

구 사명으로 볼 때 교원조직의 개편을

필요로하고있다. 동시에국공립및사

립 학별로 특색 있는 발전을 도모하는

것도 고등교육 전체적으로 활성화를 위

해중요한사업으로인식하고있다. 

이런측면에서볼때일본의고등교육

개혁은우리교육과크게비교된다고볼

수 있다. 첫째, 개혁의 실천적인 검증을

통해장기적인발전구상을실천하고있

다는사실에주목해야할것이다. 즉, 국

립 학 법인화, 학원 중심 체제, 그리

고 연구중심 교육체제 등이 이미 10년

이상의 장기적인 교육지원과 실천 속에

서 세계 최고수준으로 추진되고 있음이

이를 잘 말해준다. 둘째, 개혁구상을 통

하여“21세기‘지의 세기’를 주도하는

일본 학육성”을위한교육목표를달성

하기위한국민적인합의를이루는데많

은노력을하고있다. 주로연구중심체

제와 직업훈련 체제로 철저하게 분화하

는 학의발전전략에적합한자율적인

운 노력을 보장하는 것도 바로 이런

점에서 주목해야 할 것이다. 향후 일본

고등교육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학

당국, 산업체 및 지역사회 등을 중심으

로공동협력속에서새로운고등교육자

생전략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

이다. KED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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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위크(Newsweek)지의 세계 100

학순위발표와독일의반응

한국에서도 이미 알려졌듯이 지난 8

월13일<뉴스위크>지(인터넷판) 국제면

에는세계100 학순위가발표된바

있다. <뉴스위크>지는 100 학의 순

위를결정할때, 매년발표되고있는중

국 상하이 자오퉁(交通) 학의 세계

학순위(50%)와 국의<더타임스>지선

정 세계 학 순위(40%)에다 각 학교

의 도서관 장서 수(10%)를 반 했다고

공개했다.

<뉴스위크>지가 반 한 상하이 자오

퉁 학(2006년2월발표)의평가기준은

① 여러 학술 역에서 많이 인용되는

연구자수, ②<네이처>지및<사이언스>

지에게재된논문수, ③미국과학정보

연구소(ISI, Institute for Scientific

Information)의 사회과학 및 인문학 인

용 색인(Social Sciences and Arts ＆

Humanities Indices)에 등재된 논문 수

등 3개 부문이었다. 한편 <뉴스위크>지

가 반 한 <더 타임스>지의 평가기준은

①각 학의외국인교수진비율, ②외

국인학생비율, ③ISI에근거한교수진

의논문피인용횟수, ④교수와학생비

율등4개부문이었다.

이를 바탕으로 <뉴스위크>지가 이번

에발표한세계100 학순위에서1위

는 예전처럼 하버드 학교 고, 10위

이내의 학교중에미국 학교가아닌

곳은케임브리지 학교(6위-자오퉁순

위 2위), 옥스퍼드 학교(8위-자오퉁

순위10위)가있었다. 100위속에미국의

학교는 44개 학이 포함되었고, 그

다음 국은 14개 학교가 100위 이내

에 포함되었다. 일본은 아시아/태평양

순위가 1위인 도쿄 학교가 16위(자오

퉁 순위 19위)를 기록하는 것을 포함하

여 모두 5개 학교가 100위 이내에 이

름을 올렸다. 독일은 호주(7개 학교),

스위스∙일본∙캐나다(5개 학교), 네

덜란드(4개 학교) 다음으로 3개 학

교가100위이내에포함되었다. 그중뮌

헨 학교는 63위, 뮌헨 공과 학교가

81위, 하이델베르크 학교가90위에이

름을올렸다. 

한편상하이자오퉁 학교의2006년

세계500 학발표에서독일의 학

교는뮌헨 학교(51위-유럽10위)를포

함하여 뮌헨 공과 학교(54위-유럽 12

위), 하이델베르크 학교(66위-유럽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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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괴팅엔 학교(85위-유럽28위), 프

라이부르크 학교(93위-유럽 31위) 등

모두5개 학교가100위속에포함되었

다. 

여기서이번호의주제에접근하기전

에 세계 학 순위를 산정할 때 나타나

는 문제점을 지적해두기로 하자. 먼저

핵심적문제점은인용문헌수를평가할

때평가자료는기본적으로 어로된발

간물에바탕을두기때문에 어권국가

의 학이순위산정에서절 적으로유

리할수밖에없게되어있다. 이점은독

일어권 학교 중에서 1위를 차지한 스

위스의 취리히 연방공과 학교(ETH

Zurich)가 겨우 21위(자오퉁 순위 27위)

를기록하고있다는사실에서도잘드러

난다. 알다시피 취리히 연방공과 학교

는 아인슈타인을 포함하여 노벨상 수상

자를 20여 명을 배출한 이공계 중심의

연구 중심 학교로서 세계적인 연구역

량을축적하고있다. 

나아가독일어권 학들이학술적성

과물을 어로발표할때조차도그연구

상이 예컨 교육학과 같이 모국어에

관련된 전공 역에 포함된다면, 독일어

권 학은세계 학순위산정에서최소

한 출발부터 불이익을 안게 되어있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어권학술지에발표

된 논문 수로 학 및 연구자들의 질을

양적으로 평가한다는 것에 독일의 연구

자들은그다지큰의미를부여한다고볼

수없을것같다.

더나아가각순위, 특히세계 학순

위 산정에서 또 다른 문제는 자료가 공

표될 때에 이미 그 자료가 현재 상황을

반 하고있지못하다는사실이다. 먼저

자오퉁 학의 순위발표에서 독일의

학교들은매년발표되는순위에서큰변

화가 없다. 따라서 자오퉁 학이 이전

부터참고하고있는자료들은각 학의

현재의질을크게반 하고있지못하다

는지적이나오고있다. 

그런데 <뉴스위크>지의 순위는 상하

이 자오퉁 학 순위발표에서 드러나는

문제점이 전혀 고려되지 않은 상태에서

상하이자오퉁 학이당시사용했던기

준마저도절반밖에사용하고있지않다.

나아가 자오퉁 학은 노벨상 수상경력

을 산입할 때에도 정확하지 않은 점을

보이고 있다. 2003년 베를린 훔볼트

학교는 151~200위를 기록했지만, 이것

도정확한평가가아니라는지적이있었

다. 그리고 당시 베를린 자유 학교는

95위 다. 

그런데 2006년의 자오퉁 학순위발

표에서두 학교의이름은500위내에

서도찾아볼수없다. 그리고이러한변

화에 해서는 이해할 수 있는 설명이

없다. 그리고 2005년의 자오퉁 순위발

표에서빈 학교는85위를기록하고있

는데, 2006년에는151~200위를기록했

다. 그런데 이에 한 근거는 2006년부

터는빈의과 학이빈 학교와분리되

어 평가되기 시작한 것에서 찾을 수 있

다. 그렇다면 이러한 결과는 학과 연

구의 질이 변화한 이유 때문이 아니라,

평가방법에서 드러나는 문제점일 수밖

에없다. 

<뉴스위크>지는 이러한 자오퉁 학

교평가의문제점이외에도외국인학생

및외국인교수진수, 그리고 학도서

관시설을단지양적으로비교하여평가

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독일의 학

발전센터(CHE, Centrum fur Hochsc

hulentwicklung)와 오스트리아 학교

육안정아겐투어(ASA, Die Osterrei

chischen Qualitatssicherun gsagen

tur) 등독일어권 학순위를조사평가

하고 있는 연구기관들은 자오퉁 학교

및 <뉴스위크>지의 학순위 평가의 방

법에문제점이있다고지적하고있다. 

이들연구기관에따르면자오퉁 학

교(와 <뉴스위크>지)의 순위평가에서는

무엇보다 학의규모와전문 역에

한 고려 없이 학 전체가 단순 비교되

고 있으며, 각 지표가 자의적으로 평가

되고 있다. 이러한 점은 자오퉁 학(및

<뉴위위크>지)의 순위평가를 독일 내의

학순위평가와 비교해 보면 일부 드러

난다. 예를 들어 만하임 학교는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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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가 모든 독일 내 순위 평가에서 최

상이었는데, 자오퉁 학교의세계순위

에서는 500위 속에도 포함되지 않는다.

반 로 독일 내 자체 평가 순위에 따르

면상위에오르지못하고있는함부르크

학교가 자오퉁 학의 순위평가에서

는 독일 학교들 사이에서 6위라는 상

위권에등재되고있다. 

따라서독일(및독일어권)의연구기관

의입장에서보면자오퉁 학교(및<뉴

스위크>지)의순위산정은어느정도자

의적인평가기준에바탕을두고있다고

지적할 수 있다. 나아가 근본적으로

학이 제도적으로 평준화되어 있는 독일

에서 학 전체를 그 규모와 특정 역

에 한 고려 없이 자의적인 지표에 따

라서열화하는것은독일사회에서는그

다지큰반향을일으키지못하고있다고

할수있겠다. 

이러한점은독일뿐아니라오스트리

아 총장협의회의 반응에서도 비슷하게

감지된다. 동 협의회의 지적에 따르면

세계 학 순위에서 항상 1위를 기록하

고있는하버드 학교는약2만명의학

생수에다한해예산이28억달러에달

하며, 나아가미국의 규모연구 학교

들의 한 해 예산은 오스트리아 학 전

체의예산에상응하고있다. 

따라서동협의회는이러한현실에서

외적인규모를통해서 학의순위를정

한다면, 미국의 학교들이상위권의

부분을차지하는것은너무나당연한현

실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물론 이러한

측면에서 독일과 오스트리아 등 독일어

권 학교들은 더 나은 연구와 교육을

위해 학에더많은예산이배정되어야

한다고역설하고있다. 

학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교육정책의

변화

독일에서는 68학생 운동을 기점으로

학의개방과민주화요구가분출된바

있었다. 

그리고이어진1970년 에독일의

학은 인문주의 교육의 이상에 기초하여

모든 국민에게 동등한 교육기회를 제공

하는 개혁을 표방했다. 아울러 당시의

독일 사회는 학교육을 비롯하여 교육

과정 전반에서 학 차원에서의 등록금

(수업료) 폐지, 학생및일반학생들에

한연방장학금(BAfog)제도확립, 교과

서 및 수업자료 무상제공, 학교버스 운

행, 김나지움∙레알슐레∙하우프트슐레

를통합한종합학교의도입등의성과를

이루어냈다. 이당시교육개혁과 학개

혁의기본방향은부모의출신배경이나

경제적 역량과 무관하게 모든 국민에게

동등한 학업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평등주의 이념에 기초한 기회균등의 이

상이었다.

1. 등록금징수와엘리트 학교구상

그런데 1970~80년 를 거쳐 1990년

에 들어서면서 학생의 비율은 같은

연령 의 인구 비율에서 25%를 넘어서

서30%에까지이르게되었다. 그렇지만

학의연구및교육시설이이에상응하

게확충되지못하고또한교수진이부족

하게 된다. 이것의 근본 원인은 학재

정을 책임지고 있는 주 정부와 연방 정

부가각 학교에배정하는예산이충분

하지못한데있었다. 

이로인해독일 학은만성적인재정

적자에시달리게되었다. 이러한 학의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독일 학에서

는 학개혁이라는이름하에1990년

중반부터 학생들에게 등록금을 징수하

자는 주장이 나타났다. 그리고 2006년

현재기민련/기사련이정권을잡고있는

주를중심으로 학의등록금징수가예

고되어 있고, 바덴-뷔르템 베르크 주,

함부르크 주, 바이에른 주(이상 2007년

여름학기), 니더작센주, 노르트라인-베

스트팔렌 주(이상 2006/2007년 겨울학

기), 잘란트 주(2007/2008년 여름학기)

등 기민련/기사련 집권 주는 이미 등록

금징수를결정한바있다. 

등록금 징수의 예에서 보듯이 21세기

에들어서면서독일사회에나타나는

학교육개혁은 세계화와 신자유주의적

국제 경쟁의 격화라는 학외부환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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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가근본원인으로작용하고있다. 이

미 필자가 예전에 소개한 바 있듯이 독

일 학교의 만성적인 재정 적자 및 국

제경쟁력약화는연방정부(당시사민당

/녹색당 연립정부)의 엘리트 학교 구

상으로 드러난 적 있다. 그런데 엘리트

학교구상이라는것이독일 학의국

제경쟁력을강화하기위해이른바‘등

프로젝트’로제시된것이지만그것의실

질적 내용은 한정된 교육재정을 학간

의 경쟁을 유도하여 더 나은 발전 전망

을제시하는 학을선택하여집중지원

하겠다는것이라고지적할수있겠다. 

2. 바이에른주의 학혁신동맹2008    

이미 2002년 당시 사민당/녹색당 연

방정부는 학개혁의기본방향을“더많

은경쟁”으로설정했다. 그리고그하위

정책방향으로서연방정부및주정부차

원에서 학에 재정 배정을 줄이는 것,

각 학에후원금및연구지원금을획득

하기 위해 더 많은 자율권을 보장하는

것, 학학업기간을 줄이기 위해 학사

학위 과정(Bachelor)을 도입하는 것, 학

생 개개인이 수업료를 부담하는 엘리트

과정을더많이개설하는것, 성과가낮

은학부를폐쇄하는것을포함하여 학

들 간에 학생들을 유치하기 위한 더 많

은경쟁을유도하는것이그내용으로서

제시된바있다. 

따라서 21세기의 독일의 학교육개

혁은그기본방향에서 학간의경쟁과

개인의 부담을 강조하는 신자유주의적

방향으로움직이고있다고하겠다. 그리

고기민련/기사련집권주에서는이러한

신자유주의적 개혁이 더욱 강하게 드러

나고있다. 

바이에른주교육부(학술∙연구및예

술부) 장관 토마스 고펠(Thomas

Goppel)은2005년초바이에른주고등

교육기관의 현상황 분석 및 국제경쟁력

향상제고방안 마련을 위해 독립전문가

위원회(“학술의 주 바이에른 전문가 위

원회 2020”)를 위촉했다. 그리고 이 위

원회는바이에른주소재 학교의학술

적 성과를 독려하고 국제경쟁력을 강화

하기위해권고안을제출한바있다. 

그권고안은바이에른주소재 학교

의 학술적 역량과 국제경쟁력을 강화하

기 위해서 각 학이 자신의 강점을 발

굴하여그부분에자신의역량을집중시

켜야 한다는 것을 핵심내용으로 제시하

고 있었다. 그리고 바이에른 주 교육부

는이권고안에기초하여바이에른소재

학교들의 학과(및 학부) 스펙트럼의

확장과지속적발전을위한이른바합리

화 프로제스(Optimierungsprozess, 최

적화 프로제스)를 가동시키고 있다. 그

리고그목적은세계 학순위에서독일

학들가운데최우수 학(뮌헨 학교,

뮌헨공과 학교)을 보유하고 있는 바이

에른주의학술적경쟁력을더욱강화시

키고자하는것으로서제시되었다. 그런

데 그것의 내용적 방향이 선택과 집중

전략이다.

그리고이프로제스를진행하기위해

바이에른 주 정부는 2005년 5월 11일

“ 학혁신동맹 2008”(Innovatio

nsbundnis Hochschule 2008)이라는명

칭으로바이에른주소재국립 학교및

전문 학들과 최우수연구 및 최우수교

육을 위한 협약을 맺었다. 바이에른 주

정부(학술∙연구 및 예술부)는 이것을

통해 바이에른 주가 독일교육정책에서

새로운장을개척했다고자평하고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이 크게 두 방향

으로요약할수있다. 

첫째, 학의 재정을 안정화시키는

것, 둘째, 주와 학의관계를새롭게동

반자적토 에놓는것이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학의 예산을 2004년 수준에서 2008

년까지삭감하지않고가능한한에서계

속 증액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바이에

른 주에서는 2005년 및 2006년의 회계

기간 동안 전체 재정지출이 3% 증가한

반면, 학에 배정된 예산은 7.2% 증가

했다. ② 학혁신동맹은향후 학생들

로부터징수하게될등록금을 학의교

육여건을개선하기위해모두 학의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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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으로 전용할 것을 확인했다. 아울러

학혁신동맹은③협약기간동안당해

회계연도에집행되지않은예산은다음

회계 연도로 이월시키는 것, ④ 노동시

간연장및구조조정을통해획득되는여

력(300여일자리의급여분)을 학에귀

속시키는것, ⑤주차원의새로운고등

교육법을 통해 학의 자율권을 강화하

는것을합의했다. 

또한이러한협약에기초하여 학은

바이에른 주 차원에서의 학경 합리

화를 진척시켜 나갈 것을 보장했다. 그

것을 위해 학은 향후 4년간 구조조정

을통해총600여일자리를중앙혁신기

금의 관리로 넘기며, 이 일자리는 미래

지향적핵심사업을위해 학이관리하

는것, 학의자기책임및자율의강화

라는 공통적 목표하에서 각 학교 및

전문 학이개별적으로미래발전계획을

제시할것을약속했다. 

이미래발전계획의내용에는다른나

라에 비해 훨씬 오랜 기간이 소요되는

독일 학생들의 학업기간을 단축시키

는 방안과 학업 중단 비율을 줄이는 방

안이 포괄되어 있다. 그리고 그 구체적

인 내 용 에 는 학 사 /석 사

(Bachelor/Master) 학위제도의 빠른 정

착, 연구 및 교육에서 국제화의 확 (유

럽 학간 학점상호 승인 및 교류 확

등), 기술이전의개선, 여학생후원의강

화, 학병원의민 화등이포함된다. 

이러한바이에른주의“ 학혁신동맹

2008”은선택과집중을통한경쟁력강

화라는전략을고스란히잘보여주고있

다. 이 동맹을 바탕으로 바이에른 주는

주소재 학교에서선도적인학과에지

원을집중하여각 학교가장점을드러

내는 학과를 중심으로 경쟁력을 가지도

록 유도할 것이라고 공표하고 있다. 이

에 근거하여 그 첫 번째 시도로서 바이

에른주소재 학교들가운데에서30개

의전공과정이폐쇄될예정이다. 뮌헨에

서는 13개의 전공과정이 폐쇄될 예정인

데, 그 상은 사회∙경제사, 발칸 문헌

학 등 학생들의 수요가 적은 학과이다.

에어랑엔에서는 슬라브학 및 음악학이

폐쇄될 예정이다. 이와 같이 각 학은

학생들의수요가적은학과의폐지를예

고하고있다.

그러나기사련주정부의이러한교육

정책에 해 바이에른 주 제1야당 사민

당은 강력한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 사

민당의 학정책담당자 아델하이드 룹

(Adelheid Rupp)은이러한정책이각

학교의특성과장점을살려 학의서열

화가 철폐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새

로운구조를통해서열화구조가고착될

것이라고지적하고있다. 

그녀는연구및학업의다양성을제한

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는 개혁이 학문

의 다양성과 자유를 보장할 수 없으며,

단지효율성과경쟁을통한것만으로

학 교육의 질이 근본적으로 개선될 수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녀에 따르면

또한 등록금 징수도 학의 재정적자를

해결하기위한올바른개혁의길이아니

다. 그녀는 등록금 징수가 사회적 선택

(도태)을가중시킬것이며 학생들에게

학업기간중과외의일을하도록강요하

여학업기간을더늘리게될것이며, 따

라서 실제로 독일 사회가 필요로 하는

고급인력의 배출을 더디게 만들어 국제

경쟁력 제고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주장하고있다. 

이렇게바이에른주는향후독일사회

가 교육에서의 평등, 그리고 경쟁을 통

한발전이라는두이념적지렛 에서어

떻게 발전해 나갈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지표가되고있다고보인다.KEDI

교육개발│2006 Autumn 59

World Education GERMANY 



60 Educational Development

World Education INDIA

최근인도의국제사회에서의부상

은정치, 경제, 과학기술에이르

기까지 40년 전의 비동맹 시 맹주의

역할을했을때처럼현저하다. 일반적으

로인도의성장잠재력은인구에있다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인도의 잠재력 개

발의 핵심은 교육에 있다고 보는 것이

더정확할것이다. 

왜냐하면인도의인력은단순노동력

의규모가크지만실제적으로국제사회

에서 정치, 산업 분야에 향력을 미치

는것은고급인력이기때문이다. 이고

급인력에관해서는인도국내상황과는

별도로미국학계, 교육계, NASA, 실리

콘밸리, 의약계 등의 인도 인력의 현저

한 국제무 진출 및 비중 있는 향력

을 확보하고 있는 것은 어제 오늘 일은

아니다. 

그래서중국이거 한제조업에비중

을 두고 있는 것과는 조적으로, 인도

는 두뇌산업인 IT와 소프트웨어 산업의

역할이 중추를 이루고 있다. 인도의

2005년의 8.1%의 경제 성장률은 IT와

소프트산업을 비롯하여, 생명공학과 에

너지 산업 등 노동집약적이 아닌 지식

관련분야를통해경제성장을이룬것을

보아도이를쉽게판단할수있다. 

이러한고급인력을중심으로한산업

의 가시적인 발전으로 인하여 미국, 유

럽, 일본, 호주등각국에서는인도의두

뇌들을초빙해가려고하고고급인력선

발을 위한 호조건을 만들고 있다. 예를

들면, 인도기술인력에 한미국의비

자 발급 증가, 일본의 인도를 비 어권

에서 어권으로의 전환 등으로 각국별

로인도두뇌들을유치하고자하는적극

적자세를보이고있는것이다.

그러나이러한국제적인흐름에기

감을가지고막상인도에들어와서보면

실망한다. 인도 학교 안을 들여다보면

시설 면에서 한국과 비교할 수가 없이

뒤떨어져있기때문이다. 내가근무하는

델리 학교는인도에 한한국의언론

에서특집을하면반드시거쳐가는곳이

지만막상기자들이와서돌아보면빈약

한 시설 때문에 인도가 어떻게 교육 강

국인가 의문을 던진다. 내가 사는 델리

학교 교수아파트에 저명한 인도 동물

학교수가살고있다. 

이교수의실험실이있는곳을방문한

적이 있다. 기겁을 하게도 복도에는 쥐

가돌아다니고실험실의시설은한국80

년 자연 수준 정도로 낙후되었다.

획기적인 과학적 산물을 기 하기에는

인도교육의특징

김도 ｜델리 학교동아시아과객원교수,

dykim56@hotmail.com

인도에서 가장 뛰어난 인재를 배출하는 곳은

한국처럼일반화된 학들이아니다. 어로는

무슨 연구소라고 붙어 있는 상 적으로 규모

와 인력이 작은 연구 및 교육기능을 병존시키

는기관들이다. 인도의종합 학교수는245개

이지만, 세계가 주목하는 인력들은 거의 이러

한연구소에집중되어있다. 



기자재가너무초라하기짝이없었다. 

그런데이교수는유명한젖소호르몬

계통의 과학자로 세계에서도 권위 있는

학자이다. 미국 유수 학에서 그 제자

들을초청해가고있다. 도 체그런열

악한환경에서어떤교육을시키기에세

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두뇌들이 나오는

가? 경제부기자들이돌아보아도마찬가

지다. 

델리에첫지하철을개통시키고56개

이상의고가도로를놓았지만, 청계천같

은 문화 산물이라면 자극이 될까, 70년

의 콘크리트 구조물이 어떻게 한국에

자극이되겠는가? 그럼에도불구하고인

도의교육은국가경쟁력을배양하는데

는성공적이다. 11억인구를전분야에서

이끌어 나가는 것은 엘리트들이다. 이

인도의 엘리트들을 키운 인도의 교육은

어떤 특징을 갖는가? 다음 여섯 가지로

소개해본다.

초∙중∙고 사학교육이 인재를 배양

한다

인도의초∙중∙고교는크게세가지

로 나눌 수 있다. 즉, 카톨릭 계통의 학

교, 사립학교인 Public School, 그리고

인도서민및빈곤층이다니는공립학교

인Government School로구분한다. 이

세가지의학교중에서국제적으로활동

하는 인도 고급 인력의 학교 배경은 거

의 모두 카톨릭 배경 학교나 사립학교

출신이다. 공립학교출신이국내외를막

론하고최고인재로등장하는경우는아

주드문일이다. 

인도에서는 카톨릭 재단이 운 하는

카톨릭미션스쿨을 Convent School이

라고부르는데, 1,000개이상이있다. 이

들학교는아주예외적인경우가있기는

하지만 수업을 거의 모두 어로 한다.

어를 확실히 배울 수 있는 데다가 교

육의 질이 뛰어나 이로 인해 자녀의 장

래가 보장되기 때문에 종교와 상관없이

힌두교상층부모들도자기자녀들은카

톨릭 부속 초중고에 보내고 싶어한다.

기부금이 수백만에서 이천만 원 정도까

지를 내고라도 학부모들은 자녀들을 이

런학교로보낸다. 

인도독립이후카톨릭부속초중고를

체하기 시작한 것이 사립학교인

Public School들이다. 카톨릭부속초중

고들은카톨릭교단의교육목적과선교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에 한 거부감

때문에 인도의 힌두교 상류층들은 다른

선택을 했다. 게다가, 운 자들 편에서

는 교육 사업이 수익성이 높은 분야다.

이런종교적이유와사업적이유가배경

이 되어 설립하게 된 학교를 퍼블릭 스

쿨이라고부른다. 간간이한국인들중에

는 그 어 명칭 때문에 공립학교로 착

각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인도에서

Public School이라고 붙으면 사립학교

다. 이런 사립학교들은 카톨릭 부속 초

중고의뛰어난질적교육을모델로하기

때문에공부를경쟁적으로많이시킨다.

시설투자도더많이한다. 

한번은한국에서최신시설을가지고

있는 외국어고 교장 선생님들이 Delhi

Public School, R.K.Puram을 방문하고

는 눈이 휘둥그레졌다. 70 이상의 학

교버스를보유하고있는규모도그렇지

만, 인도학교의시설에robotics 실습을

하는 것까지 되어 있어서다. 이 학교는

전국에 120개교의 chain, 즉 DPS라는

이름의학교를가지고있는중의하나일

뿐이다. 두바이와싱가포르에도그재단

의국제학교가있다. 

이런 사립학교 출신들은 각종 시험,

해외유학등의경쟁에강하다. 이런학

교들은일찍부터해외에눈을돌려서학

생들을 졸업 후 델리 학교가 아닌 소

위미국아이비리그나 국의옥스퍼드,

케임브리지등의유수한 학에보낸다. 

연구기관들이인재를양성한다

인도에서가장뛰어난인재를배출하

는곳은한국처럼일반화된 학들이아

니다. 어로는 무슨 연구소라고 붙어

있는상 적으로규모와인력이작은연

구 및 교육기능을 병존시키는 기관들이

다. 인도의 종합 학교 수는 245개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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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세계가 주목하는 인력들은 거의 이

러한 연구소에 집중되어 있다.

I.I.T.(Indian Institute of Technology),

I.I.M.(Indian Institute of Managem

ent), AIMS(All India Medical Scienc

es), NII(National Institute of Immunol

ogy)등모든우수인력들은연구와교육

을병존시키는연구소출신이지일반

학 출신이 아니다. 인도 재벌들이 교육

사업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다. 한국의

우상용차를인수한Tata 그룹이운

하는 Tata 연구소는 그 시설과 질적인

면에서국제적인경쟁력이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일반 학교의

역할은이러한특수연구소에배양된인

력을 공급해 주는 못자리 역할을 하고

있다. 현재 인도의 18세에서 23세 그룹

에서 학교육을 받고 있는 수는 6%에

불과하다. 인도 정부는 6%에서 10%로

끌어올리는 목표를 잡고 노력을 기울이

고있다. 

현재 인도에는 245개의 종합 학이

있고18개의의과종합 학, 40개의농업

종합 학과 11,575개의 단과 학들이

있다. 학교 학생 수는 820만, 교수의

숫자는33만명이다. 

그러나이러한방 한규모의인력이

모두인도를이끌어가도록하는것이아

니라 첨예한 고급인력을 선발하는 인력

풀을제공하게하는것이다. 인도의두뇌

들은 이러한 인도의 엘리트 교육 정책의

결과라고할수있다. 

어공용어정책을유지한다

인도의인력이중국의인력보다더나

은 조건으로 꼽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

는 어다. 국제적으로 어가 가진 지

식을표현하는창구가된것은새삼스럽

게 말할 필요가 없다. 그런데 인도에서

어에관하여흥미로운것은인도 어

를 배워서 사용한다는 것이다. 15년 전

인도의 어인구는 전 인구의 5%를 넘

지않았다. 

그런데시장개방과더불어 어사용

인구가 급격히 확 되어 현재는 10%에

이르고 있다. 이 말은 이들도 우리처럼

어를전혀모르는사람들이배워서사

용한다는점이다. 우리는인도가 어를

쓰는나라로생각할지모르지만한국정

부가 인정하는 어를 사용하는 국가에

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어 사용국이

아니다. 이처럼 인도 모든 인구가 어

를사용할수있는것이아니다. 그래도

10억의 10%는 1억이 넘으니 어 사용

인구가적은수가아니다. 

중요한점은 어를배우는것이목적

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것이

목적이라는 점에 있다. 나의 개인적 판

단으로는한국의 어를아는인력은절

로인도의 어인력보다 어교육면

에서뒤떨어지지않는다. 상용하는것이

뒤떨어질뿐이다. 인도는 어를사용하

여모든교과과정을수행한다. 

인도는 모어, 힌디어, 어의 3개 언

어 정책을 쓰는 나라이다. 그래서 학교

에서는 교과과정을 부분 힌디어와

어로가르친다. 물론남인도에서는힌디

어 신에자기지역어, 예를들면따

라두 주에서는 따 어 등을 배운다. 앞

에서 언급한 사립 초∙중∙고등학교에

서는 어가 교육 공용어이다. 정부가

운 하는 학교에서는 통상 힌디어가 교

육 공용어이지만 과정에서는 어 과목

을배운다. 

학 교육에서는 힌디어도 가능하지

만 통상 어로 배우게 되어있다. 부

분교재가 어로되어있기때문에 학

교육을 제 로 받으려면 어를 공부해

야 한다. 과학 서적이나 기술서적들도

어로만 되어있기 때문에 힌디어로 교

육을 받은 학생들도 자연스럽게 어로

전환이 된다. 이와 같이 어책을 통해

서최신의정보와지식을습득하므로국

제적인 경쟁력이 생기게 된다. 이 때문

에인도의공학, 경 학, 인문학등거의

모든분야에서국제적수준이인정이되

어서인도의명문 학을졸업하면졸업

과 동시에 미국이나 국, 유럽 등지에

서국제적인수준의 우로선발된다. 

인도의 IT 산업이나 소프트웨어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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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발전이급격히이루어진것도인도의

어교육의효과가아주크다. 

전세계의60% 이상의BPO(Business

Process Outsourcing)가 인도시장에서

이루어지고있는데, 이것도인도가 어

를 쓰는 나라이기 때문이다. 이에서 더

욱 발전해서 KPO(Knowledge Process

Outsourc ing)로 어뿐만 아니라 인도

의지식과기술이세계시장에서조명을

받고있다. 

특별히 인도에서는 사법계, 행정계,

언론계, 그리고학계에서는 어가주류

를 이루고 있다. 인도에서 전문 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어에 한 자신감으로

인해서세계어디를가든지자기들의실

력을마음껏발휘한다. 

이러한교육에 한국제성과자신감

때문에 인도 기업가들이 세계 교육시장

에 눈을 돌려 중∙고교에서, 학원의

경 학 코스나 엔지니어링, Bio

Technology 등의 사립 학을 운 하고

있다. 델리 시외에 떨어져 있는

Pathway라는 학교는 1학년부터 5학년

까지는 미국의 하버드 학의 부속으로

되어 있고, 6학년부터 12학년까지는 미

국의콜롬비아 학의부속으로되어있

어서 수업료가 거의 미국 수준이다. 뭄

바이에있는인도의재벌Reliance가운

하는Ambani School은그수준이국

제적인수준이다. 

결국이러한학교들은수업료가아주

비싸지만졸업만하게되면국제적인수

준으로 우를 받기 때문에 입학경쟁이

아주치열해지고있다. 한마디로요약하

자면, 인도의교육의중추는공립이든지

사립이든지 간에 엘리트교육이 핵심을

이루고있다. 

교육 방법과 내용에서 기초 교육에

비중을둔다

교육평가방법은철저히주관식이다.

초등학교1학년부터 학원까지모든평

가는주관식문제로해오기때문에학습

자의지식이단편적이지않고일정한논

리 체계를 정립하도록 한다. 주관식 시

험은 전국이 시행하는 수능고사와 같은

10학년(고1)과 12학년(고3) 때의 국가고

사에도철저히적용된다. 교사들도이러

한주관식평가에익숙하여서주관식평

가가 주는 편향성을 상 적으로 극소화

하고있다. 학습자들이나학부모들도평

가의결과에 해서는신뢰하는편이다. 

평가내용도기초과정을강조한다

인도에는 IIT(Indian Institute of

Technology)라는국제적으로뛰어난교

육기관이 있다. IIT는 인도 내 7개 지역

에각기별도의캠퍼스로구성되어있는

데 인도학생들은 인도 IIT 입학시험에

떨어지면미국의MIT에간다는말이있

을 정도로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우수한

교육기관이다. IIT 공동 입학시험은

JEE(Joint Entrance Exam)라고부르는

데 이 시험 내용은 철저히 기초과학 원

칙을 중심으로 개발된 문제가 출제되고

있어서 충분한 이해 없이 답을 쓰는 것

이 불가능하다. 학원조차도 기초교육

을중시한다. 

예를들자면컴퓨터학과의 학원교

과과정을보면1년차에는네과목중에

컴퓨터공학의기초가되는수학계통이

세과목이될정도로기초학문중심으로

심도 있게 가르치고 있다. 이러한 이론

적 배경으로 인해서 전혀 예상치 않은

연구과제가주어져도이를응용하여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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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적으로연구, 개발을해낼수있는것

이다. 

교과 과정은 조기 단순화, 전문화를

유지한다

인도 초∙중∙고교에서 배우는 교과

목들의숫자는한국이17개과목까지나

오는데 비해서 7개 과목 정도로서 아주

적다. 인도의국어격인힌디어도8학년,

즉중학교2학년까지만배운다. 그후에

는제2외국어인불어, 독일어등과같이

선택과목으로 처리된다. 학생들은 힌디

어를택하고싶으면외국어를포함한여

러언어중에하나로서선택하면된다. 

미술이나음악등은따로과목이없고

특별 활동으로서만 한다. 수학은 2005

년까지는 10학년(고1학년)까지 배운다.

그후에는수학이필요한자연계나경

계에서만 배우고 인문계에서는 수학 과

목이 없다. 그런데 더 획기적으로 2006

년부터는수학을8학년(중학교2학년)까

지만배우고그이후에는선택과목이된

다. 수학의 강국인 인도에서 수학에

한 이러한 정부의 결정은 파격적이다.

그러한 결정 이면에는 수학이 필요하지

않은 분야의 짐을 빨리 줄이고 그 에너

지를전공하는분야에투여하게하는것

이낫다는판단을내린것이다. 

자연계 중에서도 의 나 생명공학에

서는 생물이 필수지만 엔지니어링이나

기술에서는 생물 과목이 입학시험에 없

다. 물론이런자연과학 학이나공 ,

의 에는사회과목의시험이없다. 학생

들에게어렵거나부담이되는과목은줄

여주고 신에흥미있고자신의적성에

맞는과목을일찍선택하게하여전문화

시키는교육정책이다.

교육자들이교육에 한자부심과열

정이강렬하다

인도의경제적현실에비해서어떻게

우수한 인력들이 배출되는가에는 인도

사회학적인고찰이반드시필요하다. 인

도에서는 스승들이 교육에 해서 자부

심과열정이있다. 

인도에서스승을구루라고부르고제

자를 시샤라고 부른다. 이 스승과 제자

의관계는통상이야기하는선생과학생

의 관계가 아니며 단순한 지식 전달의

관계를뜻하지않는다. 스승은제자에게

학문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깊은 철학과

사상을가르칠뿐만아니라제자들을훈

련시키게되어있었다. 

스승은힌두교에서가장계급이높은

브라만중에서도성직자와같이높고존

경을 받는 존재이다. 이러한 사회적 배

경으로 인하여 스승들은 가르치는 것에

한자부심과함께깊고풍부한지식과

철학이 있다. 과거에는 스승이 자녀를

키우듯이 자기 학생들을 먹여가며 교육

을 시켰기 때문에 오늘날도 재학 중의

선생님에 한 선물이나 촌지는 상상할

수가 없다. 따라서 선생님들의 직업관,

자부심은어느분야보다도선명하다. 학

생들도 그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을 존

경하며 학부모들도 자녀들의 학교와 선

생님에 한신뢰의관계가있다. 

눈으로보이는인도는교육면에서특

별히앞선것이없어보인다. 한국의집

중력, 조직력, 신속함은 인도의 평균에

비하면 끝이 안 보이도록 앞서 있기 때

문이다. 

그러나단순히외형의속도로비교를

하는것은코끼리의진행을말의진행과

비교하는 것과 비슷하다. 말은 빨리 달

리지만, 코끼리가 같은 1킬로미터를 갈

때, 소모되는 에너지 양과 주변에 미치

는 향력과는비교할수없다. 이코끼

리의방향을결정하는것은조그마한두

뇌다. 그래서쿵쿵거리며달리는코끼리

를보면서우리는인도의엘리트들이어

떠한 교육 제도와 정책의 향을 받고

성장하여국제사회에서성공했는가, 현

재는 어떤 방향을 갖고 세계와 어깨를

겨루는가를눈여겨보아야한다.KED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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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스크박사는예테보리국립

학의 한 단과 학의 학장이다.

이름이 학장이지, 개인 비서조차 없이

과에 소속된 강사들을 관리, 과내 행사

를 진행하고, 학의 상부 부처에 운

보고서를제출하고, 각종운 회의에참

석해서 의사 결정을 해야 한다. 여기에

다가 학부 및 학원생을 위해 수업을

준비해야하고, 종종전공관련국제세

미나에 참석해야 한다. 이런 모든 업무

에도그녀는100%의풀타임으로고용된

것이아니다. 

샬머스공과 학의건축학과교수인

베르겔손 박사 역시 박사 과정 학생 논

문지도외에도여러개의프로젝트에참

여하고있다. 예테보리에자신의사업체

를 가지고 컨설팅 사업을 하는 한편,

50%를 학연구활동에투자, 기차로2

시간 거리의 룬드에 일주일에 2번씩 출

퇴근하고있는모베리박사역시북유럽

에서일본관련연구자로명성이자자한

학자이다. 교수직에일단자리를얻으면

직위가 정년까지 보장되고 연구에만 몰

두할수있었던시절은스웨덴에서이미

오래전의일이다. 

이들 세 명의 박사들 모두 학의 교

수직은 세일즈맨이나 마찬가지로 부지

런히 발품을 팔아 자신의 연구를 적극

홍보하여 연구 펀드를 조성하거나 연구

프로젝트를 따서 연구성과를 내야 한다

고 입을 모았다. 그렇지 않으면 도태되

는수밖에없다. 

필자의주위에서만날수있는스웨덴

학교수들의현모습을간단히예로들

어 보았다. 세계화의 물결에 스웨덴

학및연구분야에도계속하여개혁이진

행되고있다. 스웨덴에서효율성과경쟁

력은 사회 곳곳에서 구호가 되고 있다.

19세기 말까지만 하더라도 유럽에서 가

장 가난한 농업 국가 축에 끼었던 스웨

덴은 그동안 2차 전 후 주변 정세 및

스웨덴의고등교육개혁

고민정｜예테보리 학Centre for Global Studies 강사,

smilla.ko@gmail.com

스웨덴은 고등교육 부문, 특히 현재 수요가 공

급보다많은분야에 해공격적인팽창정책을

펼치고 있다. 스웨덴 국회는 고등 교육의 문호

가 넓어질수록 스웨덴 국내의 소수민족에 한

차별문제, 남녀성별간차별문제해결및문화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고등 교

육의기회를늘릴것을요구하고있다.



사회민주주의정부주도의복지정책에

의해서, 투명한공공정책, 기술혁신등

으로전국민이비교적평등하게잘사는

사회, 사회적 합의가 민주주의 발전을

이룬사회로성장해왔다. 

그러나최근의선거결과가보여주듯

사회민주주의정부의다소방만한경

을 스웨덴 국민은 용납하지 않는다. 이

들은보다더현실적이고효율적인정책

을희망하고있다. 

한국 사회, 문화가 스웨덴과 다르듯

스웨덴의 교육제도는 한국의 교육제도

나 미권의 교육제도와 다른 점이 많

다. 스웨덴의노벨상은세계적인권위를

자랑하고, 스웨덴의 학은 그 역사가

15세기로 거슬러갈 정도로 전통이 길고

유수하고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추었음

에도 우리나라에는 스웨덴 학들이 다

른 선진국의 학에 비해 아직도 잘 알

려지지 않은 편이다. 이 에서는 스웨

덴 학 및 고등교육의 현황과 향후

학 개혁의 방향에 해서 최근 정보를

제시하고, 스웨덴 학의수준을유지하

기 위해 정부가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

지를 조명하려고 한다. 참고한 자료는

스웨덴 정부 교육 과학부, 스웨덴 고등

교육 기구(HSV, Hogskoleverket), 스웨

덴 인스티튜트(SI, Svenska Institutet)

등에서 출판된 자료 및 현지 일간지 기

사등을정리했음을밝혀둔다. 

스웨덴 학의현황

1477 년에설립된웁살라 학을시작

으로, 스웨덴의 고등교육은 500년이 넘

는 역사를 자랑한다. 스웨덴 고등 교육

기구의 2006년 자료에 의하면, 스웨덴

에는 약 50개의 고등교육기관이 있다.

국립교육기관으로는12개의국립종합

학(웁살라, 룬드, 예테보리, 스톡홀름,

우메오, 린쉐핑, 칼스타드, 웨레브로, 벡

쇼, 룰레오, 농업과학 학, 중부스웨덴

학)과 카롤린스카 의과 학, 왕립 기

술 학, 7개의 독립 미술 학, 그리고

스톡홀름 교육 학, 스톡홀름 건강 과

학 학등이있다. 군소 학까지합하

여총36개의국립기관이있다. 샬머스

공과 학, 스톡홀름 경제 학, 욘쇠핑

학등은사립기관이다. 또한학부교

육과정에 준하는 학위를 수여하는 소규

모사립기관들이나머지를차지한다. 

카롤린스카의과 학, 왕립기술 학,

독립미술 학, 스톡홀름교육 학, 스

톡홀름건강과학 학, 샬머스공과

학, 스톡홀름경제 학, 욘쇠핑 학등

특정분야에전문적인교육을시키는전

문 학은그규모와프로그램내용, 연

구의 질 등에서 기관마다 큰 격차를 보

인다. 이들전문 학은지역산업과긴

한협조를이루는게보통이다. 

고등교육참여율은지난60년간급격

한증가세를보 다. 1940년 에스웨덴

전체 인구의 2%에 불과하던 인구가

2000년에 거의 29%로 증가했다. 2000

년현재전체 학생수가30만명에이

른다. 기존 학 인프라를 이러한 증가

율과맞추기위해정부는전문 학을종

합 학으로 승격시키는 한편, 특수 분

야에 한해서 전문 학에서 박사 학위를

수여할수있도록허용했다. 1999년에3

개의 전문 학이 추가 예산을 배정받아

종합 학으로승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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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은이처럼고등교육부문, 특히

현재수요가공급보다많은분야에 해

공격적인 팽창 정책을 펼치고 있다. 스

웨덴국회는고등교육의문호가넓어질

수록스웨덴국내의소수민족에 한차

별문제, 남녀성별간차별문제해결및

문화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고등 교육의 기회를 늘릴 것을 요

구하고 있다. 한편 스웨덴이 교육 자원

투자는 세계에서 상위권이며 교육 공공

지출은 2001년 기준, 덴마크에 이어 세

계2위이며, 스웨덴 학및고등교육은

전액무상이다. 

연구개발분야

스웨덴산업에있어고등교육기관과

연계된 연구 개발 분야 육성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GDP에 비한 연구

분야 투자비는 OECD국가 중 최상위권

이다. 정권이바뀌는경우에라도스웨덴

정부는꾸준히고등교육에투자를통해

서연구개발인프라를구축하는데인색

한 적이 없는 정책을 펴온 것으로 알려

지고 있다. 거의 모든 연구가 학에서

이루어지고있다는특징이있으며, 기초

학문이 신기술의 개발에 근본이 된다는

점을정부는간과하지않는다. 

특히지적자본의개발에역시중점적

인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 교육 인구

증가뿐만아니라연구의질적성장역시

정부가평가하고있는부분이다. 연구의

질적수준을유지하기위해부단한개혁

이필요했다. 

그중하나가소위‘멀티소스펀딩’이

라고 불리는 다중 지원금 수령 방식이

다. 정부 예산에서 기본 연구비를 주는

식의지원방식을탈피하여, 점차적으로

스웨덴에서 연구비는 연구 위원회나 연

구재단등중간역할을하는단체로간

접적으로지원되는경우가많아졌다. 특

수한 주제에 따라 조직된 재단 및 연구

위원회등의단체는연구비가특정분야

로 전횡되는 것을 막고 사회의 전 분야

에연구발전이필요하다는취지하에연

구비로쓰이는국가예산이비교적다양

한 분야로 골고루 분배되는 데 도움을

주었다. 약14개의연구위원회및재단

이국가예산을다양한종류의연구분야

에지원하는데역할을하고있다. 

각위원회나재단의이사회는각연구

분야의 표격 인물, 정부 고위 공무원

등으로구성된다. 연구비는지원자의경

쟁하에 분배되는데, 연구자들은 지원금

을 위해 연구 계획서를 제출하고, 위원

회는 특별 주제에 한 계획서 요청을

받는다. 

주제별연구지원금현황으로는의학

연구에25% 정도의지원금이배당되고,

그다음으로는엔지니어링, 생명공학순

으로지원이활발하게이루어지고있다.

기초과학분야나인문학, 사회과학등

기초학문분야도꾸준히지원금이증가

되는분야인점이특징이다. 

학평가

스웨덴 정부는 HSV(국립고등교육기

구)를통해스웨덴에있는 학및전문

학의 모든 프로그램과 과목을 평가하

도록지시하고있다. 이평가는6년마다

시행되고 있다. 평가 기준에 미치지 못

하는 학 및 고등 교육기관은 학위를

수여할수없게된다. 스웨덴의 학, 전

문 학등은제공하는교육의질을유지

하고향상시키기위해시간과자원을투

자해야만한다. 

평가작업은3단계인데, 우선각 학

이 HSV가 정한 절차에 따라서 스스로

평가한다. 이평가결과가외부관련전

문가 그룹에 의해 평가된다. 이때 초기

리포트에 의거하여 학의 담당자와 인

터뷰가이루어진다. 개선방안이차후에

전달되며, 수년후에다시이개선방안

이 잘 수행되었는지 재평가가 이루어진

다. 

HSV는 평가 중 15,000명 정도의 학

생들의 평가 의견 역시 반 한다. 그러

므로 이 평가 시스템은 학 당국의 자

체 평가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의견까지

도수렴하여보다균형있는시각을반

하게되는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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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고등교육개혁

1977년 학개혁이전에스웨덴의고

등교육시스템은급격한양적성장을경

험했다. 2차 전 후, 사회 민주주의 정

부는당시급속히성장하는노동시장과

국가경제에필요한인력을양성하기위

해다수 학, 직업프로그램등에투자

육성 정책을 폈다. 특히 1960년 에

학의양적팽창이이루어져서1960년

말에는 약 10년 전보다 학생이 3배나

증가하기에이르 다. 그러나당시 학

기관들이학생수의급격한증가를모두

수용할수가없었다. 

이에1968년에이문제만을전담하는

국회위원회가설립되었고, 그후1973년

에발표된위원회의보고서의정책제안

에 의거, 1977년에 적인 스웨덴 고

등교육시스템의개혁에이르게되었다. 

이개혁의골자를보면, 모든고등교

육 기관은‘훠그스콜라 hogskola’라는

일원화된 시스템으로 통합되는데, 여기

에는전통적인 학교육뿐아니라기타

직업전문기관, 전문프로그램등광범

위한 고등 교육 등이 모두 고등 교육의

범주에포함되었다. 이들프로그램은

부분 스웨덴 교육/과학부(Utbildningsd

epartementet)의통제하에놓이게되었

고, 기타 프로그램은 농업부, 혹은 지방

자치 단체의 통제를 받게 되었다. 고등

교육의커리큘럼계획은스웨덴 학위

원회(Universitets, och hogskoleam

betet, UHA)에서전담하기시작했다.

이개혁을통해스웨덴정부는다양한

교육 간에 보다 더 균등한 자원 제공을

꾀하고, 전통적이고폐쇄적인학문간에

협력을 하여 급변하는 사회에 비하려

고 했다. 또한, 정부는 학제간 일원화된

시스템이다양한사회환경을가진학생

들이보다더고등교육의혜택을평등하

게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여기에더해1977년의개혁은

학학부프로그램학생들에게보다실

용적인기술을제공해서향후노동시장

진입시 필요한 기술을 미리 익힐 것을

강조했다.

1977년에서1993년에이국가시스템

에의거, 스웨덴고등교육전반활동이

이루어졌다. 즉 중앙 정부가 커리큘럼,

프로그램 기간, 교육 목표 등등을 모두

결정한 셈이다. 또한, 교육 시스템은 다

시일반교육프로그램, 지역교육프로

그램, 전공코스로묶여서조직되었다. 

1980년부터1993년까지

고등교육에서의 일원화 과정은 1980

년 에도 계속 진행되었다. 고등교육에

종사하는 모든 교직원들이 교육, 연구,

행정까지 참여해야 한다는 것을 골자로

한교수임용시스템이1985년부터시작

되었다. 1989년에는학생지원시스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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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 수정되어 학생이 학생 기간 동안

생활비를 위해 빌린 돈을 되갚는 데에

기간을주는제도가신설되었다. 장학금

제도는 물론 다양한 학생 생활 보조금,

학업 후 취업시 차근차근 빚을 갚을 수

있도록하는제도등이도입되었다.

여러 가지 제도적 발전에도 불구,

1980년말에다시고등교육개혁을요구

하는 여론이 거세졌다. 직업 훈련 과정

과 지역과의 연계 정책에 있어 개인 당

사자의선호도와노동시장의요구간에

간극이점차벌어지고, 구시 의탁상공

론이라는것이다. 이비판을거시적으로

해석해보면 당시 고등교육 시스템이 공

공부문지출을감축하려는노력과는반

로 방만해졌다는 것이다. 또한, 당시

에지방분권화가불필요한중앙정부의

행정적인 지출을 절감시키기 때문에 자

원을 보다 더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도구로인식되고있었다. 고등교육에있

어 지방 분권화는 교육적 질의 성장을

불러오고 연구 부문에서 국제적인 경쟁

력을 강화시킬 것으로 전망되고 있었으

나, 당시고등교육의중앙집권정책은

시 적인 흐름을 거스른 것으로 비판을

받았다.

1993년의고등교육개혁

사회민주당정부의교육개혁정책은

결국 1991년에 정권이 교체되면서 실행

되지 못한 채 중단되었다. 1991년에 부

르주아연합정권이들어서면서1992년

1월에 학 개혁령 초안이 준비되었다.

이를 토 로 1993년 7월 1일자로 고등

교육개혁이 적으로단행되었다. 이

개혁의 골자는 고등교육기관에 자율권

을 보장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자는 것이

다. 즉, 교육자원, 조직구성, 경 등

학운 전반에걸쳐서 학의자율적인

판단에 맡기자는 것으로 세계화의 흐름

에서 보다 시장 논리에 다가가려는 새

정부의노력이보이는 목이다. 

새정부는종전의사회민주당정부가

학커리큘럼의일원, 평준화를도모하

기 위해서 구성했던 스웨덴 학위원회

(UHA)를 철폐시키고, 신 국가고등교

육위원회(Verket for hogskoleservice),

학총장연합(Kanslersambetet), 고등

교육탄원의원회 (Overklagande

namnden for hogskolan) 등을 신설했

다. 이개혁을통해스웨덴 학은스스

로 프로그램을 특성화시켜 자율적으로

개발하게 되었고, 학생들 역시 스스로

광범위한프로그램을선택할수있게되

었다. 

학및고등교육기관의자율권강화

는재원확보방법에서도두드러지게나

타났다. 재원확보가경쟁적인상황으로

바뀌게 되자 지원금 신청에서부터 성과

지향적인 평가 방법에까지 어떻게 기관

을 경 하고, 보다 우수한 연구 성과를

내느냐가 학생존의중요한관건이되

었다. 종전에는 성과 지향적이 아니라

어디어디에 쓰일 얼마가 필요하다는 식

의 예측에 따라 재원이 분배되었었다.

또한 각 학 및 고등교육 기관들은 각

자의 입학 전형 기준을 수립하여 입학

전형절차가 학에따라자율화되었다. 

1993년의 이 교육 개혁에서 정부는

지역 차원의 프로그램에 자율권을 부여

하여 노동 시장에 보다 더 현실적으로

처할수있도록결정했다는데에의의

를두고있다. 이개혁으로 학등교육

기관은프로그램을독립적으로선택, 발

전시킬수있는재량권을부여받게되었

다. 즉컨텐츠의조직, 입학전형, 자원의

분배, 일반적인경 등 학등교육기

관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되었

고, 중앙정부의역할은공식학위취득

에 필요한 기간을 일원화시키는 정도로

축소했다. 

전공학위를얻기위해서는그에상당

하는학점을얻어야했다. 학2년을끝

내면학생들은80학점을얻으며이에준

하는학위를받게되었다. 3년과정을끝

내면 120학점을 받으며 Kandidat이라

는 학사 학위를 받게 되고, 4년 과정을

끝내면160학점을받으며Magister라는

석사학위를받게되었다. 석사후에스

웨덴 시스템은 2가지 종류의 학위를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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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해 왔는데, 이는 Licentiate와 박사학

위이다. 

1993년부터현재

1993년의 적인개혁후에고등교

육 정책에 크게 두 가지의 구조적 변화

가 있었다. 첫째는 국가 고등교육 기구

(HSV, Hogskoleverket)라는 새로운 정

부기관의도약이다. 이기구는 학총

장 연합과 고등교육 탄원 위원회 등을

통합시키면서성장하게되었다. 이새로

운기구가하는업무는고등교육에관한

한 질적인 평가뿐만 아니라 학위 수여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평가하는 등이다.

둘째는 고등교육 입학 전형기구(Verket

for hogskoleservice) 의혁신이다. 이기

구는 학 및 고등교육 기관이 입학 전

형에 관한 사안을 결정할 때나 자산을

매입하는 등의 의사결정시 자문 역할을

해주는기관이다. 

2001년에 스웨덴 국회는‘열린 고등

교육안’을 통과시켰다. 이는 접근성, 평

생학습, 직업관련프로그램및학위, 고

등교육과 고등교육 정책 수행에서의

ICT 기술 등을 총망라하는 정책안이다.

이 정책안은 취업 기회를 넓히고, 고등

교육에 접근할 수 있는 더 넓은 기회를

제시하기위해제안되었다. 취업기회를

넓히기 위해서 이 새로운 안은 각 학

및교육기관에취업활동을강화시키기

위해독자적인취업담당부서를설립할

것을법령화했다. 

이에 학및고등교육기관은취업활

성화 책으로집중전략을제시해야하

며, 특수한 학 프로그램의 입학 전형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학생들을 위

해 준비 과정을 발전시켜야 한다. 또한,

이 안에 의하면 학 및 고등교육 기관

이 신입생의 10%까지 완전히 자율적인

입학전형절차에의해서신입생을선발

할자유를부여했다. 

교원 양성 개혁이 역시 2001년부터

실행되었는데, 이는 기존의 8개의 교사

관련학위를일원화시키는개혁이다. 이

결과교사지망생들은처음1년반동안

공통프로그램을이수한후나머지기간

동안특수전문교과목을이수해야만한

다. 2002년 1월에는 새롭게 석사 학위

구조가도입되어 학및전문 학이좀

더자율적으로전공과목을제공할수있

게되었다. 새로운석사학위과목은적

어도 학 강의 120학점을 이수한 사람

들이지원할수있다. 세계화흐름에따

른고등교육의국제경쟁력강화를위해

스웨덴 인스티튜트가 스웨덴 교육에

한정보를관장하고스웨덴유학기회를

다른나라에홍보하기위한업무를맡게

되었다. 개발도상국의우수학생을주로

유치 상으로 하는 각종 프로그램이

2003년에 새로이 개발되어 유럽 연합

이외의 학생들도 학비 없이 유학할 수

있고, 스웨덴의고등교육도보다세계화

될수있도록정책을마련했다. 

2007년으로 예정된 고등교육 개혁

“신세계, 새로운 학”

스웨덴정부는2007년가을부터고등

교육과 학위 시스템을 다시 개혁하려고

개혁안“신세계, 새로운 학”을상정한

상태이다. 기본내용을보면3가지로함

축이 된다. 고등교육의 세계화, 고등교

육과 일선 취업 현장과의 연계, 교육의

평등이금번개혁의사안이다. 

첫째, 세계화시 에국제적으로통용

되는 학위 제도를 만들기 위해서 유럽

각국의교육당국의협력하에1999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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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된 볼로냐 프로젝트가 스웨덴 내에

서 실행되게 된다. 나라마다 다른 45개

의고등교육시스템을통합하되, 고등교

육 제도에 포함된 각 나라의 문화와 전

통을 근본적으로 없애지 않으면서도 국

제적으로 통용되는 학위 시스템을 만들

자는 것이 이 프로젝트의 개요이다. 이

유럽프로젝트는유럽내의학생들이다

른 나라에 취업하거나 이직을 할 때 좀

더 쉽게 움직일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

하는데그목적이있다. 2010년까지공

통의 유럽 고등교육 분야를 설립하자는

것이목표이다. 

그동안스웨덴의학위제도는다른나

라와비교할때복잡하다는여론이있었

다. 어떤 학위는 다른 나라에서 폄하되

는 경우도 있었다. 이에 볼로냐 프로젝

트의기준에맞추어스웨덴정부는고등

교육 학위 시스템을 3단계로 정리하게

된다. 이안에의하면2년제의석사학위

제가2단계에도입될것이고, 예능계통

의 학위만을 다루는 학위가 일반 학위

및 전문 학위에 맞추어 도입될 것이다.

또한, 전학위과정에기 학습결과에

한 설명이 도입될 것이며, 독특한 이

름의 학사 학위, 예를 들면 교회음악사,

직업 학사, 응용기술 학사 등 스웨덴

에서만 인정되던 학사 학위명을 통폐합

하여 일반 학사 학위나 예술사 학위로

체하기로했다.

둘째, 학생들의 졸업 후 취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가 방안을 제시하

고있다. 스웨덴인터넷 학기구는현

재 인터넷상의 학습을 책임지는 기구인

데, 정부는이기구의활동을 폭확

하여취업의기회를알선하고취업에필

요한준비를도와주는특수기구로발전

시킬 예정이다. 또한 기존의 국립 고등

교육 기구가 교육 기관의 교육 내용을

평가하는데에더해서, 학생들의취업을

도와주고 있는지를 평가항목에 포함하

여정부의지원을결정하게된다. 

셋째, 교육 기회의 평등에 해서 개

혁을요구하고있다. 스웨덴은외형상으

로는평등한사회로보이지만, 계층간의

불평등이 아직도 존재하고 있다. 이런

점은 특히 박사 과정 학생의 출신 배경

을보면두드러지게나타난다. 스웨덴의

박사 과정생은 나라가 고용하는 연구원

으로 월급을 받는데, 주로 중산층 이상

상류층의 자녀가 자리를 차지하고 노동

계층 출신의 학생들이 수적으로 열세라

는통계가나와있다. 이에박사프로그

램에 한 평가를 제고하고 입학 전형

과정을 투명하게 해야 한다고 2007년

학 개혁안은 제시하고 있다. 사회적

출신 배경뿐만 아니라 성별, 출신 국적,

종교, 장애유무, 거주지등에의해교육

의 기회가 상 적으로 불평등하게 주어

지는 것에 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이라고제시하고있다. 

맺음말

근래에어떻게스웨덴의고등교육제

도가개혁되어왔는지주로정부의정책

변화를중심으로간단히살펴보았다. 외

국인 학생을 비롯하여 학생이 부담하는

학 수업료가 모두 면제라든지, 기초

학문에 한연구개발비지원의규모라

든지 스웨덴의 고등교육 현황이 우리나

라와는다른현황을보여주는게사실이

다. 양적인 성장도 물론 중요하지만, 교

육 기회의 질적인 평등 문제에 해서

사회주의정부나우익정부모두이념에

상관없이 공통된 안목을 가지고 합의해

나가는 모습이 돋보인다. 또한, 세계화

로인한변화에직면하여미래의효율성

과 교육 경쟁력을 위해서 어떻게 기존

정책을 개혁해 나가는지에 해서 비록

우리나라와제도와문화가다르지만, 스

웨덴의 고등교육 개혁의 예는 시사하는

점이적지않다고하겠다.KED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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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의개요

최근우리사회의교육이슈로쟁점화되고있는학교폭력은발생

률증가와함께그양상과방법에있어서도저연령화, 집단화, 조직

화되는등학교폭력문제가점차심화되고있다. 이러한상황에서학

생들이학교에서안전하게보호받으면서교육받을수있도록지원

해주어야할필요성이강하게제기되고있다.

‘학교폭력실태의이해와진단’연구는실태조사와심층면담자

료를통해학교폭력의실태, 원인과문제점을분석하고, 주요국의학

교폭력실태와사례분석을통해시사점을도출함으로써향후우리

나라학교폭력예방및근절 책의수립과효율적인정착에필요한

안을마련하고자했다.

학교폭력실태조사는2005년11월29일부터12월2일까지초등

학교4~6학년, 중학교1~3학년, 일반계고등학교와실업계고등학

교1~3학년학생14,040명, 교사6,240명, 학부모500명을 상으로

실시되었다. 주요국의학교폭력실태는학교폭력예방및근절노력

이체계적으로이루어지고있는미국, 국, 일본, 노르웨이를 상

으로 했으며, 심층 면담은‘불량서클 해체 방안’연구와 관련하여

2005년4월에폭력가해학생과각급학교의학생부장교사를 상

으로실시되었다. 

연구결과

설문조사를통해본학교폭력실태

학생, 교사, 학부모를 상으로실시한실태조사결과나타난주

요특징과반응경향은다음과같다.

첫째, 학생, 교사, 학부모간에학교폭력실태에 한인식의차이

가존재한다.

학부모들은자녀들이생활하고있는학교내외에서발생하는폭

력실태에 해서는교사, 학생에비해3~4배이상덜심각하게인

식하고있는반면‘일진회’와같은폭력서클의존재에 해서는학

부모가교사, 학생보다3~4배더많은것으로인식하고있다.

□2005년의학교폭력발생수준에 한인지도에있어서는전반

적으로학생, 교사, 학부모모두학교에서의학교폭력발생수준에

해심각하지않거나보통이라고인식하고있다. 그러나학생과교

사(학생: 21.3%, 교사: 21.6%)들이학부모(6.2%)에비해학교폭력실

태에 해더심각하게인식하는것으로나타났다.  

이러한경향은학생의경우초등학생과중학생이고등학생에비

해, 서울지역학생이타지역학생에비해학교폭력의심각성을더

인식하고있다. 교사의경우에는중학교와실업고에재직중인교사

가초등학교와일반고재직교사보다, 서울지역학교에재직중인

교사가타지역교사에비해학교폭력의심각성을더인식하고있다. 

□작년(2004년)과의학교폭력발생수준에 한체감도비교결

과에서는전반적으로학생, 교사, 학부모모두작년에비해학교폭력

이늘어났다고인식하기보다는줄어들었거나비슷하다고느끼고있

다. 그러나학교폭력이작년(2004년)과비교해비슷한수준으로발

생되고있다는응답은학생과교사(학생: 45.6%, 교사: 42.9%)들에

박효정｜한국교육개발원학생∙학부모연구실장, phj@ked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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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서 더 많은 반면 학부모(40.4%)는 줄어들었다는 응답이 더 많았

다. 학생들의경우에는초등학생과중학생이고등학생들에비해, 서

울지역학생들이타지역학생에비해작년보다학교폭력이더줄었

다고인식하고있으며, 교사들의경우에는높은학교급의교사들일

수록작년보다학교폭력이더줄었다고인식하는것으로나타났다. 

□폭력서클의존재여부에 한인지도에있어서는폭력서클이

‘있다’고인식하는학부모(13.0%)의비율이학생(4.7%)과교사(3.1%)

에비해3~4배이상더높다.  

학생의경우중학생들이다른학교급의학생들에비해, 도시지역

의학교에다니는학생들일수록학교에폭력서클이있다고인식하

는경향을보 다. 교사의경우에는중학교와실업고등학교교사들

이다른학교급교사에비해학교에폭력서클이있다고인식하는

경향을보 다. 

둘째, 집단따돌림‘협박과욕설이학생, 교사, 학부모가가장심

각하게생각하는학교폭력유형이다.

학생과 학부모는‘집단 따돌림’(학생: 41.4%, 학부모: 50.8%)을,

교사의경우에는‘협박과욕설’(39.4%)과함께‘집단따돌림’(35.3%)

을학교에서발생하는가장심각한학교폭력유형으로인식하고있

다. 학생들은학교급이낮을수록‘집단따돌림’, ‘협박과욕설’을,

학교급이높을수록‘금품갈취’, ‘신체적폭행’을학교에서발생하

는심각한학교폭력유형으로인식하고있다. 

셋째, 초∙중∙고등학생들가운데‘금품갈취’(13.3%) 피해를당한

학생들이가장많았으며, ‘집단괴롭힘’(9.2%), ‘협박’(7.5%), ‘신체

적폭행’(5.8%) 순으로피해를당한경험이있는것으로나타났다.

협박피해경험은고등학생보다초∙중학생들이, 여학생보다남

학생들이, 도시지역의학생들일수록더많으며, 신체적폭행피해

경험은중학생과실업계고등학생이다른학교급에비해,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도시지역의학생들일수록더많이당하고있다. 금품갈

취의경우에는다른학교급에비해중학생들이, 여학생보다남학생

이, 도시지역의학생들일수록피해를더많이당하고있으며, 집단

괴롭힘피해경험은다른학교급에비해중학생들이, 여학생보다남

학생이, 도시지역의학생들일수록더많은것으로나타났다.

넷째, 금품갈취를제외한학교폭력피해는주로‘같은학교동급

생’으로부터당하고있으며, 주된피해발생장소는‘교내’인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폭력피해를당한학생들중아무에게도말하지않은학

생들이42.9%나되며, 피해후도움을요청한학생들의경우에도주

된 상은 학교 선생님(10.7%)보다도 가족(23.8%), 친구나 선배

(20.8%)인것으로나타났다.

여섯째, 학교에서시행되고있는학교폭력예방및근절관련활

동으로는주로‘상담교사또는담임교사와의상담활동( 면, 이메

일, 쪽지상담등)’(43.4%), ‘학급회의, 가정통신문, 캠페인등을통한

학교폭력예방활동’(40.1%), ‘학교자체의학교폭력예방및 처교

육실시(비디오상 , 전문가초빙교육, 예방및 처프로그램실시

등)’(38.4%), ‘학교폭력자진신고기간의운 과홍보’(34.8%) 등인

것으로나타났다. 

일곱째, 학교폭력예방및근절을위한각활동에 해학생들은

체로‘필요하다’고생각하고있으며, 여러활동가운데‘상담교사

또는담임교사와의상담활동’(66.6%)과‘비행학생에 한파악및

별도관리’(66.5%)를학교폭력예방및근절을위해가장필요한활

동이라고평가하고있다.

여덟째, 2005년에시행된학교폭력예방및근절 책에 한효

과평가결과, 교사들은‘학교폭력추방의날행사’, ‘학교폭력자진

신고기간운 ’의효과성을가장낮게평가하고있는반면, ‘1교사1

학생상담지도’(56.7%), ‘학교폭력예방교육실시’(53.8%), ‘교내취

약지역내CCTV 설치’(508%)의순으로실효성을높게평가하는것

으로나타났다.

아홉째, 학부모들은2005년에시행된7개 책중‘학교폭력신

고망 운 ’(68.8%), ‘학생상담자원봉사자 활동’(59.8%), ‘학교폭력

자진신고기간운 ’(58.0%) 책에 한인지도가높았으며, 학교폭

력예방및근절 책중가장효과가있었다고인식하고있는 책

은‘교내취약지역내CCTV 설치’(77.0%)이고, ‘전문상담순회교사

배치’(70.4%), ‘학생상담자원봉사자활동’(64.4%점)의 순으로효과

가있다고평가하는것으로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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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면담을통한학교폭력의원인및현상진단

불량서클해체방안사업과관련하여폭력가해학생과각급학교

의학생부장교사를 상으로실시한심층면담과지방교육혁신평

가의일환으로실시된16개시∙도교육청 상‘2005 학교폭력실

태및추진실적평가’를통해수집된자료를기초로학교폭력의원

인과현상을분석한결과는다음과같다.

첫째, 학교교육관계자들간에학교폭력에 한인식차이가크다.

피해학생∙일반학생과가해학생간에학교폭력행위에 한인식,

교사와일반인또는학부모간에학교폭력의심각성에 한인식의

차가매우컸으며, 학교급에따라서도학교폭력에 한인식에차이

를보 다. 이와같은학교폭력에 한교사, 학생및일반인들간의

인식차이는학교폭력문제를해결하기위한응집된협력을어렵게

하는요인으로작용하고있다.

둘째, 학교교육이지나치게교과교육위주로운 되고있다.학교

폭력문제의해결은학교생활적응력향상프로그램, 인성교육프로

그램등의운 등예방적차원에서접근해야한다. 그러나현행학

교교육과정은교과교육과정중심으로운 되고있어학교폭력예

방을위한프로그램운 이어려운실정이며, 인권보호와생활지도

의갈등, 생활지도방법에 한교육기회부재등으로인해내실있

는생활지도가어렵다.

셋째, 의무교육제도, 장애아통합교육, 실태조사에따른낙인효

과,가해학생에 한부실한사후관리등이학교폭력의반복적기

제가되고있다. 의무교육제도는학교폭력가해자의전학을자유롭

게해줌으로써학교간학교폭력의확산기제로작용하고있으며, 장

애아통합교육은준비가미비한상태에서적용되고있어학교폭력

발생의원인을제공하고있다. 이와함께학교폭력에 한부정확한

실태파악으로인한 책의실효성저하와가해학생에 한부실한

사후관리가학교폭력의반복적발생기제로작용하고있다. 

넷째, 가정에서의부실한가족간상호작용이학교폭력문제를유

발시키는중요한요인이되고있다. 학교폭력가해학생들은결손이

나경제적문제와같은구조적요인보다주로가족의무관심, 가정

폭력등가족구성원간의부실한상호작용으로인한고통을겪고

있으며, 이는결과적으로학교폭력을유발시키는요인으로작용하

고있다. 

다섯째, 유관기관간연계협조및지도가제 로이루어지지않

고있다.  동일지역내진학으로인해학교폭력가해학생들간에강

한결속력이유지되고있음에도불구하고이에 비한초∙중∙고

등학교간협의체가구성∙운 되지못하고있어상위학교급의교

사들은비행가능성이높은학생들을예측할수있는정보를얻지못

하고있다. 

또한학교폭력사안발생시경찰은학생들의인권보호차원에서

관련정보를학교에알리지않고있어학교∙경찰간연계를통한학

교폭력문제해결이어렵다.

여섯째, 학교폭력예방교육의최우선시기가점차저연령화되고

있다. 학생들과의면담결과 부분중학교시기에처음으로보호관

찰처분을받고있다. 이와같은학교폭력의저연령화현상은초등학

교수준에서부터예방교육이실시되어야한다는점을시사하고있

으나, 실제로는초등학교보다중등학교현장에서학교폭력예방및

근절교육이더많이이루어지고있는실정이다.  

일곱째, 인터넷이학교폭력의확산기제가되고있다. 사이버상

에서의학교폭력도모및가해사례가많아지고있으나이에 한교

사의문제해결능력에는한계가있으며, 경찰의사이버수사 역시

인력부족으로학교폭력문제에관여하지못해실태파악이어려운

실정이다. 

주요국의학교폭력실태분석결과

학교폭력의문제는한국만의문제가아니라전세계적인현상으

로서각국가들은학교폭력문제에적극적으로개입하고있으며, 나

아가범국가적협력을통해학교폭력문제를해결하기위해노력하

고있다. 학교폭력예방및근절노력이체계적으로이루어지고있는

미국, 국, 일본, 노르웨이4개국의학교폭력실태분석을통해한

국의학교폭력문제해결에주는시사점을도출했다.   

첫째, 학교폭력사안이발생한후의처리보다도학교폭력을미연

에방지하기위해학교교육차원에서다양한프로그램과 책을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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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등예방교육에노력을집중하고있다. 

둘째, 학교, 가정, 지역사회, 정부를포함한유관기관의다양한인

적, 물적자원의연계를통해다면적이고종합적으로학교폭력사안

해결에 처하고있다.   

셋째, 학교폭력사안을처리하는데있어책임소재와처리과정을

중시하며명확한기준을적용하고있다.  

넷째, 학교폭력사안을처리하는과정에서가∙피해자가직접

화하고화해함으로써정상적인생활을회복하도록하기위한가∙피

해자화합제도를시행하고있다. 

다섯째, 가해학생과피해학생의성공적인사회복귀에필요한

안교육 프로그램을 개발∙운 하는 등 학교폭력 가∙피해 학생의

학습권보장을위해다양한교육기회를제공하고있다. 

여섯째, 각나라마다교사의상담능력향상촉진, 전문상담가배

치등학교폭력문제를해결하기위한전문상담활동을중시하고있

다. 

학교폭력예방및근절 책의효율적인정착을위한과제

우리나라의학교폭력실태에 한정확한이해와진단을통해향

후실효성있는학교폭력예방및근절 책을수립하고기존의다양

한학교폭력 책들이현장에서효율적으로구현되기위해서는다

음과같은정책적방안들이고려되어야한다.

첫째, 유관기관간유기적인연계가가능한지원체제구축및운

방안이마련되어야한다.

둘째, 인성교육프로그램개발과프로그램시행을위한교육과정

운 상의시간이확보되어야한다.

셋째, 장애아이해교육이부족한상태에서이루어지는장애아통

합교육은장애아가학교폭력의피해 상이될가능성이많아이에

한전반적인검토가필요하다. 

넷째, 모든교사가학교폭력문제지도등생활지도담당교사로

서의역량을갖출수있도록교사양성기관의교육과정및교사연수

체제를개선해야한다.

다섯째, 동일지역내초∙중∙고등학교가연계된협의체를구

성∙운 할필요가있다. 

여섯째, 생활지도담당교사에게실질적인지원과교외학생단속

권이제공되어야한다. 

일곱째, 학교폭력 예방교육은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실시되어야

한다. 

여덟째, 학교폭력사안을처리하기위한명확한기준이마련되어

야한다. 

아홉째, 안학교설립등가∙피해학생에 한다양한교육기

회가제공되어야한다. 

열번째, 학교폭력가해학생에 한선도교육및보호관찰소의

교육방식이전면적으로개선되어야한다.

열한번째,  학부모 상의학교폭력관련교육이수방안이마련

되어야한다.

열두번째, 주기적인정책평가를통해실효성이높은정책을중점

적으로추진해야한다. 

열세번째, 학교폭력근절을위한장기적 책으로인권교육을강

화해야한다. 

열네번째, 사이버수사의역량을증진시키기위한방안을강구해

야한다. 

열다섯번째, 주기적인학교폭력실태조사를정례화하고그결과

에 한광범위한홍보가이루어져야한다.

열여섯번째, 학교폭력지표개발연구와정확한통계자료DB 구

축이필요하다. 

열일곱번째, 학교폭력실태분석및 책수립을위한연구방법

을다양화할필요가있다. KED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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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의오래된미래? 
홈스쿨가족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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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의오래된미래?

내가홈스쿨링(homeschooling)이라는생소한단어를들었던때가아마7년전이었을것이다. 지금은매스컴에도자주등장하여

학교밖에서이루어지는교육중하나로받아들여지지만, 당시나를비롯한많은사람들에게는그렇지않았다. 1990년 초반교육

에관심을둔학자와실천가들사이에서 안교육, 안학교라는말이등장하고실지로다양한형태로실천되기시작했지만홈스

쿨링이란말은1999년‘교실붕괴’라는말이등장하면서야비로소사람들사이에회자되었다. 미국에서는이미약150만명이홈스

쿨링을하고있으며모든주에서법적으로인정을받고있지만, 우리나라의경우종교적인이유를제외하고는아이와부모가자신

들에게적합한교육을찾아학교를가지않는경우는거의없었다.

2000년초내가처음홈스쿨가족들을만나면서놀랐던것은비록‘스쿨링(schooling)’이라는이름을가지고있긴했지만학교

라는제도의틀과는전혀다른방식의교육형태 기때문이다. 일반학교든 안학교든학교의틀이정해진시간에맞추어학교라

는특정한공간에서전문적지식을갖춘교사가가르치고, 연령이같은다른아이들과함께같은교과를배우는방식인반면, 홈스

쿨링은시간∙장소∙관계∙활동어느것하나도정해진것이없다. 정해진것이있다면부모와자녀관계가어떤다른교육의형태

보다중요하다는것뿐이었다. 

인류는다른동물들과달리생존의차원뿐만아니라그것을넘어선실존의차원에서스스로의가능성을가르침과배움의과정



을통해실현해나갔고, 그교육의결과학문, 예술, 종교, 각종도의세계등새로운세계를개척하여왔다. 그리고가장기본적인

혈연관계인부모와자녀사이에서그러한가르침과배움의과정은시작되었다. 분명홈스쿨링은그이름의생소함과는반 로‘오

래된’교육의형태이다. 오히려지금당연시되는제도화된교육의형태인근 ‘학교’는200년남짓밖에되지않는다. 더욱흥미로

운것은학교의위기가공공연히이야기되고미디어테크놀로지의발전에이은정보화와더불어특정시공간에얽매이지않는교

육의가능성이제기되면서홈스쿨링이‘미래적’교육의형태로새로운주목을받고있다는것이다. 

홈스쿨링은교육의‘오래된미래’로서다른교육의형태가지니지못한가능성을지니고있음에틀림없다. 아래에서는짧지만

내가만난세가족의홈스쿨이야기를간략히기술하고그특징을살펴보기로하겠다. 이를통해우리는거꾸로‘학교’의틀이무엇

인지그것의한계는또한무엇인지생각해볼수있는거울을얻게될것이다.

홈스쿨가족이야기

아래소개할세가족의아이들은공통적으로1999년을전후하여학교를그만두었다. 물론그계기는다양했다. 지훈이네는부모

의해외유학후학교를다니면서드러난학습장애로지훈이가‘왕따’와‘체벌’에시달리면서, 혜정이네는오랜야학교사와학원강

사의경험으로가지게된확고한부모의교육관으로인하여, 구름이네는모범생의아버지이자생활협동조합운동을하던이상래

씨가학교운 위원을맡게되면서갖게된학교에 한회의때문에홈스쿨링을시작했다. 그러나어떤계기든지간에학교에서교

육이제 로이루어지고있지못하다는그들의판단은공통적이었다.

1) 지훈이네: 행복그리고자유

지훈이가학교를그만둔것은1999년초등학교5학년때 다. 올해스무살이된지훈이는재작년1년간괌의한호텔에서요리

사인턴으로서일을했다. 귀국한후일본어를배우고싶어하여어학원을열심히다니더니지금은아버지이광일씨의도움으로일

본에있는‘슈타이너인지학’공동체에서세운발도르프사범 학의청소년프로그램을듣고있다. 

발도르프홈스쿨링

특수교육중에서도 재교육으로박사학위를받은이광일씨가‘슈

타이너의인지학’에관심을두게된것은순전히지훈이때문이었다.

귀국후학교에서학습이부진하고언어적∙문화적으로어눌하다고

하여친구들로부터왕따를당하고교사로부터체벌을받았던지훈이

의상처를치유하고함께공부하는일은 재교육과는달랐다. 홈스

쿨링을시작하기전 안을찾던중생명에 한경외감, 인간본질의

이해, 서로를살리는상생의정신, 예술적요소등을중시하는슈타이

너인지학은그의교육관의중심이되었다.  

슈타이너인지학에기반한‘발도르프홈스쿨링’의특징중하나는

‘에포크(epoch) 수업’이다. 에포크수업은‘주기집중수업’으로매교

과나주제를한달정도의주기를가지고집중적으로공부해나가는

것이다. 가령, 자신들의주거지역인고양에서내려오는전래동화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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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를통해서마을의지형적인특징들도알게되고마을이름의유래에 해서도알게되었다. 원래책은문어체로되어있지만, 읽

고난후장면몇개를설정해서그림을그리도록하고그그림을보면서구어체로다시이야기를쓰도록했다. 지훈이는이야기를

자기 과자기그림으로만들어가면서예술창작의기쁨을느끼며지역의역사와지리에 해서익혔다.  

주로오전에에포크수업으로역사와사회, 지리등을다루고오후에는어머니서지혜가 어와국어등을함께공부했다. 책은

주로동화책이나역사책, 위인전등을선택하지만그주의주제와연결되도록배려했다. 어역시혼자할수있는수준으로정해

서하고, 차근차근올라갈수있도록쉬운교재를선택했다. 오후2시공부가거의끝나면지훈이가아주좋아하는태권도와피아노

를늦은오후에번갈아배웠다. 피아노도일반적인진도에따라하는것이아니라지훈이자신이좋아하는노래를중심으로배웠

다. 

이러한학습과정에서염두에둔것은무엇을배우는가보다는‘어떻게’배우도록하는가 다. 공부는평생하는것이며따라서

공부가하고싶게끔하는의지를키우고혼자공부하는방법을터득해나가도록하는것이관건이었다. 또한직접토끼와텃밭에

채소를기르고복지관의장애인들과함께어울려지내도록했다.

삶의의미를찾아나가는과정

처음지훈이어머니서지혜씨는학습장애가있다는지적때문에지훈이

의교육을전적으로책임진다는것이그렇게부담스러울수없었다. 그러나

지훈이의학습능력은학교라는장막에가려있었다. 수학에는학습장애가있

었을지모르지만만화그리기를좋아하고언어를배우는능력은남달랐다.

또한열다섯이넘으면서지훈이는부모와함께공부하기보다는독립적이길

원했다. 만화가가되기에는자신의능력이모자란다는것을깨달은지훈이는

요리학원을다니면서요리사가되고싶어했다.

지훈이어머니서지혜씨는홈스쿨링을시작하면서이광일씨의조언으로

발도르프교사과정에입학했다. 아내를외국에보내고나서이광일씨혼자

지훈이와함께홈스쿨링을해온과정은삶의무게를느끼게할정도로쉽지

않았다. 그러나이모든과정이이광일씨는지훈이를위해희생한것이라기

보다는각자자신의삶의방향을찾아나간것이라고생각한다. 

특수교육분야에서도 재교육에관심이있었지만지금은자신의운명이

다른데있다는것을안다. 그는<발도르프교육아카데미>를꾸리고있고전인교육, ‘홀리스틱교육’, 놀이와예술등의주제에관

심이있다. 제도권에서적응하지못하는학습장애가있는아이들을위한프로그램을만들고그들을돕는사업이나활동을해보려

고한다. 그런아이들을위한도시의공동체를만드는것도좋을것같다는생각이든다.

이광일씨에게홈스쿨링은‘삶의의미를찾아나가는과정’에행했던다양한실험들의연속이었다. 아무도가지않았던새로운

길을시도해보고직접체험해보고또관찰하면서또다시새로운어떤것을찾아나가는그런과정의연속. 그과정에서그는늘‘우

리는행복한가’, ‘우리는자유로운가’라는질문을마음에품었다고했다. 검정고시도보지않고일반 학은관심도없는지훈이가

앞으로뭘할지아직그도알수가없다. 다만각자의삶의철학을존중하면서순간순간을살아왔고또그렇게살아나갈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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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혜정이네: 자립

혜정이와혜준이가학교를나온것은1998년각각5학년, 1학년때 다. 학시절교회에서야학교사로활동하면서근로청소년

들을가르쳤고학교에서교사경험도가지고있던혜정이아버지임호식씨는혜정이가유치원다닐때부터문제의식을느껴자신

이직접어린이 어학원을세웠다. 혜정이가고학년이되면서학교는혜정이부모들이보기에쓸데없는것들을아이들에게하도

록하고자신에 해서는생각할여유도주지않는쳇바퀴 다.

탐험가와짐꾼?

혜정이는5학년때이런독후감을쓴적이있다. “다른부모님들은시험잘보라고문제집도사주는데우리아빠는내가총정리

문제집하나만사달라고해도안사준다”고. 임호식씨는초등학교때부터시험을위한공부, 즉암기와문제풀이를하는것은쓸모

없는일이라고생각했다. 자신은체벌이무서워중학교때외운6∙25참전16개국을아직까지다외울수있지만그것이무슨쓸모

가있는가. 학설은끊임없이뒤집히는데그흐름을이해하면되었지개별사실들은외울필요가없다. 그가보기에탐험가에게산

을올라가는일이재미있는일이지만, 짐꾼에게는노역이된다. 그런데그가보기에학교는아이들을탐험가보다는짐꾼으로만든

다.

학교를그만두고나서시간적여유를가진혜정이와혜준이는1년간오전에는피아노, 플룻, 아쟁, 금등악기를배웠고, 오후

에는책을읽거나아버지가운 하는학원에서 어공부를했다. 또한1999년혜정이네이야기가한일간지에실린후같은지역

에서홈스쿨링을하는세가족이모여모임을시작했다. 

2000년초반까지세가족은임호식씨의학원에서 어와수학공부를했고, 함께역사나생태체험학습을다니기도하고, 한가

정은NIE, 또다른가정은독서토론을담당하는등한집에모여아이들이함께공부할수있는기회도마련했다. 그러나모임은서

로다른생각과이해관계로몇달만에와해가되었고, 혜정이네학원의사정도점차나빠져배우던악기도그만두게되었다. 

신임호식씨나엄성주씨가두아이들에게꾸준히신경쓴부분은 어 다. 어에재능을보이는혜정이를학원에서직접

가르쳤을뿐만아니라원어민교사를고용하여늘 어로만 화를하도록했다. 어렸을때부터혜정이는 어를좋아하여텔레비

전에서도 어채널을보았다. 회에나가상을받을정도의실력이었는데, 엄성주씨는학년이올라가면서시간을투자하지못해

그실력이줄어들까봐걱정하기도했다. 그래서2003년부터는아예아이들을학원에나오도록했다. 혜정이는다른원어민강사들

과교류를가지면서초급수준의 어를아예가르치도록하고, 혜준이는컴퓨터작업, 책자만들기, 학원에온아이들돌보기등학

원에서필요한작은일들을도와주도록했다. 엄호식씨는“실제적인일도배우고책임감도는다”고했다.

실제로써먹기위한공부

학원에나온이후로아이들은아침8시나8시반에일어나아침준비하고밥먹고학원으로출근을하고, 학원에서점심먹고일

하고, 독서당숙제하고, 어공부를했다. 2003년열다섯이된혜정이가낮에는유치부아이들을 상으로강의를하고오후에는

출결체크및반편성등비서일을봤다. 이제혜정이는검정고시를보고방송통신 에입학하여강사자격증을따려고한다. 혜정이

는자립하고싶다고했다.

엄성주씨는학교를가기위해서공부를하는것이어서는안되며실제로써먹기위한공부를해야한다고생각했다. 아이들은

시장에서물건도골라서사보고, 은행에서공과금도내면서사회에필요한사회성을기른다. 학교에서기르는사회성은그녀가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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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에사회성이라기보다는학교성이다. 또학교에서배우는교과도다배울필요가없으며자기가관심이있는것이면아이들은

‘알아서찾아서’배운다. 억지로관심도없는과학이나수학을배울필요도없다는것이다. 그들이교육에서중시하는것은아이가

스스로살수있도록하는것이었다.

3) 구름이네: 공동체속의자율

학교운 위원을하면서교장이하는일에구름이아버지이상래씨가이의를제기한후모범생구름이는학교에서예상치못한

불이익을받았다. 부모와 화를많이하던구름이가상처를크게받은것은아니었지만이상래씨는학교에서더이상기 할것

이없다고생각했다. 구름이가1998년초등학교를졸업할때1년동안학교를우선가지말고어떻게할것인지고민해보자하던것

이그해말동생산이, 그리고막내바다마저학교를그만두는결과로이어졌다.

자율적인배움

학교를가지않으면서구름이는“왜아침에일찍

일어나야하지”를비롯하여왜“수학을공부해야하

지”하는근본적인질문을했다. 이상래씨와고민

한결과진학을위해서라는것, 진학은사회에서의

경쟁을통한성공을위한것이라는답만을얻었다.

신학교를가지않고자연스럽게생활하면서새

로얻게된교육관은‘자율적배움’이었다. 

자율적 배움은 부모가 아이들을 그냥 내버려두

되그냥방치하는것이아니라부모들이살아가는

과정을보고그과정에참여하게하는것이다. 이상

래씨는홈스쿨링을하기전부터유기농을통해농

촌과환경을모두살리고자하는생활협동조합활동

을했는데, 2002년가을부터는교육과삶에 하여

공유하는 부분이 조금이라도 있는 조합원들 40여

명과함께<봄에>라는이름의“교육생협”을꾸렸다. 앞으로건축과의료도협동조합으로자급자족할것이라고했다. 함께공동생

활을하는세가정은아이들을모두학교에보내지않고있었고, 열한가정의아이들은여름과겨울계절학교에개별가정의여건에

따라참여하고있었다. 

내가참여했던여름계절학교의하루는이러했다. 오전에는아침에해뜨는것보기, 인형만들기, 오후에는부침개해먹기, 갯벌

에맛캐러가기, 참외따러가기, 저녁에는강강수월래등이프로그램으로정해져있었다. 그러나이프로그램은다같이해야하는

것이아니라아이들이스스로자유롭게결정하는것이다. 이를테면일출을보러가고싶은사람은일찍일어나고, 우연히일어난아

이들중에가고싶은아이들도함께참여하는식이었다. 

물론어른들은각활동에 하여상세히이야기해주고생길수있는어려운점들도미리경고해준후자신의결정에따라자신

의행동을책임지도록했다. 맛캐러가기의경우갯벌에가면빈조개껍데기에발이찔릴수도있으며갯벌에빠져서옷을모두버

80 Educational Development

학교밖학교



릴수도있다는것을이야기해주고갈사람만가도록했는데아이들은저녁에자신들이캐온맛을삶아먹으면서자신의상처가서

로더크다며훈장처럼내게보여주었다. 또한부모들이집짓는것을지켜보았던아이들은그가을텃밭에직접집을짓겠다는기

에부풀어있었다.

자율적이고자유롭고자치적인삶

이상래씨가보기에 다수의부모들은제도권, 즉기존의자신이살아오던환경에서벗어나면혹제 로살아가지못하는것은

아닌가하는두려움을가지고있다. 그두려움때문에지금과같은제도교육에서성공하지못하면진학할수없을것이고, 그러면

생계를유지할수없을것이기때문에끊임없이다른사람이가지지못한혹은그보다많이, 사회가요구하는무언가를배워야하

는그런자율적이지못한삶을산다고생각한다. 

그러나그는자연이그러하듯서로신뢰하는만큼세상은풍요로워진다고했다. 부모가자율적으로살아간다면자녀역시어른

들과함께생활하는사람으로서생활의과정에서배우고이를통해‘자신의삶자체를스스로꾸리고설계할수있는능력’을키울

수있다고보았다. 

홈스쿨링의경계허물기

홈스쿨가족들은그동기에따라부적응, 엘리트교육, 종교, 교육본질등으로스스로를유형화하기도하지만실제가족들은어

느유형으로도구분하기어렵다. 또한가정의경제적∙문화적배경도다다르다. 사례로제시된세가족역시홈스쿨링의구체적인

과정은너무나다르다. 그러나그들과만나면서나는공통적으로그들의교육활동이‘학교의틀’에서는찾기어려운‘경계허물기'

를그특징으로하고있다고생각했다.

첫째, 그들은집단적이고획일적인시간과공간의틀에서벗어나있었다. 지훈이네의‘에포크’수업에서한가지주제를가지고

한주내내집중적으로통합교과적접근을할수있는것은시간의자율적구성이가능하기때문이다. 계절학교의예에서볼수있

듯이구름이네의‘자율적배움’은쉬는공간, 일하는공간, 공부하는공간에 한구획이없이주체의태도에따라어디서나배움이

이루어질수있음을강조한것이다.

둘째, 부모와자녀가시간과공간의틀을공유함으로써학교의틀로나뉘어져있던부모와자녀간의관계가새롭게형성되었

다. 지훈이네와구름이네의사례에서도드러나듯이홈스쿨링은무엇이올바른교육인가, 무엇이올바른삶인가를끊임없이부모

로하여금생각하고실천하도록함으로써가족모두가주어진것을당연시하지않고삶의방향을모색하고찾아나가도록한다.

셋째, 부모와자녀의삶이분리되지않고자연스러운삶의맥락속에서배움이이루어짐으로써‘학교의틀’이만들어놓았던이

론적활동과실제적활동의구분이중요하지않게되었다. 혜정이네와구름이네의경우에서볼수있듯이그들이중시하는것은

‘자율’혹은‘자립’, 즉‘자신의삶을스스로꾸리고설계할수있는능력’이다. 중요한것은‘탐험가’와‘짐꾼’의비유처럼이능력

에는가치를스스로판단하고향유할수있는능력이포함된다는것이다.

‘학교’라는말은어원적으로‘격리(schole)’라는뜻을가지고있다고한다. 그런점에서경계를허물고통합을그특징으로하는

홈스쿨링은명백히학교와반 된다. 그러나학교의격리가의도했던바가그자체가아니라‘여가’이며, 여가의의미가일상의쳇

바퀴에서벗어나자신과세상을반성적으로사고하는것이라고보면제도적으로구획된격리자체가반드시여가를보장하는것

처럼보이지는않는다. 홈스쿨링역시많은한계를지니지만, 그‘여가’를실현할가능성이있다. 그런점에서홈스쿨링의‘경계허

물기’는‘학교’의위기를바라보는한가지거울이될수있을것이다.KED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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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학년제학생자율선택형
보충학습을통한공교육활성화

튀는학교

홍선기｜충남호서고등학교교장, hong2112@edunet4u.net

하나. 농산어촌교육현장의실태

급변하는시 에생활환경은도∙농간의교육격차를크게벌려놓았고, 그양극화는쉽게좁혀지지않고있는실정이다.

교육인적자원부가밝힌‘2003년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결과에따르면읍ㆍ면지역학생들의성취도가최저에달했고,

기초학력이미달되는학생의비율도도시에비해세배나높게나타났다. 

이점에 해서는구구한원인들이있겠지만무엇보다도환경요인이가장크지않은가싶다. 산업화와함께시작된고질

적이농현상은농산어촌의인구를급감하게했고, 지금도도시학교들의교실과 화와는 조적으로면단위이하의학교들

은통폐합의위기에직면해있는실정이다. 인구감소는필연적으로수요자의감소로교육∙문화적공간이들어설수없고,

그피해는고스란히농산어촌학생과주민들에게돌아가고있다. 

소위사교육의중심에서있다는학원도읍단위이상에나가야운 난을겪지않을만큼유지되고있어금전적인이유가

아니더라도원거리통학생이보편화되어있는농산어촌에서는사교육의혜택마저도요원한실정이다. 따라서‘학력수준의

경쟁력’이라는측면에서도∙농간격차는더욱심화될수밖에없는실정이고, 상황적이해의측면에서보더라도농산어촌의

교육환경에 한국가차원의지원은절실하다.

둘. 지역의현황및학교교육의문제점

30학급900여명의학생과70여명의교직원으로구성된본교는서해안고속도로의개통과최근현 제철을비롯하여인

근의석문국가공단, 부곡공단등의기업체입주가활발해지면서전형적인농∙어업중심의지방읍소재학교가빠른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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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에서도시화를경험하고있다. 또한 규모공단조성과이에따른 단위주택단지가학교주변에형성되면서유입인구

가급속도로증가하고있는실정이다. 

그러나지역내교육시설은아직이에미치지못하여열악한편이고, 도시나주변지역에서유입된인구로인해교육열

은 단히높은편이다. 이는사교육에 한높은욕구를보면그정도를충분히이해할수있다. 또한학생들은사교육에

한신뢰도상당히높은것으로나타났다. 설문결과에의하면‘사교육이학생의실력향상에도움이되었는가?’라는질문에

79퍼센트의학생이‘그렇다’고답했다.

한편우리지역은급격한경제발전으로유입인구의증가와그에따른행정당국의시승격추진이이루어지고있어, 곧

시로승격될경우 학입학전형시에‘농어촌특별전형’의혜택이사라져그간 학입시결과에서타지역에비해경쟁력을

유지하던부분에서상당히불리하게작용할것으로예상된다. 농어촌특별전형은농어촌학교출신학생들에게는특혜아닌

특혜로입시에상당히 향을준것이사실이다. 그러나이것이사라질경우객관적으로도실력이앞서는도시지역학생들

과동등한경쟁을해야한다는당면한문제가발생한다. 본교가위치해있는지역의변화양상으로보아서는이러한변화가

향후5년이내에이루어질것으로예상된다.

셋. 무학년제학생자율선택형보충학습의필요성

본교는인문계고등학교가보편적으로시행해오던보충수업, 야간특별수업등을학교주도로꾸준히시행해왔다. 그러

던중2004학년도2학기야간특별수업희망자를받아본결과이전의희망자수와는비교가안될만큼급감하여특별수업

반을운 할수없는상황이되어버렸다. 학생들의이와같은반응은그간공교육이일방적으로진행해온수업운 과과정

에 한불만의표출이었다. 특별수업을희망하여신청하지만정작자신이원하는강좌가개설되는경우보다는교사의일방

적수업진행으로불만의요인이컸던것이다. 

결국교과별협의회를통해국, ,수과목에서우선적으로학생들에게개설강좌명과지도교사명을공지하고수강신청을

받아학년별희망자를조사했다. 학생들의반응은급반전하여수강신청자가정원을넘어서면서긍정적인반응을보 다.

7차교육과정과함께 학수학능력시험은선택형으로전환되었고, 학생개개인의능력에도분명차이가있으며그차이가

‘학년’이라는제도적걸림돌에의해제약을받아서는안된다는데공감하게되어‘무학년제’보충학습이등장하게되었다.

전술한바와같이학생들은이미학교주도의일방적교과운 에 해싫증을느끼고있었다. 결과적으로그동안말로만외

쳤던수요자중심의교육이필요한시점에도달한것이고, 이의실현을‘학생자율선택형’보충학습으로이룰필요가있었다. 

넷. 추진과정

2004학년도2학기특별수업을시범적으로운 한결과 부분의학생들이매우만족스럽게생각했으며, 이를토 로겨

울방학중에교직원전체연수(강원도횡성, 1박2일간)를통해전교과로의확 를결의했다. 가장큰우려를했던교사간위

화감문제는학생과학교발전을위한 안이라는점에공감하면서더욱발전적인방향으로의변화라인식하며제도의진행

과정을지켜보기로했다. 또한이미이제도를이미실행하고있던 전송촌고등학교를벤치마킹했고, 본교의실정에맞게

재구성하여학생들에게투입하게되었다.

2005학년도에들어서면서본격적인실행에들어갔다. 2월말까지교과별협의회, 전체연수를통해학교와교사가준비해

야할부분(강의목록, 교재등)에 해서철저한 비를했고, 3월초신학기가시작되면서웹을통한수강신청을시작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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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학년제학생자율선택형보충학습은시작되었다. 

2005학년도전∙후반기를통해학생및교사, 학부모의만족도설문을실시했고, 이를곧바로환류하여차기회차에서보

완하여시행했다. 2005학년도의문제점은2006학년도교육과정협의회과정에서그 안에 해심도있게논의했고, 최선

의 안으로새학기를준비했다.

다섯. 추진성과

무학년제학생자율선택형보충학습은학생만족도의측면에서볼때기존보충수업에비해12퍼센트이상향상되었고,

불만족도는20퍼센트이상낮아지는성과를가져왔다. 그만큼자율권을보장받은수요자의공교육에 한신뢰도가높아졌

음을의미한다. 또한사교육비절감차원에서보더라도2004학년도에비해2005학년도사교육비지출은평균30퍼센트이

상낮아지는결과를가져왔다. 수능을앞두고다시약간높아지는경향은있었으나일시적현상이었다. 특히방학중방과후

학교참여율의경우예년의60퍼센트 에비해80퍼센트 로높아져사교육비절감효과를가져온것으로판단된다.

교사들의반응도초기의우려와는달리비교적좋았다. 교사들의만족도는학생보다더높게나와47퍼센트의교사가만

족감을나타냈고, 불만족도는7퍼센트에불과했다. 학생들의수업태도도78퍼센트의교사가이전보다나아졌다고 답해

상당히긍정적인분위기를만들어가고있음이확인되었다. 학부모역시 부분이긍정적인답을하면서47퍼센트의학부

모는사교육비를줄 다고답해학교교육에 해신뢰를하고있음을보여주었다.

성적의변화에있어서도2학년학생의2004학년도와2005학년도의모의평가를비교한결과상위1~4등급은약15퍼센

트정도가증가했고, 하위6~9등급은약20퍼센트정도의감소율을보 다. 물론이결과가방과후학교의교육활동을통해

서만얻어진결과는아닐것이다. 그러나상당한부분에있어서 향력이있었던것으로판단된다.

여섯. 추진상의문제점

모든제도가완벽할수는없다. 또한수긍하는사람이있으면불만을갖는사람도있다. 시행초기부터어려움으로여겼던

교사간경쟁과비교의문제는언제까지라도상존할수밖에없는문제인듯하다. 그것을최소화할수있는방법을찾는것이

이제도정착의관건이라는생각도든다. 그런의미에서본교는이미교육인적자원부차원에서시행하려하는교사평가가

일부이루어지고있는셈이다. 지난강좌가부실하면여지없이다음회차에서폐강되기일쑤다. 그러다보니일부에서는인

기관리식의강좌운 이라는부작용도눈에띈다. 그래서이를해결하기위해교사는동일강좌를1년(6회차) 동안반복강

의하도록하고, 학생들은이를중복수강하지않도록하여일부교사편중을완화시켜보았다. 상당히효과가있었다. 하지

만이것도나름의문제를내포하고있다. 1년간강좌의변화가없어학생들의선택이제한적일수있다는점이다. 두가지문

제가서로맞물려있는상황이라서근본적인해결책이요구되는상황이다.

한편주당최 12시간의수업이늘어남으로인한교사들의업무과중도해결해야할문제중하나이다. 학생들의선택

을많이받는교사의경우1년6회차내내주당12시간, 방학중에는주당25시간내외의수업을해야하는어려움이있다. 그

래서가급적자신의수업이끝나는 로자율퇴근하도록하고는있으나이것으로도한계는있다. 

또한본제도의운 상수강신청을위해고성능, 고가의서버가필요하다. 수강신청을위해동시에900명의학생이접속

해야하는문제가있어재정적지원도뒷받침되어야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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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곱. 발전전망

이제도의정착과발전을위해서는최소한다음의두가지가선행되어야할것이다. 

첫째, 교사들의진취적사고와발전의지이다. 누군가의평가를받는다는, 특히자신이가르치고있는학생들의평가를받

는다는사실에 해불쾌해하거나동료교사와비교의 상이된다는사실에 해폐쇄적으로 응한다면이제도는정착할

수없다. 자신을더욱발전시켜학생들에게더높은학습욕구와동기를부여하겠다는사명의식이절실히요구되는제도이

기때문이다. 

둘째, 학생들은자율에 한책임의식을지녀야한다. 몇가지제도적보완을통한제약을제외하고는이제도에서학생들

에게최 한자율을보장했다. 심지어는학년의구분도없어져선∙후배가한교실에서수업을받는일이보편화되었고, 자

신이선택한수업에 해서는중도이탈없이끝까지이수해야한다. 그선택은학생의자율에의한것이었기에학생스스로

에게1차적책임이있는것이다. 이를위하여지속적인상담과다양한정보의수집이필요하다. 

여덟. 맺는말

수업이살아야학교가산다. 물론본수업과방과후학교수업이라는차이는있지만, 주객의전도라고보는왜곡된시각이

아닌발전적시야를통해바라본무학년제학생자율선택형보충학습은현시점에서활력소임에틀림없다. 그것이무엇이든

교사와학생의만남이활기가넘친다면그보다더나은발전적기제는없기때문이다.

열린교육을지향하는제7차교육과정의근본취지를성실히수행하며학생들의학력신장을도모할수있는무학년제학

생자율선택형보충학습은현시점에서절실히요구되는공교육경쟁력확보의한방안이라할수있다. 물론이제도가모든

공교육의문제를해결해줄수있는‘해결사’는아니다. 그러나단위학교의제반여건에맞게수정, 보완하여적용한다면잠

재되어있는학생과교사의능력을충분히이끌어낼수있을것이다. 

이미전국적으로많은학교들이이제도를시행하고있고, 나름의어려움을토로하는학교도있는것으로안다. 문제점을

적시에보완하려는노력과타성에서벗어나려는긍정적사고만있다면이제도의정착에 한전망은매우밝다고할수있

다. 그리고학교구성원의화합은직면한문제점을해결하고발전시킬수있는또다른돌파구가될수있음을명심해야할

것이다.KED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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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씨는생각에잠겼다. 그는전문 학을중퇴하고현재무

역회사에근무중이다. 최근경제악화와그에따른직장내

보이지않는경쟁체제에스트레스를받고있다. 자신의실무

능력에 해서는누구에게뒤지지않을자신감이있으나자

신도알지못하는사이에학력에 한압박을받고있다. 나

이어린후배가자신보다앞질러가는상황을보면가슴이답

답해오고화가치민다. 학학위가없어승진후보자명단에

조차오르지못하는것같아젊은나이에보다열심히공부하

지않은것이 한후회가막심하다. 그렇다고이나이에다

시 학에다니자니용기가나질않고직장에몸담고있는입

장이다보니시간도여의치않아엄두도나질않는다.  

한줄기빛- 학점은행제

고민하던K씨는우연히지인을통해학점은행제라는제도를알게됐고혹시나싶은마음에상담실문을두드려보았다.  

“안녕하십니까? 기번호513번손님, 친절히모시겠습니다. 학점은행입니다.”“네... 제가전문 학을중퇴하 는데학위를취

득하고싶어서상담하려고하는데요.”“아그러세요? 그러시다면전문학사학위를원하시나요학사학위를원하시나요?”

“두가지의차이가어떻게되죠?”“전문학사학위는전문 를졸업하시는것과동등한학위를갖는것으로관련전공45학점, 교

양15학점을포함하여총80학점을적립하시면취득이가능합니다.  학사학위는4년제 학을졸업하시는것과동일한것으로관

련전공60학점, 교양30학점을포함하여총140학점을이수하셔야합니다. 양쪽모두세부적인사항이정해져있고이수기간은자

유이십니다.”

“그렇군요. 그럼제가앞으로할일이어떻게되죠?”“먼저통장을개설하셔야합니다. 학습자등록신청서라는용지보이시죠?

작성하셔서구비서류와주시면통장이개설되고요. 손님께서이전에전문 중퇴할때까지취득한학점도적립될수있습니다.”

직장인이 학에다니지않고학위취득하기

백은순｜한국교육개발원학점은행센터소장, esbaik@kedi.re.k



“그럼이학점을저금하면나머지학점은어디서따야하죠? 학점도이곳에서따는건가요?”“아뇨. 손님, 은행에서돈을버시지는

않잖아요. 학점을취득하실수있는방법은수업을이수하시거나관련자격증을취득, 독학사시험합격혹은면제과정이수등이있

습니다. 그중수업을이수하시는방법은평가인정학습과목을이수하시거나시간제수업을이수하시는방법이있습니다.”

상담 로라면 학에입학하지않고도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수여하는학사학위를수여할수있다. 게다가전문 학에서이수

한과목도일정부분인정해준다니학점은행제가마치자신을위해생긴제도같아기쁘기그지없다. 

부닥친딜레마

학점은행제는K씨와같이개인적인형편으로인해 학에진학하지못하거나중도탈락한사람, 실력은갖춰져있으나사회적으

로요구되는학력이부족하여정당한 우를받지못한사람, 학을이미졸업하 으나계속하여또다른분야의학업을하고싶어

하는사람들에게학위취득을비롯상급학교진학, 취업, 그리고자격증취득등을가능케하는제도다. 

“여보세요, 네, 거기○○전문학교지요? 제가거기서학점을취득할생각인데요. 수강시간이어떻게되나요? 집이멀어서그러는

데반드시출석수업을해야하나요?”벌써몇시간째통화중이다. 수업을들을곳은많으나수업과직장생활도병행하여마음에드

는과목을선택하는것이쉽지않았다. 야간에개설하는곳이적어선택의폭이턱없이적은것이다. K씨에게학점은행제는목마른

사람앞에있는두레박없는우물에불과하게느껴졌다. 

힘없이홈페이지에서마우스를클릭하던K씨는기관유형별검색란에서원격교육항목을보게되었다. ‘한국사이버평생교육원’

기 를버리고들어간홈페이지에서그는드디어두레박을찾게되었다.

직장생활과학업의병행- 한국사이버평생교육원

이제까지 학에서출석수업만을받아온K씨에게원격교육은너무나도생소하다. 교수님과마주앉아공부를해도이해가될

까, 말까인데나홀로인터넷방송을보며공부한다니수업의질이아무래도걱정된다. 늦게시작하는공부이니만큼제 로하고싶

은욕심이있는K씨는일단원격교육을실시하는기관중의하나인한국사이버평생교육원에가서직접눈으로꼼꼼히확인해보기

로하 다. 

가을햇살이따사롭고바람도살랑살랑부는어느오후방문한한국사이버평생교육원(서울시동 문구용두동)의첫인상은K씨

가이제까지생각했던교육기관과는사뭇달랐다. 북적북적한강의실과학생들이활보하는캠퍼스 신에조용하고깔끔한사무실

과기자재들이K씨를맞이했다. 

한국사이버평생교육원은인터넷이라는웹기반을통해공간과시간의제약을뛰어넘어학습이가능한원격교육기관인만큼이용

하는학습자도일반 학과는달리직장인이나가정주부, 외국거주자가주 상이었다. 수업은인터넷강의를통해이뤄지며정해진

학습기간동안몇번이고강의를반복수강하는것이가능하고온라인게시판등을통해질의와답변이이뤄져학습자의자기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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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학습을돕고있다는점은기존의 학과비교하여가장

큰차이점이라고여겨졌다.   

걱정한것보다는제 로된교육을받을수있을것같다

는생각에안도감이들때아담한스튜디오와각종방송기

자재가눈에들어왔다. 마침한강좌에 한녹화가진행중

이었다. 이러한과정을거쳐수많은학습자가언제, 어디서

든강의를들을수있다는것이 그저신기할따름이었다.

기관운 자들이교수의수업방식및평가방법에 해서상

시모니터링을통해수업및성적이교수의독단운 이되

지않도록체크하는동시에종강하는학습자들을통해강의

평가서를받아수업에 한요구분석을철저히적용하고있는점도마음에들었다. 수업에 한질문과평가가학습자에의해직접

이루어지는온라인게시판을보았다. 한학습자는수강후기를통해자격증취득을위해수강해야만했던과목을타교육기관에서

개설이되지않아포기하려던찰라한국사이버평생교육원을통해수강하고무사히자격증을취득, 원하는직장에취업까지했다

는성공담을올려놓았다.  

마지막으로학점은행제과정을담당하는선생님에게들은이야기는원격교육에 한K씨의불안과우려를말끔히씻어주었

다. “원격수업의경우수업내용이나평가에있어질저하에 한우려가있고실제로원격수업을돈벌이에악용하는사례가일부

발생하면서학점은행제학위에 한사회적인식저하에일조했다고생각합니다. 그래서저희교육원은학습자들의원성을살만

큼엄격한절 평가기준을가지고평가에임하고있습니다. 그러다보니학습자들사이에서도성적이너무안나온다는불평불만

이심심치않게나오더라구요.  운 하는입장에서는회의가들지않을수가없죠. 그러던중어느날저희교육원에서운 하는카

페에누군가저희교육원수업듣지말라고썼더라고요, 이유인즉자기가수업을들었는데점수도너무짜고수업듣기가녹녹치않

다는거 죠. 그런데다음날보니그밑에‘당신같은학습자때문에학점은행제도를통해학사학위의질이저하된다. 제 로공부

하고제 로학점을따는것이당연하다’라는답 이달렸더군요. 이제는학습자들도시험이끝나도남는무언가가있는수업이라

며격려들을해주셔서힘들게운 하는보람을느낍니다.”

K씨의마음은이제한결가벼워졌다. 중요한것은어디서공부하느냐가아니라어떤자세로공부하는가 다. 처음부터끝까지

내스스로설계하고선택하는학점은행이기에자신의마음가짐은무엇보다중요할터 다. K씨는한국사이버평생교육원을나오

는길에보았던문구를떠올렸다. “스스로행동하고스스로책임져라.”

“그래, 다시한번해보는 거야.”30 중반에이르러서인생의새로운꿈과희망을보게된 K씨, 그리고그희망의시작에는학

점은행이함께하고있었다.KED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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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60년간한국의고등교육은괄목할수준으로양적으로크게성장했다. 학교수와학

생수의급격한양적팽창은고등교육이과거소수가받을수있는제한된교육기회 으나

이젠국민 중이모두혜택을받을수있는보편교육이되었음을보여주고있다. 그러나전

임교원1인당학생수나여성교원비율등주요교육여건지표는고등교육이개선할여지가

많이남아있으며, 스위스국제경 개발원(IMD: International Institute for Management

Development) 등의해외연구기관에서제시하는고등교육의성과로서여겨지는몇몇지표

들의경우우리가양적성장에서이젠질적성장으로고등교육을발전시켜야함을보여주고

있다. 이 에서는이러한한국교육의양적성장현황, 교육여건, 그리고성과에 한몇몇지

표와국제기관의평가에 한통계자료를살펴봄으로서고등교육의향후과제를살펴본다.

1. 고등교육기관의성장: 학교수, 학생수현황

과거60년간한국의고등교육은괄목할수준으로양적으로크게성장했다. 학교수와학

생수의급격한양적팽창은고등교육이과거소수가받을수있는제한된교육기회 으나

이젠국민 중이모두혜택을받을수있는보편교육이되었음을보여주고있다. 먼저일반

학교와전문 학의학교수현황을살펴보면<표1>과같다. 4년제일반 학교는1985년을

기점으로100개교를넘어섰으며, 그후 학설립조건완화정책과맞물려서계속적으로수

가증가하여2006년도현재175개교에이르고있다.1)  

설립유형을살펴보면이러한일반 학의증가추세는사립 학의꾸준한증가추세에의

한것으로보인다. 국공립 학의경우1995년에26개에서그이후2005년까지약십년간증

가없이동일하게유지되어오다가2006년에만한개 학이줄어25개교로나타나고있다.

그러나사립 학은1995년에105개교에서2006년에150개교로약43%가증가했다.

│통계로보는교육│

주요교육지표로살펴본고등교육의양적
성장과과제

1) 4년제일반 학교에는전문 학, 교육 학, 산업 학, 기술 학등이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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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전문 학의경우1964년5년제실업고등전문학교를시작으

로성장해왔다. 그이후1979년까지는초급 학과전문학교의이름

으로존재해왔으나그이후고등교육의수요의확 로인해전문

학이란이름하에전문직업인을양성하기위하여단기고등교육기관

으로발족되었다.2) 전문 학은1975년에101개에서꾸준히증가하여

2002년도에159개로해방이후가장많은수를보여주고있다. 그러

나2003년도에158개로감소한후꾸준히유지되어오다가올해6개

교가줄어들어서152개교로나타나고있다. 이는최근 학통폐합을

통해고등교육의무분별한양적인팽창을조절하고 학의질적개

선을추구하려는정부의정책이어느정도 향을준것으로보인다. 

전문 학의 학교수를 설립유형별로 살펴보면 사립전문 학은

2005년도에비해2006년도에5개교가감소했으며국공립전문 학

의경우2003년도이후매년1개교씩꾸준히감소하고있는것을알

수있다. 

일반 학교에재학하고있는재적학생수의경우도역시지속적으

로증가해왔다. <표2>를살펴보면, 1970년도에일반 학교재적학

생수가14만6천명으로나타나고있으나그이후20년만인1990년

도에100만명이넘어서고있다. 올해2006년도의경우약188만8천

여명으로서200만명에육박하고있는상황이다. 

한편국공, 사립별로재적학생수비율의변화과정을살펴보면국

공립일반 학에재학중인학생수의비율이매우낮음을알수있다.

국공립일반 학교에재적학생수의비율이과거동안30%를넘은적

이없으며점점그비율이줄어들어서2006년도에는21.4%에머무르

고있는것으로나타나고있다. 반면사립 학재적학생비율은지속

적으로증가하여2006년도현재78.6%에이르고있어서고등교육에

있어사립의비중이큰것으로나타나고있다.

전문 학의학생수는가장많은학교수를기록했던2002년도에

재적학생수가가장높게나타나고있다. 2002년도에약96만여명으

로거의100만명에가까운학생수를보여주고있으나, 역시그이후

에점차적으로감소하여2006년도에는81만여명에이르고있는것

으로나타나고있다. 

2. 고등교육의주요여건지표

이러한고등교육의양적인성장은그러나고등교육여건의내실화

의측면을살펴보았을때는여전히개선점이많은것을알수있다.

전문 학 일반 학

소계 국∙공립 사립 소계 국∙공립 사립

2006 152 13 139 175 25 150

2005 158 14 144 173 26 147

2004 158 15 143 171 26 145

2003 158 16 142 169 26 143

2002 159 16 143 163 26 137

2001 158 15 143 162 26 136

2000 158 16 142 161 26 135

1995 145 8 137 131 26 105

1990 117 16 101 107 24 83

1985 120 17 103 100 22 78

1980 128 36 92 85 20 65

1975 101 36 65 72 15 57

1970 65 26 39 71 15 56

<표1> 연도별전문 학과일반 학설립별학교수

구분

자료출처: 교육통계연보각해당년도.

(단위: 교)

2) 한국교육개발원발간, 2005년교육통계분석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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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학 일반 학

계 국립 공립 사립 전체 국립 공립 사립

2006 817,994 10,911 2,2642 784,441 1,888,436 383,267 21,989 1,483,180

2005 853,089 13,405 22,748 816,936 1,859,639 379,254 21,414 1,458,971

2004 897,589 14,721 24,026 858,842 1,836,649 376,413 20,939 1,439,297

2003 925,963 14,423 24,614 886,926 1,808,539 372,605 20,565 1,415,369

2002 963,129 14,225 24,620 924,284 1,771,738 366,900 20,399 1,384,439

2001 952,649 13,775 23,765 915,109 1,729,638 361,678 20,115 1,347,845

2000 913,273 15,302 22,029 875,942 1,665,398 352,733 19,345 1,293,320

1995 569,820 13,046 8,427 548,347 1,187,735 280,183 15,758 891,794

1990 323,825 26,959 - 296,866 1,040,166 249,026 5,722 758,418

1985 242,117 22,902 54 219,161 931,884 238,343 5,035 688,506

1980 165,051 22,886 3,995 138,170 402,979 112,502 2,184 288,293

1975 62,866 13,434 5,564 43,868 208,986 56,270 560 152,156

1970 33,483 4,637 9,746 19,100 146,414 35,393 645 110,376

<표2> 연도별고등교육기관학생수변화

구분

자료출처: 교육통계연보각해당년도.

전문 학 일반 학

학생수 교원수 교원1인당학생수 학생수 교원수 교원1인당학생수

1955 - - 78,649 2,420   32.5 

1960 - - - 92,930 3,439   27.0 

1965 23,159 890 26.0 105,643 4,732   22.3 

1970 33,483 1637 20.5 146,414 6,591   22.2 

1975 62,866 2748 22.9 208,986 8,575   24.4 

1980 165,051 5,488    30.1 402,979 14,458   27.9 

1985 242,117 5,369    45.1 931,884 20,128   46.3 

1990 323,825 6,139    52.7 1,040,166 25,337   41.1 

1995 569,820 8,426    67.6 1,187,735 33,938   35.0 

2000 913,273 11,707 78.0 1,665,398 41,943 39.7 

2001 952,649 11,897 80.1 1,729,668 43,309 39.9 

2002 963,129 12,156 79.2 1,751,339 44,177 39.6 

2003 925,963 11,974 77.3 1,808,539 45,272 39.9 

2004 897,589 11,872 75.6 1,836,649 47,005 39.1 

2005 853,089 12,027 70.9 1,886,639 49,200 38.3 

2006 817,994 11,712 69.8 1,888,436 51,696 36.5 

<표3> 일반 학과전문 학의교원수와교원1인당학생수의변화

구분

주: 교원은전임교원이상(시간강사수와조교수는제외). 자료출처: 교육통계연보, '64년이전자료는「한국의교육지표:

한국교육개발원, 1994. 12」를참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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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로보는교육│

먼저교육여건을 표적으로보여주는전임교원1인당학생수를살

펴보면다음<표3>과같다. 전임교원1인당학생수가전문 학의경

우1965년에26명에서2001년에80여명으로증가했다가다시감소

하여2006년도현재에는69.8명, 즉거의70명선에머무르고있다. 

한편일반 학의경우1985년에46명으로증가했다가점차감소

하여2006년현재36.5명에감소했다. 따라서전문 학이이처럼교

원1인당학생수지표가열악한것은전임교원충원율과도연관이있

어보인다. <표4>를보면전문 학의충원율이2006년도에59%로서

전년도의64.1%보다감소한것으로나타나고있다. 

상 적으로일반 학의전임교원1인당학생수가낮긴하지만여

전히36.5명으로서여전히매우높은현황으로나타나고있으며일반

학의전임교원충원율도78% 전후에서머물고있는것으로나타나

고있다. 

3. 고등교육의성과와한계

지금까지살펴본 로고등교육은양적으로크게신장했지만, 교

육여건지표는좀더개선의여지가많이남아있다. 그렇다면이러한

고등교육의양적성장과열악한여건속에서고등교육의성과는어

떠한지IMD에서제시하는고등교육관련지표를통해서살펴보면다

음과같다. 먼저고등교육의성과지표로서지난10년간의전문 학

과일반 학의취업률3)을보면IMF를거치면서1998년도에전문

학은66.3%, 일반 학은50.5%로서크게하락했다. 그러나그이후

로 점차적으로 상승하여 2006년도에는 일반 학이 67.3%, 그리고

전문 학은84.2%에이르고있다. 정규직취업률의경우에는2006

년도에전문 학은67.1%, 학은49.2%로산출되어전년도 비각

각1.9%p, 1.6%p 상승한것으로나타나고있어서약간개선된것으로

나타나고있다. 

2006년 2005년 2004년 2003년

정원 현원 충원율 정원 현원 충원율 정원 현원 충원율 정원 현원 충원률

20,103 11,857 59.0 18,769 12,028 64.1 19,661 11,872 60.4 20,170 11,974 59.4

국립 246 232 94.3 316 292 92.4 411 374 91.0 411 373 90.8

공립 500 366 73.2 492 359 73.0 502 357 71.1 528 364 68.9

사립 19,357 11,259 58.2 17,961 11,377 63.3 18,748 11,141 59.4 19,231 11,237 58.4

계 66,353 51,859 78.2 63,112 49,200 78.0 59,176 47,005 79.4 57,660 45,272 78.5

국립 13,290 12,839 96.6 12,845 12,471 97.1 13,017 11,974 92.0 12,328 11,414 92.6

공립 579 546 94.3 745 537 72.1 552 529 95.8 707 510 72.1

사립 52,484 38,474 73.3 49,522 36,192 73.1 45,607 34,502 75.7 44,625 33,348 74.7

<표4> 고등교육기관전임교원충원율

학교
급별

출처: 한국교육개발원교육통계DB.

설립
별

전문
학

학

▲
▲ ▲ ▲ ▲ ▲ ▲ ▲

▲ ▲

●●●●●●●
●●

●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90.0

70.0

50.0

30.0

75.5
66.3

68.1

79.4 81.0 80.7 79.7 77.2

61.8
50.5 51.3 58.0 56.7 60.7 59.2 56.4

65.0

83.7

취업률(%)

전문 학 학● ▲

84.2

67.3

3)  여기서제시되는취업율산출공식은[취업자수/(졸업자수-입 자수-진학자수)]×100 으로“순수”취업률로볼수있다. 만약취업율산출공식에서분모를졸업자수를그 로넣는다면취업률은더욱

하락하게된다.  

<그림1 > 최근10년간전문 학및 학교졸업자취업률변동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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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IMD에서제시하는고등교육과직∙간접적으로연관된성과

관련지표를살펴보면아래<표5>와같다.4) 표에서25~34세의고등

교육이수율을제외한나머지지표들은설문지표이며, 한국은객관

적인지표인고등교육이수율은세계4위로서높게나타나고있는반

면, 학의CEO들을 상으로한설문조사에서는순위가매우낮게

나타나고있다. 학교육이경쟁사회의요구에부합했는지의여부에

한문항은2006년도에10점만점에서4.29점밖에받지못해서세

계50위로나타나고있으며, 수준급엔지니어의공급여부역시점차

적으로순위가떨어져서2006년도에는설문점수4.73에세계54위

로2001년도이후로가장낮은점수와순위를보여주고있다. 

한편기업과 학간지식이전의충분한정도의경우도, 2006년도

에4.55의점수로세계32위로나타나고있다. 따라서고등교육이수

율이높게나타나서양적인고등교육의성장이이루어졌음을보여주

고는있지만, 학교육의질적인경쟁력과수준급엔지니어의공급

여부등질적인측면에서의고등교육의수준은매우뒤처져있음을

알수있다. 산학협동과연관이있는기업과 학간지식이전의정도

는상 적으로순위가32위로그나마좋은편으로나타나고있다(이

는아래<표6>의세계경제포럼에서의산학협력순위도높게나타나

는 걸로 보아서 한국에서 최근에 산학협력이 활발이 이루어져가고

있으며이에 한기업의만족도는상 적으로개선되고있음을보

여주고있다). 이는 한국고등교육의질적인측면에서의성장이필요

함을보여주고있다.

이처럼한국고등교육주요통계지표를보면양적인성장을거듭해

왔으나교육여건은열악하며성과역시더욱사회적요구에부합하

도록노력하는것이필요한것으로보인다. 취업률이꾸준하게유지

되는속에서일정정도고등교육의성과가유지되고있지만, 기업과

사회의만족도는낮은것으로나타나고있다. 따라서 학이교육의

질개선을위해서우수교원을더욱확보하여전임교원충원율을상

승시켜나가는것이필요할것이며기업이 학에요구하는바가무

엇인지를파악하고더욱훌륭한고급인재양성을위해노력하는것

이필요할것이다.KEDI

평가항목 0́0 0́1 0́2 0́3 0́4 0́5 0́6

25~34세인구의고등교육이수율(%) 13.7(7) 34.0(5) 35.0(6) 40.0(5) 39.5(5) 41.0(4) 47.0(4)

학교육(경쟁사회의요구에부합여부) 4.114(43) 3.52(47) 4.11(41) 3.55(57) 3.58(59) 4.00(52) 4.29(50)

수준급엔지니어의공급여부 - 6.11(36) 6.47(33) 5.796(49) 5.63(52) 6.09(45) 4.73(54)

기업과 학간지식이전의충분한정도 - 4.56(19) 4.84(17) 4.16(38) 4.04(42) 5.08(21) 4.55(32)

교육부문종합순위 34 32 31 18(30국중) 44 40 42

<표5> IMD 교육분야경쟁력세부항목별값과순위

주: 설문조사항목은10점만점이며, 괄호안은순위를의미함. 설문조사항목: 학교육(경쟁사회의요구에부합여

부), 수준급엔지니어의공급여부, 기업과 학간지식이전의충분한정도.

평가항목 0́2 0́3 0́4 0́5

산학협력(산학간공동연구등) 4.3(20) 4.3(18) 4.2(24) 4.8(10)

<표6> 세계경제포럼산학협력순위

주: 설문조사항목은7점만점이며, 괄호안은순위를의미함

4)  수준급엔지니어의공급여부도고등교육과연관된다고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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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음의트라이앵 에서살아남는법

이소연｜창원문성고등학교2학년, pruell@naver.com

│ ~한민국고딩칼럼│

2007학년도수능이얼마남지않은지금, 새로운교육

정책의출발선에선고2(예비고3)들은새로운입시체제

에 한부담감과막연함이뒤섞인복잡한심정이다. 뭔

가수능이라는것이다가온것같기는한데아직은잘모

르겠기도하고뭔가슬슬준비해야할듯싶기도하고, 상

위권아이들부터입시에그리큰관심이없던하위권아

이들까지 작년 입시요강을 뒤적여 보기도 하고, 컴퓨터

앞에서도단순한웹서핑이아닌정보검색을하며수험생

으로서의준비를하나하나씩갖춰나가기시작한다. 

2008학년도입시. 참말도많았고탈도많았던내신등

급제를도입하며시작부터예사롭지않았다. 내신, 수능,

논술어느것하나소홀히할수없는상황을두고죽음의

트라이앵 이라일컫기도했다. 물론‘언제는내신의비

중이크지않았고논술이안중요하더냐. 우리때에도충

분히힘들었다.’고말하는선배들의말도일리가있다. 그

만큼누구에게나부담이되고준비할것도많은입시이니

까. 언제나 힘들었고, 큰 사회적 이슈가 되며, 앞으로도

그럴것이기에.

그렇다면 새로워진 2008학년도 입시는 과연 무엇일

까? 앞서말했듯‘죽음의트라이앵 ’이라고불리어지는

내신, 수능, 논술이중심이되어이루어지는체계가2008

학년도입시의요체이다. 사교육비감소와공교육강화를

위한 내신 반 비율 증 , 등급제로 바뀐 수능, 상위권

학생의변별력을가리기위한논술. 겉보기에나쁘지않

다. 오히려이세가지요소는 한민국수험생에게꼭필

요한요소같이보인다. 완벽하다고까지생각되는이트리

오는무슨속사정이있기에그리많은태클을받아야할

까? 하나씩파헤쳐보자.

우선가장말이많은내신에 해서살펴보자. 내신은

고교과정을얼마나충실히잘이수했는지알수있는지

표가되는자료이다. 내신공부를잘하던모범생아이들

이 부분수능도잘친다. 여기까지는별문제가없다. 

하지만자세히보면뭔가제 로정의되지않은부분

이보인다. 그것은바로‘지표’. 이지표가객관적이지않

다는것이다. 전국의고교생이동시에치르는전국교육

청주관모의고사가아닌, 학교에서따로내는시험인만

큼당연히학교마다범위, 내용등에서차이가나는것은

어쩔수없다치더라도학교마다다른난이도때문에학

교별학력차이가생겨난다. 각학교의내로라하는전교1

등을모아놓아도모의고사점수를물으면차이가나면서

그학교의내신시험수준을알수있다. 같은전교1등이

라도470점 인아이가있고390점 가있는것이다. 이

는지방으로내려갈수록더심해지고있는추세이다. 



이는곧A학교전교50등하던아이가B학교로전학을

가전교1등을하는것과같은이치다. 가뜩이나중요해진

내신이라다들예민한데나보다성적이낮았던친구가전

학을가서내리1% 안에든다면속터질노릇이다. 최근

들어신도시, 비평준화지역, 미개발지역, 지방의중소도

시로전학수속을밟는아이들이늘어난것도학교내신에

한우려가크게작용한결과이다. 고교평준화는 한민

국에서이루어진지꽤시간이흘 지만실질적으로평준

화지역의학교도내신의완전평등상태를이룩하지못했

다. 그리고 또하나, 내신 시험문제의 질적 저하현상이

다. 다양한 사고력을 요구하는‘수능형 문제’가 내신에

등장하는빈도수가높아졌긴하지만정해진범위내에서

출제하는 내신 문제들은 한계가 있게 마련이다. 그래서

선생님들은소위말하는100점방지용문제, 틀리라고내

는문제, 이상한문제, 진짜치사한문제등정말엉뚱한

문제로상위권학생의변별력을가릴수밖에없다. 문맥

상같은뜻이고예전같으면정답으로당연히인정해주

었던문제들도교과서에제시된예문을토씨하나그 로

빠뜨리지않고쓰지않았다며오답처리하는다소억지스

러운채점방식까지등장했다. 

이는 진정한 학문을 추구하는 자세에서 오는 공부가

아닌내신점수만을 위한공부를 하게만드는 원인이된

다. 언어 역을칠때와학교문학시험을칠때느끼는감

정이다르다는학생들의말처럼. 단순암기의방법으로아

이들은길들여져만가고, 내신은최상위권이지만모의고

사성적은낮은, 실전수능에약한아이들이속속들이등

장한다. 

모순이다. 이 로가다간내신공부암기에치중하느라

정작심층적인수능은제 로소화해내지못하는심각한

학력저하현상을초래할수도있을것이다. 이런와중에

도내신은50%까지강화된다고하니[서울 기준] 아이

들은내신에필사적이고, 이들을또다시등급으로나눠야

하는선생님들은자연히질나쁘고치사한(?) 문제들을내

야하는악순환이반복된다. 

이같은학교별성적차이와내신문제의질적저하에

따른학력저하를막을수있는방법은여러가지가있을

수있겠지만학교군별내신산출방식과문제의난이도를

높이되내신형문제가아닌완전한수능형문제의출제를

생각해볼수있다. 

여기서 잠시 현 내신 교과과정의 내신시험에 수능형

문제가 자주출제되고 있는데 웬완전한 수능형문제의

출제냐, 라고한다면현내신에수능형문제들이출제되

고있고, 그비중이점점더커지고있긴하지만여전히

내신용문제들이모두사라지지않고변별력을가르는데

쓰이고있기때문에완전하고객관적인수능형제제로가

기위해완전한수능형문제의출제가필요하다고생각하

여적은것이니오해없기를바란다.

그럼학교군별내신이무엇인지부터알아보자. 학교

군별내신산출방법은전국모의고사평균점수가비슷한

주변의학교들(3~4개교정도가적당)군으로묶어, 각학

교해당과목의교사들이모여난이도높은수능형내신문

제를공동출제하는것이다. 비판력, 사고력, 창의력, 깊

은배경지식을요하는수능형문제는질나쁘고단순암기

식의내신문제와비교가되지않을만큼비교적변별력이

높다. 

이것은특정학교의특정학생들을위해특정한그학

교의몇몇교사들이낸문제가아닌, 3~4개의같은군에

속해있는모든학생을상 로각학교의여러교사가내

교육개발│2006 Autumn 95



는문제이니방 하고깊은지식의근원적핵심을물어

야많은수의학생을효과적으로변별할수있기때문에

따라서그만큼객관성도높다. 또한그시험을치르기위

해 준비하는 학습과정도 깊고 방 해 공부하는 과정이

심층학습이자수능공부와직결된다. 내신과수능의일

치라고할까. 이것은내가예시로제시한내신에 한해

결책이지만 이와 같은 식으로 내신과 수능의 일치효과

를볼수있는방법이실제로적용된다면‘내신, 못믿겠

다!’의발언은상당수줄어들것이다. 

그렇다면수능에 한현재상황은어떨까? 내신에

려상 적으로그의반 비율이줄어들었지만그렇다고

해서그의중요성이줄어든것은아니다. 수능이야말로

전국의 고교생을 비교적 가장 객관적인 기준으로 판별

할수있는잣 이기때문이다. 수능이없었다면어떻게

수많은 한민국고교생, 재수생, 반수생을변별할것이

며, 각 학의신입생입학조건을충족시키는수험생을

만들것인가? 

생각만해도깜깜하다. 비록수능이사교육을부채질

하고지방과수도권사이의격차를키운다는비난을받

고있기는하지만적어도같은날같은시각에같은내용

의시험을친다는기회를제공하는것은무시할수없는

기회균등의실현이다. 

단편적인내신교과시험에시달리던학생들에겐심층

적학습을할수있게해주는중심점이요, 타지역학생들

과동일한학습선상을유지할수있는목표점이자기준

인것이다. 이런수능의성질로말미암아내신점수는높

지못해도모의고사, 수능점수가높은아이가진짜공부

잘하는아이로통했고, 사실도그러했다. 하지만등급제

가 도입되면서 수능의 변별력이 떨어졌다는 이의가 제

기되었고 이는 사교육비 감소라는 그럴듯한 미명 아래

수능비율감소→내신비율강화로이어지는결과를부르

게되었다.

곰곰이따져보자. 왜등급제도입이수능의변별력저

하를가져온다고하는것일까? 과거등급제도입이전의

선배들은1, 2점이 학의당락을좌우하여엄청난입시

스트레스로무척힘든나날들을보냈다고한다. 이와반

로등급제가도입되면서100점맞은아이나96점받은

아이가같은1등급으로같은취급을받게되자100점과

96점을구별할수있는무언가가사라졌다며변별력저

하라는이름으로수능을더욱옥죄었다. 하지만정말등

급제가 변별력을 떨어뜨린 것일까? 100점 맞은 아이와

96점맞은아이를구분해낼수있는방법이전혀없는

것일까? 절 아니다!

우선 1등급의 기준인 4%를 생각해 보자. 한민국

4%, 결코많은수가아니다. 상위권 학에지원하는아

이들로가득차있어별변동없는구역이자들어가기도

어려운구역이기도하다. 범위가미리정해져있다. 등급

에의해지켜지는견고한경계를가지고있다. 

반 로, 점수 별로지원가능했던현고3이전세

들은 점수 별로 나뉘어져 정확한 합격당락의 경계는

없고단지 략몇점이상이면안정권이라는잠정적인

결말만존재했다. 적당히점수를받고가고싶은 학에

지원한다. 적어도그들은자신이원하는 학에지원서

라도넣을수있다. 하지만지금현고2들은학교측에서

요구하는등급수를맞춰야한다. 그등급안에들지못하

면아예지원조차할수없다. 이것이얼마전서울 가

발표한2008학년도입시요강에나와있던수능의자격

고시화이다. 수능이당락에직접적인 향은주지않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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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이젠정문에우람한문지기가되어미리부터걸러내고

있는것이다. 내부로의진입이허락되었던과거세 와달

리출입부터금지당하는현세 와어느쪽이더힘든길

을걸어야하는지는말하지않아도뻔하다. 

1등급=꿈의궁전을위한입장권으로통하게되면서1

등급을받기위한경쟁에불이더붙는다. 입장권이없으

면안에들어가보는것은고사하고 문한번두드리지

못하고돌아서야하기에더욱필사적일수밖에없다. 더

구나많은상위권학교들이참고하는서울 의입시정책

(수능의 자격고시화)이 아닌가. 나머지인 서울 명문 들

도수능의자격고시화를채택할확률이높다. 서울 뿐만

아니라서울 를목표로하지않는다른지원자들도수능

준비에필사적인이러한모습이과연학력저하현상을일

으킬것같은가?

그런데이와중에이젠내신의반 률을더크게높이

겠단다. 40퍼센트, 50퍼센트……. 변별력이낮은내신이

공교육의정상화와사교육비절감이라는미명의타이틀

아래 집중조명 되고 있다. 엄청난 모순이 아닐 수 없다.

내신이강화된다하더라도그내신에 하여학교에서가

르쳐줄수있는것은한계가있기때문에, 나머지모자란

부분은사교육에의존할수밖에없고, 이는결국내신을

잘받기위한과외며학원이며더욱많은돈들이사교육

의장으로빠져나가게되는원천이된다. 

힘들어지는것은학생들뿐이다. 수능과내신의이중고

를겪는셈이니까. 수능의변별력강화는사실상떨어지

지않았고모자란부분에서는논술에서그힘을얻을수

있다. 이시점에내신강화는웬일? 당장내신반 률을줄

이고수능반 률을높여야한다. 그길이변별력을더살

리고사교육을줄이는길이다. 

이제수능에 한이야기를잠시접고, 논술에 해이

야기해보자. 4% 1등급학생을가리는마지막코드, 논술

말이다. 비판적사고력과창의력문제해결능력신장, 상

위권변별력을위한논술고사의취지는정말흠잡을것

없이완벽하다. 그리고꼭필요하기도하다. 등급제로끌

어올려진 1등급들을 가르는 기준은 논술이 가장 유력하

니까. 게다가논술준비과정중교과과정에서쉽게접할

수없었던더깊고심층적인지식을공부할수도있다.

문제는논술에있는것이아니다. 현고교교육과정중

논술교육제도가미비하고, 학생들에게논술을지도해줄

수있는인력이극히부족하다는사실이문제가되는것

이다. 논술의이점과그중요성은인식하고있으나학과

과정에포함되어뒷받침되지않으니개인적으로준비하

기에막막한게수험생심정이다보니논술전문학원으

로몰리는것이다. 

그나마학원을가거나과외를받는다면상팔자다. 논

술, 논술하고많이들떠들어 니뭔가해야할것같기는

같은데준비방법을잘모르거나지방에살아학원의혜택

을받지못하고, 조금혼자서해보려하다가도옆에서끌

어주는사람이없어막막한심정에막연히3학년때하지

뭐……하고포기하는학생이 부분이니말이다. 

그와중에서도신문을읽고, 사설, 칼럼을정리하고있

는몇몇학생이있기도있다. 하지만이들도역시답답하

긴마찬가지. 다음방향을지시해주는사람이없어자신

이지금올바로가고있는건지내가한이요약은핵심을

정확히꿰뚫고있는지잘모르겠고, 어려운시사용어, 각

종전문용어도제 로이해가되지않는상태에서억지로

한문이가득한신문을읽으며(현중고생들은과거와달리

한자세 가아니다) 과연그들은‘나는논술을정말완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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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착실히준비해나가고있다’라고당당히말할수있

을까. 강화된내신을따라가기도바쁜하루일과에논술

은 벅차게 느껴지는 무거운 짐이라고 말하는 학생들이

부분이다.

논술은단지혼자사설을정리하고칼럼을읽고독서

를많이하는것에는한계가분명히존재한다. 무작정혼

자하는것이아닌전문가의조언, 첨삭, 정기적인토론,

비판적사고함양등이요구되는‘종합적인’학문이기때

문. 그러나학교측에서는인력난과재정난으로이런것

들은엄두도못내고, 학생은답답하기만하다. 그답답

함을해소하기위해자문을구하기도하지만결국돌아

오는답변은‘너만논술때문에불안한것이아니다. 다

들불안하다’라는남도다그러니괜찮다, 라는안일한

빈말밖에없다. 학원이라도다닐까하지만논술의기본

인생각하는힘을길러주기는커녕 쓰는기법만가르

쳐주고모범답안을제시하며미리부터사고의틀을제

한시켜버린다. 이도저도없다. 방법은가르쳐주지않는

데강화만시킨다. 불안한아이들의마음에확신을심어

주고체계적인교육을실시해야할때다.

우선, 중고교교육과정내에논술과정을필수로집

어넣어야한다. 명목상논술시간이고 충자습으로때

우는 시간이 아닌 충분한 시간을 확보한 상태에서—금

요일쯤이나일주일에한번쯤은야자를하지않고그시

간을 활용하면 좋을 듯 하다—그 시간을 토론논술시간

으로정하여정기적인토론을열리게한다. 

소수의학생에게만적용되는것이아닌, 논술이필요

한모든학생들에게제공될수있어야한다. 다양한의견

교환을할수있고학생이직접 을써볼수있는기회

를가질수있게해주어야하며그에따른개인별첨삭

도필수다. 학생들은자신이무엇에약하고잘못을자주

저지르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전문가의 꼼꼼한 첨삭은

많은도움이되기때문이다. 

물론재정이부족하고인력이부족하지만논술교육에

한 지원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게 하여 학교에서의

논술교육이반드시이루어져야한다. 이것이공교육이

학생에게해줄수있는최고의논술교육이다. 이러한학

교의뒷받침이있은후에각개인별로독서를한다거나

칼럼을분석한다던가사설, 신문을읽고생각을정리하

는과정이필요한것이다. 

굳이돈들여가며외부강사를들일필요도없다. 약간

의 연수과정만 거치면 완벽한 논술 선생님으로 변신할

수 있는 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선생님들이 많기 때문

이다. 언어, 사회계열선생님들은인문, 사회논술을, 수

학, 과학선생님은자연계논술을, 어선생님은구술.

심층면접을담당할수있다. 충분히할수있으나단지

실행을 하지 않았을 뿐이다. 학교주도의 논술교육만이

사교육을 감소시키고 학생들의 불안함을 해소시키는,

넓은교육의기회를제공하는장이될수있다. 

내가생각하는내신, 수능, 논술에 한현상과문제

점, 그리고그에 한해결책은바로이것들이다. 어렵게

느껴지는이세가지도살아숨쉬는공교육과학생의유

속에 학입시를위한부담스러운복병이아니라전

략으로바뀔수있다는사실을숙지하고열심히노력한

다면, 모두자신이원하는바를성취할수있을것이라

의심치않는다. 새로이바뀐첫입시체제의2008학년도

전국의고2학생들모두첫스타트를멋지게끊고저하

늘높이비상하자! 현실은항상이겨낼수있는시련만을

주기에.KED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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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정책과관련한정보및자료를종합적이고체계적으로제공하는교육
정책포털사이트-교육정책정보센터! 
교육연구개발연계체제사업의하나로지금문을새롭게활짝엽니다. 
올바른교육정책을추구하는교육정책정보센터에서 한민국교육정책의
미래로들어오십시오.

한민국교육정책의
큰문이열립니다!

www.edpolicy.net

Center For Educational Policy Information  

다양하고엄선된정책정보를검색하고원문을보실수있도록연결해드립니다

교육정책과관련된자료들을통합검색시스템을통해누구나손쉽게활용할수있습니다.

교육현안에 한전문적분석정보를제공하고국내외동향들을소개합니다

교육현안및정책연구결과, 동향등에 한분석정보를제공함으로써교육문제, 

교육정책에 한이해∙판단∙연구∙결정에도움을드립니다.

교육쟁점에 한토론의장이펼쳐집니다

교육현안에 한각계전문가의견해와여론조사결과를소개합니다. 

또한교육쟁점에 해깊이있게토론할수있는장을제공함으로써

교육공동체적관심을유도하고 안적아이디어를찾을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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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무역전시관

주최 주관


	표지
	발행인 칼럼-무한경쟁 시대와 고등교육의 도전
	Contents-목차
	인터뷰-김영식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사무총장
	Project-특별기획-대학교육 혁신을 위한 노력
	우리 대학의 현황과 과제_강상진
	대학의 강의평가에 대한 소고-백순근
	왜 국립대학의 법인화인가?-곽창신
	OECD의 고등교육 질 관리

	기획르포-세계 100대 대학 진입을 위한 한국대학들의 노력
	World Education
	영국-World Education
	중국-World Education
	일본-World Education
	독일-World Education
	인도-World Education
	스웨덴-World Education

	KEDI 연구보고서 소개-학교폭력 실태의 이해와 진단
	학교 밖 학교-교육의 오래된 미래?
	튀는 학교-무학년제 학생자율선택형 보충학습을 통한 공교육 활성화
	학점은행 기관소개-직장인이 대학에 다니지 않고 학위 취득하기
	통계로 본 우리교육-주요 교육지표로 살펴본 고등교육의 양적 성장과 과제
	고딩칼럼-죽음의 트라이앵글에서 살아남는 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