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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발 간 사

계적으로 초등교육이 일반화, 보편화되면서 중등교육에 대한 

요구와 관심이 날로 증폭되고 있다. 중등교육은 직업 기술 교

육을 통해 경제 성장과 사회의 발전을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인식되

고 있으며 적극적이고 생산적인 민주시민을 양성하는데 큰 기여를 

함으로써 사회의 민주화와 현대화에도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로 

평가 받고 있다. 

  이러한 중등교육의 역할로 인해 세계적으로 국가의 중등교육 체계

를 현대화하고 개편해야 한다는 압력이 증대되고 있다. 그런데 최근 

수 십 년간 개발도상국들을 대상으로 중등교육의 향상을 위한 많은 

노력이 집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중등교육이 제대로 실현되지 못함

으로 말미암아 많은 국가들이 여전히 경제 성장과 빈곤 퇴치에 어려

움을 겪고 있다. 이에 세계은행은 2005년에 발간한 『젊은이들을 위

한 기회 확대 및 역량 강화: 중등교육의 새로운 아젠다』(원명: 

Expanding Opportunities and Building Competencies for Young 

People:A New Agenda for Secondary Education) 라는 정책보고

서를 통해 세계화 및 지식기반 경제사회의 다양한 사회경제적인 도

전들을 분석하고 각국의 중등교육이 어떻게 적절히 대응하고 발전해

야 하는지에 대한 지침과 정책들을 제안하고 있다. 

  한국교육개발원에서는 세계적으로 보편화된 양질의 중등교육을 제



공하기 위한 국가와 국제기구의 치밀한 지원과 노력이 얼마나 중요

한지 다시 조명하고 이를 향한 다양한 이슈와 과제에 대하여 국내적

인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뜻에서 「세계화와 중등교육

의 새로운 아젠다」라는 제목으로 본 보고서의 한국어판을 출판하였

다. 그동안 본 보고서의 한국어 번역판을 출판하도록 협조하여 준 세

계은행과 번역 및 출간을 위해 수고해 준 한국교육개발원의 국제협

력팀 곽재석 박사와 이선옥, 김경희, 박혜영 선생에게 감사의 말을 

전한다.

한국교육개발원

원장 고 형 일



우

한국어판 발간에 즈음하여

리는 지난 반세기 동안 서구나 일본에 비하여 적어도 한 세기 

가량 늦게 시작한 근대화․산업화를 성공적으로 완성하고 사회 

전반의 민주화를 달성하는 등 압축적인 성장 발전을 이룩해 왔다. 초

중등 교육의 보편화에 따른 양질의 인적자원 양성 공급이 그 원천이

었음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지식과 기술 그리고 이를 체화한 인적자원의 양과 질이 번영과 발

전의 기본 동력이 되는 이른바 지식기반 사회를 맞이하여 세계 어느 

나라에서나 인류 역사상 유례가 없을 정도로 국민들의 교육에 거는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자라나는 세대의 관점에서 보면 양질의 교육

기회를 가진다는 것은 날로 불확실성이 커지는 글로벌 경제체제에서 

미래의 성공여부를 가름하는 확실한 투자에 다름 아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이제 초등교육은 국민이면 누구나 받아야 하는 기초권리로 

인식되고 있으며, UN에서도 지난 2000년 ‘밀레니엄 개발 목표

(MDG)’의 하나로 ‘만인을 위한 교육(EFA)’을 제시함으로써 초등교육

의 보편화가 사회 경제 발전을 위한 초석임을 확인하고 있다.

반면, 아직도 많은 나라에서 중등교육은 그 중요성이나 국가적 책

무에 대해 초등교육만큼의 공감대가 이루어져 있지 않은 실정이다. 



한 사회의 유지 발전에 필요한 민주시민을 육성하고, 경제주체로서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전수하며, 고급인력 양성을 위한 기반을 제공

하는 중간단계의 학습 통로로서 중등 교육은 새로운 세기를 맞아 그 

중요성이 더해지고 있다. 동시에 초등교육과 고등-평생교육 및 노동

시장을 연결하는 가교로서 다양한 요구에 부응해야 하는 데에 따른 

정체성의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 우리를 포함한 많은 나라에서 중등

교육은 더 이상 종국교육(terminal education)이 아니라 지식 기술의 

주기적인 갱신을 위한 평생학습능력 특히 “학습을 위한 학습능력”에 

대한 전수, 습득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초기교육(initial training)

의 성격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세계은행이 발간한 ‘젊은이들을 위한 기회 확대 및 역량 강화: 중

등교육의 새로운 아젠다’(원명: Expanding Opportunities and Bu- 

ilding Competencies for Young People: a New Agenda for Se- 

condary Education)는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중등교육이 당면한 핵

심 정책 이슈들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무엇보다 두 가지 핵심 

과제 즉, 중등교육에의 접근성(Access) 확대 그리고 중등교육의 질과 

적합성(Quality and Relevance) 제고를 위한 근본적인 혁신방안들을 

교육과정, 교원, 교원의 질 관리, 재정 정부의 역할 등의 다양한 분야

에서 면밀히 다루고 있다.

이 보고서는 세계 각국의 다양한 사례와 풍부한 데이터를 제공함

으로써 중등교육에 대한 우리의 안목을 넓혀 줄뿐만 아니라 우리교

육에 대한 자신감을 회복하고 한 단계 더 나은 진전을 위한 활발한 

정책적 논의에 많은 보탬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



자라나는 졂은 세대들에게 절실한 중등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정책

적 대응 방안을 제시한 본 보고서의 한국어판 발행에 도움을 준 

Ernesto Cuadra와 Juan Moreno 등 저자들과 한국교육개발원에 감

사를 드린다.

대한민국 교육인적자원부

차관보 김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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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서  문
늘날 지식과 기능은 고소득과 생산적인 미래를 위한 필수 요

소로서 더욱 큰 역할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세계 여러 지역

의 젊은이들은 무직상태로 활기를 잃고 있으며 HIV/AIDS, 약물남용, 

기타 빈곤에 의한 약탈 행위로 고통당하고 있다. 급속히 변화하는 세

계 환경에 맞추어 개발도상국들에 대한 중등교육 범위의 확대를 연구

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이 보고서에서 명확히 제시하고 있듯이, 중등

교육은 일부 운 좋은 사람들만이 중등교육 진학 기회를 갖고, 그로 

인해 꿈을 실현하며, 상위 교육으로 진학하게 되는 정예주의(elitism)

에서 탈피해 모든 사람들이 초등교육을 지나 중등교육의 영역으로 진

입할 수 있고, 이를 통해 대학과 인력시장에서 환영받을 수 있도록 

뚜렷한 가능성을 가진 평등주의로 변화해야 한다.   

역사적으로 중등교육은 이전의 경시되던 시기에서 벗어나 개발도상

국들의 아젠다 위로 새롭게 회귀하였다. 교육 제도의 취약한 연결 고

리였던 시대에서 벗어나, 교육의 변화 과정의 초석으로 떠오르고 있

는 것이다. 월드뱅크는 지난 20년간 동안에 초등교육이나 고등교육에 

비해 중등교육 정책에 대한 관심이 부족했음을 인정하는 바, 모든 교

육 단계 사이의 중요한 연결 고리가 되는 중등교육에 새로이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오랜 기간 동안 중등교육은 초등교육의 보편화가 이루어진 중간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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득 국가에서만 우선적으로 고려되었다. 이러한 장기적인 경향에서 근

본적인 전환이 발생한 시기는 교육 전략의 중심이 초등교육에서부터 

중등학교 저학년까지를 포함하는 기초교육의 개념으로 옮겨진 1995

년부터이다. 저소득 국가와 일부 중간 소득 국가들에서 이러한 변화

는 2015년 달성을 목표로 한 밀레니엄개발목표(Millennium Develo- 

pment Goals, MDGs) 운동의 일환인 모든 이를 위한 교육(Education 

for All, EFA)을 달성하려는 노력과 수반되었다. 이로 인해 중등교육

의 접근성에서는 중대한 변화가 초래되었다. 고등교육 진학을 위한 

소수 정예의 과정이라기보다는 기초 초등교육의 강화이자 필수적 연

장 단계로 여겨지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중등교육은 고유의 임무를 맡게 되었다. 중등교육이 생활을 

개선시킬 수 있는 변화의 능력을 고려할 때 전 세계 젊은이들을 위해 

초등교육만으로는 더 이상 충분하지 않다는 데는 의심의 여지가 없

다. 그들이 교육을 최대한 활용하고 사회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기술

력과 학문 및 생활 기술을 획득하게 해주는 중등교육이 반드시 필요

하다.

중등교육은 초등교육과 고등교육 또는 인력 시장을 연결해주는 간

선도로이다. 서로 다른 목적지를 연결해주고, 젊은이들을 인생에서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인도하는 중등교육의 역량은 매우 중요하다. 

중등교육은 교육의 달성도나 기회의 확대를 억제하는 방해물이 될 수

도 있고, 또는 학생의 발전을 위한 개방 통로가 될 수도 있다.  

중등교육은 또한 학생들의 개인 건강 증진과 HIV 감염 예방을 돕

는데 효과가 있다. 기초교육을 수료한 아프리카의 젊은이들에게서 

HIV/AIDS에 대한 위험이 감소했다는 설득력 있는 증거들이 발견되고 

있으며, 이는 특히 중등교육을 마친 집단에서 더욱 확실한 것으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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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나고 있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사회적 백신의 근원인 중등교육은 

아프리카의 많은 국가들에서 HIV/AIDS로 인한 교사 사망률과 결근률

이 증가함에 따라 그 체계 자체가 파괴되고 있다. 따라서 교육을 보

장하는 데에는 현직 교원들에 대한 보호와 함께 중등교육을 받고 있

으며 장래에 교사가 될 현재의 젊은 세대 모두를 보호하기 위한 특별

한 노력에 대한 요구가 내포되어 있다. 

젊은이들에게 양질의 중등교육을 제공함으로써 그들에게는 더욱 많

은 기회들과 목표들이 생기게 된다. 뿐만 아니라 다양한 인구 집단들 

사이에는 관용과 신뢰가 형성되는데 이들, 교양 있는 시민은 단결되

고 개방된 사회를 형성하고 유지하기 위해 필수적이다. 중등교육은 

오늘날의 젊은이들을 시민 사회의 일원으로 양성시키는 것과 더불어 

그들이 위험하고 반사회적인 행위에 관여될 가능성을 감소시켜 주기

도 한다. 이러한 효과는 중등교육의 사회에 대한 중요한 혜택 중의 

하나이다. 

성취와 성공을 달성하기가 항상 어려운 세계화된 개발 사회에서 젊

은이들을 기초 교육에서 중등교육을 통해 고등교육이나 그 이상의 교

육으로 이끌어 주며, 또한 경제 성장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역동적인 

교육을 제공하는 것은, 남학생과 여학생에게 공평하게 적용되기만 한

다면, 국가가 행할 수 있는 최상의 투자임이 분명하다. 이에 대한 도

전은 두 부분으로 나뉜다. 첫째는 모든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중등교

육의 기회를 확대시키는 것이고, 둘째는 이와 동시에 중등교육의 질

과 적합성을 개선시키는 것이다. 

의무 중등교육 기간에 대한 자금은 정부에서 지원될 것으로 예상되

긴 하지만, 의무 교육 이후 기간에 대한 재정 조성을 위해서는 가정

과 사회 또한 더욱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만 한다. 이와 함께 다각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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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쌍방 파트너들의 공동 노력에 의해 보완되는 민관협력은 대중 중

등교육을 위한 비용부담을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이 보고서, 젊은이들을 위한 기회 확대와 역량 강화: 중등교육의 

새로운 아젠다는 정책 결정자들을 위해 증거에 기반을 둔 “시험을 거

친 진실한” 정책 방식을 설명하고 있다. 제시된 결론들과 제안들을 

통해 개발도상국들과 과도기 경제국들이 성공적인 초등교육의 확대에

서 발생한 요구들과 세계화에 의해 나타난 사회·경제적 도전들, 그리

고 급속도로 진행되는 지식 기반 경제에 대해 그들의 중등교육 체계

를 적응시키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 

Jean-Louis Sarbib

수석 부사장(Senior Vice President)

인간개발네트워크(Human Development Network)

세계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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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요약 (Executive Summary)

등교육에 대한 요구는 최소한 세 가지 요인들이 합쳐지면서 전 세계

적으로 치솟고 있는 중이다. 첫째, 많은 국가들이 초등교육의 보편화

를 달성하면서 교육에 대한 요구가 더 상위의 교육 단계로 이동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중등교육에 대한 개인과 가정의 열망이 전 세계적으로 증폭되고 

있다. 둘째, 많은 국가들, 특히 개발도상국들에 있는 역사상 전례 없는 대규

모의 젊은 층 집단은 미래에 변화를 가져올 것임이 분명하다. 많은 사람들이 

전 세계적 위험이라고 인식하는 것들을 전 세계적 기회로 전환시키는 방법

은 양질의 중등교육을 통해 젊은이들의 가치, 소질, 기술을 강화시키고 이용

하며, 이를 통해 이들이 지역사회를 위한 적극적이고 생산적인 시민이 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다. 셋째, 국가 경제가 초등학교나 질이 낮은 중등학교 

프로그램만으로는 개발될 수 없는 역량, 지식, 직업 기술 등을 갖춘 정교한 

인력을 차츰 더 많이 필요로 하고 있다. 다시 말해 양질의 중등교육을 공급

하는 것이 사회 및 경제 발전의 기회와 혜택을 증진시키는 중요한 수단으로 

여겨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모든 이유들로 인해 중등교육은 세계적으로 증가 중인 정책 논쟁

과 분석의 중심에 서게 되었다. 이 논쟁은 중등교육의 접근성 증대와 그 질

과 적합성의 개선이라는 두 가지 도전들에 응답할 필요성으로 압축되기에 

이른다. 과거 수십 년간 전 세계적으로 제안되고 시행된 교육 개혁들은 대부

분 의무 중등교육이나 후기 의무(postcompulsory) 중등교육 단계에 집중되

어 왔다. 이러한 중등교육의 핵심은 앞으로 당분간 유지될 것이며, 또한 더

욱 강화될 것임이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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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수십 년간의 개혁을 통해 나온 한 가지 성과는 중등교육이 전체 교육

체계의 구조 내에서 파트너를 바꾸게 된 점이다. 애초에 중등교육은 고등교

육과 결합되어 탄생하게 되었으며 한 쌍을 이루고 있었다. 중등교육의 교육

과정, 교수 방법, 법적 구조, 교원의 임용, 선발, 지위, 학생 배경 등이 고등교

육과 동일했던 것이다. 그러나 지난 40년의 역사에서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

기 시작했다.

• 중등교육이 초등교육이나 기초교육과 더욱 밀접하게 한 쌍을 이루게 

되었다. 

• 중등교육 교육과정의 특수성이 약화되었으며, 교육과정이 초등교육

에 더 밀접한 방식으로 전개되고 있다.  

• 중등학교 교원들이 초등학교 교원들과 같은 방식으로 훈련을 받고 

임용되는 경향이 있다. 이는 중등교육에 대한 참여율이 증가하면서 

교수 방법이 통합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모든 것들은 교육 민주화의 직접적인 결과들이다. 중동 및 북

부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빈곤한 국가들은 “모

든 이를 위한 교육(Education for All, EFA)”을 위한 시도가 가장 필요한 

지역이다. 이로 인해 이미 압박을 받고 있는 이들 국가 재정의 환경에서 

공공 예산에 대한 압력이 더욱 증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세계화로 인해 경제 발전의 원동력으로서 지식의 중요성이 증대되었

고, 따라서 직장에서는 과학기술의 변화에 대한 기술 편향적 성격이 강

조되게 되었다. 취업 또는 추가 학습을 위해 잘 준비된 졸업생들을 배출

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국가의 중등교육 체계를 현대화하고 개편해야 한

다는 압력이 고조되고 있다. 이와 동시에 민주화의 실현으로 인해 지역

사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가치, 자질, 기술을 갖춘 시민에 대한 

요구도 증대되었다. 바로 이런 점에서 중등교육은 학생들을 적극적인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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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이 되도록 준비시켜야 할 중추적인 역할을 맡고 있다.  

중등교육은 경제 성장과 사회 자본의 형성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초

등교육 및 고등교육에 대해서도 큰 기여를 한다. 중등교육은 정규 교육 

단계들 사이의 접합점인 동시에 교육과 인력 시장 사이의 접합점 상에 

있다. 따라서 중등교육은 학생들의 진보를 위한 통로가 될 수도 있고, 또

는 균등한 교육 기회의 확대를 방해하는 주요 병목이 될 수도 있다. 실

제로 초등교육과 중등교육, 중등교육과 고등교육 사이의 관계를 어떻게 

구체화하는지에 따라 국가 교육 체계의 역할, 특징, 우선순위 등이 결정

된다. EFA 정책이 사실상 중학교 교육을 기초 의무 교육의 범위에 속하

게 하는 반면에, 고등교육으로의 진학 자격을 갖춘 중등학교 졸업생들의 

수를 증가시킬 필요성이 강조되면서 전통적인 고등학교의 진학 예비 기

능이 부활되거나 심지어는 강화되고 있다. 따라서 중등교육에 대한 정책 

선정은, 특히 저소득 국가들의 경우,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 서로 확연히 

구분된다. 중등교육의 양면성과 정치적 중의성, 복잡성은 교육 체계가 확

대되면서 더욱 극명해지고 있다. 

중등교육에서의 도전양상은 국가에 따라 다르다. 최근 수십 년간 개발

도상국들을 대상으로 많은 노력을 기울인데도 불구하고, 이들 국가들에

서 중등교육은 여전히 교육 달성도의 확대를 방해하는 병목 지점으로 남

아 있다. 또한 대부분의 국가들에서는 양질의 중등교육에 대한 접근성의 

불공정성이 인간 개발, 경제 성장, 빈곤 퇴치의 주요 장벽이 되고 있다. 

부유한 국가들과 가난한 국가들을 비교해 볼 때, 초등교육 수료율의 격

차는 감소된 데 반해 중등교육을 받은 인구 비율의 격차는 지난 40년에 

걸쳐 오히려 확대되어 왔다. 

사하라 이남의 아프리카 국가들과 기타 저소득 국가들은 커다란 도전

에 직면해 있다. 이들 국가들은 기초 교육을 요구하는 국민들이 증가하

고 있는 현실에 대처하는 한편, 2015년까지는 학령기에 있는 아동들에게 

양질의 기초 교육을 제공해야 할 목표로 인해 분투할 것으로 보인다.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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욱이 이 지역의 국가들은 에이즈의 확산으로 인해 교원 인력과 전반적인 

교육 구조가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다. 남아시아 지역의 국가

들은 아직 한창 급격한 인구 증가를 겪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초등

학교 재학률의 확대에서 비교적 성공을 거두었으며, 이로 인해 중등교육

의 확대에 대한 요구도 증가하는 중에 있다. 이 지역의 국가들은 특히 

대다수의 여아들과 빈곤층이 아직 중등교육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는 사실로 인해 압력을 받고 있다.   

중간소득 국가들과 과도기 국가들, 특히 동부 유럽, 라틴아메리카, 동

아시아 지역에 있는 국가들은 이미 높은 수준의 중등교육 진학률을 달성

했다. 따라서 이들 국가들의 주요 도전은 이제 질과 적합성, 효율성을 증

진시킴으로써 그들의 교육 체계를 개방된 민주국가들과 일치시키고, 점

차 세계화되고 있는 경제 상황 속에서 빠르게 변화하는 요구들에 응답하

는 것이다. 

본 보고서의 목적 및 취지
본 보고서의 목적은 개발도상국들과 과도기 경제국들이 성공적인 초등

교육의 확대로 인해 발생한 요구들과 세계화 및 지식 기반 경제에 의해 

대두된 사회경제적인 도전들에 대해 그들의 중등교육 체계를 적절히 대

응시킬 수 있도록 도움이 되는 정책 방식들을 제안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내용들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세계은행은 이제야 비로소 중등

교육 관련 정책 보고서를 발간하게 되었다. 사실 중등교육에 대한 분석 

작업을 개선시킬 필요성은 오랫동안 감지되어 왔다. 그러나 과거에는 주

로 초등교육과 고등교육에 한해서 막대한 관심을 기울여 온 것이 사실이

며, 이제야 중등교육이라는 잃어버린 연결 고리에 대해 언급할 시기와 기

회에 도달하게 되었다. 1999년도 세계은행의 교육 분야 전략(Education 

Sector Strategy)은 이미 중등교육 특유의 이슈들을 검토할 필요성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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께 한층 더 총체적인 교육개념을 반영하고 있었다. 그 후 2005년판 개정 

전략안에서는 범분야적인 접근 방식을 선택하고 국가 맥락 속으로 교육

을 통합시킬 필요성을 재확인했다. 

본 보고서의 작성은 포괄적인 자문 과정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특히 6

명의 다국적 고위 중등교육 전문가들로 구성된 외부 자문단이 많은 도움

을 주었다. 세계 전 지역에서 근무 중인 세계은행 직원들과 기타 국제기

구의 동료들, 그리고 교육부 관계자들이 특별 회의에 참가해 주었으며, 

문서에 의한 의견 교환을 통해 도움을 주었다. 이와 같은 자문 과정은 

전반적인 문헌 검토 및 배경 보고서의 위임에 의해 진행되었고, 이를 통

해 보고서의 작성에 필요한 방대한 정보 기반이 구축되었다. 

본 보고서는 21세기의 중등교육이 직면하고 있는 주요 이슈들을 세계

적 경험을 토대로 분석하고, 중등교육 체계를 개혁하거나 확대시키기 위

한 의사 결정가들의 노력에 도움을 주고자 정책적 틀을 제시하고 있다. 

이를 위해 특히 다음과 같은 6가지 주요 취지들에 관심을 기울였다. 

1. 중등교육은 고유의 임무를 수행해 왔다. 이로 인해 교육의 최종 목적지인 

동시에 진학 예비 과정이며, 의무교육인 동시에 의무 이후 교육이고, 획

일적인 동시에 다양화된 정책 특징들을 지니게 되었다(제 1장과 2장).

• 전 세계에 있는 젊은이들이 미래사회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이제 초

등교육만으로는 더 이상 충분하지 않다. 중등교육은 학생들이 지식 

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특정한 역량 및 기술들을 제공

한다. 또한 신뢰 및 관용에 관련된 개인 특성을 강화시켜 줌으로써 

사회통합과 시민 참여에도 결정적으로 기여하며, 따라서 젊은이들이 

적극적인 사회 구성원이 되도록 보장한다.

• 교육과 관련한 국제연합의 밀레니엄개발목표(United Nations Mille- 

nnium Developments Goals, MDGs)는 기초 이후 교육이나 의무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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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중등교육에 대해 체계적인 정책을 시행할 때만 달성될 수 있다. 

실제로 중등교육의 확대로 말미암아 학생들에게 초등교육을 이수해

야 할 충분한 동기가 부여될 수 있다. 또한 교육 기간의 연장에 의

해 막대한 사회적 혜택이 창출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중등교육에 

대한 여성의 참여율이 증가하면 유아 사망률이 급속히 감소하는 긍

정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다. 

• 중등교육은 젊은이들의 정보처리능력을 증진시켜 주고 장기적인 행

동 변화를 유도함으로써 HIV/AIDS의 영향을 받는 국가들이 이를 예

방하는 데 특별한 역할을 수행한다.  

• 양질의 중등교육에 대한 요구는 모든 국가들에서 증가하고 있다. 그

러나 중등교육의 개혁을 위한 정치적 합의는 중등교육 분야의 후원

단체 및 지지층이 존재하지 않거나 불충분한 이유로 인해 도달하기

가 쉽지 않다. 

2. 접근성을 공정하게 확대하는 한편 적합성을 보장하기 위해 질을 개선

시키는 것은 전 세계 중등교육이 안고 있는 두 가지 주요 도전들이다

(제 3장과 4장). 

• 오늘날 개발도상국들은 선진 공업 국가들이 과거 자신들과 비슷한 

소득 수준을 가졌던 시기에 비해 훨씬 더 많은 자금을 중등교육에 

투자하고 있다. 그러나 접근성 및 질과 관련하여 볼 때, 부유한 국가

들과 가난한 국가들 간의 격차는 계속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 과거 초등교육의 접근성 확대에 사용된 공식을 오늘날의 중등교육에 

적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중등교육에 대한 접근성은 교육 서비스

의 제공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 및 질 또는 적합성에 대한 검토가 동

시에 수행되지 않고서는 향상될 수 없다. 더욱이 접근성의 확대는 

초등학교나 중학교에서 높은 유급률과 자퇴율 같은 심각한 비효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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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현저히 감소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 중등교육의 확대를 위한 최상의 단일 공식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

서 점점 더 이질적이 되어가는 학생 집단들을 대상으로 한 다양하고 

동시적인 전략이 필요하다. 

• 빠르고 지속 가능한 중등교육의 확대를 이룩한 국가들에서 중등교육

의 민주화를 위한 투자는 초등교육만을 수료한 성인 인구를 위한 

“특별 지원” 정책으로 이어지고 있다. 

• 빠르고 광범위한 중등교육의 확대를 위해서는 질에 있어서 희생을 

감수해야 한다는 인식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계획의 시행 시에 질에 

관한 이슈를 반드시 고려해야만 한다. 증가하는 개인의 요구에 대한 

다양한 제도적 대응책들을 기초로 하는 질의 문제는 모든 국가의 중

등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장기적인 도전으로 부상하고 있다.  

• 교육과 경제 성장과의 관련성에 대한 증거는 양질의 교육에 대한 접

근성을 균형 있게 확대시켜야 할 중요성을 일깨워 준다. 우선적으로 

보편적인 기초 초등교육의 접근성과 질을 보장하는 것이 고려되어야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중등교육과 고등교육을 확대시키기 위한 동

시적이고 점증적인 노력 또한 수반되어야 한다. 

• 검증되지 않고 불균형적인 중등교육의 확대는 사회적, 성적, 인종적 

불균형을 악화시킬 수 있다. 중등교육 정책의 주요 목표는 빈곤, 인

종, 성별, 그리고 기타 관련 요소들로 인해 소외되었던 사회 계층을 

상대로 양질의 중등교육에 대한 접근성을 증진시키는 것이다. 

3. 지식 사회의 진전과 함께 점차 변화하는 직업 유형들로 인해 교과과정 

지식의 선별, 구성, 배열 방식에서도 근본적으로 새로운 접근 방식들이 

출현하고 있다(제 5장).

• 중등학교를 졸업한 인력의 상대적 공급과 임금 수준은 국가마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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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지만, 기능 지향적 과학기술의 변화를 반영하는 숙련된 인력에 대

한 요구는 어디서나 증가하고 있다. 

• 21세기의 교육과정 중심의 중등교육 개혁에서는 전통적인 일반-직업 

교육의 구분을 능가하고 초월하는 기술 및 역량들이 우선시되고 있

다. 일반교육 및 직업교육 교과목들의 경계는 변화하거나 희미해지

고 있으며, 과거에는 명확하게 설정되어있던 직업 중등교육과 일반 

중등교육 사이의 구분이 점차 시대성을 잃어가고 있다. 

• 현재 중등학교에서 가르치고 있는 내용과 국가, 기업, 개인들이 경쟁

력을 갖추기 위해 필요한 지식 및 기술 사이에는 괴리가 있다. 따라

서 새로운 교과 내용 및 지식 유형들이 사회적, 경제적으로 중요해

지게 되었으며, 이들은 현재 중등교육의 교과과정을 선점하기 위해 

경쟁 중이다. 현 시점에서의 도전 과제는 광범위한 영역에 퍼져있는 

중등교육 교과과정의 과부화 현상을 악화시키지 않으면서 교과과정

을 강화시킬 수 있는 최상의 대안책을 마련하는 것이다.  

• 정보통신기술(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 ICTs)은 

양질의 중등교육에 대한 접근성을 확대시키기 위한 새로운 통로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는 또한 교육과정 개혁 및 혁신을 위한 장치로

도 사용될 수 있다. 그러나 국가 내외적으로 심각한 디지털 양극화

(digital divide)가 발생하면서 새로운 형태의 불공정성이 유발되기도 

한다. 

4. 자격이 있고 동기를 지닌 중등학교 교원들은 중등교육 개혁의 성공을 

위해 필수적이다(제 6장).

• 지식 사회의 학생들이 실제적으로 필요로 하는 학습 내용 및 역량, 

기술 등과 사범대를 졸업하고 예비 교사 교육을 받은 중등학교 교원

들의 교수 기술 사이에는 심각한 불균형이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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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수한 교원을 배출하기 위한 저비용의 지름길은 없다. 중등학교 교

원을 양성하기 위한 예비 교사 교육도 여전히 중요하지만, 핵심 교

수 및 전문가 기술을 함양하는 데 있어서는 초임 교사들을 대상으로 

학교 기반의 훈련 및 멘토링을 실시하는 것이 전통적인 예비 교사 

교육에 비해 더 효율적이며 비용도 덜 드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예

비 교사 교육과 학교 중심의 현장 교육이 조화를 이룬 새로운 방식

을 실험해 봄으로써 교원 연수 정책에서 바람직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 교원 부족현상은 중등교육의 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중등교육

의 접근성 확대에도 장애가 될 수 있다. 이와 관련된 도전은 AIDS 

발병률이 높은 국가들에서 더욱 심각한데, 많은 교원들이 AIDS로 인

해 희생되고 있기 때문이다.  

• 우수한 교원들을 유인하고 보존하기 위해서는 광범위한 인센티브 정

책이 고안되어야 하는데, 이는 특히 많은 경력 있는 교원들을 부유

한 국가들로 빼앗기고 있는 국가들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이러한 정

책에는 전문성 개발 이슈와 교원 배치 및 교실 규모에 대한 정책, 

책무 체계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5. 중등교육의 접근성 확대와 질의 강화에 필요한 막대한 재정을 감당하

기 위해서는 다양한 재정 공급처 및 효율성 강화의 수단들이 고려되어

야 한다(제 7장).

• 많은 개발도상국들은 중등교육의 접근성 확대와 질의 개선을 위한 

재정적 부담을 전적으로 책임지는 데 있어 심각한 문제들에 직면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국가들은 비용분담 전략을 정착시키고, 수요

자 측의 재정 메커니즘을 통해 공급자 측에 대한 개입을 보완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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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무 중등교육 기간에 필요한 막대한 재정은 정부가 책임 질 것으로 

기대되지만, 의무 이후 교육 기간의 재정에 대해서는 가정과 지역사

회 또한 더욱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야만 한다. 이런 점에서 민관

협력은 대중 중등교육을 가능케 하는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다. 

• 임금이나 장학금과 같은 수요자 측의 재정 메커니즘은 때때로 빈곤

층 가정과 소수 인종 사회의 자녀들을 중등학교로 유인하고 보존할 

수 있는 유일한 최선 방안이 되기도 한다. 이와 같은 재정 메커니즘

은 특히 여학생에 대한 교육을 촉진하는 데 성공적인 것으로 판명되

고 있다. 

• 지난 20년 동안 중등교육 진학률의 확대에 성공한 국가들은 3단계의 

교육 체계들에 대한 학생 일인당 공공지출의 비율이 균형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평균적으로 볼 때 중등학교 학생에 대한 비

용은 초등학교 학생에 대한 비용보다 불과 1.4배가량 높았으며, 고등

교육의 학생 일인당 비용은 중등학교의 학생 일인당 비용의 약 3배

에 불과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그다지 성공적이지 못한 국가들에

서는 각각의 비율이 2.6배와 9배로 나타났다. 

• 개발도상국들에서 공공 및 민간 분야의 자원을 동원하기 위한 시도

들은 다각적인 쌍방 파트너 간의 충분한 재정적 기여를 통해 보강될 

필요가 있다. 또한 AIDS 예방이 중등교육에 미치는 잠재적 영향을 

고려해 볼 때 HIV/AIDS 교육을 위한 다각적인 투자를 통해서도 이

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6. 양질의 중등교육 제공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정부 개입 및 공공 관리 전

략에 대한 전통적 방식들을 개혁시킬 필요가 있다(제 8장).

• 바람직한 교육성과를 얻기 위해서는 중등학교들이 젊은 청소년들을 

컨베이어 벨트위에 놓고 한 교사에게서 다음 교사에게로 전달시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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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하루에 6시간 이상씩을 연결성 없는 수업들에 몰두시키는 “교육 

생산의 공장 모형”에서 탈피해야만 한다. 이러한 형태와는 동떨어진 

교수 및 학습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등학교의 운영에 맡겨진 실제

적인 임무이다. 

• 과거에는 정부의 역할을 제한했던 경제적, 정치적 상황들에서 중대한 

변화가 발생함에 따라 중등교육의 제공을 위한 국가 및 지역사회, 

시장의 상호작용 방식에서도 새로운 변화가 생겨났다. 이 변화들이 

중등교육에 대한 국가의 역할을 감소시킨 것은 아니다. 오히려 그와 

반대로 정부는 중등교육의 제공에 있어 형평성과 질을 보증하고, 교

육의 제공을 주도 및 감시, 지원해야 할 주도적 역할을 맡도록 한층 

더 요구 받고 있다.         

• 명확하고 달성 가능한 목표와 투명한 인센티브제도, 그리고 책무 메

커니즘은 중등교육의 제공을 촉진하는 데 도움을 준다. 과거의 규정

적인 메커니즘과는 달리 새로운 메커니즘은 오히려 목표들을 설정하

기도 하고, 길잡이가 되기도 한다.

중등교육 지원에 대한 세계은행의 참여
지난 20년 동안 세계은행은 초등교육이나 고등교육의 전략에 비해 중

등교육의 전략에 대해서는 비교적 적은 관심을 기울여 왔다. 오히려 중등

교육은 중간소득 국가들 중에서 초등교육의 보편화를 달성한 국가들에서

만 우선적으로 고려되는 것으로 여겨졌다. 이러한 오랜 경향이 결정적으

로 변화된 때는 전략의 중심이 초등교육에서 대부분의 경우 중학교 과정

을 포함하는 기초교육으로 옮겨진 1995년도이다. 저소득 국가들과 일부 

중간소득 국가들에서 이러한 변화는 밀레니엄개발목표의 하나인 모든 이

를 위한 교육(Education for All)을 달성하고자 하는 시도와 동반되었다. 

전략의 중심이 이동하자 중등교육에 대한 대출 순위와 관행에서도 중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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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변화가 발생했다. 중등교육이 엘리트 계층의 고등교육 진학을 위한 예

비 과정이라기보다는 기초 초등교육의 확장이자 강화로 비춰지게 된 것

이다. 

1990년대 중반 이후로 일반 중등교육에 대한 대출 비율은 몇 가지 요

인들로 인해 급속히 증가하게 되었다. 첫 번째 요인은 초등교육의 이수율

이 향상되면서 중등교육에 대한 요구가 증가한 데 기인한다. 두 번째 요

인은, 특히 저소득 국가들에서 두드러지는데, 중등교육에 공평하고 지속 

가능한 재원을 공급하기 위한 도전과 관련된다. 이는 또한 중, 고등학교

에서 증가하는 요구에 대처하기 위해 새로운 구조 및 규정을 설계할 것

을 수반한다. 세 번째는 과학기술의 신속한 변화로 직장 환경이 변화하고 

경쟁력의 향상에 대한 압력이 증대되면서 새로운 인력 시장의 요구들이 

출현하였으며, 이에 따라 경제 및 사회 발전에 대한 중등교육의 역할이 

재평가되었기 때문이다. 마지막 요인은 다국적 AIDS 프로그램(Multi- 

Country AIDS Program, MAP)과 교육 대출을 통해 HIV/AIDS 예방에 대

한 중등교육의 잠재적 역할을 강화시키려는 노력과 결부된다. 

중등교육에 대한 세계은행 지원사업의 주요 범위는 6가지 범주로 구분

될 수 있다(세계은행 2004b).

(a) 교육 MDGs 및 EFA 정책의 진행 결과로 나타나고 있는 수요의 증

가를 흡수하고 접근성을 확대시킬 것.

(b) 빈곤을 경감시키고 형평성을 촉진할 것.

(c) 접근성과 관련하여 성 형평성을 지원할 것.

(d) 질적인 향상에 주의를 기울일 것.

(e) 물리적 설비들을 복구할 것.

(f) 중등교육의 효율성과 운영을 개선시킬 것.

중등교육 관련 프로젝트에 대한 세계은행의 지원(부록 J의 표 J.1)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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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국가들의 경우 상대적으로 저조한 성과를 거두어 왔다. 평가 결과 

이러한 결과의 원인은 시행 능력에 비해 과도한 프로젝트들의 복잡성과 

사회 및 인력시장의 요구나 증가하는 경상비용에 대한 부주의 때문인 것

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결점들이 시사하는 바는 특수한 국가 상황에 맞게 

전략들을 조화시켜야 하며, 국가 차원의 분석 작업을 강화시켜야 한다는 

점이다. 1990년대의 중등교육 프로젝트에서 얻은 교훈은 시행 능력, 그리

고 현실적인 계획 및 개입 과정에 대해 비상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사실이었다(세계은행 2004b).

앞으로의 세계은행 지원사업의 방향
향후 중등교육에 대한 세계은행의 지원 사업은 대출, 시범 프로그램에 

대한 재정적 지원, 분석 작업, 전 세계적 연계 촉진, 프로그램 및 프로젝

트에 대한 체계적 평가와 같은 활동들이 서로 긴밀히 연결되고 보완되면

서 시행되어야 한다. 세계은행은 보편화된 양질의 초등 및 기초교육을 제

공하기 위해 지속적인 지원을 하는 것과 더불어 양질의 중등교육 확대와 

중등교육의 민주화를 위한 지원도 증진시켜야 한다. 또한 앞으로 대출 활

동은 국가 경제 및 사회 제도가 지향하는 방향을 충분히 이해하기 위해 

국가 정황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과 자문 절차를 토대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사례는 아프리카에서 찾아볼 수 있다. 세계은행은 아프리카 국

가들 및 기타 기부 단체들과 아프리카중등교육안(Secondary Education in 

Africa Initiative, SEIA)을 위해 협력 중에 있다. 이 다년간에 걸친

(2002-06) 연구는 아프리카 지역의 중등교육에 대한 논쟁에 기여하는 한

편, 접근성의 증진과 질의 강화를 위해 지속 가능한 국가적 전략을 개발 

중에 있는 국가들을 돕기 위해 고안되었다. (SEIA 웹 사이트 참조, 

www.worldbank.org/afr/seia.) 향후 주의를 기울여야 할 주요 분석 및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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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영역은 다음과 같다. 

• 인력 시장의 제도와 중등학교들 간의 제도적 결합. 특히 학교에서 직

장으로의 이행에 대한 이슈와 청년 고용에 대해 특별한 관심을 기울

일 것.

• 중등교육의 확대 및 질의 개선이 특정 국가의 생산성이나 신기술의 

도입에 미치는 영향. 

• 중등교육의 병목 성격과, 이것이 개발도상국들의 교육 제공 및 수료

에 미치는 영향.

• 효율성, 유효성, 조직 및 운영과 관련된 중등교육 체계의 특성들에 

대한 벤치마킹.

• 젊은이들의 교육적 열망과 요구. 중등교육과 젊은이들과의 관련성을 

강화하고, 이들이 중등교육을 지속적으로 받고 수료하도록 유인하는 

데 주의를 기울일 것.

본 보고서의 구조
본 보고서의 제 1장에서는 중등교육의 역사적 배경을 설명하고, 특정

한 사회문화 및 경제적 상황이 중등교육의 정의와 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며, 중등교육의 정책적 역설을 강조하고 있다. 제 2장에서는 중등

교육의 직접적 혜택과 외부효과(externality)를 검토하고 있다. 제 3장에

서는 개발도상국들이 중등교육의 질과 적합성을 향상시키는 데서 직면하

는 도전들의 중대성을 설명하고 있다. 제 4장에서는 도전들에 대한 국가

별 대응 방식을 결정짓는 주요 사회경제적 요소들을 규명하기 위해 도움

이 되는 분석적 틀을 제시하고 있다. 제 5장에서는 접근성의 확대와 질의 

개선이라는 중등교육의 양대 도전에 대한 대응책으로서 교육과정 지식의 

선별, 구조, 배치 방식을 새롭게 하고, 감시 및 평가 정책의 역할을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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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킬 것을 제안하고 있다. 제 6장에서는 교원 연수 및 전문성 개발, 임용, 

배치 등과 관련된 이슈들과 함께 교직에 대한 견해를 재조명하고 있다. 

또한 중등교육에 대한 정보통신기술(ICTs) 활용의 잠재적 위험성 및 가

능성을 논의하고 있다. 제 7장에서는 중등교육의 재정이 초등교육이나 

고등교육의 재정 문제와는 다소 다른 특성을 갖는다는 사실에 집중하는 

동시에, 중등교육에 대한 재정을 강화하고 그 지속 가능성을 높일 수 있

는 방안들을 연구하고 있다. 제 8장에서는 관리의 이슈를 다루고 있는데, 

특히 양대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중앙(중앙 정부 또는 지방 정부)과 지방

(지방자치단체 및 학교)과의 관계가 어떻게 정의되고 있는지를 분석하는 

한편, 효율적인 중등학교들의 주요 구조적 성격들을 검토하고 있다. 마지

막으로 에필로그에서는 중등교육의 접근성을 확대하고 질을 개선시켜야 

하는 과업에는 정책 및 제도적 관습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이 요구된다는 

점을 논하고 있다. 변화 없이 해결하려 드는 것은 결코 양대 도전들을 효

과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이 될 수 없다. 부록에서는 중등교육에 대한 추가 

자료들을 수록하였으며, 선별된 토픽들에 대해 더욱 세부적으로 다루었

다. 또한 중등교육 지원에 대한 세계은행의 참여를 보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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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DS        

CEL         

EdStats  

EFA

EMIS

FIDE

FTI

GDP

GER

GPI

HIV

HSEP

IAEP

IALS

IBE

ICT

IIEP

IRI

LEP

MDGs

후천성 면역결핍증

의무교육법 (중국)

교육통계

모든 이를 위한 교육

교육 운영정보 시스템

완전 투자 주도 경제

속성안

국내총생산

총재학률

성 평등성 지수

인체 면역 결핍 바이러스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

국제 교육발전도 평가

국제 성인문해조사

국제교육국

정보통신기술

국제 교육기획 연구소

쌍방향 라디오 학습

지역 교육 협력 

밀레니엄개발목표

약어 및 데이터 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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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EP

NGO

NRC

OECD

OED

PCK

PIDE

PISA

SBM

SGB

SMC

TIMSS

TVET

UIS

UNESCO   

국가 학업성취도 평가

비정부기구

국립 연구협의회

경제협력개발기구

운영평가부 (세계은행)

교수내용지식

부분 투자 주도 경제

OECD 학업성취도 국제비교연구

단위학교책임경영

학교 이사회

학교 운영 위원회

수학과학성취도 국제비교연구

기술·직업 교육 및 훈련

유네스코 통계 연구소

국제연합 교육과학문화기구

     

보고서에서 사용한 교육 관련 용어는 OECD의 일반적인 정의를 따랐

다. 기초 교육은 6년 기간의 초등교육 및 3~4년 기간의 중학교 교육으로 

구성된다. 중등교육은 보통 중학교(일반적으로 3~4년의 기간) 및 고등학

교(일반적으로 2~4년의 기간)의 2주기로 구분된다. 더 자세한 내용은 제 

2장의 중등교육의 선택적 구조 모형에서 다루고 있다. 

모든 달러(dollar)는 다른 표시가 없는 한 US 달러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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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등교육 : 취약한 연결 고리에서 

초석이 되기까지

중등교육 제도는 국가의 발전 수준이나 교육의 확대와 같은 요인보다

도 시대적 상황이나 역사적 전통-특히 식민 정책의 유산-으로 인해 더욱 

달라진다... 말하자면 교육과정의 전체적인 개요는... 국가적 차원의 경제 

발전이나 정치적 힘, 교육 발전 정도보다 세계사적 상황과 그 역사 속에

서 국가가 차지하고 있는 위치 등에 의해 더욱 크게 영향을 받는다.   

-D. Kamens, J. Meyer, and A. Benavot (1996), 138

오늘날 전 세계 국가들이 직면하고 있는 주요 도전중의 하나는 자국의 

젊은이들을 능동적인 시민으로 만들어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직업 환경 

가운데서 자신의 일거리를 스스로 찾고 자신의 전 생애에 일어나는 모든 

변화에 대해 대처하고 반응하도록 준비시키는 것이다. 국가는 이러한 도

전에 대해 국가의 역량과 장기적인 발전 목표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대응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중등교육은 특별한 의미를 지니게 된

다. 이 장(章)에서는 중등교육의 역사적 발전을 설명하고 국가의 사회문

화적, 경제적 현실이 중등교육에 대한 정의와 조직 구조에 있어 어떠한 

차이를 초래하는지 검토해 봄과 동시에 중등교육 분야에서 제기되는 정

책 역설(policy paradox)에 대해 집중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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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적 배경
중등교육의 역사적 배경은 이 보고서를 분석하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틀을 제시하고 있다. 그 어떤 다른 요인보다도 역사적 양식이 중등교육과

정의 세계적 분화를 잘 설명해 준다(Kamens, Meyer, and Benavot 1996). 

이러한 역사적 힘의 영향은 중등교육의 모델과 제도적 구조, 교육과정을 

형성하는데 지속적으로 작용한다.

역사적으로 선진국의 중등교육은 상위교육을 위한 보조수단이었으며, 

이러한 관계는 교육정책, 교육 공급자 선정, 교육과정의 제정, 교원 채용

과 양성, 평가, 인증, 증명 등에 영향을 끼쳐왔다. 반면 개발도상국가의 

중등교육은 교육 분야에서 도외시 되었다. 오히려 많은 국가들에게 부유

한 엘리트 권력층은 고등교육에 상당한 투자와 관심을 지속적으로 집중

시켜왔다. 1970년대부터 시작된 초등교육의 확대에 대한 국제 선진 사회

의 관심으로 개발도상국 정부는 초등교육 과정에 막대한 투자를 하였다. 

초등교육과 고등교육의 연결 고리로서의 중등교육의 잠재적 역할에도 불

구하고 중등교육은 사람들의 관심에서 많이 소외되어 왔다(Bloom 2003).

지나치게 단순화하여 설명하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선진국과 그들의 

식민지에서 이루어진 공교육 체계는 먼저 교육의 상위 과정부터 시작하

여 점차 하위 과정을 구성하여 왔다고 말할 수 있다. 그 교육 체계는 다

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되었다. 먼저, 12세기부터 시작된 대학설립; 다음

으로 15세기부터 16세기까지 지속된 중등학교 설립; 마지막으로 19세기

를 훨씬 넘어 시작된 공립 초등학교의 설립이다. 따라서 역사적으로 중등

교육은 대학 교육을 위한 봉사 과정, 즉 상위과정의 학습을 위해 학생을 

준비시키는 역할을 하였었다. 그에 따라 중등교육의 교과과정은 대학의 

강의 언어인 라틴어 수업을 기초로 형성되었다. 이것은 많은 나라에서 중

등학교의 초기 명칭이 문법학교(grammar school), 김나지움(Gymnasium)

(독일, 오스트리아, 그 외 중동부 유럽의 몇 개 국가에서 현재도 사용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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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음), 라틴어 학교(escuela de latinidad)라고 불렸던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다. 후대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중등교육은 근대 민족국가의 관리

계급 양성을 위한 주요 수단으로 인식되면서 자기만의 독특한 분야로 떠

오르기 시작했다. 새로운 중등학교체계는 프랑스 혁명과 19세기 전반에 

세계적으로 발생한 시민혁명(부르주아 혁명)과 더불어 그 형태를 갖추기 

시작했다. (영국의 경우은 다소 다른 점이 있으나 역시 중등학교는 신흥 

산업 중산층의 양성과 연계되어 있었다.) 이미 19세기 말경에 이르러서는 

학습과정의 최종 단계로서의 성격과 학문 중심적 과정, 직업 과정, 그리

고 일반 과정으로 구성되는 선택적인 학제가 존재하는 현대식 중등학교

의 형태를 갖추게 되었다.  

20세기에 와서 미국과 소련은 교육에 대한 접근성과 보편성을 강조하

는 대중 체계 수립을 목적으로 한 중등교육 모델을 발달시켰다. 1945년 

후부터는, 종합중등학교라 명명된 중등학교가 북부 유럽에서 시작하여 

남부 유럽까지 확산되기 시작했다. 종합중등학교의 모든 학생은 공통 교

육과정을 기본으로 하여 단일 기관에서 중등교육을 받았으며 선택과목에 

따라 편성될 수 있었다. 이것은 학업 능력이나 중등교육 진학 선택에 의

해 학생들이 배치되고 분류되는 것과는 대조를 이룬다. 한편 이 시기 동

부 유럽에서는 중등교육에 대한 직업적 접근이 급속도로 발전하였다.

1960년대와 1970년대에 와서는, 중등교육은 사실상 고등교육보다 초

등교육에 더욱 연관되어 있었다. 의무 교육의 확대에 따라 기초교육은 통

상 중학교 교육(lower secondary education)을 포함하는 것이 되었다. 기

초교육의 기간뿐만 아니라 개념에서 변화가 발생했으며1) 평균 교육 기간

의 연장은 국가의 중요 목표이자 성공적인 교육 혁신을 위한 수단으로서 

간주되었다. 기타 많은 국가들도 과거의 접근 제한적이고 엘리트주의적

이었던 중등교육을 기초교육 개념에 포함시키는 등 교육의 확장과 확대

를 진행시켜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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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중등교육 확산 모형
20세기 초의 신경제 출현으로 소규모 과학자 및 기술자 집단, 대규모 

관료 및 공무원 인구,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숙련되고 교육받은 

인력에 대한 요구가 증가되었다. 1900년 미국에서는 교육을 통하여 일반 

사무원, 상점 점원, 심지어 농부까지 더욱 생산적으로 만들 수 있다는 개

념이 출현했다(Goldin 2001). 이러한 개념은 물적 자원에서 인적 자원으

로의 전환을 인정하는 교육정책의 변화를 촉진시켰다. 

Goldin(2001)은 유사한 확산이 유럽에서 발생하기 40~50년(2세대) 전

에 이미 미국에서 이루어진 중등교육의 괄목할 만한 확산은 유럽의 전통 

중등교육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난 모형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이 미국의 

모델은 다음과 같은 다양한 장점을 포함하고 있었다. 공공 재원과 설비,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교육 체계(학생들에 대한 조기 전문화 교육이나 학

문적 분류 등이 없이 포괄적인 형태의 교육 체계), 학문적이며 또한 동시

에 실용적인 교과과정, 재정적 독립을 이룬 다수의 소규모 학군, 학교와 

학교 기금에 대한 비종교적 관리 등이 그것이다.

그러나 당시 미국의 중등교육의 확산 모델이 가지고 있었던 위와 같은 

장점이 오히려 교육을 진보시키기보다 후퇴시켰다고 비난받기도 한다. 

이러한 주장은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교육 논쟁의 핵을 이루고 있다. 

중등교육을 위한 공공 기금과 설비는 불충분한 것으로 드러났고 그 결과 

민간 교육 공급자들에 대한 지불보증제도(vouchers)와 공공 기금 지원 제

도가 시작되었다. 학생의 능력에 따른 조기 편성이 없는 개방적이고 포용

적인 교육 체계가 당시에는 평등주의적이고 비엘리트주의적이라고 인식

되었으나 현재의 일부 사람들은 오히려 기준과 책무성이 결여되었다고 

보고 있다. 또한 대중을 위한 일반교육과 학문교육이 사회적 유연성은 향

상시켰으나 현실에 있어서는 오히려 많은 사람들을 낙오시켰으며 이로 

인해 1980년대부터 불평등성을 지속적으로 악화시켰다고도 한다. 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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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을 끌어 모으기 위해 경쟁하는) 재정적으로 독립된 작은 학군으로 

분권화시킨 제도는 한때 교육에 대한 투자를 촉진시켰으나 현재는 그로 

인해 심각한 재정 불평등을 초래하게 되었다. 

중등교육 확산의 유럽식 유형
미국과 확연한 대조를 보이는 유럽 국가에서는 초등교육의 일반과, 무

상 의무 교육화가 실현된 후 중등교육이 모든 사람에게 개방되기까지는 

반세기 가량의 시간이 소요되었다. 1945년 당시 프랑스, 아일랜드, 스페

인과 같은 국가에서 중등교육 대상 연령군의 진학률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스웨덴, 영국과 같은 국가에서는 진학률이 다소 높게 나타났다 

할지라도 여전히 50% 미만이었다. 중등교육은 엘리트주의적 이었고 고급 

수준의 교육으로서 인식되었다. 그러한 교육체계에서 중등교육의 주요 

역할은 대학 진학을 위한 졸업생 교육이었으며 2차적으로는 고위 관리를 

양성하는 것이었으므로 졸업생의 취업률은 고려 대상이 되지 못했다. 

세계 2차 대전 직후, 유럽의 국가들은 그들이 인적자원의 개발에 있어 

미국보다 뒤처져 있음을 인식하기 시작했다. 세계무대에서 한층 강화된 

미국의 주도적 역할은 유럽의 교육 정책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을 더욱 

증가시켰다. 당시 유럽에서 시행되고 있었던 11+ 시험과 같은 학생 선발 

방식에 대해 심각한 의문이 제기되었으며 그 시험 제도의 신빙성과 시험

에 대한 대중의 신뢰도가 감소하기 시작했다. 민주화에 대한 강한 사회적 

열망은 노동시장에까지 영향을 미쳤고, 그 결과 발생한 노동시장의 요구

는 일부 계층에만 제한되어 있는 엘리트주의적인 중등학교로 인해 그 어

떤 나라도 지탱할 수 없는 인재의 손실이 초래되고 있다는 것이 분명해 

졌다. 이러한 자각으로 인해 북유럽의 국가에서부터 시작하여 프랑스와 

영국을 거쳐 이태리, 포르투갈과 스페인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지역에

서 중등교육의 근본적인 개혁이 이루어졌다.

1980년대에 이르러 종합중등학교 모델(comprehensive model)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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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판이 확산되자 영국과 유럽의 종합중등학교에 대한 정치적인 평가절하

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종합학교로의 개혁은 단순히 관념적이며 교육에 

대한 국가의 지나친 간섭을 야기하는 것으로 인식되기 시작했다. 또한 종

합중등학교의 포용적인 성격으로 인해 전반적인 학력 수준의 저하, 엘리

트 관리 기능의 대학 위임, 철저히 보호되어 있던 기존 교육계의 독점권

에 대한 침해 등이 발생할 것이라고 생각되었다. 한편 진보론자들은 종합

중등학교가 과목 선택 제도와 같은 내부 체계를 통해 학생을 선발하는 

것에 대해 이 내부체계가 불평등을 재양산하는 경향이 있다고 비판하였

다. 일부 유럽 국가에서 공립 중등교육에 대한 대안으로 사립 엘리트 대

체교육이 강화되는 경향이 나타나게 되었는데, 이런 경향은 특히 대체교

육 기관이 공공 재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되자 더욱 강화되었다. 또한 젊

은이들의 교육과 고용 전망에 대한 높은 기대에 반하여, 중등교육은 학생

들의 이러한 기대를 실현시킬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위험이 크게 감지되

었다. 1980년대 후반 대부분의 유럽 국가에서 청년 실업사태가 발생하자 

이 견해의 지지자들은 논쟁을 강하게 제기했다. 비평가들 또한 고등교육

의 극심한 분열과 계급화, 특정 과목에 대한 수강을 제한하는 것 등에 대

해 종합학교를 비판했다. 

중등교육 확산의 아시아 유형
1945년부터 동아시아에서는 초, 중등 교육에 대한 지대한 관심이 생겨

났고, 그 결과 이에 대한 막대한 공적 투자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Mundle(1998)은 일본, 한국, 싱가폴, 타이완과 같은 선진 경제가 교육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교육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채택한 정책에 대

해 논하고 있다. 이들 국가들이 시행한 정책 중 한 가지는 먼저 1인당 소

득이 약 $8,000(1992년 환율기준)에 도달할 때까지 고등학교에서 직업교

육을 집중적으로 시행하고 이후 보다 일반적인 교과과정으로 이동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일부 동아시아 국가에서는 이들 국가보다 더 낮은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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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준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등교육 입학 단계에서 직업교육이 차

지하는 비중은 한번도 50%에 미치지 못한 사례도 있기는 하다(Gill, 

Fluitman, and Dar 2000). 

대규모의 공적 투자로 인해 중등교육의 확산 정도에 있어서 선두를 달

린 동아시아의 국가들은 귀중한 수확을 거둬들일 수 있었다(McMahon 

1998). 광범위한 인적자원 기반은 일본이 주도하는 아시아 지역의 강력

한 경제 성장을 위해 매우 중요한 것이었다. 인적자원이 빠르게 축적됨으

로 인해 교육받은 노동자가 상대적으로 풍부해 질 수 있었고 그에 따라 

인지능력을 가진 인재의 희소성이 완화되었으며 결국 소득 불평등이 감

소된 것이다(세계은행 1993, 349). 이러한 경제 구조 속에서의 기초교육

은 일반적인 능력의 획득을 지향하는 성격이 매우 강한 반면, 중등 이후 

교육(대학교육)은 직업 기술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

이와 같은 주목할 만한 성취에도 불구하고, 유럽과 미국에서와 마찬가

지로 동아시아의 일반 대중들은 중등교육 체계와 관련하여 점차 불만을 

품게 되었다. 한국과 일본에서는 학교의 질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다. 

왜냐하면 중등학교가 생산 분야에서 절실히 필요한 창의성, 자발성, 융통

성, 기업가 정신과 같은 비인지적 기술을 생산하지 못하고 있다고 인식되

었기 때문이다(Cave 2001). 대학 입학시험에만 집중하는 천편일률적인 

학습에 대한 우려는 많은 동아시가 국가에서 중등교육의 개혁을 유발시

킨 주된 요인 중 하나였다. 실제로 최근 중국에서는 10개성 이상이 지역

의 대학 입학시험을 개정했다. 

중등교육의 정의와 조직 구조
(대학을 제외한) 교육의 단계를 분류하기 위해 사용되는 가장 일반적인 

용어는 초등교육, 중학교(lower secondary)교육, 고등학교(upper secon- 

dary)교육이다. 초등교육은 5~7세 사이에 시작되는 의무교육이며, 중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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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도 10~14세 사이에 시작되고 대부분의 국가에서 의무교육이다. 그러

나 고등학교 교육은 14~16세 사이에 시작되며 일반적으로 의무교육의 

영역에서 제외되어 있다2). 중등교육을 광범위하게 정의하면 일반 중등교

육(중, 고등학교)과 고등학교 단계에서 시작되어 전문화 기회를 제공하는 

직업 교육을 포함한다. 일부 국가에서는 중학교 단계가 기초 의무교육으

로 분류되며 초등교육과 같은 정책 영역으로 분리된다. 일부 국가에서는 

일반 중등교육과 직업교육 사이의 차이가 약화되고 있으나 대부분의 개

발도상국에서 두 영역은 철저히 분리되어 있다. 

중학교 교육은 학생들이 그들의 인지능력이나 적성을 기초로 하여 전

문학교로 배치되는 경우에 다시 종합 교육 과정과 선택 교육 과정으로 

나누어질 수도 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고등학교 교육은 비의무교육이

며 전반적으로 종합교육 과정과 전문교육 과정이 공존하는 이중체계를 

이루고 있다. (표 1.1 중등교육 조직 모델 참조)

중등교육의 독특한 특징
중등교육은 초등교육이나 고등교육과 비교하여 고유한 특성과 특색을 

나타내며, 이로 인해 관련 정책 수립에 있어서도 초등교육이나 고등교육

과는 다른 배경을 나타낸다. 아래 목록에서는 중등교육과 초등교육의 주

요 차이점을 설명하고 있다. (중등교육과 고등교육의 차이점은 초등교육

과 중등교육의 차이를 일반화함으로써 유추될 수 있다.) 특성들 중의 일

부는 서로 관련성이 있으나 그 특성을 강조하기 위해 구분하여 다루었고, 

일부 특성은 명백하지만 모든 특성을 제시하기 위해 그대로 포함시켰다. 

중등교육은 초등교육과 비교할 때 다음과 같은 점에서 다른 특성을 나

타낸다. 

• 학교 간 또는 학교 내에서 학생이 제공받는 교육과정의 이질성에 대

한 요구가 높아진다. 이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비롯된다.

- 중등학교 학생이 과정을 마친 후 직업세계에 뛰어들 가능성이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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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중등교육 조직 모델
단계 예

중학교 

1. 초등교육과 중학교 교육의 구분이 없이 기

초교육으로 통합.

앙골라, 보츠와나, 부르키나 파소, 캄보디아, 칠

레, 중국, 코모로, 키프로스, 덴마크, 에콰도르, 

핀란드, 가나, 그레나다, 인도, 인도네시아, 카

자흐스탄,  몰도바, 네팔, 슬로바키아, 남아프리

카 공화국, 스웨덴, 우크라이나, 예멘

2. 초등교육과 중학교 교육이 구분되어 있음. 

중학교 과정에서 특성화 과정에 의한 학

생 구분은 없음.

캐나다, 콜롬비아, 영국(잉글랜, 스코틀랜드, 웨

일즈 포함), 프랑스, 그리스, 이탈리아, 포르투

갈, 스코틀랜드, 스페인, 터키, 미국, 한국,

3. 2주기 교육체계. 초등교육 주기에 이어 중

등교육 주기가 별개로 이어짐.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구분이 없이 하나의 중등교육 

주기로 통합.

브라질

4. 초등교육과 (일반)중학교 교육이 구분되

어 있음. 중학교 교육 중 한 부분으로 학

생 선발을 통한 특성화 교육 과정이 있음.

오스트리아, 벨기에, 불가리아, 크로아티아, 독

일, 아일랜드,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페루, 폴

란드

고등학교 

5. 한 학교 내에 일반 중등교육과 특성화 교

육이 모두 포함됨.

캐나다, 칠레, 잉글랜드, 아일랜드, 뉴질랜드, 

스페인, 스웨덴, 미국

6. 일반 중등교육과 특성화 과정을 위한 학교

가 분리되어 있음.

호주, 불가리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헝가리, 

인도, 이탈리아, 일본, 한국, 네덜란드, 폴란드, 

싱가포르, 스위스, 예멘

출처: Green, Wolf, & Leney (1999)와 LeMetais(2002)에서 수정. 부록 A 참조
교육 주기 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주요 구성모델로 나뉜다.
• 2주기-4,5 또는 6학년 기간의 초등교육과 9,7 또는 6학년 기간의 중등교육
• 2주기-8,9 또는 10학년 기간의 장기 1차 주기와 2,3 또는 4학년 기간의 단기 2차 주기
• 3분리 주기-5+4+3 또는 6+3+3 학년 

등학교 학생에 비해 높다.

- 일반적으로 청소년들에게는 다양한 선택의 기회가 열려 있으며, 아동

들이나 성인들에 비해 감정적으로 쉽게 불평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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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이 시기의 학생들에게 흥미를 유지시킬 필요성이 더욱 높아진다.

• 시대가 요구하는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는 교육과정을 제공할 필요성

이 높아진다.

• 초등학교에 비해 중등학교는 수는 적으나 규모가 커지는 경향이 있

으며, 학생들에게는 더욱 뚜렷한 이질성을 제공하게 된다.

• 학교 운영의 전문성과 운영 자치권에 대한 필요성이 고조되고 학교 

운영의 범위가 확대된다. 중등학교의 경영인과 교사는 필수 요건에 

부합하기 위해서나, 경쟁적인 분위기로 인해, 또는 그들의 자발적 선

택에 의해 초등학교의 경영인과 교사와 비해 고도로 훈련된다.

• 학생과 부모에게 기반을 두는 지리적 범위가 “지역사회”로만 제한되

기에는 어려운 보다 광범위한 범위이므로 집단적 지역 공동체 기반

이 약화된다.

• 교육에 대한 보편적 접근성에 대한 정치적 의무감이 상대적으로 약

화되는데 이 현상은 특히 고등학교 교육단계에서 뚜렷이 나타난다. 

대부분의 의무교육법과 무상교육법은 고등학교 교육을 포함시키지 

않고 있다. 

• 관할구역 내의 초등학교에 대한 외부효과 창출-중등학교가 초등학교

에 대해 직접적인 압력을 행사하지는 않을지라도 간접적으로 외부효

과를 창출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면 초등학교 졸업생의 질에 대한 

압력(또는 압력 부족)을 행사하거나, 또는 초등학생이 초등학교 과정

을 완료하도록 격려함으로써 외부효과가 창출된다.

• 인력 시장에 대한 여과 및 선별 기능이 강화된다. 중등교육의 혜택 

중에는 사적인 요소가 더욱 많이 포함되어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

으나, 사실상 인력시장에 대한 선별기능은 공익과 더욱 관련돼 있다.

• 교육 투자에 대한 사회적 수익(social return)의 크기가 초등교육에서

보다 더 큰지 작은지와는 상관없이, 개인 수익 대 사회적 수익의 비

율이 중등학교에서 더 높게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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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 수익의 내용면에서 볼 때, 중등학교 졸업생의 사회 환원은 개

인이 속한 지방 사회나 지방 경제에 대해서보다 더 넓은 국가차원과 

지역차원의 사회와 경제의 수익이 더 높게 나타난다. 이것은 중등교

육 졸업생들이 초등교육 졸업생들에 비해 더 높은 이동성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 중등학교의 학생들이 갖고 있는 기회비용이 초등학교의 학생들에 비

해 높다. 대다수의 중등학교 학생들은 임금을 받고 일할 능력이 있

고, 부모의 가사나 가업을 돕기도 하고 출산하기도 한다. 

• 중등학교의 학생들은 초등학교의 학생들에 비해 더욱 성숙하고 종종 

정치적으로도 능동적이며 그들 스스로 고등교육을 받는 학생들과 공

통적인 관심사를 가지고 있다고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사회가 발전

함에 따라 1950년대부터 선진국에서 나타나기 시작했던 것처럼, 중

등학교 학생들은 그들만의 문화를 갖게 된다. 이러한 중등학교 학생

들만의 문화는 부모와 기존 문화로부터의 단절, 집단문화, 수업에 대

한 불만과 같은 특성들을 포함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특성으로 인

해 중등교육의 육성에 대한 사회의 의지가 훼손되거나 지역 사회에 

기반을 둔 교육의 가능성이 훼손되는 결과가 초래되기도 한다.

• 학교의 질에 대한 판단, 학교에 대한 선택, 학교에 관련한 충고를 하

는 면에 있어 부모의 능력이 감소된다. 이로 인해 학생의 학교생활에 

대한 책임 기제로서 작용하는 부모의 발언권과 선택권이 감소되는 

결과가 나타난다. 부모의 교육과 학생, 교사, 교장의 교육 사이의 격

차가 초등학교에서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발언권이 축소될 수 있다. 

또한 중등학교의 수가 초등학교 수보다 훨씬 적은 이유로 지역 내에

서 독점적 성격이 강해지므로 선택권이 축소될 수 있다.  

• 중등학교에서 개별 학생들의 학교에 대한 소속감과 충성심이 향상될 

잠재적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이것은 학생의 인격 형성에 영향을 미

친다. 학교가 학생에게 정체성과 집단 소속감(학교에 대한 자부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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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하는 한, 교육의 질에 대한 학생의 관심은 증가한다. 학교가 제

공하는 “공동체”는 외인적인 지리적 실체라기보다 학교 자체에 의해 

창조되는 공동체이다.   

중등교육의 정책적 문제를 평가하는데 있어서 위에 열거된 많은 특성

을 신중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국제기구들이 초등교육을 위

한 로비활동을 하고, 대학생들과 엘리트 부모들은 대학 교육을 위해 활동

을 하는 반면에, 대부분의 국가에서 중등교육에 대한 능동적인 활동은 전

무한 편이다. 따라서 중등학교 학생들의 정치적 적극성을 이렇게 중등교

육 단계에 대한 로비활동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현실에 대한 대응책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중등학교 학생들이 

대학 교육에 집중되는 과도한 재정 투입에 대해 정치적으로 대응할 가능

성은 별로 없어 보인다. 왜냐하면 중등학교 학생들은 종종 정치화된 상황

에서는 대학생들보다 주도권을 더 이끌어 가지만 그 후에는 자원 재분배

를 요구하기보다 전체 교육예산과 관련하여 대학생들과 연대의식을 나타

내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학습 기간
학습 기간-중학교 교육에서 고등학교 교육으로, 더 일반적으로는 한 

교육단계에서 다음 단계로 이동하기 위해 소요되는 평균 시간-은 나라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왜냐하면 학습 기간은 그 국가에서 행해지고 있는 

일반적인 교육 정책과 국가의 인력시장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과거에 그 국가에서 행해졌던 교육에서 드러난 교육의 질과 타당성에 따

라 다르게 나타나기도 한다. 또한 다양한 경로를 통해 제공되는 교육 방

식의 융통성에 의해 특히 고등학교 교육 단계에서는 교육기간이 달라지

기도 한다. 고등학교 교육과 관련한 통로의 융통성이 없는 국가(학생들이 

일반교육과 직업교육을 겸할 수 없는 국가)에서는 학생들은 두 가지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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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일반교육과 직업교육) 모두 자격증을 취득해야 하기 때문에 졸업하는

데 더 긴 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관찰됐다. 고등학교 교육에 대한 사회

적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인력시장의 요구에 민감하며, 그러한 요구를 수

용하는 동시에 다양한 학생의 요구, 관심, 역량을 조화시킬 수 있는 새로

운 고등학교의 교육 체계를 개발하고자 하는 주요 정책 전환이 일어나게 

되었다. 체계적 관점에서 볼 때, 중등교육 교과과정은 평생 교육의 한 부

분으로서 적절히 통합될 필요가 있다3).

현재 선진국의 취학연령 인구 중 대부분은 현재 최소한 12년간의 학교 

교육을 받게 된다(표 1.2 참조). 교육 달성도의 최저기준이 되는 필수교

육 또는 의무교육 기간은 선진국에서 더 이상 교육 참여를 제한하는 한

표 1.2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K-12) 교육 구조 모델

K-3

1-5년 (또는 6년) 6년(또는 7)-9년 9년(또는 10)-12년

<-- 중학교 단계 --> <- 고등학교 단계 ->

<------------기초교육 단계------------>

단일 교사

가 가르치

는 독립식 

학급

단일 교사가 가르치는 

독립식 학급. 단일 교사

는 대부분의 핵심 교과 

과목들을 가르치고, 전

문과목 교사는 교과과

정 내부 또는 외부의 

선택 과목을 담당. 

선택된 핵심교과 학습 

기간의 상당 부분을 단

일 교사 또는 교사 팀이 

담당하는 전이 단계. 

경우에 따라 통합 교과 

안(interdisciplinary 

content designs)을 사

용. 전문과목 교사들은 

기타 핵심 교과 과목, 

선택과목 또는 탐색 과

정(exploratory course)

을 담당. 

학습 조직이 세분화됨. 

교사 그룹이 통합 교과

내용안(interdiscipl i 

nary content designs)

을 바탕으로 선택과목을 

가르치는 한편, 전문과

목 교사들은 핵심 교과 

과목, 선택과목, 특성화 

과정을 담당. 능력 및 

적성별로 학생이 구분되

어 과정별로 편성됨.

<---------------------------공통 교과과정 연속---------------------->

출처: 캘리포니아 주립대학 교육과(California State Department of Education)(1987) 자료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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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개발도상국가에서의 의무교육기간은 여

전히 교육을 제공하고 교육에 투자해야 하는 국가의 역할에 대한 기대와, 

자녀가 학교과정을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하는 가정의 의무를 정의하

는 사회적 계약이라는 중요한 경계가 된다. 

Benavot(2004)는 185개국의 교육과정의 동향에 대한 연구에서, 세계적

으로 볼 때 중등교육 기간은 보통 6.09년이며 지역간 또는 지역 내에서

도 현저한 차이(4년에서 9년 범위)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표 1.3). 그러

나 이러한 결론은 신중히 해석되어야 한다. 많은 국가에서 중학교 교육이 

기초 교육 주기의 일부분으로 구성되는 경우가 있으며, 이러한 경우 기초

교육은 통틀어 최고 9년의 기간 동안 행해지게 된다.

표 1.3 지역별 중등교육 주기의 기간
지역 최저 최고 최대빈도수(mode)

아프리카 4 8 7

동아시아 및 태평양 연안 지역 4 8 6

동부 유럽과 중앙 아시아 5 9 7

라틴 아메리카 4 7 5

중동 및 북아프리카 6 8 6

남아시아 5 8 5

유럽 연합 및 미국 5 8 6

 출처: Benavot(2004)

의무교육 입학 연령과 졸업 연령도 지역간 또는 지역내적으로 다르게 

나타난다(그림 1.1). 가장 낮은 입학 연령은 3세로서 네덜란드에서 나타

나며, 가장 높은 입학 연령은 몽골에서 나타나는데 아동들은 8세가 되어

서야 입학할 자격을 갖게 된다. 세계적으로 볼 때 기초교육의 평균 입학 

연령의 중앙값(median)은 약 5~6세이다. 초등교육의 기간은 보통 5~8년

이며 중등교육의 기간은 4~9년 정도이다. 따라서 결과적으로 11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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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2000년경 지역별 의무교육의 입학 및 졸업 연령

출처: 저자 편집

19세의 아동들은 중등교육을 받는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의무교육의 입학 연령 및 교육 기간의 차이와 교육 주기의 구조의 차

이가 졸업 예상 연령에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어, 아프리카는 다른 지역

과 비교하여 의무교육의 입학 연령이 가장 높고, 평균 졸업 필수 연령은 

가장 낮아, 아프리카의 아동들은 평균적으로 13세까지 의무교육을 받는

다. 반면에 미국과 영국의 학생들은 16세까지 의무교육을 받는다. 개별 

국가간의 졸업 필수 연령의 차이는 이보다 더욱 현격하게 나타난다. 미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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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에서는 학생들이 10세가 되면 더 이상 학교에 다닐 필요가 없는 반면 

폴란드와 러시아의 학생들은 19세까지 의무교육제도 내에서 교육을 받는

다. 이렇듯 교육 기간에 대한 기대와 교육 요건의 차이로 인해 교육 달성

도에 대한 세계 전역의 심각한 불균형이 초래되고 있다. 

학교에서 직장으로의 이행
중등교육 정책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지침이 되는 기본 원칙은 학생들

의 학교로부터 직장으로의 순조로운 이행을 위해 중등교육의 교과과정을 

인력 시장의 요구에 맞게 조정하는 것이다. 정책 결정자와 교육자들의 중

요 정책 문제는 중등교육에서 획득하는 기술과 자격이 변화하는 인력시

장의 요구에 어느 정도까지 상응해야 하는가에 대한 것이다. 이 문제의 

해결 방식에 따라, 중등교육, 특히 고등학교 교육의 구성과 조직에 대한 

접근법도 다양하게 나타나게 된다.

인력시장은 개인이 성공적으로 직업 세계로 진입하는 데에 있어 자격

증(인가된 기술)의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려준다. 이에 대해서는 

국가별로 다른 양상을 띤다. 인력 시장의 구조가 직종별로 체계화되어 있

으며, 또한 직장 내에서 부과되는 직무 및 그 직무 자격에 대한 개요와 

노동자가 지녀야 할 기술 요건이 조화를 이루고 있는 국가의 경우에, 중

등교육 체계는 일관성 있는 직업교육을 제공하여 학생들이 인력 시장에

서 광범위하게 합의되고 승인되어 있는 직업과 관련된 자격을 습득하도

록 장려한다(OECD 1998). 각 직업에 대한 기술 요건을 명확하게 제시하

기 위해 직종의 분류화가 중요하며, 이는 다시 직업과 관련된 증명서 및 

학위와 관련되는 교육과정의 내용이나 규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친다. 

교육 정책 담당자들은 적절한 교육과정과 자격제도를 계획하기 위해서, 

또한 학생들에게 직업 현장에서의 실습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산업계

의 의견을 청취한다. 강력한 고용주 단체와 노동조합의 적극적인 참여로 

인해 이해 당사자의 참여는 더욱 촉진된다. 오스트리아와 독일은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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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스 1.1 중등학교 직업 교육의 위상 변화에 대한 국가의 대응
  지난 20년 동안 선진국들은 고등학교 교육의 위상이 점차 추락하고 있는 상황에 

대처하고, 학생 인구의 증가와 다양화로부터 발생되는 다양한 요구에 응답하고, 직장 

조직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고등학교의 융통성을 강화한 교육방식에 대해 실험해 

왔다. 주요한 도전은 일반교육 방식을 수료한 학생도 인력 시장이 인정하는 자격 요

건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마찬가지로 직업교육을 지향하는 교육 방식을 

수료한 학생들 또한 고등교육 기관으로의 입학 기회를 갖도록 하는 시스템을 정착시

키는 것이었다. 일반교육과 직업교육을 결합시키려는 이러한 시도에 대한 가장 큰 

제약은 학교의 특수 장비와 관련 자원의 부족으로서 이로 인해 모듈과 과목 선택이 

제한될 수밖에 없고, 습득한 학위나 자격증의 가치가 떨어지는 현상이 생겼다. 게다

가 고용주의 기대와 고등교육 기관의 입학 요건은 종종 고등학교에서 수행할 수 있

는 정도의 이상의 것을 요구하고 있다. 

  유럽의 일부 국가와 호주, 캐나다, 미국에서 진행된 연구에 따르면 일반교육과 직

업교육 방식이 결합된 교육 방식은 다음과 같은 네 가지 공통 요소를 갖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1. 직업의 범위 및 자격요건을 확대함으로써 직업교육의 분야 또는 프로그램의 수

방식의 좋은 사례이다. 

노동자에게 요구되는 기술 요건을 전체 인력시장 차원에서가 아니라 

개별 기업 차원에서 제시하고 직무 범위에 대한 제한이 비교적 까다롭지 

않은, 즉 상대적으로 개방된 인력 시장을 갖추고 있는 국가들은 일반적인 

취업 능력을 중요시하는 경향이 있다(OECD 1998). 교육 정책 담당자들

은 일반성이 강화되고 직업 특수성이 약화된 중등교육 프로그램의 제공

을 추구한다. 교육 프로그램은 학생의 적응성, 문제 해결 능력, 의사소통 

능력과 같은 여러 종류의 직업에서 공통적으로 필요한 횡단적인 핵심 기

술을 함양하는데 초점을 맞춘다. 따라서 고등학교에서의 직업교육은 발

달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일반 중등교육과 직업 중등교육의 구별이 

모호하다(박스 1.1 참조). 특정한 기술은 직장 내의 현장 교육과 기업의 

진로 개발 프로그램을 통해서 습득되는 경향이 있다. 호주, 브라질, 캐나

다, 미국 등의 국가들은 이러한 접근법을 따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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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감소시킴.

2. 일반교육과 직업교육의 연계 체계 구성.

3. 학교기반 수업과 현장기반 수업의 결합을 추진.

4. 중등학교의 직업교육/훈련과 고등교육 사이에 매개체를 구성.

이 연구는 또한 교육정책 담당자들이 중등학교의 직업교육 개혁 과정에서 직면하게 

되는 두가지 근본적인 딜레마를 강조하고 있다. 

1. 고등학교에서 일반교육과 관련된 내용의 비중을 확대하는 것은 고등교육 진학

과 관련된 프로그램의 가치를 강화시킬 수는 있으나, 그 프로그램이 애초에 의

도했던 것보다 더욱 학생에 대해 선별적인 성격을 갖게 될 수도 있다. 그 이유

는 학업 성적이 덜 우수한 학생들이 진학 관련 과정을 회피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서 고등학교의 직업교육 프로그램을 성적이 낮은 학생들

의 요구에만 맞추어 지나치게 독점적 성격을 갖게 한다면 성적이 높은 학생들

이 직업교육 프로그램을 회피하게 되며 이로 인해 하나의 바람직한 선택이 될 

수 있는 고등학교 직업교육의 전체적인 가치가 절하될 수도 있다.  

2. 고등학교의 직업교육에서 프로그램의 내용을 확대하고 수많은 관련 직업들에 

대응하여 학생들에게 일반성을 강화시키고자 하는 시도는 더욱 전문적인 기술

을 요구하는 고용주들의 호응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 더욱이 이러한 시도들은 

제한된 장비와 물리적 설비, 그리고 충분히 훈련받지 못한 교사들로 인해 제대

로 그 역할을 해내지 못할 수도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교육정책 담당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중요한 충고를 제

시하고 있다.

1. 고등학교의 직업교육 프로그램이 질 낮은 직업과 연계되거나, 최하위권 학생

들을 대상으로 진행되지 않도록 할 것. 이렇게 될 경우에 직업교육 프로그램

은 하찮은 것으로 취급받거나 장래성이 없는 교육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

야 한다. 

2. 중등교육의 직업교육과 고등교육 사이에 제도화된 매개체를 구성하고 학생들의 

상당수로 하여금 이 매개 통로를 따르도록 할 것.

3. 비교적으로 성공적이지 못한 젊은이들을 위해 정규 직업교육의 프로그램으로서

가 아니라 사회보장(safety net)의 한 요소로서 직업교육과 훈련 프로그램을 

계획할 것. 또한 사회보장 프로그램을 통해 젊은이들이 차후에 정규 직업 교육

과 직업 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확실히 준비시킬 것.

자료: OECD 1994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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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 시장이 직업별로 단단하게 조직화되어 있지 않은 일부 국가(예를 

들어 북유럽 국가들)에서는 위에 열거한 두 가지 접근법이 결합되어 나

타난다. 이런 국가들은 부분적으로 직업 교육을 좀 더 중시하는 교육체계

를 가지고 있다. 

중학교 단계에서 특성화 교육을 추구하고 있는 많은 유럽 국가에서 학

생들은 종합학교(comprehensive school) 또는 다원화 학교(polyvalent 

school)에 입학하게 된다. 이러한 학교의 학생들은 동일 학교 내에서 한 

가지 이상의 코스를 제공받으며 다른 과정으로 이동할 수도 있다. 실용적

인 관점에서 볼 때, 이러한 구성은 교육 과정간의 경직된 구분을 완화시

키고, 교육과정의 분화를 더 늦게 이루어지도록 한다. 유럽에서 확산되고 

있는 또 다른 경향은 전문반 편성이 늦추어지기 때문에 계열 분류가 더 

늦은 나이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방식은 학생과 부모가 그들

이 취할 수 있는 선택에 대해 더 많은 정보를 구하고 조기 특성화의 결

과에 대해서 더욱 명확히 숙지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다. 

중등교육의 정책 패러독스
중등교육에 대한 일종의 정책의 공백 현상이 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중등교육과 관련된 활동에 비해 초등교육 및 고등교육에 대한 정치적인 

합의의 달성, 정책의 입안 및 실행을 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더 적은 것으

로 나타났다. 중등교육의 정책 선정은 초등교육이나 고등교육의 정책 선

정에 비해 더욱 모호하고 복합적인 성격을 나타내는데 이는 다음과 같이 

두 가지 성격이 동시에 나타나는 중등교육의 본질적 이중성 때문이다.

• 교육의 최종 단계인 동시에 준비 단계

• 의무교육인 동시에 의무 이후 교육(postcompulsory)

• 획일성과 다양성을 동시에 지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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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력주의적 성격(meritocratic)과 보완적인 성격(compensatory)을 동

시에 지님.

• 개인적 차원의 요구와 관심을 만족시키는 동시에 사회와 인력시장의 

요구를 만족시키도록 조정됨.

• 학생들 사이의 차별을 없애고 학생들이 가질 수 있는 불이익을 상쇄

하기 위해 노력하는 동시에 같은 학교 내에서 학업 능력에 따라 학

생을 선발하고 구분하는 데에도 열중함.

• 모든 학생을 위한 공통 교육과정을 제공하는 동시에 또한 일부 학생

을 위한 특별 교육과정을 제공할 의무를 가짐.

이와 같이 중등교육은 이중 논쟁을 제공하는 특징을 갖고 있다. 예를 

들자면, 중등교육은 젊은이들이 사회로부터 배제되는 것을 방지하고 이

를 통해 사회 평등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학생들에 대한 차별을 없애야 할 

역할을 가지는 동시에, 경우에 따라 이른 나이에 학생들을 편성하고 분류

해야 하는 역할을 수행하므로 사회 불평등의 주요 원인을 제공하기도 하

며, 젊은이들이 그들의 장래에 대한 가능성을 뒤바꿀 수 없도록 확정지어 

버리기도 한다. 

중등교육은 교육의 핵심 정책을 선정하는데 있어 상당한 모순과 딜레

마를 내포하고 있다. 중등교육의 의제는 정치적으로 민감한 문제이다. 이 

논쟁들로 인해 중등교육에 대한 학부모의 염려가 심화되기도 하고 심지

어 학생들이 치러야 할 일생일대의 시험 및 기타 학생 선발 방식과 관련

하여 부패와 부정행위가 발생하기도 한다. 역설적이게도, 현대 정치에서 

차지하는 중등교육의 중요한 위치와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는 중등교육에 

대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중등교육과 관련된 부수 분야들을 지원하는 후

원 단체나 로비활동은 매우 부족하거나 심지어 전무한 형편이다. 이러한 

점은 초등교육 및 고등교육과 관련된 의제에 대해 지지를 나타내고 육성

시키고자 하는 국가적 차원 및 국제 사회적 차원에서의 강력한 로비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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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비교해 보면 더욱 두드러진다고 할 수 있다. 

결  론
중등교육의 일반적 목표에 대해서는 많은 국가들이 여러 면에서 공통

점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등교육의 구조와 실행에 있어서는 국가

마다 뚜렷한 차이가 나타난다. 각 국가마다 교육의 단계를 설명하는 용어

가 다를 뿐만 아니라 의무교육 주기의 구조와 기간 또한 국가마다 다르

게 나타난다.

그러나 모든 국가에서 공통적으로, 양질의 중등교육은 개인의 발전 못

지않게 국가의 발전을 위해서 필요불가결한 것이다. 오늘날, 대부분 국가

에서 기초교육의 보편화 과정이 충분히 달성되자 중등교육은 이제 그 자

체의 임무를 맡아 수행하고 있다. 교육의 최종 단계이자 동시에 고등교육

의 예비 단계이고, 의무교육일 수도 있고 의무 이후 교육일 수도 있으며, 

획일성과 다양성을 모두 갖추고 있고, 일반교육과 직업교육이 동시에 진

행되는 것과 같은 정책적인 특성들을 잘 결합하는 임무가 그것이다. 중등

교육이 갖는 이중성과 복합성, 모호함은 중등교육을 제공하는 데에 많은 

도전들을 초래한다. 중등교육에 대한 요구가 급상승하는 상황에 맞추어, 

정책 담당자들에게는 중등교육이 내포하고 있는 필연적인 이중성에 대해 

논의하고, 새로운 중등교육 정책을 고안해야 할 책임이 주어진다. 새로운 

중등교육 정책은 학생들로 하여금 그들이 지니고 있는 가능성에 최대한 

도달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 방식과 대안을 제공해야 한다.

중등교육은 초등교육 또는 기초교육과, 인력 시장 및 고등교육 사이의 

교량이다. 이 중등교육이라는 교량 위에는 다양한 차선과 통로들이 있어

서 많은 학생들에게 적합한 길을 제공하기도 하고 또는 초등교육에서부

터 고등교육에 이르는 모든 과정동안 다음 단계로 진학 할 수 있는 특권

을 소수의 학생들에게만 부여하는 병목으로서 작용하기도 한다. 또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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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목현상으로 인해 초등교육과 고등교육에 대한 참가율과 교육의 질이 

엄격하게 조절된다. 교육 정책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정책 담당자들은 다

음과 같은 기본적인 선택과 직면하게 된다. 그것은 중등교육이 교육 체계 

내에서 가장 취약한 연결 고리가 되게 할 것인가 혹은 교육을 위한 근본

적인 초석이 되게 할 것인가에 대한 선택이다. 

주
1) 많은 국가에서 기초교육은 초등교육과 중학교 교육을 포함하고 있다. 기

초교육의 기간은 대략 5년에서 9년까지 다양하게 나타난다. 

2) 상위 중등학교는 또한 고등학교로 불리기도 하고, 하위 중등학교는 경우

에 따라 중학교 혹은 주니어 중등학교로 불리기도 한다. 

3) 평생교육의 전체적인 범위는 초기 유년기에서 시작하여 정년에 이르기까

지 평생 동안 이루어지는 교육을 포함하고 있다. 여기에는 정규 교육(학

교, 양성기관, 대학)과 정규외 교육(직장내의 조직화된 현장교육), 그리고 

비정규 교육(가족 중 일원 또는 지역사회 내의 사람들로부터 교육받는 기

술)이 포함된다. 평생교육으로 인해 사람들은 특정한 연령에 도달했기 때

문이 아니라 그들의 필요에 따라 교육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세

계은행 2003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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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2
중등교육 투자의 중요성

발도상국에서는 국가의 성장과 빈곤 퇴치, 평등, 사회 통합 등을 

달성하기 위해 중등교육을 확대해야 한다는 강력한 주장이 제기될 

수 있다. 이러한 주장은 특히 초등교육의 달성률은 높은 수준까지 이르렀

으나 중등교육의 입학률은 여전히 낮은 국가에서 더욱 두드러진다. 이 장

(章)에서는 중등교육의 직접적인 혜택과 외부효과는 어떠한 것인지 또, 

이에 따라 점증하고 있는 중등교육에 대한 요구를 보여주는 관련 자료들

을 살펴봄으로써 오늘날 중등교육의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다는 증거를 

확인해 보고자 한다. 

직접적인 혜택과 외부적인 효과
교육에 대한 투자는 개인과 사회 전체를 위해 여러 면에서 유익하다. 

중등교육은 개인소득과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왜냐하면 

중등교육은 건강과 평등성, 사회 여건의 개선에 도움을 주기 때문이다. 

중등교육은 또한 민주주의 제도와 시민참여를 뒷받침하며, 또한 중등교

육의 질은 중등교육의 상, 하위 교육 단계인 고등교육과 초등교육에 영향

을 미친다. 본 절(節)에서는 이와 같은 각각의 상호작용에 대해 상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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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과 빈곤퇴치에 기여
중등교육과 성장. 교육 수준과 개인 소득 사이의 연관성을 측정한 많은 

자료에서 보듯이 교육은 개인의 생산성을 증대시킨다. 국가적 차원에서 

볼 때 교육은 또한 경제성장을 촉진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 빠

르게 성장하는 오늘날의 경제는 지식의 창조, 획득, 분배, 사용 등에 의지

하고 있으며 따라서 교육받고 숙련된 국민을 필요로 하고 있다. 이와 더

불어 전체 경제 성장률의 절반 또는 그 이상은 자본이나 노동력의 축적

과 같은 요인보다 생산성 요인의 향상에 의해 촉진되는 것일 수도 있다

는 증거가 제시되고 있다(Easterly and Levine 2002).

중등교육은 특히 이러한 경제 성장과 관련하여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

다. 많은 국가에서, 중등교육을 받은 인력에 대한 수요의 증가는(이 장

(章)의 뒷부분에서 더 자세히 다룰 예정임) 기능 중심의 과학기술의 변화

와 더불어 나타나기 시작했다. Barro(1999)가 1960년부터 1995년 사이에 

약 100여개 국가에 대하여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경제 성장은 성인 남

성이 중등교육 및 고등교육을 달성하기 시작한 평균시기와 밀접히 관련

이 있으며, 초등교육을 달성한 시기와는 별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

다. 그의 해석에 의하면 중등교육 및 고등교육은 과학기술의 전파에도 큰 

영향을 준다.

경제가 더욱 세계화 되고 있는 현실에서, 개발도상국들은 세계적인 기

술 “주도국”들로부터 과학기술을 전수받아 요소기술 생산성을 더욱 증가

시킬 수도 있다. 이러한 과학기술의 이전은 무역, 외국인의 직접 투자, 국

제적인 공급자와 생산자의 네트워크를 통한 학습 등을 통해 발생할 수 있

다. 그러나 주도국에서 개발된 과학기술의 대부분은 매우 기술 집약적이

기 때문에 기술력이 최저 수준에도 도달해 있지 못한 개발도상국들에게는 

대부분의 기술이 “부적절”한 것들이다(Acemoglu and Zilibotti 2001).

중등교육은 지식경제(knowledge economy)의 세계화와 관련하여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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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의 선순환(virtuous circle)을 구성하는 핵심적인 부분이다. 많은 연구

를 통해 중등교육을 받은 대규모의 인력 집단은 지식의 확산을 촉진시키

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기술적으로 진보한 상품의 수입과 외국인의 직접 

투자를 촉진함에 있어 필수적 요인이라는 것이 증명되고 있다

(Borensztein, de Gregorio, and Lee 1998; Caselli and Coleman 2001; 

Xu 2000). 라틴 아메리카의 교육과 과학기술 사이의 격차에 대한 연구를 

통해 de Ferranti 외(2003)은 라틴 아메리카와 동아시아의 “호랑이들” 사

이에 컴퓨터의 보급률에서 큰 차이가 있음을 발견했다. 즉 동아시아의 

“호랑이들”이라 불리는 국가들에서 더욱 높은 컴퓨터 보급률이 나타났다

는 것이다. 이렇게 컴퓨터 보급률의 차이가 나타나는 이유는 라틴 아메리

카와 동아시아의 호랑이들이라 불리는 국가들 간에 OECD(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국가들을 상대로 한 무역

량에서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이유로서 중등교육을 받은 

인력의 비율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들은 이러한 현상 때문

에 라틴 아메리카의 다른 국가들보다 더욱 낮은 교육 수준을 갖고 있는 

브라질에서 숙련된 인력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균형 잡힌 교육발전의 중요성.1) 중등 교육의 확산에 대한 필요성은 경

제 성장을 이유로 제기될 수 있다. 이러한 주장은 중등교육의 수익률이 

고등교육의 수익률과 비교하여 낮은 국가(라틴 아메리카의 많은 국가의 

경우 그러하다. de Ferranti 외 2003 참조)나 또한, 중등교육을 확산했을 

때 나타나는 단기적인 효과가 대학 교육을 확대했을 때보다 더 작은 국

가에서도 마찬가지로 제기될 수 있다. 역사적으로 볼 때, 괄목할 만한 경

제적인 성과와 더불어 교육달성도에 있어서도 매우 빠르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경험한 국가들은 초등교육, 중등교육, 고등교육의 각 단계간의 균

형 잡힌 발전을 추구해 왔다. Goldin(1999)은 1910년부터 1940년 사이에 

미국에서 진행된 중등교육 확산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있다. 이 기간의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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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를 통해 미국은 유럽 국가들에 대해 반세기를 앞설 수 있게 되었다. 

De Ferranti 외(2003)는 많은 라틴 아메리카의 국가들에서 관찰된 불균형

적인 변화와는 뚜렷한 대조를 보이는 한국, 싱가포르, 대만(중국) 등과 기

타 동아시아의 “호랑이들” 국가의 사례를 분석함으로써 균형 잡힌 교육

체계를 발전시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고 있다. 

중등교육과 불평등성. 교육의 핵심적 목표는 모든 개인들로 하여금 그

들이 갖고 있는 최대한의 잠재력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지만, 

이 목표의 달성이 학업 성취도에 관한 개인 간의 차이나 그로 인한 혜택

의 차이를 모두 제거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으며 반드시 모든 사람이 

동일한 교육적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함을 의미하지도 않는다. 

오히려 교육의 핵심적 목표는 각 개인이 그가 갖고 있는 최대한의 잠재

력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지식과 기술을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를 완전

히 개방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교육의 평등성을 고려할 때에는 교육

의 접근성뿐만 아니라 교육의 성과에 대한 논의도 언급되어야 한다. 고려

해야 할 문제는 교육의 성과에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가 아니라 교육의 

성과들이 경우에 따라 불합리한 정도로 변하지는 않는지, 또는 동일한 교

육의 성과를 기대하는 것이 마땅한 집단들, 예를 들면 남녀 성별에 따른 

집단 간에 성과의 분배가 공평하게 이루어지는지 그렇지 못한지를 조사

하는 것이다(Blondal, Field, and Girouard 2002).

공공 정책의 중대한 과제는 가정환경에 상관없이 모든 학생들에게 동

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OECD 학업성취도 국제비교연구

(PISA)는 이 점과 관련하여 고무적인 자료들을 제시하고 있다.(OECD 

2001b). 모든 참가국들의 시험 결과가 가정환경과 교육적 성과 사이에 

분명한 양적 상관관계가 있음을 제시하고 있는 반면에, 일부 국가의 경험

에 따르면 교육의 질을 높게 유지하면서 동시에 교육적 성과의 평등성을 

달성하는 것도 실현 가능함을 보여준다. PISA가 발견한 가장 중요한 결

과는 학생의 가정환경은 교육에서 초래되는 사회경제적인 불균형의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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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에 극히 일부분으로서 대부분의 국가에서 매우 미미한 부분을 차지한

다는 사실이다. 그 대신에 학교가 사회 경제적인 분야를 흡수했을 때에는 

학생의 성적에 뚜렷한 효과를 줄 수 있으며, 학생의 가정환경이 학생의 

성적에 주는 영향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PISA의 결론이 전달하는 메시지는 전반적인 학업성적 수준의 하락이라는 

희생이 없이도, 국가적인 교육 정책과 실행을 통해 사회적, 경제적 특권

에 의한 교육적 성과의 불평등성을 완화 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공공 정책은 공공 재원의 조성을 통해 중등교육의 비용 및 혜택의 분

배에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다양한 사회 분야에 대한 개입을 

통해 빈곤 가정 및 일반 가정으로 적절히 배분된 공공 자원의 할당량에 

대한 분석(평균 공공 지출 수익률)에 의하면 중등교육에 대한 투자는 대

체적으로 중간 정도를 차지한다. 즉 중등교육에 대한 지출은 대학에 대한 

지출(이는 종종 부유한 엘리트 계층에 의해 획득됨)만큼 역진적이지 않으

며 또한 초등학교에 대한 지출만큼 누진적이지도 않다(이것은 초등교육

이 더 광범위하게 확산되어 있으며, 빈곤 가정에서 더 많은 자녀를 출산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평균 지출 수익률과 한계 지출 수익

률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위와 같은 평균 지출 수익률에 

대한 분석은 정부 정책을 결정하는데 잘못된 지침이 될 수도 있다. 간단

한 예를 들어 살펴보자. 만약 부유한 가정의 모든 자녀들은 이미 중등학

교에 다니고 있고 빈곤한 가정의 자녀들은 아무도 중등학교에 다니지 않

고 있다면, 중등학교에 대한 평균 지출 수익률은 매우 역진적이겠지만 한

계 지출 수익률(재원의 지출을 한 단위 추가 했을 때 누가 혜택을 받는지

에 대한 척도)은 매우 누진적일 수 있다. 이러한 종류의 분석을 통해 일

부 국가에서 중등교육의 적용범위를 확대함으로써 빈곤층이 매우 큰 혜

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

위와 같은 사례가 다소 이론적일지라도, 중등교육에 대한 투자는 소득

의 분배에 대한 논쟁과 결합되어 더욱 정당화될 수 있다. 중등학교의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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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과 소득 분배의 상호 연관성을 명확히 밝히기 위해서는 더욱 세밀한 

조사가 필요하다. 현재 더욱 많은 교육을 받고 있는 아동들은 아마도 미

래에 더 높은 소득을 얻게 될 것이고, 그러므로 교육에 대한 투자는 미래

의 일인당 소득의 분배나 소비의 분배에 영향을 줄 수 있다. Gini 계수2)

를 기초로 교육 확산의 효과를 보여주는 “단순” 시뮬레이션이 실제로 실

행 가능한데 한 가지 실례로서 Bourguignon, Ferreira, Leite(2003)의 작

업을 들 수 있다. 그러한 시뮬레이션들에서는 추가적인 노동자 한 사람이 

미래에 더 높은 교육을 받게 되면 이를 통해 더 높은 임금을 받는다는 

가정을 하고, 증가된 임금을 현재의 교육의 수익률을 기초로 미래로 귀속

시킬 경우의 소득 분배를 현재의 소득 분배와 비교한다. 유감스럽게도 이

런 종류의 시뮬레이션들은 학교 확산의 효과에 따른 소득 분배의 효과에 

대해 매우 개략적인 수치들을 보여주는데, 그 이유는 교육의 수익률은 각

기 다른 교육 기간을 갖고 있는 인력의 수요와 공급의 함수로 표현되는 

교육 내재적인 것이기 때문이다. 

다른 조건이 모두 동등하다고 할 때 중등학교의 수혜범위를 확대함으

로써 대학 교육을 받은 인력은 물론 초등교육만 수료한 인력의 소득과 

비교할 때 중등교육 인력의 소득을 상대적으로 저하시킬 수 있다. 중등교

육을 받은 인력이 초등교육 또는  대학 교육을 받은 인력을 대치하기 위

한 인력을 양산하는 것인지에 따라 특정한 교육 단계의 수익률을 변화시

킬 수 있다. 이것은 다양한 분야의 인력들 간의 대체 탄력성과 밀접한 관

련이 있다. 개발도상국에서 초등교육 수료 인력과 중등교육 수료 인력, 

중등교육 수료 인력과 고등교육 수료 인력 간의 대체 탄력성에 대한 정

확한 수치는 대체로 알려져 있지 않으며, 따라서 미래의 소득 분배와 관

련하여 중등교육의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것의 효과에 대해서는 합의된 

바가 거의 없다. 정책 담당자들은 “합리적인” 탄력성의 수치(1~3 정도)와 

“합리적인” 상대적 수요의 변화(현재의 추세를 그대로 미래에 적용시키

는 외삽법을 이용할 수 있음)라는 가정 하에 시뮬레이션을 시행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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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등학교의 확산으로 인한 효과가 국가의 총 불평등 지수에 미치는 영향

의 상한선과 하한선을 추정할 수 있게 된다. 

밀레니엄 개발 목표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MDGs). 중등교육

에 대한 투자는 초등교육의 보편화를 목표로 하는 밀레니엄 개발 목표 

Ⅱ를 달성하는데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중등교육의 공급과 대상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초등학교 이수율을 상승시킬 수 있다. 만일 어떤 학

생에게 (중)학교로 진학할 수 있는 현실적인 기회가 주어진다면, 학생은 

초등학교의 졸업에 대한 동기(그리고 가정의 동기부여)를 더욱 강하게 부

여받게 된다. UNESCO(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가 내놓은 세계의 교육 경향에 대한 분석에 따르면 

개발도상국에서 “임계치 크기 이상 대중의 중등교육에 대한 참

여”(UNESCO 2004b, 9)는 초등교육의 보편화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Clemens (2004, 19)가 관찰한 바에 의하면, “오늘날 어

떤 국가도 중등교육의 재학률이 약 35% 이하인 상태에서는 초등학교 재

학률이 90% 이상으로 나타날 수 없었다.”고 한다.

Lavy(1996)는 가나의 사례를 통해 중등교육 시설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

시키자 중등교육의 입학률뿐만 아니라 초등학교의 이수율 또한 높아진 것

을 발견하였다. 만일 초등교육에서 중등교육으로의 진학률이 하락한다면, 

초등학교 이수율도 하락할 것이며 또한 초등교육의 마지막 해에 중퇴하는 

학생의 비율은 쉽게 감소하지 않을 수도 있다. 양성평등 또한 중등교육에 

대한 접근의 확대와 균형 잡힌 중등교육이 없이는 달성될 수 없다.

모든 이를 위한 교육(EFA) 정책은 중학교 교육을 기초(또한 의무)교육

의 영역에 배치하고자 하는 경향을 보인다. 따라서 중학교 교육은 점차 

초등교육 또는 기초교육과 동일시되고 있으며 특성화 교육과정보다 일반 

교육과정에 더욱 중점을 두고 있다. 예를 들어 현재 많은 아프리카 국가

들에서 전기 중등교육(중학교 단계)은 기초교육의 최종 단계로 편입되어 

있으며, 이로 인해 많은 정부들이 가능 한 경우 중학교 교육을 무상,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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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교육으로 규정하고 있다(Bregman and Bryner 2003). 교과과정, 교원양

성과 채용, 심지어 학교 기구의 배치도 점차적으로 초등교육과 중학교 교

육 단계를 묶는 경향을 보인다. 2000년도 다카르 교육실천구상(Dakar 

Framework for Action)에서 제시된 밀레니엄 개발 목표(MDGs)와 모든 

이를 위한 교육(EFA)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개발도상국에서는 적절한 기

초(그리고 의무)교육 정책과 더불어 기초 이후 교육 또는 의무 이후 교육

에 대한 체계적인 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건강과 양성 평등성, 생활환경 개선에 기여

건강. 교육 수준의 향상으로 인해 개인이 얻게 되는 중요한 혜택 중의 

한 가지는 개인 건강의 개선 효과이다. 선진국이나 개발도상국가 어디에

서나 교육과 사망률, 질병 발생률, 개인의 건강 상태 등으로 측정하는 건

강 증진 사이에는 강력한 상호 연관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실제

로 교육은 소득, 인종, 사회 환경 등에 상관없이 건강에 유익한 영향을 

준다(OECD 2001a).

실제로 교육은 HIV 감염 예방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진바 있다

(세계은행 1999a). 아프리카의 젊은이들 중에서 기초교육을 수료한 집단

의 경우는 HIV/AIDS 의 감염 위험률이 낮게 나타났으며, 특히 중등교육

을 수료한 집단에서는 더욱 강력한 감염예방 효과가 있다는 설득력 있는 

증거들이 제시되고 있다.3) 우간다에서 행해진 한 종단적(longitudinal) 연

구에 의하면 18-29세의 중등교육 또는 그 이상의  교육을 받은 집단에게

서는 HIV 발병률이 현격히 감소한 반면, 그 이하의 교육 수준을 갖고 있

는 집단에서는 발병률 감소량이 매우 적은 것이 발견되었다(그림 2.1). 

중등교육은 어린이들과 젊은이들에게 정보를 비판적으로 받아들이는 기

술을 제공함으로써 질병에 대한 일반적인 예방 효과를 줄 수 있고 이로 

인해 어린이들과 젊은이들이 그들의 삶에 대한 결정을 내리고 장기적인 

행동의 변화를 취할 수 있게 한다.



2 중등교육 투자의 중용성

81

그림 2.1 교육 달성도에 따른 HIV 감염, 18-29세, 우간다 농촌 지역, 1999-2000

출처: de Walque 2004. 
주: 12년간 수행된 종단적 연구에 의한 자료. 각 차수(round)는 자료를 수집한 1년간을 의미한다.

교육수준과 건강 개선 사이의 밀접한 관련성을 밝혀주는 비슷한 사례

가 미국에서 실시된 흡연과 교육에 대한 조사를 통해서도 나타났다. 이와 

같은 유익한 결과들은 예방책을 더 광범위하게 유포시킨 결과라기보다 

중등교육을 받는 동안 더욱 발전되는 일반적인 정보 처리의 능력을 더욱 

강화시킨 결과로 보인다. 

역설적이게도, 이와 같이 “사회적 백신”의 근원으로 간주되는 중등교육 

체계가 실제로 많은 아프리카 국가들에서는 HIV/AIDS로 인해 훼손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이들 질병으로 인한 사망률과 교사의 장기 결근이 증

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교육의 공급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중등학교 교사에 대한 보호와 함께 현재 중등교육을 받고 있으며 미래에 

교사가 될 가능성이 있는 젊은이들도 함께 보호해야할 특별한 노력이 포

함되어야 한다.

여성교육은 어린이들의 건강을 위해 다양한 면에서 유익한 영향을 준

다. 교육 수준이 높은 여성들 일수록 그들과 같은 연령의 집단에 비해 결

혼과 출산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으며, 또한 더 적은 수의, 더 건강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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녀를 갖는 경향이 있다. 한 조사에 따르면, 여성의 초등학교 입학률이 

10% 증가하자 유아 사망률이 1000명당 4.1명으로 낮아졌으며, 여성의 중

등학교 입학률이 비슷한 크기로 증가하자 1000명당 유아 사망률이 5.6명

만큼 추가적으로 감소하였다. 최근 49개 개발도상국에서 행해진 인구 및 

보건 조사에 따르면, 5세 미만의 아동 사망률은 어머니가 교육을 받지 못

한 가정에서 가장 높고, 어머니가 중등교육이나 그 이상의 교육을 받은 

가정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2.2 참조).

성 평등성.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여성교육은 사회 및 가정에 유익

한 영향을 줄 수 있으며, 또한 성 불평등성을 완화시키는 촉매제로 작용

하여 여성들의 삶 자체를 유익하게 할 수 있다는 증거가 있다. 이러한 주

제에 대한 경험적 연구는 교육으로 인해 여성들의 복지가 강화되고, 가정

에서 여성의 의사 결정권이 높아지며, 생활환경을 결정하는데 여성의 자

율성이 향상되고, 여성이 사회사업과 인력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된다는 가정 하에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연구는 경제학, 인구 통계학,

그림 2.2 산모의 교육 달성도에 따른 5세 미만 아동의 사망률, 1998년 경

출처: Mahy 2003.
주: 지역별 평균은 인구 가중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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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학, 인류학 등과 같은 다양한 사회 과학 분야 및 보건 교육에서 넓게 

이루어지고 있다. 조사에서 발견한 바에 따르면, 여성교육에 대한 투자는 

성 평등성과 여성의 권위 신장 및 복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한다

(Malhotra, Pande, and Grown 2003 참조). 또한 다른 조건이 어떠하건 간

에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교육(중등교육 또는 그 이상)을 통해 성 평등

성과 관련한 여러 면에서 지속적으로 유익한 결과가 나타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여성들이 더 많은 교육을 받게 되면 그들이 규범적 또는 구조

적 변화에 대한 매개자의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이른바 중등교육

의 문턱 효과(threshold effect)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예를 들어, 더 높은 수준의 교육(최소 6년 이상 또는 중등교육)을 통해 

여성들은 다양한 임신 및 출산 관련 시설과 산후 관리에 필요한 시설들

을 이용할 수 있게 되므로 긍정적인 효과를 얻게 된다. 이 효과는 더 낮

은 수준의 교육을 받았을 때 발생하는 효과보다 크다(인도 사례는 Bhatia 

and Cleland 1995a; 페루 사례는 Elo 1992, 이집트 사례는 Govindasamy 

2000). 연구에 의하면 여성의 성 및 생식 보건 교육은 예방 효과가 있으

며 특정 단계 이상의 교육이 필요하다. 일부 연구에 의하면 모든 교육은 

그것이 전혀 없는 상태에 비해 어떤 면에서든 유익한 효과가 있기는 하

지만, 그 효과는 하위 단계보다 상위 단계의 교육으로 갈수록 더욱 강해

진다(인도 사례는 Bhatia & Cleland 1995b; 이집트 사례는 Yount 2002). 

이와 관련하여 여성들이 질병의 위험으로부터 그들의 건강을 지키는 데 

필요한 유익한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중등교육이나 그 이상의 교육이 

필수적인 문턱효과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이집트 사례는 El-Gibaly 

외 2002; 잠비아 사례는 Fylkesnes 외 2001).   

민주주의 구현에 기여
중등교육은 인적, 사회적 자본을 세대 간에 유지시키고 축적하는 데에

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사회가 더욱 복잡해지고 전통성이 약화되어 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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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중등교육은 지역 공동체가 공익을 위해 집단적 능력을 발휘할 때 

중요한 역할을 하는 시민 협약(civic engagement)적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역할을 하게 되었다(Welsh 2003).

또한 교육은 개인의 신뢰성과 관용을 강화시켜 사회 자본의 확장에 기

여한다. Balatti와 Falk(2002), Schuller 외(2002)의 조사에 의하면 사회적 

활동으로서의 학습은 관용과 이해의 기반위에 작용하는 지역사회의 공통 

규범 및 가치의 발전을 위해 중요한 영향을 준다. 뿐만 아니라 사회적 자

본을 구성하는데 필요한 세 가지 요소를 결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한다. 그 세 가지 요소는 첫째, 신뢰 확립; 둘째, 사회 네트워크의 확장과 

재건; 셋째, 지역 사회의 참여에 영향을 주는 행동과 태도를 보강하는 것

이다. Dee(2003)가 수행한 교육의 시민 사회에 대한 기여에 대한 연구에 

따르면 미국에서 중등교육을 강화하자 신문 구독자뿐만 아니라 논란의 여

지가 있는 주장까지 포함한 자유 토론을 허용하는 경향이 현격히 증가했다.

중등교육은 또한 시민들이 민주주의 제도에 참여하거나 지역 공동체 

기구에 가입하고 정계에서 일하게 될 가능성을 증가시킴으로써 사회 자

본을 확충하는데 도움을 준다. 미국과 영국에서 진행된 연구 결과(Dee 

2003; Milligan, Moretti & Oreopoulos 2003)에 의하면 중등교육은 정치

에 대한 관심, 투표 참여 및 시민 활동을 강화시키도록 개인의 태도 및 

행동을 변화시키므로 능동적인 시민의 양성을 촉진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중등교육은 시민 참여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범죄 활동과 수감률을 낮

추는데도 도움을 줄 수 있다. 이것은 다시 사회에도 막대한 금전적인 이익

을 가져다준다. 미국의 Lockner와 Moretti(2001)는 중등학교의 중퇴율이 

높아지는 경우 백인 및 흑인 남성 모두의 수감률이 상승하고, 고등학교 졸

업률이 10% 상승하는 경우 범죄 검거율이 14%에서 27%까지 감소하는 것

을 발견하였다. 그들의 연구에 따르면, 미국에서 고등학교 졸업률을 1% 

증가시킴으로써 발생하는 사회적 혜택은 연간 약 $9억에서 $19억의 예산

을 절약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Feinstein(2002)은 유사한 연구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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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스 2.1 캄보디아의 중등교육에 대한 압력 증가
  캄보디아에서는 중등교육으로 인해 교육단계들 간에 병목 현상이 초래되었다. 교육 개

혁의 영향으로 캄보디아의 초등학교 순 입학률은 1996년 85%에서 2002년 93%로 증가

되었으나, 반면에 중등학교 순 진학률은 같은 기간 23%에서 20%로 하락하였으며 

1999/2000학년에는 14%까지 급격하게 하락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초등교육 과정에서 

학생의 유급률이 감소하고 6학년에 이르기까지 진급률이 현격히 상승하자 정부는 중학교 

교육에 대한 잠재적 수요가 2006년도까지 두 배 가량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 예상

영국의 범죄의 감소에 있어서 비슷한 경향을 발견했는데, 그는 이것이 중

등교육을 수료하는 것이 임금인상에 긍정적인 효과를 주기 때문이라고 생

각했다. Feinstein에 따르면, 영국에서 0등급 또는 동등 수준의 자격을 갖

춘 노동 가능 연령의 임금을 1 포인트 상승시켰을 때 나타나는 범죄 감소

의 효과는 약 ￡1천만에서 ￡3억2천만과 맞먹는 것으로 예상된다.

초등 및 고등교육에 기여
경제성장 및 사회 자본의 확장에 기여하는 것과 더불어, 중등교육은 

또한 초등교육 및 고등교육의 발전을 위해서도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초등교육과 중등교육, 중등교육과 고등교육이 어떻게 명확히 나누어지는

지에 따라 국가의 전체적인 교육 체계의 특성이 명확하게 정의되고 제시

된다. 중등교육은 교육 체계 내에서 초등교육 및 고등교육 사이의 가교로

서 각 교육 과정들을 결속시키는 역할을 한다. 중등교육은 학생들의 발전

과 진보를 위한 중요한 통로가 될 수도 있으며 혹은 교육기회의 공정한 

확대를 저해하는 주요 병목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 최근 수십 년간의 노

력에도 불구하고 개발도상국에서는 중등교육이 전체 교육 체계 내에서 

병목 현상을 유발함으로써 교육 참가율이 저하되는 사태가 종종 발생하

고 있다. 이러한 병목현상은 주로 중학교 교육의 기회가 턱없이 부족하거

나 중등교육 과정의 엄격한 능력별 과정 편성 제도, 또는 두 가지 이유 

모두로 인해 발생하곤 한다. (박스 2.1의 사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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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르면 기본 진학 대상자의 수가 급격히 증가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오히려 중등학교

의 진학률은 현재 83%에서 40%로 급강하 할 수도 있다.

  따라서 초등학교의 높아진 졸업률을 수용하기 위해 중등교육 과정에 대한 국가의 개입

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 것은 놀라운 사실이 아니다. 캄보디아는 중학교 진학률은 거

의 변하지 않은 반면 중학교에 진학한 선택받은 소수의 중퇴율은 높다는 법률이 만들어

낸 딜레마를 안고 있다. 1996년에 캄보디아 정부는 기초 교육의 주기를 6년에서 9년으

로 확대하여 중학교 과정을 포함시키는 방안의 교육 개혁의 주요 내용을 발표했다. 캄보

디아의 헌법이 모든 아동들로 하여금 기초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음에도 불구

하고, 중학교 교육의 참가율은 20% 내외에서 머물러 사회와 정치계의 목표에는 턱없이 

부족한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정부는 법적 권리를 실제적 권리로 전환하

기 위해 강제적인 조처를 취하게 되었으며 빈곤층에 대한 교육 확대를 목표로 하는 교육 

개혁을 실행하기 위해 현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자료: ADE-KAPE 2003

초등교육과 중등교육은 다양한 면에서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하며 호

혜적 관계(two-way street)를 유지하고 있다. 초등교육의 이수율이 증가

하면 중등교육에 대한 요구가 뒤이어 상승할 수 있으며, 중등교육의 확대

는 초등학교의 학생이 초등학교 과정을 수료하고 졸업하게끔 하는 강력

한 유인책이 될 수 있다. 더욱이 많은 개발도상국가의 초등학교 교사들은 

중등교육 과정에서 양성되므로 중등교육의 확대와 그 질의 향상을 통해 

더 많은 우수한 초등학교 교사들이 공급되는 이점이 있다. 

초등교육과 중등교육의 호혜적 관계는 중등교육과 고등교육의 관계로 

확대될 수 있다. 중등교육의 교과과정, 교수법, 법률구조, 채용, 선발, 교

사의 지위, 학생의 배경 등은 고등교육에 그대로 반영된다. 교육 정책이 

효과적으로 시행될 경우, 잘 교육받은 중등학교의 졸업생들은 대학 진학

을 통해 지속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되며, 결과적으로는 대학 과정

을 통해 중등학교 교사가 될 자격을 갖추게 된다. 고등교육으로의 진학 

기회를 확대하는 정책은 고등교육으로 진학하고자 하는 우수한 중등학교 

졸업생의 수를 증가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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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등교육의 독특한 구조(우선 학문교육과 직업교육이 공존)에 부합되

고 두 교육 과정에 대해 각각 상응하는 교과과정을 선택하고, 학생들에게 

둘 중 한 가지 교육 과정에 대한 선택의 기회를 주는 것은, 학생의 요구

와 고등교육으로의 진학 방식에 큰 영향을 주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고

등교육에서 신입생의 전공분야별 분포에 영향을 준다. 서로 다른 교육 과

정에 편성되어 고등학교에서 학생이 획득하고 인증 받게 되는 지식과 기

술은 고등교육에 대한 전망과 선택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

다. 또한 이러한 지식과 기술은 또한 국가가 특정 학과에 대한 대학 진학

률을 높이기를 원할 때, 예를 들어 공학 분야와 같이, 전통적으로 남성이 

독점하고 있는 학과에 관련해서 매우 중요한 작용을 한다. 고등교육의 개

혁은 중등학교의 교과과정과 두 가지 교육 방식에 따른 학생 편성의 구

조에 주목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중등학교에서 직

업교육을 받은 학생들이 다양한 분야 및 수준의 고등교육 시설로 진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교육 체계의 유동성과 포용성을 증가시킬 뿐만 아

니라, 고등교육이 직업적 측면과 학문적 측면 사이에서 균형을 이룰 수 

있게 해준다. 

지난 수십 년간의 교육 개혁을 통한 결과 중의 하나는 교육 단계간의 

제휴 체계의 변화를 들 수 있다. 과거의 중등교육은 오직 고등교육과의 

제휴 체계만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오늘날의 중등교육은 동일 학군내

의 초등학교의 졸업생 수준에 대해 압력을 행사하거나 또는 행사하지 않

음으로써, 그리고 수준에 대한 압력은 없을지라도 학업을 지속하도록 동

기를 제공함으로써 초등학교에 대한 외부효과를 창출하고 있다(Bregman 

and Bryner 2003).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경제 및 인적, 사회적 자원과의 관련성으

로 인하여, 적절한 중등교육 정책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따라서 다

음 절에서는 수요자 측의 요구를 통해 중등교육의 확대를 위한 적절한 

정책의 필요성을 점검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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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질의 중등교육에 대한 요구 증가
중등교육에 대한 요구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증가할 수 있다. 

(a) 초등교육의 보편화 달성과 여성 및 소수 집단을 위해 제공된 형평

성을 강화한 프로그램의 성공

(b) 사회가 더욱 다원화 되고 직장에서 더욱 정교한 기술이 요구됨에 

따라 새로운 형태의 지식, 기술, 태도, 가치, 경험 등에 대한 필요성 

증가 

(c) 정부와 농업 분야의 고용주로서의 역할 감소. 고용 구조상 “지식 

인력”에 의해 좌우되는 서비스 분야의 중요성 증가.

(d) 선거를 통한 대의제 정부 형태의 증가와 이에 따른 교육 받은 시민

에 대한 필요성 증가. 

(e) 중등교육의 진학을 통해서만 습득될 수 있는 보다 발전된 기술, 지

식, 역량을 갖춘 졸업생에 대한 인력시장의 요구 증가에 따라 중등

교육 이수에 따른 개인의 수익률 증가.

더 많은 교육을 받은 인력에 대한 요구
교육받은 인력에 대한 요구를 측정하기 위하여 가구 및 노동인구 통계 

자료를 통해 초등교육 및 고등교육과 비교하여 중등교육 인력의 임금과 

공급의 지난 20년간의 동향을 분석하였다. 자료에 포함되어 있는 국가는 

라틴아메리카의 아르헨티나, 볼리비아, 브라질, 칠레, 콜롬비아, 멕시코

(de Ferranti 외 2003)와, 동아시아 지역의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Abu Ghaida & Connolly 2003),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의 코트디부

아르, 가나, 남아프리카 공화국, 잠비아(Abu Ghaida & Connolly 2003) 등

이다. 연구에 의하면 상대적 임금, 공급, 수요 사이의 상호 작용을 고려할 

때 몇 개의 패턴을 발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상대적 공급의 증가와 함

께 상대적 임금의 상승이 나타나는 것은 상대적 수요의 확실한 증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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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하는 것이며, 반면에 상대적 공급의 증가와 함께 상대적 임금의 하락

이 발생하는 것은 상대적 수요가 증가하거나 감소했음을 의미한다.   

분석에 의하면 지난 20년간 라틴 아메리카와 동아시아, 아프리카 지역

의 경우 초등교육 인력과 비교하여 중등교육 인력의 공급은 현저히 증가

하였으며, 상대적 임금은 라틴 아메리카와 동아시아에서는 감소한 반면 

아프리카 국가들에서는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교육 인력과 비교

하여 중등교육을 받은 인력에 대한 수요는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라틴 

아메리카의 경우, 아르헨티나와 브라질의 경제적 위기의 시기를 제외할 

경우, 중등교육을 받은 인력에 대한 상대적 수요는 증가했다; 동아시아지

역의 경우,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에서는 증가했으나 태국에서는 감소

했다; 아프리카의 경우, 상대적인 임금과 공급의 상승으로 중등교육을 받

은 인력에 대한 상대적 수요가 증가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      

라틴아메리카(브라질 제외)와 동아시아(태국 제외), 사하라 이남의 아프

리카 지역에서, 고등교육 인력과 비교하여 중등교육 인력에 대한 공급은 

감소했다. 조사 결과에 의하면, 중등교육 인력의 상대적인 임금은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과 가나, 남아프리카 공화국, 태국에서는 감소한 반면 인

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잠비아에서는 상승하였으며 코트디부아르의 경우

는 그 결과가 매우 가변적이었다. 고등교육과 비교했을 때 중등교육 인력

의 수요는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라틴아메리카에서 고등교육 인력에 비

교하여 중등교육 인력의 상대적 수요는 감소했다(브라질 제외); 동아시아 

지역의 경우, 인도네시아와 태국에서는 상대적 수요가 감소한 반면 말레

이시아에서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프리카 지역의 경우, 상대적 임

금에 대한 뒤섞인 증거가 있기는 하나 중등교육 인력의 상대적 수요는 

전반적으로 감소했다.

상대적 임금과 인력 공급의 전반적인 추세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 더 

많은 교육을 받은 인력에 대한 수요가 증가했음을 의미한다. 다른 한편으

로 고등교육 인력에 대한 수요 또한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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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들이 제시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1997년의 말레이시아의 경제 위

기와 함께 고도의 기술을 갖춘 인력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면서 관찰되었

다. 결과적으로 라틴아메리카의 인력 수요의 변화에 대한 조사 결과들로

부터 확인되는 사실은 과학 기술과 직업기술 사이에 존재하는 상호보완

성이다. 다시 말해서, 기술 지향적인 과학기술로 인해 다양한 수준의 기

술을 보유하고 있는 인력에 대한 상대적 수요가 변화하는 것이다(de 

Ferranti 외 2003).

강화된 적합성과 질에 대한 요구 
21세기의 중등교육의 근본적인 역할은 학생들과 졸업생들이 지역 사회

가 필요로 하는 능동적이고 도움이 되는 시민이 될 수 있도록 그들을 적

절하게 교육시키는 것이다. Delors(1996)에 따르면, 이 적극적인 역할은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사회적, 종교적 생활 등의 모든 영역에서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중등교육의 아젠다는 다차원적이며 한 가지 영역에 국한

되어서는 안 된다. 중등교육은 능동적인 시민으로서 그들에게 주어지는 

경제적 기회를 잘 활용하고, 그들의 권리와 의무를 행사할 수 있으며, 권

리와 의무를 손상시키고 남용하려는 시도들에 저항 할 수 있도록 청소년

들과 젊은이들을 교육시켜야 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 이어질 내용

에서는 중등교육의 적합성과 질에 대한 요구가 강화되고 있는 현실을 젊

은이, 시민 생활, 사회화 및 직장의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젊은이. 많은 청소년들은 어려움을 겪는 때에 초등학교에서 중등학교로 

이동하게 된다. 청소년기의 초기에는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인 변화가 시

작되고, 계속해서 정체성과 개인주의와 같은 새로운 개념과 함께 빠른 성

장을 경험할 때 학생들은 이전에 처해 있던 환경과 근본적으로 다른 중등

학교의 환경에 처하게 된다(University of Pittsburgh 1996). 초등학교에서 

보호받던 환경에서 벗어나 상대적으로 비체계적인 중등학교로 이동하는 

시기는 일부에게는 순조로울 수도 있겠으나 대부분의 젊은이들에게는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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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포기, 중퇴 및 기타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극도의 갈등의 시기

가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많은 선진국에서 15~30%의 청소년들이 고등학

교를 졸업하기 전에 중퇴하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사하라 이남의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중등교육 이수율이 약 10~20%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Bregman and Bryner 2003). 아프리카 국가들에서 중퇴률은 일반적으로 

중등교육의 저학년에서 높게 나타나고, 고학년으로 갈수록 급격하게 감소

한다. 이것은 중등학교의 마지막 학년까지 다닐 수 있는 학생들은 중등교

육 과정을 수료할 확률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러

한 확률은 전반적으로 매우 낮다(Liang 2002). 라틴 아메리카에서 흔히 관

찰되는 현상 중 하나는 중등학교에서 첫 학년의 유급률이 매우 높게 나타

남으로써 중등교육이 매우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이다(Cabrol 

2002). 이에 따른 파급 효과(spin-off effect)로 인해 청소년층의 어느 연령 

그룹에서건 범죄 검거율이 극도로 치솟고 있으며 청소년들의 알코올 또는 

기타 약물의 정기적 남용에 대한 보고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Hargreaves 와 Earl(1990)은 초기 청소년기의 주요 특성과 그들의 요

구를 요약하여 정리하였다. 이 시기의 젊은이들은 (a)급격한 신체적, 지

적, 사회적, 정서적 변화에 적응해야 하고, (b)긍정적인 자아상을 발전시

켜야 하며, (c)독립을 지향하여 성장하고 경험을 쌓아야 한다. 또한 (d)정

체성 및 개인적, 사회적 가치에 대한 감각을 계발해야 하고, (e)동년배 집

단의 동성 및 이성 간의 사회적 수용, 제휴, 애정 등을 경험해야 하며, (f)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사회적, 정치적 세계에 대한 자각과 그것에 대한 

대처 능력 및 구조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시켜야 한다. 마지

막으로 (g)성장 과정을 함께 할 특정 성인들과 유대감을 형성해야 한다. 

오늘날 젊은이들의 중등교육에 대한 요구를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하

여, 위에 언급된 고려 사항에 더하여 청소년들을 둘러싸고 있는 현대의 

사회적 특성을 살펴보는 것 또한 중요하다. 현대 사회는 과학기술과 생활

방식의 끊임없는 변화, 전 세계를 연결하는 통신 기술, 정보 기술, 멀티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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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어의 영향으로 세계적으로 널리 확산된 청소년의 신문화 출현 등의 특

성을 나타낸다. 청소년들의 사회생활과 직장 주변의 풍부한 정보 환경은 

청소년들에게 혁신적, 이론적, 비판적 사고와 심오한 사고방식을 요구하

고 있으며, 다양한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고 그 결정에 따른 책임감을 

수용하고 중대한 사건이나 중요한 분야에서 성공을 이루어 자신감을 발

전시킬 것과 같은 또 다른 요구들을 창출해 내고 있다. 중등교육은 청소

년들이 능력을 쌓는데 도움이 되는 유용한 경험을 제공할 의무와 더불어 

중대한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전 세계적인 중학교 교육의 전형적인 몇 가지 특성들은 현시대의 청소

년들과 젊은이들의 요구와 대치되는 것으로 보인다. 그 특성들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한다.

1. 초등학교와 비교하여 교실에서 교사의 지휘권 강화. 중등학교 교

실에서 교사의 지휘권과 통제권은 더욱 강화되고 학생의 의사결정, 선

택, 자기제어의 기회는 감소한다.4) 이는 이 시기의 학생에게 자주성과 

자기 결정권에 대한 열망이 증가하는 점과 상충한다. 

2. 개별 학생과 교사간의 사적인 유대감 약화. 중등학교에서 학생들

은 초등학교와 비교하여 친근감과 지지적인 태도, 자상함이 덜한 교사

와 대면하게 된다. 교사와 학생의 관계에서 사적이고 긍정적인 성격은 

줄어든다. 학생에 관해 고려하면, 교사들은 이 연령 집단의 학생들을 

덜 신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소규모 집단과 개인적 관심의 감소, 평가에 대한 압력 상승. 중학

교의 시작 단계에서는 소규모의 집단적 작업 보다 다양한 학생의 능력

과는 상관없이 조직화된 학급 전체의 활동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또한 중등학교의 학생들은 그들의 학업 성적과 관련해 공적인 평가를 

받아야하는 경우가 많은데, 때로는 중요도가 매우 높은 국가시험을 치

루기도 한다. 이로 인해 학생들은 학업에 흥미를 잃게 되고, 청소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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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젊은이들의 동기 및 자아인식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받게 된다.

학생의 불만과 시민 생활과의 관계. 중학교 과정으로 이동하고 계속해

서 고등학교 과정으로 이동하는 중에 겪게 되는 본질적인 학습 환경의 

변화는 이 과정의 학생들에게서 학교와 관련된 활동 참여가 감소하는 현

상에 대한 하나의 이유로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학생들의 관점과 중등

교육의 준 보편성을 감안하여 볼 때, 학교 활동 참여 감소 현상은 사실상 

현대 중등교육에서 민주적 요소가 결핍된 까닭이라고 볼 수 있다. 방대한 

조사 자료에 의하면 현대의 중등학교는 그 특성상 학생들 간에 형성된 

학교를 거부하는 하부문화, 학교 폭력과 반사회적 행동, 중퇴율 증가, 학

생 이탈의 보편화 등과 같은 현상을 북돋우는 경향이 있다. 

학교는 또한 개인의 성격과 행동에 관해 이상적인 학생상을 부여한다. 

그 이미지에 부합되지 않거나 그 기준에 도달할 기회가 없는 학생들의 

경우는 개인의 정체성을 구축하고 계발하기 위해 대체 방법과, 장소, 시

설 등을 찾게 된다. 많은 교육자들은 학교 훈육의 문제점과 특히 학교 폭

력이 증가하는 현상이 국제적으로 이동하여 확장되고 있으며, 이는 학교 

제도의 전체적인 전망과 교사의 자아인식을 변화시키는 일종의 국제적 

전염병과 같은 것이라고 보고 있다. 학생의 동기 부족, 학생에 대한 훈육 

결핍의 확산, 더 나은 미래를 위해 현재를 희생하려고 하지 않는 학생들

의 반항성 등과 같은 지속적인 문제들의 증대에 대해 중등학교의 교사들

은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다시 말해서, 중등학교 학생들 사이에서 시민

성 결여 현상이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국제적 또는 국가적으로 진행된 여러 연구들에 따르면 학생들의 장기 

결석과 불만족(소속감이나 참석률의 저하로 확인되는 특성)은 중등교육이 

해결해야할 주요 도전이 되고 있다. PISA의 결과를 가지고 선진국 42개

국에 대한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OECD(2001b)가 발표한 보고에 따르면 

15세의 학생들 중 4명 당 1명이 학교에 대한 소속감의 결여를 나타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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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며, 5명 중 한명은 학교에 정기적으로 결석하고 있음을 시인했다.5) 

학생의 불만족 정도는 국가별로 큰 차이를 나타낸다. 덴마크와 스페인에

서는 학생의 1/3 가량이, 캐나다, 그리스, 아이슬란드, 뉴질랜드와 폴란드

에서는 1/4 이상의 학생들이 정기적으로 학교에 결석하거나 수업을 빼먹

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일본과 한국의 경우는 저출석률의 범위가 

10명당 한명 이하인 것으로 보고되었다. 

그런데 중등학교에서 출석률이 높게 나타나는 국가라 할지라도, 학생

들이 항상 학교에 만족하는 것은 아니다. 소속감의 결여는 일본, 한국, 폴

란드 등에서 더 높게 나타나는데, 1/3 이상의 학생들이 최소 한 가지 면

에서조차도 학교에 대한 소속감을 느끼지 못한다고 밝혔다. 소속감의 결

여가 가장 낮은 국가는 헝가리, 아일랜드, 스웨덴, 영국과 같은 국가들로

서, 1/5 이하의 학생들에게서 학교 소속감에 대한 결여가 나타났다. 출석

률과 학교 소속감으로 측정되는 학생의 불만족 정도는 OECD에 속해 있

지 않은 국가들에서 더 높게 나타난다. 그런데 기대했던 것과는 반대로 

불만족을 나타내는 학생들은 반드시 최하위의 학업 성적을 나타내는 학

생들이 아닌 것으로 조사 결과 나타났다. 불만족 학생은 학업 성적과 관

계없이 나타난다. 오히려 평균적으로 볼 때, 학업성적이 표준 이상인 학

생들에게서 학교에 대한 소속감이 가장 저조하게 나타난다. 출석률이 매

우 낮은 학생들은 성적이 비교적 낮은 경우도 많기는 하지만 최하위권은 

아니다. 그 학생들은 평균적으로 학습능력이 5등급 중 2등급 정도를 차

지하며, 최소한의 기초 기술력을 지니고 있다. 아르헨티나에서 진행된 청

년층 조사(San Juan 2001)에 따르면 청소년기의 초기(13~15세)에는 학교 

활동에 대한 동기성과 참여율이 낮은 수준이어서 학교를 일찍 그만두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캐나다에서는 학습과 교내 활동의 학생 참

가율에 대한 4년간의 국가 조사(Smith 외 2001)를 통해 학생이 초등학교

에서 중등학교 과정까지 점차 학년이 높아질수록, 학교생활에 더욱 더 싫

증을 내고 관심을 멀리하게 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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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결과들은 정책 담당자들에게 중요한 과제를 안겨준다. 조사 

결과들에 의하면 학교에 대한 불만족(그리고 그 결과라고 볼 수 있는 학

교에 반대하는 반(反)문화의 형성)은 소수의 학생들에게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학교에 대해 불만을 품고 있는 학생들은 학교에서 최대한의 능력

을 발휘하지 못하고 수업을 방해하고 다른 학생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 되며, 따라서 퇴학이나 영구 제적과 같은 결과를 초래하기도 한다. 

청소년기 초기의 학교 이탈로 인한 장기적인 영향에 대한 평가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러나 학교에 대한 학생의 태도 및 참가는 학생

이 중등 이후 교육을 받을지에 대한 결정을 하는데 매우 중요한 영향을 

줄 것임을 예상할 수 있다. 중등교육 과정에서는 학생의 학문적 정체성이 

결정되고 강화된다. 학문적 정체성은 학생이 졸업시기에 인력 시장과 직

면하거나 또는 추가 교육을 추구할 때 얻게 되는  선택과 기회들에 영향

을 주고 그것들을 구체화 한다. 

중등교육은 학생의 인생에서 매우 중대한 시기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학습 과정에 대한 참여와 전반적인 복지 상태는 학생의 학업 성취를 위

해 대단히 중요한 요소가 된다. 이와 같은 학교 교육의 정서적 성과는 교

과과정, 교수법, 평가 방법을 결정할 때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 현재의 

학업 및 인지적 성취에 대한 강조는 또한 정서적 측면의 성취도와 반드

시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이렇게 중등학교가 젊은 시민들과 인력들을 위한 시설로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면, 개별 학생의 학습과정을 조정하는 학생의 자율성에 

대하여 더욱 큰 관심이 집중되어야 한다. 교사와 교장은 교과과정 선택, 

교수 방법의 선호도,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평가 방법의 시행 등과 같은 

문제에 대해 결정을 내릴 때 학생의 참가율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적극

적으로 기울여야만 한다. 열거된 사항들은 교육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므

로, 정책담당자들은 교과과정, 교수법, 감시체계, 평가방법 등에 대한 초

안을 준비할 때, 위의 사항들을 고려해야만 한다. 학생들은 두말할 것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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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이 중등학교의 가장 크고 중요한 자산이므로 동료 학생들과 함께 학습 

과정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야만 한다. 학생 참여 조직의 구성, 학생간의 

상호 후원, 개인지도 제도, 대립 중재책 등은 학생의 직접적인 동참을 유

도함으로써 학교의 문화를 변화시키고 중퇴율을 낮추며 학생의 성취도를 

개선시키는데 기여하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직장. 과학기술의 발달과 신기술의 도입으로 인해 변화하는 직장 환경

은 전 세계적으로 평균 교육수준의 달성 및 정규 교육제도 외에서 획득

되는 역량 등 인력의 숙련도를 향상시켜야 한다는 압력을 증가시키고 있

다(OECD 2001a; Stasz 1999). 수리능력과 문자 해독능력과 같은 핵심적

이자 기본적인 기술들을 더욱 강화시키는 것은 직업과 관련된 능력이나 

기술적 지식만큼이나 중요하다. 선진국에서는 젊은이들이 중등교육을 수

료함으로써 직장을 더 빨리 구할 수 있게 되고, 실직 상태의 기간을 단축

시키는 효과를 얻고 있다. OECD 참가국 중 8개의 국가(호주, 캐나다, 핀

란드, 일본, 노르웨이, 포르투갈, 스웨덴, 미국)를 상대로 진행된 청년층의 

고용상태에 관한 비교 연구에 따르면, 청년-성인 실업률 상대비는 1997

년도에 평균 3.6에서 1987년 2.6으로, 다시 1996년 2.4로 감소하였다

(OECD 1998).6) “인력시장에서 젊은이들이 차지하는 위치가 상대적으로 

개선된 것은 노동시장의 신규 인력들의 평균 교육 수준이 향상된 것에 

큰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 있는데, 신규 인력들이 지니고 있는 지식, 기

술, 자격 등은 지식 사회의 요구에 더욱 잘 부합하고 있다”는 연구 결과

가 발표되었다. 진정한 차이를 이끄는 것은 교육을 받은 기간이 몇 년인

가가 아니라 교육의 질이 어떠했는가 하는 점인데, 교육의 기간이 같다 

하더라도 국가마다 인력의 자질 및 능력의 분포 형태는 매우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몇 개의 연구 결과들 또한 경제 성장을 위해서 

양질의 교육이 매우 중요함을 재확인해주고 있다(Barro 1999; Dessus 

1999; Hanushek & Kimko 2000).

그런데 교육의 축적이 성장을 위해서는 이로우나, 교육 기회가 불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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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주어지면 경제 성장을 저해하는 강력한 부정적인 작용을 한다는 흥

미로운 경고가 라틴 아메리카의 연구 발표를 통해 발표되었다(Birdsall & 

Londoño 1997). 이것은 양질의 중등교육에 대한 공정한 접근을 보장하는 

현실적인 제안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졸업생들을 인력 시장에 적극적으

로 동참시키기 위해서는 중등교육이 특정한 업무를 완수할 수 있도록 학

생들의 기술과 능력을 강화하고 신기술과 관련된 지식을 흡수, 사용, 적

용시켜 변화하는 인력시장의 요구에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Lall(2001)은 경쟁력과 기술에 대한 연구를 통해, 한 국가의 산업 

분야가 점차 복잡해지고 정교해짐에 따라 인적 자원의 육성에 대한 필요

성이 증대된다는 사실을 발표했다. 양질의 중등교육과 기술교육은 국가

가 산업 발전에 있어 중급 수준을 유지하고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필수

적이며, 또한 수출 지향적인 활동을 위해 중요한 요소이다. 우간다에서 

진행된 기업의 요구에 관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전문적인 직업교육을 지

지하는 의견이 높아짐에도 불구하고, 고용주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

는 것은 적극적인 근무 자세와 더불어 일반적인 기술 및 지식이었다

(Liang 2002). 태국의 중등교육과 고용에 대한 또 다른 연구 결과 또한 

경영자들이 그 어떤 기술 이상으로 직원의 근무 습관과 태도를 가장 중

시하며 그 다음으로는 새로운 직업 기술을 습득하는 능력을 중시하고, 특

정 분야의 직업적 기술보다는 인간관계 능력을 중시한다는 사실을 보여

주었다(세계은행 2000a).

중등교육의 긍정적 효과와 부수적 효과 
중등교육의 확대는 원하는 효과와 함께 부수적인 효과도 나타낼 수 있

는데, 일부 부정적인 효과들은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다. 

1. 중등교육의 확산은 인적 자원의 계발과 사회의 형평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중등교육의 진학률이 낮은 국가들에서 무분별한 중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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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확산은 오히려 성별 또는 사회적 배경에 따른 학생의 불평등

성을 더욱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캄보디아와 같은 

개발도상국들의 중등교육 진학률에 대한 분석(ADE-KAPE 2003)에 

따르면 특정 집단을 목표로 두지 않고 무분별하게 이루어지는 중등

교육에 대한 투자는 빈곤층에게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유는 기회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최하위 20%의 소득 

계층 중 10% 미만의 학생들만이 중등교육에 진학하는 것으로 나타

났기 때문이다(박스 2.2 참조). 중등교육에 대한 접근성이 비교적 개

방된 국가들에서 조차도 교육의 질과 타당성에 대한 충분한 배려가 

없이 중등교육을 확대하는 것은 오히려 중퇴율을 증가시키고 수료

율을 낮추는 결과를 이끌 수 있으며, 따라서 “기회의 개방(open 

doors)”을 위한 제도가 많은 학생들에게는 “헛도는 제도”로 정착되

는 결과가 초래될 수도 있다(UNESCO 2004b).

2. 중등교육은 또한 임금과 인력시장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론상

으로 볼 때 교육의 접근성 확대는 교육 기관의 졸업장이 갖는 교환 

가치를 감소시킨다. 졸업장의 가치 감소는 중등교육의 가치에 대한 

대중의 인식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학생들이 고등교육으로 진학할 

수 있는 보증서로서의 가능성을 급격하게 감소시킨다. 이와 반대로 

중등교육의 독점성을 강화시키는 것은 시장에서 중등교육의 졸업장

의 가치를 높여주는 결과를 이끈다. 한편 Goldin(2001)은 임금 구조

가 과학기술과 교육 간의 경주를 통한 결과와 같다고 주장했다. 20

세기의 대부분의 기간 동안 교육은 과학기술을 앞질러 왔으나, 지난 

20년을 지나면서 과학기술이 교육보다 선두에 나서게 되었다. 이로 

인해 중등교육 졸업생들의 고용 가능성을 고려해야 할 새로운 변수

와 과제가 주어졌다. 이와 같이 과학기술의 발전은 중등교육의 접근

성을 확대하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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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스 2.2 개발도상국의 교육 달성도에서 나타나는 불평등성
  Filmer와 Pritchett(1999)가 35개국의 개발도상국들의 가구조사 자료를 토대로 교육 

달성도에 관한 연구를 진행한 결과, 15~19세의 학생들이 전체 교육 과정 중 중앙값 단

계까지 수료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은 부유한 가정과 빈곤한 가정 간에 서로 다르게 나타

나며, 두 계층 간 수료 기간의 차이는 인도에서는 10년, 다른 개발도상국에서는 약 3~5

년 정도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참조).

 예멘의 중학교(7~9학년) 진학률은 1998년에서 2002년 사이에 220%가 증가한 반면 같

은 기간 고등학교의 진학률은 46%의 증가에 그쳤다. 전체적으로 중등교육의 총 진학률

(Gross Enrollment Rate, GER)은 현재 45%에 근접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의 이

면에는 성별, 도시와 농촌 지역 간, 학군간의 심각한 불균형이 숨겨져 있다. 정부는 

2002/3년도의 총 진학률이 남학생 기준으로는 57%, 여학생 기준으로는 24% 정도라고 

추산했다. 아덴(Aden)과 사나(Sana)와 같은 대도시들에서는 중등학교의 진학률이 남, 여 

학생을 합하여 70%이상이었는데, 특히 여학생의 진학률은 102%로서 남학생의 진학률보

다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 그러나 이러한 도시들을 제외하고는 상황이 전혀 달랐다. 국가 

전체 행정구역의 절반가량에서 여학생의 진학률은 15% 미만을 나타냄으로써 중등학교에

서 여학생 수는 다섯 명당 한명 이하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최하위 40%와 최상위 20% 가구의 15~19세 청소년에 대한 수료 학년 중앙값

자료: Filmer and Pritchett 1999.

주: 막대에 표시된 수는 부유층과 빈곤층 간의 교육 달성 기간의 차이를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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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중등교육의 확대는 교육 제도 자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국가가 초등 또는 기초교육의 보편화라는 목표를 세우고 실행하기 

시작하면 이에 따른 즉각적이고 필연적인 역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그 이유는 엘리트층과 일반 대중의 교육의 기회 사이에서 극심한 

분열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인데, 이 분열현상은 다음 단계에까지 영

향을 미쳐 내부의 심각한 차별 현상과 분열 현상을 초래하기도 한

다. 이 분열은, 예를 들어, 중학교 교육의 보편화에 따라 나타나는 

고등교육의 분열 현상은 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민주화 하는 것을 

반대하는 데 정치적으로 이용되기도 한다.

결  론
현대 사회에서 시민사회에 대한 참여와 경제적 성공을 위해 필수적인 

기술을 습득하기 위해서는 양질의 중등교육을 수료해야만 한다. 개발도

상국에서 중등교육에 대한 투자는 지속적인 경제 성장 및 빈곤 개선의 

토대로서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인적 자원의 계발과 민주사

회 구현, 범죄 감소, 생활환경의 개선 등에 기여하므로 그 정당성을 인정

받고 있다. 

한편 중등교육은 초등교육과 고등교육 및 인력시장 사이에서 교육 단

계를 구분하는 역할을 수행하기도 한다. 이러한 접합성과 관련한 특유의 

기능은 매우 중요한데 왜냐하면 이로 인해 젊은이들의 장래 교육 및 직

업의 기회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중등교육은 교육 달성도와 교육 기회의 

확대를 방해하는 병목지점으로서 작용할 수도 있고, 이와 반대로 학생의 

진보를 위한 교육 방식과 대체 통로를 제공할 수도 있다. 

양질의 중등교육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학생들 스스로가 그들의 교육 

계획을 실현하는데 적극적인 역할을 다하고, 그들에게 실제적인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교육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이상적인 목



2 중등교육 투자의 중용성

101

표는 현재 중등학교의 구성 방식으로는 실현되기 어려워 보이는데, 왜냐

하면 현재의 중등학교들 중 대부분은 젊은이들에게 자기경영과 교육 참

여의 기회를 거의 제공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중등학교 

학생들 사이에서 학교에 대한 불만족이 커지고 있으며 중등교육에 대한 

참여와 이수율을 향상시키는데 중요한 장애 요인이 되고 있다. 교육 정책

이 해결해야 할 과제중의 하나는 중등학교의 교과과정과 교수법, 평가 제

도를 청소년들의 요구와 필요에 맞추도록 하는 것이다.

무분별한 중등교육의 확산-특히 중등교육의 참여율이 매우 낮은 국가

에서-은 성별, 사회적 계급, 지역에 따른 교육 수준의 불평등성을 악화시

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국가는 이러한 문제의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하여 특정 집단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개입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3

장에서는 중등교육의 접근성을 확대하고 질과 적합성을 개선시키기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들에 대해 더욱 세부적으로 논의해 보도록 하겠다. 

주
1) 균형 잡힌 교육 체계란 각 하위 교육 과정의 일반적 접근성에 비례하여 

상위 교육 체계를 발전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2) 지니(Gini) 계수란 빈부격차와 계층간 소득분포의 불균형 정도를 나타내

는 수치로, 소득이 어느 정도 균등하게 분배되어 있는지를 평가하는 데 

주로 이용된다. 계산 방법은 먼저 가로축에 저소득층부터 고소득층 순서

로 인원 분포도를 그리고, 세로축에는 저소득층부터 소득액 누적 백분율

(소득누적비율)을 그린다. 그러면 소득분배곡선인 로렌츠곡선이 나오는데, 

여기에 가상 소득분배균등선(45˚선)을 긋고, 소득분배균등선과 가로·세로

축이 이루는 삼각형의 면적, 그리고 소득분배균등선과 로렌츠곡선 사이의 

면적 비율을 구한다. 여기서 구해진 면적 비율이 지니계수이다. 지니계수

는 0과 1 사이의 값을 가지는데, 값이 0에 가까울수록 소득분배의 불평

등 정도가 낮다는 것을 뜻한다. 보통 0.4가 넘으면 소득분배의 불평등 정

도가 심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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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앙골라, 보츠와나, 부르키나파소, 코모로, 콩고, 가나, 수단, 잔지바르(탄자

니아) 등의 국가에서 기초교육은 초등교육과 중학교 교육을 포함하고 있

으며, 7~10년의 교육 기간이 배정된다. 베냉, 부룬디, 카메룬, 중앙아프리

카 공화국, 콩고 민주 공화국, 에리트레아, 기니, 라이베리아, 마다가스카

르, 모리타니아, 모잠비크, 르완다, 세네갈, 탄자니아, 토고 등의 국가에서

는 초등교육만이 의무교육화 되어 있으며, 의무교육을 받는 아동들의 연

령은 5~11세 정도이다. 차드, 케냐, 레소토, 말라위, 스와질란드 등의 국

가에서는 초등교육이 의무교육화 되지 않았다.  

4) 중학교의 교사들은 초등학교의 교사들보다 학생들의 질서를 바로잡는데 

더 많은 시간을 허비하고 실제 수업에 들이는 시간은 더 적은 것으로 나

타났다. 그리스의 조사에서 58%의 학생들이 “매 수업의 시작 때마다 5분

이상이 수업과 관련해서는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소요된다.”고 답했으며 

46%의 학생들은 교실이 소란스럽고 번잡하다고 답했고, 29%의 학생들은 

학생들이 교사가 하는 말에 귀 기울이지 않는다고 답했다(OECD 2003d).

5) 이 보고서는 학생이 불만족을 가지게 되는 두 가지 원인에 대해 살펴보

고 있다. 그 중 하나는 학교소속감의 결여로부터 오는 것이다. 예를 들어 

학생들은 학교에서의 경험이 그들의 미래에 어떤 유익도 주지 못할 것이

라고 생각하거나, 자신이 동급생들이나 교사들로부터 소외되어 있다고 느

낄 수도 있다. 또 다른 불만족의 원인은 출석률의 저조나 장기 결석으로

부터 올 수 있는데, 이러한 것들은 학생의 최근 수업 참석률을 기본으로 

측정된다.   

6) 청년-성인 실업률 상대비는 25~54세 사이의 인구의 실업률에 대한 15~ 

24세 사이의 인구의 실업률의 비율을 통해 산출된다.  



103

중

3 
중등교육의 두 가지 도전: 

접근성의 확대 및 질과 적합성의 향상

등교육의 핵심적인 목표는 젊은이들에게 기술, 적성, 가치, 지식, 

경험 등을 습득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그들이 교육을 지속할 수 

있게 하거나 적극적인 시민 및 생산적인 인력이 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다. 세계화가 가속화되고 국가의 사회경제적 상황이 변화함에 따라, 중등

교육의 목표에 대해서도 더욱 지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 목표는 현

재의 젊은이들이 앞으로 다가올 사회에서 변화무쌍하고 예측 불가능한 

인력 시장이나 노동 유동성의 증대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그들을 준비

시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책 담당자들은 모든 젊은이들이 중등교육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보장해야 할 도전에 직면해 있다. 중등교육의 주요 

목표는 학생들이 끊임없이 변화하는 직장환경에 필요한 교육, 지식, 기술 

등을 갖추게끔 하는 것으로서 이를 통해 젊은이들은 일생동안 부딪치게 

될 변화들에 적절히 대응하는 방법을 터득하게 된다. 오늘날 교육 정책 

담당자들은 국가 고유의 사회문화적 배경과 경제적 현실을 고려한 중등

교육의 정책과 전략을 제공하고자 애쓰고 있다. 

중등교육과 관련하여 개발도상국이 직면한 도전은 그 국가의 특수한 

상황이나 경제발전의 정도에 따라 크게 두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질 수 

있다. 첫째는 접근성의 확대이며, 둘째는 적합성과 질의 향상에 대한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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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이다. 따라서 교육 정책의 핵심적 목표는 빈곤, 인종, 성별, 그 외 다른 

요인들로 인해 이전에 교육의 혜택에서 소외되어 있던 계층들을 위해 교

육의 접근성과 질 모두를 강화시키는데 쏠리게 된다. 이 장(章)에서는 이

러한 목표와 관련하여 중등교육이 직면하는 중대한 도전들에 대해 살펴

보도록 하겠다. 

엘리트주의에서 포괄주의로: 중등교육의 접근성 확대 
개발도상국들에 있어서 최근 몇 년간 중등학교의 진학률이 상당히 증

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여전히 전반적인 교육 수준을 더욱 향상

시켜야 하는 도전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상황을 초래한 주된 요인은 접

근성의 제한, 높은 유급율과 중퇴율에 따른 교육과정 내부의 저(低)효율

성, 전반적인 질 저하 등의 이유 때문이다. 따라서 개발도상국들은 그동

안 중등교육에 대한 접근성을 확대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현재는 많은 개발도상국들이 과거 선진국들이 비슷한 소득 수준을 가지

고 있었던 시기와 비교했을 때 보다 더욱 높은 수준의 중등교육의 기회

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아직도 개발도상국들은 여러 가지 면

에서 선진국들에 비해 여전히 뒤쳐져 있으며, 그 문제들을 극복하기 위해 

상당한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개발도상국들에게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은 일반 대중을 위한 중등교육

제도를 실시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대중 중등교육 체계는 다음과 같은 

특성을 포함해야 한다.

(a) 국가의 사회경제적 필요와 역량에 부합할 것.

(b) 중등교육의 이용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증가하고 다양화되는 요구

에도 효율적으로 대응할 것.

(c) 중등교육에 진학한 학생들이 과정을 수료할 수 있도록 학생을 유지

시킬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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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학생들이 중등학교를 졸업 후 선택한 진로를 원활히 수행해 갈 수 

있도록 필요한 지식, 기술, 태도, 경험 등을 중등학교 과정에서 획

득하도록 도울 것.

20세기의 후반에 들어서 개발도상국들이 보여준 중등교육에 대한 접근

성의 증가율은 1900년에서 1950년 사이에 있었던 OECD의 국가들의 증

가율보다 더 빨랐다.  Goldin(2002)은 세계 여러 국가의 일인당 실질 국

내 총생산(Gross Domestic Product, GDP)과 총진학률(Gross Enrollment 

Rate, GER)의 1990년도의 자료를 1900년도 초기부터 미국에서 축적한 

같은 지표와 비교 연구하였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1990년 당시 개발도

상국들은 미국이 동일한 수준의 일인당 GDP를 나타냈던 1900년과 1920

년에 비해 더욱 높은 진학률을 나타내고 있었다. 그림 3.1에서는 1990년

도에 일인당 GDP가 과거 미국과 비교하여 상당히 낮은 수준임에도 불구

그림 3.1 1990년 기준 127개 국가의 중등교육의 총진학률(GER)과 일인당 GDP

출처: Goldin (2002)의 자료 이용.
주: GDP, 국내총생산; GER, 총진학률; PPP, 구매력 평가 지수. 지역별 코드는 다음과 같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 1; 중동 및 북부 아프리카 지역= 2; 동아시아 및 태평양 지역= 3; 라틴아메
리카 및 카리브 지역= 4; 남아시아 지역= 5; 동부유럽 및 중앙아시아 지역= 6; 선진국=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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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극히 일부 개발도상국의 총진학률만이 1900년도 미국의 총진학률

보다 낮게 나타난 사실을 보여준다. 사실은 많은 개발도상국에서 총진학

률이 1920년도 미국의 총진학률보다도 높았던 것이다. Goldin은 또한 

1990년 당시 많은 개발도상국의 중등학교 총진학률이 1950년대 중반 대

부분의 유럽 국가들에서 나타난 총진학률보다 높다는 사실을 확인했는데 

이 당시 유럽 국가들의 GDP 또한 1990년 개발도상국의 GDP보다 높은 

수준이었다. 

이러한 결과들에도 불구하고 1990년도 이후로 개발도상국과 선진국 

사이의 중등교육의 접근성의 격차는 더욱 커지고 있다. 그 이유는 개발도

상국에서의 교육의 확대가 선진국에서만큼 빠르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

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동부 유럽을 제외한 모든 개발도상국들에서 중

등교육의 진학률은 선진국에 훨씬 뒤져 있는 상태다. 

1990년대에 들어 개발도상국들은 중등교육의 접근성을 확대하기 위한 

공동 노력을 기울인 결과 놀라운 성과를 이루어냈다(그림 3.2참조). 예를

그림 3.2 1970-1995년 사이의 지역별 중등교육의 총진학률 

출처: 세계은행, EdStats, 2004.
주: GER, 총진학률. 



3 중등교육의 두 가지 도전：접근성의 확대 및 질과 적합성의 향상

107

들면 (지역별로 한 국가씩 선정) 1970~2000년 사이에 짐바브웨의 총진

학률은 7.5%에서 44.5%로 증가했으며, 브라질은 26%에서 108%로, 태국

은 17%에서 82%로, 인도는 24%에서 49%로, 이집트는 28%에서 86%로 

총진학률이 증가했다. 박스 3.1에서는 국민의 대다수가 학교에 다니지 않

는 인도에서 어떻게 중등교육의 진학률을 높일 수 있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1990년대에 라틴 아메리카의 많은 국가들은 중등교육의 접근성과 형

평성, 질, 적합성의 향상을 목표로 한 중등교육 과정에 대한 중요 개혁 

방안을 실행하였다. 그 결과 접근성과 형평성에서는 고무적인 결과를 이

끌어 냈으나, 질과 적합성에 있어서는 다소 기대에 못 미치는 결과가 나

타났다. 이러한 사실은 많은 국가의 학생들이 참여하는 국제적 시험의 결

과, 학생들이 저조한 성적을 나타낸 사실을 통해 확인되었다. 이와 같은 

국제적 시험으로는 수학과학성취도 국제비교연구(Trends in International 

Mathematics and Science Study, TIMSS), OECD 학업성취도국제비교연구

(Programme on International Student Assessment, PISA), 국제성인문해

조사(International Assessment of Literacy Study, IALS) 등이 있다. 국가

의 정책 담당자들은 교육 정책에서 잘못된 점이 무엇이고, 또 정책을 성

공적으로 이끌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결정하기 위해 결과들을 분석하

는데 여념이 없다(UNESCO 2002). 

형평성 고려
중등교육 접근성의 불평등성은 많은 국가에서 인력 개발을 추진하는데 

큰 장벽이 되고 있으며 그로 인해 경제 성장과 빈곤 개선에까지 악영향

을 주고 있다. 역사적으로 중등교육 적용 대상의 확산 초기에 남학생과 

여학생은 공평한 혜택을 받지 못했다. 따라서 초기 확산 단계에서 벗어나

기 시작하면 필연적으로 성 차별의 문제가 부상하기 시작했다. 남자 아이

들을 우선적으로 학교에 보내고 여자 아이들은 가정에서 동생들은 돌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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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스 3.1 인도의 중등교육: 초등교육의 성공을 기반으로 발전됨 
  10억이 넘는 인구와 $520 이상의 일인당 GDP를 가지고 있는 인도는, 최근 빈곤의 감

소와 교육에 있어서 괄목할 만한 발전을 이루어 냈다. 1990년대에 들어 인도에서는 교육

의 확대와 개선이 강하게 시도되었다. 그 결과 초등교육의 혜택이 여학생, 카스트계급, 

소수 민족의 순서로 확대되었고 도시와 농촌 지역 간의 교육의 격차가 완화되는 등 상당

한 성과를 이루어 냈다. 1993~2001년 사이에 초등교육(1~5학년)의 총진학률은 82%에

서 96%로, 상위 초등학교(6~8학년)의 총진학률은 54%에서 60%로 증가하였으며 고등교

육의 총진학률은 31%였던 것이 49%이상으로 증가하였다. 이 기간 동안 약 1억 6천만 

명 이상의 학생들이 초등교육(초등 및 상위초등)을 받았으며, 3천만 명 가량의 학생들이 

중등교육을 받게 되었고, 1천 5백만 명에서 2천만 명 가량의 학생들이 직업 교육 훈련 

시설을 이용하게 되었다. 중학교 교육을 확대하려는 시도는 2001년도까지 지속되었다. 

  2002년에 이르러, 8년간의 초등교육을 모든 아동들에게 기본 권리화하기 위한 헌법 

개정이 이루어졌다. 인도 정부는 2010년까지 초등교육의 질을 만족스러운 수준으로 끌어 

올리고, 6~14세의 모든 아동들이 8년간의 전 과정을 수료하는 것을 목적으로 초등교육

의 보편화를 위한 국가 계획(National Program for Universal Elementary Education)

을 수립하였다. 교육의 공급과 재정적 지원의 1차적 책임은 주 정부에 주어져 있기 때문

에, 초등 교육 계획(Elementary Education Program)은 그들의 노력을 지원하고자 재정 

권한의 일부를 연방 정부에서 주 정부로 이동시키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비용 분담 

제도가 마련되어 중앙정부가 75%의 재정을 책임지고 주 정부가 25%를 담당하게 되었

다. 이러한 제도의 효과는 현재 사용되는 초등교육의 총 지출액 중에서 약 9%의 추가적

인 자원을 확보하는 것과 맞먹는다. 

  초등교육의 보편화를 위한 국가 계획은 불과 몇 년 전에 시작되어 아직 초기 단계에 

있지만, 현재까지 학교 교육에서 제외되어 있던 아동의 수를 2003년에 약 2천 5백만 명

에서 2005년 1천망 명 이하로 끌어내리는 상당한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강력한 사회동원과 정부의 각 부서에서 공동의 노력을 기울인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또

한 학교의 질을 개선시킴으로써 중퇴율 또한 서서히 감소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중등교육(9~10학년)과 상위 중등교육(11~12학년), 직업 교육 훈련(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VET)에 대한 요구는 2~3년 내로 몇 배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

된다. 또한 2010년까지 1천만 명 이상의 초등학교 졸업생들이 중등학교로 입학하고자 

할 것으로 예상된다. 몇 년 후에 이러한 요구는 고등교육으로도 확대될 것이다. 

  대다수의 젊은이들에게 중등교육이나 직업 교육 훈련은 정규 교육과정 중 최종 단계에 

해당한다. 중등학교 졸업생 중 10%미만은 고등교육 기관으로 진학하며, 대부분의 졸업생

들은 직업 세계로 뛰어들게 된다. 학교에서 직장으로의 효율적인 이동은 중등교육과 직

업 교육 훈련의 질을 강화함으로써 이루어질 수 있으며, 또한 고용 전망과 평생 소득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이와 동시에 인도는 최첨단 정보 기술력과 서비스 기업 

분야에서의 위치를 확고히 하기 위하여 중등교육과 고등교육의 질을 높은 수준으로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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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야만 한다. 그러나 현재 인도의 중등교육과 직업 교육 훈련 제도는 접근성과 질, 적합

성과 관련하여 많은 도전들에 직면하고 있는 상태이다. 이러한 사실을 인정한 인도 정부

는 다음과 같은 전략을 고안해 냈다. 

 • 민간 분야의 참여 증진

 • 여학생들의 중등학교 진학을 장려하기 위한 재정적 지원 마련

 • 수학과 과학 분야에 초점을 맞추어 교육과정을 개정 및 갱신(updating)

 • 교사의 질 향상

  정부는 중등교육에서 직업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직업 훈련 기관 및 설비를 개선하여 

학생들이 인력 시장의 요구에 더욱 부응할 수 있도록 정책을 지속시킬 예정이다. 

출처: World Bank staff, South Asia Region, 2005. 

 

하는 것과 같은 문화적 요인은 여자 아이들이 직업 세계로 진입할 가능

성을 매우 감소시키는 문제와 더불어 종종 중등학교 취학률과 관련해 성 

불평등성을 유발시키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그림 3.3에서는 성 평등성 지수(gender parity index, GPI)에 대한 분석

을 통해 세계 모든 지역에서 남자 아이들과 여자 아이들 사이의 교육에 

대한 접근성의 격차가 시대의 흐름과 함께 감소해 왔으며, 결과적으로 현

재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그 차이가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

준다. 그러나 남아시아의 경우 남학생들 중에서는 52%가 중등학교에 진

학하는 반면에 여학생의 진학률은 겨우 33%에 지나지 않는다. 중동 아프

리카와 북아프리카에서 남학생의 진학률은 64%, 여학생은 55%로 나타났

으며, 아프리카 국가들의 경우 남학생은 28%, 여학생은 22%로 나타났다

(UNESCO 2004b). 비록 성별에 따른 진학률의 격차는 완화되었지만 지역 

간, 국가 간의 격차는 여전히 존재한다. 중등교육의 접근성이 여전히 낮

은 지역들에서 평등성에 대한 논의나 적절한 정책이 보완되지 않는 한, 

교육의 대상을 확대하려는 정책은 결국 성 차별성의 문제에 직면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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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 지역별 중등교육의 성 평등성, 1970-2000

출처: 세계은행, EdStats.
주: 성 평등성 지수(GPI)는 중등학교의 총진학률에서 남학생에 대한 여학생의 비율을 의미한다. 그 
값이 0과 1사이일 때는 남학생에게 유리한 상태를 의미하고, 1보다 클 경우에는 여학생에게 유리한 
상태를 의미한다. 

지역별, 국가별 불평등성 
Bloom(2003)이 개발한 Cohen-Soto 데이터 세트를 이용한 결과, 초등

교육의 접근성을 성공적으로 발전시킨 경험이 있을지라도 그 결과가 중

등교육 과정까지 그대로 적용되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등교육의 

진학률이 전 세계적으로 개선된 결과의 이면에는 지역 내, 외의 다양한 

불평등성이 숨겨져 있다. 동아시아, 태평양 연안, 라틴 아메리카, 카리브 

해, 중동 아프리카와 북아프리카와 같은 지역의 총진학률은 1980년 당시 

42%였다. 그러던 것이 1996년에 이르러서는 각 지역별로 69%, 52%, 

64%로 급증하였다. 남아시아 지역의 총진학률은 1980년에서 1996년 사

이에 27%에서 48%로 증가하였으며, 사하라 이남의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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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에서 27%로 증가하였다(World Development Indicators, 1998, 1999). 

그림 3.4에서는 최소한의 중등교육을 받은 인구와 그렇지 못한 인구의 

비율의 차이가 확대되고 있는 현상을 지역별로 보여준다. 

지역간 비교 자료도 유사한 차이를 보여준다. 아프리카를 예로 든다면 

부르키나파소, 차드, 기니, 모잠비크, 니제르의 중등교육 GER은 13% 이

하인 반면 남아프리카는 87%이다.

그림 3.4 지역별 최소한의 중등교육을 받은 인구의 비율, 1960~2000년의 
수치 및 2010년 예상치

출처: Cohen & Soto 2001

수요자 측 개입 
재정 상태는 아이들이 학교에 다니거나 도중에 중퇴하게 되는 주요 요

인 중의 하나이다. 가장 큰 제약요인은 취학대상 아동의 기회비용이 손실

됨으로써 가정의 기대 수입 또한 줄어들게 된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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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학교 상태의 개선이나 교사의 급료에 대한 논의, 교육부의 개혁 등

과 같은 공급 측면의 개선을 시도하는 것은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오히려 교육을 조건으로 한 이동과 같은 수요자 측에 대

한 개입 정책이 더 효과적일 수 있는데, 이것이 고등교육의 진학률이나 

재학률의 수준을 높이는 등, 교육개선 프로그램들의 목표와 직접적으로 

관련되기 때문이다. 

특정 대상을 위한 교육 보조금 지급 프로그램은 라틴 아메리카와 같은 

개발도상국들에서는 역사가 오래되었지만(Morley & Coady 2003) 그 프

로그램들의 효과에 대해서는 최근까지도 알려진 바가 거의 없다. 특정 대

상에 대한 보조금 지원의 예로는 “교육을 위한 현금 지원 정책(cash- 

for-education program)”으로 브라질의 Bolsa Escola (장학 재단), 칠레의 

SUF (단일 가족 보조금, Unitary Family Subsidy), 온두라스의 PRAF (가

정 지원 계획, Family Allowance Program), 멕시코의 Progresa (교육, 보

건, 영양 프로그램), 니카라과의 RPS (사회 안전망, Social Safety Net) 등

이 있고, “교육을 위한 식량 지원 정책(food-for-education)”으로 현재는 

현금으로 대체된 방글라데시의 식량 지원 프로그램이 있다. 이러한 프로

그램들에 대해서는 국민총소득에서 평균적으로 0.1~0.2%가 할당된다. 특

히 관심의 대상이 되는 것은 정부가 교육 분야 예산 중 얼마만큼의 비용

을 이 프로그램에 할당하는가이다. 라틴 아메리카의 정부는 총 교육 예산 

중 약 2.5~5%를 이러한 프로그램들에 할당하고 있으며, 그 결과 진학률

의 증가에 상당한 기여를 하였다(Morely & Coady 2003). 이와 같이 중

등학교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요자 측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마련함으

로써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멕시코의 교육을 위

한 현금 지원 정책(박스 3.2)은 좋은 사례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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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스 3.2 Progresa, 멕시코의 교육을 위한 현금 지원 정책
        (cash-for-education program)
  Progresa는 초등학교뿐만 아니라 중등교육의 학생들에게도 제공되는 프로그램으로서, 

1992년 사회개발부(ministry of social development)의 시범 사업으로 출발하여 1997년 

전국의 농촌 지역으로 확산되었다. 1999년에 초등학교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매달 80

페소(약 $8.37)씩 지급하는 것에서 시작되었으며 지급액은 매 학년마다 증가되었다. 이 

사업이 채택된 이유는 연령이 높아질수록 재학률의 수준이 감소하는 현상이 특히 초등학

교를 졸업한 이후 더욱 두드러졌기 때문이다. 그 이유는 부분적으로는 기대 수입이나 이

동비용과 관련하여 기회비용이 증가하였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특히 이 사업은 중등

학교의 성별에 따른 학업 성취도의 격차를 완화하는데 그 목표를 두고 있었기 때문에, 

중학교 과정(7~9학년)에서 여학생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남학생들보다 더욱 컸다.

  Progresa 정책은 공급자에 해당하는 정부가 학교와 관련하여 예산을 얼마나 책정할 

것인지에 영향을 미친다. 이 정책은 교육 행정부와 밀접히 연관되어 시행되고 있으므로 

진학률이 증가한 지역에서는 학교, 교사, 교육 관련 재료 등을 즉시 제공받을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진학률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증가하지 않았다. 또한 

신설 학교들이 대부분 정책이 시행되고 있는 지역을 위주로 지어져서 중등학교까지의 통

학거리가 약 10%가량 축소되었다.    

  Progresa가 교육의 성취도에 미친 영향은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진학하는 시기에 가

장 크게 나타나는데, 이 시기 여학생의 진학률은 20% 가량 증가하였고 남학생의 진학률

은 10%증가하였다. 이 정책으로 인해 아동들은 1인당 평균 0.66년의 추가적인 교육을 

받게 되었으며 그 결과 6.8년이던 평균 교육 기간은 7.46년으로 증가하였다. 결과적으로, 

중등교육의 수요자인 학생들에게 재정적 지원책을 마련함으로써 크나큰 직접적, 간접적 

효과를 거두게 된 것이다. 

출처: Morley & Coady 2003.

중등교육의 낮은 재학률과 이수율 
개발도상국들은 중등교육의 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데 있어 많은 곤란

을 겪을 뿐만 아니라 중등학교에 입학한 학생들을 학교에 붙잡아두고 졸

업시키는 데에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빈민층일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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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여학생일수록 더욱 심각하게 나타난다. 

Filmer(2000)는 41개국을 대상으로 1995~6년의 성별 및 재산과 교육 

수준의 상호작용을 분석한 결과, 국내 교육 수준의 불평등성이 심각한 상

태임을 발견했다.  

Filmer는 빈곤 가정, 중산층 가정, 고소득 가정별로 이수율에서 큰 차

이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집트의 예를 들어보면 부유층 가정을 대

상으로 했을 때 15~19세 사이의 남학생들 중에 99%가 1학년 또는 그 이

상의 과정을 수료하였으며 94%가 5학년 이상의 과정을 수료하였고 81% 

이상이 9학년 이상을 수료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산층 가정의 남성들을 

대상으로 했을 때는 각각의 비율은 96%, 83%, 64%로 나타났으며, 빈곤

층 가정의 젊은 남성들의 경우는 각각 87%, 74%, 47%로 현저히 낮은 교

육수준을 지니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부록 B의 그림과 부록 C의 자료에

서 이와 유사한 결과들을 볼 수 있듯이 이러한 현상은 다른 국가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Filmer의 조사 대상에 포함된 국가들에서는 초등교육에서 

중등교육으로의 이행 과정에서 진학률이 현격히 감소하는 현상이 관찰되

었으며, 그 정도는 도시보다 농촌지역에서 더욱 극심하였다. 그나마 한 

가지 고무적인 것은 농촌 지역의 중등학교 입학생들은 대부분이 모든 과

정을 수료하고 졸업을 한다는 사실이었다.

도시와 농촌 지역 간에는 소득 수준과 성별에 따라 극심한 교육 수준

의 격차가 발생한다. 라틴 아메리카의 현실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4개 

국가에 대한 연구 결과를 보면, 농촌 지역 학생과 도시 지역 학생의 이수

율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3.5는 1990년대 초반 페

루에서 1학년 입학 당시에는 100%의 입학률을 보인 농촌 지역의 학생 

집단이, 6학년에 이르러서는 진학률이 70%로 떨어지고, 7학년에서는 

40%, 11학년에서는 20%로 감소하는 현상을 보여준다. 진학한 일부 학생

들은 매우 우수한 학업 성적을 보임에도 불구하고, 농촌 가정의 학생들 

중 대다수는 중등학교로 진학하지 않고 있다. 이에 반해 도시 지역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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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의 진학률은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98%에 가까운 학생들이 6학

년에 진학했고, 95%의 학생들이 7학년에 진학했으며 75%의 학생들이 11

학년까지 진학하였다. 

그림 3.5 1990년대 초반 도미니카 공화국, 에콰도르, 멕시코, 페루의 농촌 
지역과 도시 지역 간의 학년별 진학률 차이

출처: Cabrol 2002.

멕시코와 같이 거대한 국가에서 농촌 지역과 도시 지역 간의 초등학교 

이수율의 차이는 그리 크지 않다. 멕시코의 농촌 지역에서는 학생들 중 

75%가 6학년에 진학하며 동일 과정에 대한 도시 지역 학생들의 진학률

은 85%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중등교육 과정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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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나는데, 농촌 지역에서는 50% 미만의 학생들이 중등학교로 진학하

고, 불과 40%의 학생들만이 중학교(9학년)과정을 수료한다. 한편 도시 지

역의 학생들 중에서는 68%가 중등학교로 진학하고 64%의 학생들이 9학

년까지 수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라틴 아메리카의 국가들에서 중등교육 참여율이 적게 나타나는 두 가

지 중요한 이유는 부모와 학생들이 높은 유급률로 인해 교육에 대한 흥

미를 잃게 되는 것과, 교육의 질과 적합성이 낮다는 일반적인 인식 때문

이다. 멕시코 당국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농촌 지역을 대상으로 

특별 원격 교육 계획(special distance education program)의 일종인 

Telesecundaria를 고안했다. Telesecundaria는 약 30여 년 전에 시작된 

텔레비전을 기반으로 한 교육 프로그램이다. 초기 시행 단계에서는 극초

단파(microwave)를 이용하였으나 이후 위성 방송 프로그램을 이용하게되

었다. Telesecundaria는 농촌 지역의 교사와 학생들에게 완전한 수업 모

델과 함께 수업과 학습에 필요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들을 공급하고 있

으며, 또한 학생 수가 더 많은 도시 지역의 예산으로 가능한 수준의 질 

높은 중학교 교과과정을 제공할 수 있게끔 하고 있다(Calderoni 1998).

중국은 중등교육의 수혜 대상을 매우 단기간에 놀라운 수준으로 확대시

키는 성과를 거두었는데 박스 3.3에서는 그 내용을 자세히 다루고 있다.

성인의 중등교육 과정 편입
이 보고서는 주로 취학 연령의 젊은이들에 대해 논하고 있기는 하지만, 

한편 많은 개발도상국에서 성인을 대상으로 한 교육, 훈련, 재교육 등이 

지식 사회의 여러 문제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에도 주목할 필요는 

있다. 성인 교육 수준의 지표가 되는 25세 이상 인구의 평균 교육기간에 

대한 분석은 이러한 문제의 심각성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다. 1990년대 

평균 교육기간은 남아시아지역에서는 3.3년 이었고, 사하라 이남의 아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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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스 3.3 중국의 중등교육 확산 정책
 중국은 중등교육의 확산을 위한 시도를 통해 1990년에서 2002년 사이 중학교의 진학

률을 놀라울 정도로 증가시키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 기간 동안 중국은 교육의 확산을 

위한 세 가지 정책을 시행하였으며, 그 결과 총진학률이 66.7%에서 90%로 증가하였다.

• 진학률 개선을 위한 교육 입법. 1986년에 중국 정부는 의무교육법(Compulsory 

Education Law, CEL)을 공포하고 이와 관련한 개인과 정부의 권리 및 의무를 제정

하였다. 이 의무교육법은 중학교의 진학률을 개선시키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조항을 포함하고 있었다. 

(a) 6세 연령의 모든 아동들은 학교에 입학하고 9년간의 의무교육을 받아야만 한다. 

즉, 중학교 과정까지 의무 교육화되었음을 의미한다. 

(b) 지방자치단체(local authority)는 학교 운영비와 설비투자, 교사 급여를 포함하여 

의무교육에 대한 책임을 지며,  중앙정부는 학생 1인당 세출을 주정부의 고정 교

육 세출보다 더 빠른 속도로 증가시켜야 할 책임을 갖는다. 

• 농촌 지역에 대한 자금 동원. 1990년대 초반에 일부 부유한 지역에서 농가의 소득이 

급속히 증가하자 중앙정부는 농촌 지역에 2%의 교육세를 징수하기 시작했다. 이를 

비롯한 학부모의 기여 규모는 RMB(인민폐)1천억($125억) 가량이었는데, 이 추가적인 

예산 자원은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9년간의 의무교육을 지원하는데 활용되었다. 

• 농촌 지역의 교육을 위한 정부 예산의 증대. 1990년대 중반 이후로 기초 교육에 대한 

정부의 투자 중 경상예산세출과 농촌지역 특별 기금은 양쪽 모두 증가하였다. 그 결

과 1996년에서 2001년 사이에 중학교 과정에 대한 경상 세출이 151% 성장하게 되

었다. 이에 따라 중앙정부는 매년 RMB(인민폐) 5십억~100억 가량을 농촌지역의 건

축 공사와 수리, 인터넷 교육 등에 배분하기 시작했다. 이와 같은 중앙 특별 기금

(central special fund)은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는 공동 기금에 의해 충당되었다.

출처: 중국, 국가 교육 재정 통계연감 1997, 2002; 국립 교육 개발 연구 센터 2003, 26~27.

리카 지역에서는 불과 2.5년에 지나지 않은 반면에, OECD 국가들에서는 

평균 9.4년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Barro & Lee 1996). 중등교육이 

국가의 기술 발달을 위한 중요한 수단이라는 인식이 확산됨에 따라, 최근 

각 국가들은 성인들을 대상으로 정규 또는 비정규 교육 장치를 마련하여 

제2의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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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국가들은 성인들이 일반 중등교육 과정을 수료할 수 있는 방

법으로 원격 교육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인도는 정규 중등

교육의 대안으로 국립 개방 학교(National Open School)를 설립하고 모든 

연령의 학생들이 각자의 상황에 따라 적절한 교육 프로그램을 이용 할 

수 있게 하였다. 고등학교의 직업교육은 중등학교의 학생들에게 추가적

인 진로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성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 또한 제공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핀란드의 성인 교육 프로그램은 주목할 만하

다. 핀란드의 성인들은 기초 대학교육을 제외한 모든 과정에 있어 성인을 

위해 특별히 고안된 자격증 대비 과정이나 그 외의 교육 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세계은행 2003c).

성인들을 교육 제도 내로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다양한 정책과 교육 주

제에 대해 전략적 사고를 해야만 한다. 이를 통해 젊은이들과 성인들 간

의 학습 방식과 요구에 대한 주요 차이점들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성

인들의 교육 수준이 대부분 낮은 편이고 또한 기술 진보 산업에 대한 투

자를 증대시키고자 하는 국가들은 초등교육만을 수료한 개인들과 비정규

직에 있는 근로자들의 교육에 대한 요구에 어떻게 부응해야 할 것인가를 

연구해야 한다. 여기서 정책 담당자들은 다음과 같은 중대한 질문을 갖게 

된다. 중등교육이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하는가? 성인들을 정규 중등교육과

정으로 편입시켜야 하는가? 성인 교육 프로그램이 중등학교의 졸업증서나 

또는 기타 인증서를 받을 수 있도록 교육이나 훈련을 실시해야 하는가? 

중등교육의 달성도 
세계 모든 지역에서 교육 수준은 지난 40년간 꾸준히 향상되어 왔다

(부록 C의 국가별 자료 참조). 그러나 이러한 진보에도 불구하고 많은 개

발도상국들은 선진국들에 비해 여러 면에서 여전히 뒤쳐져 있는 상태다. 

평균 교육 기간이 모든 지역에서 꾸준히 증가되어 왔지만 그 증가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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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서는 현저한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그림 3.6). 사하라 이남의 아프리

카 지역의 국가들은 교육 기간을 향상시키기 위해 지난 수십 년간 막대

한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그 결과 부분적으로는 성과를 얻기도 했지만 

전반적인 교육 수준은 여전히 매우 열악한 상태다.

그림 3.6 1960년, 1980년, 2000년 지역별 5세 이상 인구의 평균 교육기간

출처: Barro & Lee 2000

평균 교육기간은 일반적으로 교육 달성도를 평가하는 지표로 사용된

다. 그러나 교육 기간이 연장된다고 해서 교육의 질 또한 향상되고 지식

의 심도가 깊어질 것이라고 가정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 

중등교육을 수료하는 인구의 비율은 초등교육의 수료인구가 증가한 것

에 비해 다소 느리게 증가하고 있다. 대부분의 개발도상국에서는 중등교

육 과정에 대한 준비 부족으로 인해 병목현상이 발생하였으며 그 결과 

교육 수준을 향상시키는데 곤란을 겪게 되었다. 그림 3.7에서 보여주듯이 

사하라 이남의 국가들은 중등교육을 제공하는데 있어 매우 뒤쳐져 있는

데 그 이유 중의 한 가지는 1970년대의 중등교육을 경시하던 태도에서 

비롯되었으며 이 경향은 아직도 지속되고 있다. 1960년 당시 사하라이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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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들의 중등교육 과정 수료 인구의 비율은 남아시아 지역이나 중동 및 

북부 아프리카 지역에 비해 높은 수준이었다. 그러나 2000년의 자료를 

보면 중등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인구의 비율이 다른 지역들에 비해 

현저히 낮아진 것을 볼 수 있다. 이와 비슷한 경향은 동아시아 지역과 라

틴 아메리카 지역의 비교 자료에서도 관찰된다. 동아시아 지역의 중등교

육 과정의 수료 인구는 눈에 띄게 확대되었으나, 라틴 아메리카 지역에서

는 그 속도가 매우 느리게 진행되었다. 따라서 이 지역의 국가들은 현재

의 학력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향후 10년에서 20년까지 막대한 공동 노

력을 기울여야만 하는 상태에 있다. 과도기 경제 국가나 선진 경제국 모

두는 초등학교 취학 대상 아동들에 대해 거의 100%에 가까운 진학률을 

기록하는 획기적인 발전을 이루었고, 또한 동시에 최소한의 중등교육을 

수료한 학생의 수 또한 증가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7 지역별 15세 이상 인구의 교육 수준

출처: Barro & Lee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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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등교육의 지역별 격차는 해소될 수 있을 것인가? 핀란드와 홍콩, 한

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대만 (중국) 등의 경험을 통해 그것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비교적 단시간에 해결될 수 있다는 사실이 입증되었다. 이들 

국가의 평균교육기간은 1960년에서 2000년 사이에 경제발전과 함께 4.5

년 이상 증가되었다(세계은행 2003a). 핀란드와 한국은 학력이 초등학교 

졸업 이하인 인구를 감소시키는 한편 모든 국민에게 중등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강력한 조치를 마련하고 그 결과 좋은 결과를 이룩하였다. 

핀란드와 한국은 지난 40년 동안 적극적인 교육정책을 통해 최소한의 

중등교육을 받은 성인의 수를 급격히 증가시켰다(그림 3.8, A). 한국의 교

육 변천 과정을 살펴보면, 초등학교 졸업 이하의 교육 수준을 지닌 성인 

비율이 높은, 피라미드의 최하층이 거대한 구조에서 시작하여 점차 중간

층(중등교육을 받은 성인 비율 층)이 하단에 비해 더 높은 피라미드 구조

로 변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한국이 교육정책을 통해 이러한 성과를 이

루는데 걸린 기간은 불과 20년이었으며, 반면 핀란드에서는 40년가량 소

요되었다. (박스 3.4의 한국의 성공에 대한 더욱 자세한 논의 참조) 동아

시아 지역의 “호랑이” 국가들과 핀란드 및 그 외 북유럽 국가들이 이룩한 

교육발전은 중등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이고도 강력한 노력을 기울

이고 그 결과 피라미드의 하단이 개선되면서 시작되었다. 교육 정책을 통

해 피라미드의 중간층은 확대되고 최하층은 급격히 줄어들었다. 한편 초

기 과정에서 최상층(고등교육을 받은 성인 인구)의 변화는 거의 없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대부분의 아프리카와 남아시아, 동아시아 지역 국

가들에서 교육의 변화는 지난 40년간 매우 더디거나 거의 진척이 없는 

상태다(그림 3.8, B-C 참조). 그러나 그 중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침체기 

이후 지난 20년간 괄목할 만한 발전을 이룩했으며, 필리핀 또한 중등교

육과 고등교육의 인구가 급격히 증가한 경험을 하였다(그림 3.8, D). 이들 

지역에서는 중등교육뿐 아니라 고등교육의 확대를 위한 시도가 비교적 

동등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이 매우 인상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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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8 일부 국가의 15세 이상 인구에 대한 교육 수준 분포도

출처: 저자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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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스 3.4 한국의 초등교육 및 중등교육 보편화 시도
  1950년대까지만 해도 세계의 극빈국 중 하나였던 한국은 쓰라린 전쟁의 경험에서 탈

피하여 불과 40여년 만에 초등교육과 중등교육의 이수율을 100%까지 끌어올리는 성과

를 이루었다. 한국의 고등교육 수준은 현재 선진국에 버금간다. 평균 교육기간은 1970년

에서 1995년 사이에 5.74년에서 10.25년으로 두 배 가까이 뛰어 올랐다. 문맹률 또한 

1970년에 13%에서 1999년에는 2%로 급격히 감소하였다. OECD학업성취도국제비교연

구(PISA)와 수학과학성취도국제비교연구(TIMSS)의 최근 조사(1995, 1999)에 따르면 한

국 학생들의 수학과 과학 실력은 OECD 국가들 중에서도 최고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이 12번째 경제 대국이 된 것은 우연이 아니었던 것이다. 

  급속한 교육의 확산은 다음과 같은 여러 요인에 의해 이루어졌다.

1. 1950년대 말경 정부는 종합 개발 계획에 착수하여 교육 제도의 강화와 확대를 시

도했다. 1960년대에 들어서는 최우선적으로 초등교육의 보편화에 집중하였고, 

1970년대에는 중등교육 과정으로, 1980년대에는 고등교육 과정으로 점차 교육 정

책의 목표가 이동했다.

2. 균형 잡힌 교육제도의 확산을 위해서는 형평성을 고려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1968년에 정부는 중학교 입학시험을 폐지하고 학교 추첨 제도를 도입하였다. 추첨 

제도는 정부의 경제적 조치나 기타 사회경제적 요인들로부터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이며 시험 성적보다 거주지를 우선으로 하여 학생을 편성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공정하다고 인식되었다. 사실상 모든 엘리트 중학교를 없앤 이 제도는 별다른 논쟁 

없이 학생들과 학부모, 그 외의 관계자들에게 잘 받아들여졌다. 1974년에 정부는 

이와 유사하면서도 많은 논쟁이 되고 있는 고교 평준화 정책(Hish School 

Equalization Policy, HSEP)을 도입하였다. 이 정책은 모든 학교가 예산 운영이나 

라틴아메리카의 중등교육 확대 정책은 전반적으로 결과가 그리 좋지 

못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국민 대다수의 학력 수준은 여전히 초등학교 

졸업 이하인 상태이다. 한편 라틴 아메리카의 국가들은 중등교육보다 고

등교육의 접근성을 증가시키는데 막대한 투자를 해왔다는 점에서 매우 

특이한 경우이다. 이러한 특성을 보이는 가장 대표적인 국가의 예는 코스

타리카로서, 고등교육을 수료한 성인의 비율이 중등교육을 수료한 성인

의 비율보다 오히려 더 높다(그림 3.8, E). 기타 교육 피라미드의 사례는 

부록 D를 통해 살펴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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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수용), 학급 규모, 교육 시설 등과 같은 학교 자원과 관련하여 평준화 되고 균

일화 되는 것을 의미하였다. 이 정책은 고등학교 교육의 확산에 기여하였으며 정부 

보조금이나 다른 조치들 덕에 공립학교들 간에 또는 공립학교와 사립학교들 간에 

교육의 질은 별다른 차이가 없었다.

3. 교육의 확대를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세출이 크게 증가하였다. 정부의 교육 분야 

세출은 1954년에서 1959년 사이에 세 배로 증가하였다. 1960년 당시에는 교육 예

산 가운데 4/5 가량이 초등교육에 집중되어 있었다. 이후 교육 예산은 꾸준히 증가

하여 정부 총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963년 14.3%에서 2003년 17.5%까지 증

가하였다. 또한 국민총생산(GDP)에서 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1970년 2.9%에서 

2003년 4.97%로 증대되었다. 

4. 민간 분야의 참여는 교육의 확대를 지속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2000년 당시 사립학교의 비율은 중학교에서 20%, 고등학교에서 55%, 4년제 대학

에서 7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대부분의 사립 중, 고등학교 및 대학들

은 정부의 세금 혜택(ex.재산세 면제), 등록금, 학부모 기부금, 대외원조 등을 통해 

유지되고 있었으나 점차 정부의 세입이 증대되어 교육 분야로 재투입될 수 있게 

되었다. 학교 평준화 정책의 도입과 함께 정부는 사립학교들에게 직접적인 재정 지

원을 하기 시작했다.

  교육에 대한 사회와 경제계의 강력한 요구는 한국이 그들의 교육 목표를 달성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했다. 한국의 사례는 국가 교육 발전 계획의 초창기나 실행 과정에서 

정책의 우선순위를 하급학교에서 상급학교로 추진하기 위해서 정치적 공약이 매우 중요

하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또한 정책의 입안 및 실행 단계에서 정부가 접근성과 형평성에 

관한 절충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한다면 이 두 목표를 동시에 성공적으로 달성할 수도 있

다는 사실도 보여주고 있다.  

출처: 저자 편집.

낮은 질과 적합성
앞서 우리는 오늘날 개발도상국들의 중등교육에 대한 접근성은 과거 

선진국들이 비슷한 수준의 일인당 소득 수준을 가지고 있었을 때보다 더

욱 높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그렇다면 개발도상국들의 중등교육의 질

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 선진국들과 비교하여 개발도상국



3 중등교육의 두 가지 도전：접근성의 확대 및 질과 적합성의 향상

125

들의 국가 평균과 국내 분포도는 어떠할까? 중등교육에 대한 접근성이 

단시간에 확대된 국가들은 다른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교육의 질이 

낮다는 명백한 증거는 있을까?

인지 능력(cognitive performance)은 교육의 질을 평가하는 합리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최근 몇 년간 TIMSS나 PISA와 같은 국제 평가 제도

를 통해 국가 간의 인지 능력을 평가하려는 시도가 있었다. 이와 같은 국

제 비교 평가에는 개발도상국에 비해 선진국들이 더 많이 참여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 점을 인정하고 참여 국가들을 대상으로 시험한 결과 

개발도상국들의 인지 능력은 선진국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조하며, 고소

득 국가들에 비해 중간 소득 국가들에서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빈

국들은 대개 국제 비교 평가에 잘 참여하지 않기 때문에 이를 통해 객관

적인 결론을 이끌어 내기란 다소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수행능력의 결과

가 전반적으로 낮았음에도 불구하고, 개발도상국들의 상위권 학생과 하위

권 학생들의 점수 차이는 선진국 학생들의 점수 차보다도 훨씬 높았다. 

PISA의 양질의 교육에 대한 조사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고소득 국가의 

학생들이 저소득 또는 중간 소득 국가의 학생들보다 성적이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3.9 참조).1) 그렇다고 해서 항상 국가의 부유한 정도가 시

험 성적을 가늠케 하는 지표가 되는 것은 아니다. 고소득 국가에 속하는 

이탈리아의 경우 독해력 성적은 한국보다 40점이 낮게 나타났다. 또한 

태국의 일인당 국내총생산(GDP)은 아르헨티나의 절반밖에 안되지만 독해

력 점수는 더 높게 나타났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양질의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자원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와 국가가 교육 체계를 어떤 

방식으로 발전시키는가 하는 것이다.

그림 3.10은 PISA의 독해력 측정의 결과를 토대로 학생들의 각 등급별 

비중이 어떠한지를 보여주고 있다. OECD 국가들을 보면 15세의 학생들 

중 60%가 중간 난이도의 독해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갖춘 것으로 나

타났는데 여기에는 다양한 정보의 단어들을 조합하는 능력, 문장의 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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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9 표본 국가의 학생 수행 능력과 일인당 GDP, PISA 2000, 독해력 측정

출처: OECD 2003b.
주: GDP, 국내 총생산; PISA, OECD 학업성취도 국제비교연구(PISA); PPP, 구매력 평가 지수
(purchasing power parity). 이탤릭체로 표시한 국가들은 OECD 평균보다 월등히 높은 국가들을 
의미함.

다른 부분에서 연관성을 찾는 능력, 문장을 익숙하고 일상적인 지식으로 

바꾸는 능력 등이 포함된다(PISA의 등급표에서 3급 또는 그 이상의 수준

에 해당). 그러나 개발도상국의 참가 학생들은 이러한 능력을 갖추지 못

한 것으로 나타났다. 3등급 이하의 학생 비율은 10개의 저소득 국가 및 

중간 소득 국가(라틴 아메리카의 5개국, 그 외 알바니아, 불가리아, 인도

네시아, 과거 유고슬라비아의 마케도니아, 태국) 등의 국가들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른 국가들과 평균 점수를 비교함으로써 국가의 성취도 수준은 어떠

한지 전체적인 개관을 살펴볼 수는 있지만 학생 수행 능력의 국내 편차

는 드러나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다. 이 점과 관련하여 개발도상국들은 또

다시 열악한 상황을 보여준다. 개발도상국의 상위권 학생들과 하위권 학

생들 간의 성적 차는 고소득 국가들에 비해 현저히 높다. 따라서 개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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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0 표본 국가의 15세 이상 학생들을 상대로 측정한 PISA 독해력 
단계별 비율 

출처: OECD 2003b, 표2.
주: PISA, OECD 학업성취도 국제비교연구(Programme on International Student Assessment). 
1급 이하의 점수를 획득한 학생들은 PISA가 제시하는 가장 기초적인 기술력이 결여되어 있음을 의
미한다. 3급에 위치한 학생들은 다양한 정보의 단어들을 조합하는 능력, 문장의 서로 다른 부분에서 
연관성을 찾는 능력, 문장을 익숙하고 일상적인 지식으로 바꾸어 말하는 능력과 같은 중간 난이도의 
독해 문제를 해결할 능력을 갖추고 있음을 의미한다. ; OECD 평균 60% 가량의 학생들이 3급 이상
에 위치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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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국들은 평균 성적을 향상시키는 동시에 상위권 학생들과 하위권 학생

들의 성적 격차 또한 해소해야 하는 도전에 직면하게 된다. 정책 담당자

들은 중등교육의 질을 개선하는 한편 질과 적합성의 격차 또한 감소시킬 

것을 목표로 적절한 정책을 입안하고 실행해야만 한다. 

PISA의 조사에서 최고 성적을 나타낸 3개국, 핀란드, 홍콩, 한국의 상

위권 학생들과 하위권 학생들의 성적 편차는 비교적 낮은 것으로 나타났

다. 이 같은 사실은 이들 국가가 교육 제도를 통해 사회경제적 분열 현상

을 성공적으로 제거했을 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에게 양질의 교육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해 왔음을 입증한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1960년에서 

2000년까지 40년의 짧은 기간 동안 이들 국가들은 중등교육의 접근성을 

향상시킴으로써 평균 교육기간을 눈에 띄게 증가시켰을 뿐만 아니라 동

시에 모든 국민에게 양질의 중등교육을 제공하게 되었다. 

그림 3.11의 A는 PISA의 시험 결과를 토대로 학생 성적의 누적발생빈

도가 성적 등급별로 어떠한지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에 따르면 가난한 국

가의 대부분 학생들의 성적은 OECD의 평균에 못 미치고 있다. 심지어 

페루와 인도네시아의 경우는 95% 학생들의 성적이 OECD평균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그림 A는 또한 같은 중간소득 국가라고해서 성적 수준이 모두 동일하

지는 않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특히 멕시코와 태국은 분포도 좌측 끝에 

위치한 (최저 문해력 수준) 교육의 질이 다른 중간소득 국가들보다 훨씬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성적 하위권 학생들의 수가 자국 내의 상위

권 학생 수 및 OECD 평균과 비교하여 더 적음을 알 수 있다. 반면에 페

루(특히 더욱 심함), 브라질, 인도네시아와 같은 국가에서는 많은 수의 학

생들이 최하위 수준의 학습 능력을 보이고 있다. 그림 3.11의 B는 성적 

등급에 따른 단순 도수분포도로서 이들 국가들에서 성적 편차가 얼마나 

극심한지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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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 OECD 평균치와 표본 국가의 PISA 성취도, 2000

출처: Mullis 外의 자료에 근거, 표 2.3.a.
주: PISA, 학업 성취도 국제 비교연구(Programme on International Student Assessment). 
PISA 수행능력 등급은 그림 3.10의 주 참조.

페루, 인도네시아, 브라질, 멕시코, 태국과 OECD의 평균치를 전체적으

로 살펴보면, 국가가 교육의 질을 향상시켰을 때 분포도의 좌측 끝에서 

변화가 가장 크게 나타남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PISA의 측정 기준에 

따르면 페루의 학생들 중에서는 50% 이상이 1급 미만인 상태이지만 멕

시코에서는 1급 미만의 학생들이 15%, 태국에서는 10%에 불과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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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우연이 아님을 최근 발표된 “교육 정책의 성공

사례에 대한 조사”에서 알 수 있다(de Andraca 2003). 성공 사례 중에는 

멕시코가 빈곤층 학생들의 교육성과를 개선시키기 위해 고안한 프로그램 

중의 하나로서 교육과정의 참여를 조건으로 현금을 지원하는 Progresa 

정책, 원격 교육을 통해 빈곤층의 교육의 질을 개선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Telesecundaria 정책 등이 포함되어 있다. 

TIMSS의 자료를 토대로 한 그림 3.12는 이 같은 문제에 대한 다소 다

른 접근법을 보여준다. 칠레, 모로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3개국이 중간

소득 국가들을 대표하는 국가로 선정되었다. 그림에서는 이들 3개국의 

TIMSS 평균 성적과 함께 하위 5% 및 상위5%의 성적을 고소득 국가들의 

성적과 비교한 상대 성적이 나타난다. 국가의 평균 성적이 향상되면 이에 

대한 고소득 국가와의 평균성적의 비율은 당연히 낮아진다. 그런데 여기서

그림 3.12 TIMSS-R에 대한 고소득 국가와 일부 중간 소득 국가의 상대 성
적 비교 (남아프리카 공화국, 모로코, 칠레)

출처: OECD와 UIS(2003) 자료에 근거; 세계은행의 소득 수준별 국가 분류 참조.
주: TIMSS-R, 수학과학성취도 국제비교연구(Trends in International Mathematics and Science 
Study)의 두 번째 연구 결과 막대 위의 숫자는 각국의 평균 점수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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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해야 할 점은 그 평균 성적의 비율이 낮아지는 속도가 하위 5% 그룹

에서 훨씬 급격하다는 점이다. 즉 국가가 평균 성적을 지속적으로 개선시

켜 나가면 다른 어떤 성적 집단보다도 최하위 성적 집단에서 OECD 국가

와의 성적 격차가 가장 크게 줄어드는 것이다. 실제로 TIMSS의 자료를 

살펴보면 중간소득 국가들의 평균 성적이 향상됨에 따라 고소득 국가들

과의 성적 격차는 하위 5% 성적 집단에서 상위 5%의 성적 집단보다 7배

나 더 빠르게 감소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그림 3.13은 소득 수준, 접근성, 질의 세 가지 요건은 항상 함께 움직

인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다시 말해서 고소득과 접근성의 향상, 높은 

성취도 간에는 상호 연관성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또한 소득 수준이 낮을

그림 3.13 국가 소득 수준에 따른 접근성, 학업 성적 및 소득

출처: EdStats; 세계은행의 국가별 소득 수준 분류를 토대로 저자가 재구성.
주: PISA, 학업 성취도 국제 비교연구(Programme on International Student Assessment); TIMSS, 
수학과학성취도 국제비교연구(Trends in International Mathematics and Science Study). PISA, 
TIMSS99, TIMSS95 지수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합산되었다. 3개의 PISA 시험의 평균치 및 
TIMSS99의 수학과 과학 점수에 대한 상관계수는 0.85 이고, TIMSS99와 TIMSS95(8급) 사이의 
상관계수는 0.92 이다. PISA 성적을 보고하고 TIMSS99를 제외한 국가의 경우, TIMSS99의 성적을 
PISA의 기준으로 변환하기 위해 단순회귀 분석을 사용하였으며 TIMSS95에 대해서는 이와 유사한 
방법을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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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 접근성과 성취도 사이의 상호연관성은 더욱 높아지며 상관 계수의 

경사도가 급격해 진다. (중앙의 추세선은 완만하게 나타나는데 이는 소득 

수준이 높아질수록 상관 계수가 낮아짐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어느 

정도 작위적이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고소득 국가들은 매우 높은 수

준의 질과 접근성을 가지고 있으며, 이 평가 기준은 (정의 그 자체, 또는 

평가 방법의 한계 때문에) 자연적인 상한선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따

라서 이 둘 사이의 관련성은 적어진다.

접근성과 성취도의 상호관련성에 대해 접근성이 향상되면 자동적으로 

성취도가 높아짐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 교육의 질을 유

지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처 없이 기회만을 지나치게 확대한다면 질은 떨

어지게 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 조사 결과에서는 접근

성이 확대됨에 따라 국가와 국제기구들이 서로 협력하여 질과 성취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어느 정도의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조

치들에는 일반적으로 성적 분포도의 하단 부분, 즉 성적 하위권 학생들을 

대상으로 질과 성취도를 개선시키기 위한 의식적인 설계와 운영 체제 등

이 포함된다. 이러한 노력은 반드시 지속되어야만 하며 특히 페루와 브라

질과 같은 국가들에서는 더욱 더 그러하다. 그림 3.13은 또한 일인당 소

득이 증가함으로써 접근성과 질이 향상되는 현상을 보여준다. 위에서와 

마찬가지로 이러한 결과 역시 자동적으로 오는 것은 아니다. 부유한 국가

일수록 성적 하위권 학생들을 대상으로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적절한 절

차와 체계를 마련해 왔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결과가 나타나게 된 것이다.

결  론
개발도상국과 과도기 경제 국가들의 중등교육과 관련한 주요 도전들은 

국가의 특정 상황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서로 연관되어 있는 네 가지 중점 

분야로 나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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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성별 또는 특정 인종에 대한 배척과 같은 문제에 특별한 관심을 기

울임으로써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접근성을 확대할 것.

(b) 학생들의 재학률와 이수율을 증가시킬 것.

(c) 효율성을 향상시킬 것.

(d) 적합성과 질을 향상시킬 것.

국가는 이러한 쟁점에 대 제한적인 자원 환경과 예산에도 불구하고 적

극적으로 대처해야만 한다. 현실적으로 볼 때 개발도상국이나 과도기 경

제 국가들은 이러한 쟁점들에 대처하는데 필수적인 자원을 추가적으로 

증대시킬 역량이나 증대시킬 수 있는 신규 자원이 충분치 못한 것이 사

실이다. 또한 사용 가능한 자원들도 더욱 효율적으로 사용해야만 하는 문

제를 갖고 있다. 따라서 이들 국가들은 자원 배분과 사용의 효율성을 증

대시키고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야만 한다. 또한 국가

의 특수한 필요, 역량, 상황 등을 검토하고 적절한 해결책을 제시해야만 

한다. 정책의 형성, 계획, 성과 평가와 같은 분야에 대해 역량을 강화시키

는 것은 선택 가능한 옵션을 개발하고 실행하기 위해 필수적이며 각 분

야별로 목적이 확실하면서 동시에 분명하고 실현 가능한 성과를 지향하

는 프로그램들을 통해 성취될 수 있다. 4장에서는 개발도상국들과 과도

기 경제 국가들이 세계적으로 어떤 유사한 도전에 직면해 있으며 그 현

실은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다. 

주
1) OECD는 PISA를 통해 2000년과 2002년에 독해력, 수학, 과학 분야에 대

한 평가를 실시했다(PISA+). PISA는 15세 학생들이 습득한 지식을 실제 

생활에 적용하는 능력을 평가했다. 따라서 참가국들의 국내 교육과정에서 

행해지는 특정 지식이나 기술의 수준을 평가한 것은 아니다. 독해력은 1

급 이하에서 5급까지 6등급으로 나누어질 수 있다. 1급 이하의 점수를 획

득한 학생들은 PISA의 기준에서 가장 기초적인 기술력이 부족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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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주된다. 독해력 측정에서 3급에 위치한 학생들은 다양한 정보의 단어들

을 조합하는 능력, 문장의 서로 다른 부분에서 연관성을 찾는 능력, 문장

을 익숙하고 일상적인 지식으로 바꾸는 능력과 같은 중간 난이도의 독해 

문제를 해결할 능력을 갖추고 있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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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특정한 국가, 기간 또는 문화에서는 꼭 발생할 법한 일들이 다른 

경우에서는 전혀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리고 그러한 차이를 발생시

키는 원인은 아주 부분적으로는 쉽게 눈에 띄는 물질적 요인들로부터 오

기도 하지만, 거의 대부분 접근 가능하며, 설득력 있고, 그 사회에서 영향

력이 있는 정신적 요인으로부터 온다.   

-Bernard J. F. Lonergan (1983),211

중등교육에 대한 도전은 비단 이 국가에만 국한된 일이 아니다. 실제

로 이러한 문제는 다른 많은 국가에서도 학교의 개선에 관심이 있는 사

람들에게 많은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현재까지 그 도전에 대한 요인 

분석은 비슷했던 반면에, 대처 방식은 미묘한 차이를 보여 왔다. 미국은 

11~14세 연령의 학생들이 직면하고 있는 정서적, 사회적 문제들을 해결

하기 위해 그들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을 펼쳐왔다. 반면 호주는 중등교육

을 수행하는 제도적 환경에 더욱 많은 관심을 기울여 왔다.  

-Estelle Morris, 영국 전직 교육부 장관 (2001)

부분의 개발도상국들은 서로 유사한 중등교육의 장기 목표를 가지

고 있다. 그러나 각 국가의 역사적 경험이나 문화, 경제적 상황은 

서로 다른 특성들을 나타내며, 이는 심지어 전통적인 국가 분류의 기준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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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측정했을 때는 동일 영역에 속하는 국가들에서도 그러하다. 따라서 각 

국가는 중등교육이 직면하고 있는 도전들에 대해서도 국가의 상황에 맞

는 다양화된 방식으로 대처하고 있다. 

중등교육에 대한 투자 정책과 계획은 국가의 현재 발전 상태, 직접 투

자의 방향, 발전하는 경제, 지배구조, 사회 환경 등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어야 한다. 이러한 요소들이 서로 적절한 상호 작용을 하지 못한다면 

비현실적인 기대나 사회 정치적인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다. 이렇듯 복잡

성을 지닌 도전을 간단히 해결할 비책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유용한 가

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국가의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적용시킬 수는 있다. 

이 장(章)에서는 3장에서 설명한 두 가지 도전들(기회의 확대 및 질과 적

합성의 개선)에 대해 국가와 지원 단체들이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하는데 

필요한 주요 사회경제적 현실을 파악하는데도 도움을 줄 수 있는 기본 

틀을 제시하고자 한다. 

국가 분류의 기본 구조 
전통적인 소득 수준별 국가 분류법에는 경제 수준이 비슷하면 수용성

과 혁신성의 수준이나 변화의 요구에 대응하는 방식도 비슷할 것이라는 

점이 내포되어 있다. 이러한 시각은 중등교육의 도전에 관한 두 가지 측

면-접근성 및 질과 적합성-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혁신을 주도하는 능력과 그것의 수용능력을 고려한 분류 체계를 고안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 우선 교육 달성도와 같은 교육 성취 지표를 총진학률과 같은 

유동성 지표와 결합시킴으로써 접근성과 관련하여 국가가 현재 어느 단계

에 도달해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다. 교육 성취 지표는 교육인구에 관한 

국가의 현 상태를 보여주며 또한 그 안에는 교육을 위한 국가의 과거 노

력들이 반영되어 있다. 유동성 지표는 정부와 시민들이 중등교육의 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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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과 이용을 위해 현재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를 알려준다. 

그림 4.1은 이러한 교육 성취 지표와 유동성 지표를 중심으로 하여 국

가들을 어떻게 분류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그림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

이 대부분의 저소득 국가들은 중등교육 이상의 교육을 받은 인구가 매우 

적어 교육 성취 또한 매우 낮으며 중등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기존 노력

들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제 1구역)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국가들은 대

부분 아프리카 지역이나 남아시아 지역에 위치해 있으며, 일부는 라틴 아

메리카나 동아시아 지역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한편 제 2구역에 있는 

국가들은 교육의 기회를 개선시키기 위한 투자를 진행시키고 있지만, 교

육 달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여전히 개선책을 강구해야 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 위치한 국가들은 대부분 중간 소득 국가들이다. 제 4구역에 표시

된 국가들은 역사적으로 볼 때 중등교육에 대한 접근성이 항상 높았으며 

그림 4.1 소득 수준별 국가 분류에 따른 교육 성취도 및 교육 달성도를 증
가시키기 위한 노력, 2000년 또는 최근 연도 기준.

출처: 평균 교육 기간과 교육 달성도의 세계 수치-Barro & Lee(2000); GDP 세계 수치-세계 개발 
지수(World Development Indicator, 2003); 소득 분류-세계 경제 포럼(World Economic Forum)의 
정의
주: GER, 총진학률(gross enrollment rate). 각 구역의 국가 소득 수준별 총진학률과 교육 달성도는 
부록 E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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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까지도 그러한 국가들을 의미한다. 몇몇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구역

에 포함되는 국가들은 대부분 고소득 또는 중간 소득 국가들이다. 막대한 

규모의 교육 투자를 실시한 바 있는 모든 과도기 경제 국가들이 이 구역

에 포함된다. 

이와 같은 분류법은 국가들에 대한 명확한 시각을 갖는 데는 도움을 

주지만 개발도상국들의 젊은이들이 다가올 미래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

록 국가가 어떠한 교육을 제공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알려주는 바가 거

의 없다. 다시 말해 적합성과 관련해서는 어떠한 정보도 주지 못하는 것

이다. 

Porter(1998b)는 경제발전에 따른 국가 분류 체계를 제시하고 각 분류 

집단의 혁신에 대한 수용 능력을 알아보았다.1) 뒤이어 이어질 내용에서

는 이 체계에 대해 자세히 살펴봄으로써 그것이 정책 입안에 어떻게 활

용될 수 있는지 알아보고, 또한 개발도상국들이 대중을 위한 중등교육제

도로 전환함으로써 국가발전에 대한 요구와 그 가능성에 대응하기 위해

서는 어떠한 노력들이 필요한지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대중적인 중등교육을 위해 가장 먼저 해결해야할 과제는 교육에 대한 

실제적인 필요성을 유발시키는 것, 요구에 맞는 접근성을 보장하는 것, 

마지막으로 질을 유지하면서 재학률과 진학률을 모두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 체계를 고안하는 것이다. 이와 동시에 그 교육 체계의 졸업생들은 

현재 발전 수준에서뿐만 아니라 세계 시장 내부의 경쟁과 통합으로 인해 

발생하게 될 변화들에 대응하는데도 필요한 관련성과 적합성을 만족시키

는 기술과 역량을 갖추고 있어야만 한다.  

Porter는 이와 관련하여 국가 분류의 3중 모형을 제시하였다. 박스 4.1

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모형의 기본 구조는 3개의 중심축으로 이루어져 

있다. 중심부로부터 확장되는 경제 분야, 정치-법률 분야, 국가-지역-세

계와의 관계를 나타내는 3개의 축에 대해 얼마나 깊이 관련되느냐에 따

라 국가의 경제의 수준을 확인할 수 있다. 점선으로 표시된 원이 바깥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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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스 4.1 국가 분류를 위한 삼중 축의 구조

  국가는 축으로 구성된 공간의 어느 위치에든 자리할 수 있다. 그러나 국가의 경

제가 더욱 혁신 중심적이고 지식 중심적으로 발전함에 따라 국제 사회는 점차 하나

의 단일화된 세계로 통합되고, 법률 및 정치 기구들은 더욱 투명성과 변화에 대한 

개방성을 갖추기 때문에 제대로 교육받은 시민에 대한 요구는 훨씬 더 복잡한 양상

을 띤다. 따라서 교육 정책의 담당자들은 3중축을 따라 발생하는 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 적절한 교육 전략을 고안해 냄으로써 그러한 요구들을 해결해야 할 과제를 안

게 된다. 

  이 삼중 구조에 따르면 양질의 대중 중등교육 제도를 발전시키기 위한 최상의 전

략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출처: Welsh 2003.

향을 향해 점차 확장될수록 국가나 지역사회는 더욱 세계화되고 개혁 중

심적이 되며 개방적인 가치체계를 지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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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역-세계와의 활동을 나타내는 축(연결성 축)을 따라 국가의 경

제가 점점 확대될수록, 국가 발전을 위해 새로운 학문을 수용하고 개혁을 

시도하는 국가의 역량은 더욱 강화된다. 그리고 이러한 능력과 잠재성은 

교육받은 인력과 교육제도의 개선에 대한 실제적인 필요성을 증대시킨다. 

축을 따라 연결성이 더욱 확대되고 깊어짐에 따라 교육받은 시민에 대한 

의존성도 또한 더욱 높아진다.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해야 하는 점은 동일

한 국가 내에서도 이 분류 체계의 다른 위치를 차지하는 시민들이나 일

부 고립 집단(pockets)이 생길수도 있다는 사실이다. 

수용성과 혁신성을 기준으로 볼 때, 국가 경제는 생산요소 주도적인 

성장단계, 투자 주도적인 성장단계, 혁신 주도적인 성장단계로 나눌 수 

있다. 

1. 생산요소 주도형 경제발전 단계(factor-driven economy)에서는 저임

금의 노동력과 천연자원 등과 같은 기초 생산요소를 이용함으로써 국가

의 경쟁력을 높이고 수출량을 증대시킬 수 있다. 기업들은 다른 선진국에

서 디자인된 일용품 또는 상대적으로 만들기 쉬운 상품들을 생산한다. 과

학기술은 수입품, 외국인의 직접 투자, 모방 등을 통해 유입된다. 생산요

소 중심의 경제는 세계 경제의 순환 및 물가 동향, 환율 변동 등에 매우 

민감하게 영향을 받는다. 이러한 민감성으로 인해 교육, 특히 중등교육에 

대한 실제적인 요구도 영향을 받는다. 

여기서 사용되는 클러스터의 개념은 단일적인 개념이다. 다양한 교육 

기관을 수용할 수 있는 교육 클러스터는 하나만 존재한다. 중등교육의 교

육 클러스터(네트워크)와 교육 내용은 매우 제한적이며 대개 기초교육에

만 집중해 있다.2) 과학 기술자, 특히 첨단 과학 분야의 기술자에 대한 요

구가 매우 낮아서 3중 축 사이에서의 심도 체계는 거의 소용이 없다. 국

가 경제가 3중축을 따라 더욱 깊숙이 통합되고, 주목할 만하며 지속가능

한 경제 성장을 이룩하게 될 때 까지는 중등교육에 대한 실제적인 요구

가 매우 적을 것이기 때문에 중등교육에 대한 투자 또한 매우 제한적일 



4 유사한 도전, 상이한 현실

141

것이다. 동일 국가 내에 생산 요소 중심이 아닌 생존 중심의 경제 구역들

이 존재할 수도 있다. 

2. 투자 주도형 경제발전 단계(investment-driven economy)에서는 표준 

제품 및 서비스의 공급에서 효율성이 경쟁력을 높이는 가장 중요한 요소

로 꼽힌다. 효율성을 높이는 기반시설에 대한 과감한 투자와 기업 친화적

인 행정기관, 강력한 투자 유인책, 자본의 이용 가능성 확대 등으로 인해 

생산성이 매우 크게 향상된다. 더욱 정교하며 세련된 생산품과 서비스를 

공급하게 되지만 과학기술과 디자인은 여전히 대부분 해외 수입에 의존

한다. 과학기술은 도입, 합작 기업, 외국인 직접 투자, 모방 등을 통해 습

득하게 된다. 한편 이 단계에 있는 국가들은 해외 기술을 흡수하는 데서 

나아가 그것을 향상시키는 능력 또한 발전시킨다. 기업들은 주문자 상표

에 의한 제품 생산기업(OEM, original equipment manufacturer)이나 기존 

거래처를 상대로 사업을 진행한다. 투자 중심의 경제체제는 제조업이나 

외주 제작 중심의 서비스업의 수출에 주력한다. 이 경제체제는 금융 위기

나 특정 분야의 수요 쇼크와 같은 외부 요인에 매우 민감하게 영향을 받

는다. 

여기서 3중축은 더욱 확장되고 견고해지며, 국가는 단순한 수용체로서 

존재하기보다 네트워크의 견고함을 높이는 데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 국가는 수출 주도의 세계 경제체제에서 가장 확실한 파트너이

다. 또한 이러한 국가들 중의 일부에는 세계화 축에서도 경쟁할 수 있는 

혁신 능력을 보유한 부분이 있기도 하다. 이와 같이 풍부해진 3중축 사이

의 정치-경제적 연결 구조는 국가가 더욱 정교한 정치-관료주의 체계

(political-bureaucratic system)를 갖출 것을 실제적으로 요구하게 된다. 

이러한 요구는 교육에 대한 공공 및 민간 부문의 투자가 증대됨으로써 

해결될 수 있다. 이 단계에 있는 국가에서는 더 높은 수준의 교육 및 훈

련을 받은 시민에 대한 요구가 점차 증가한다. 

교육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면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모두 중등교육을 



세계화와 중등교육의 새로운 아젠다

142

수료한 인력의 중요성을 새롭게 인식하기 시작한다. 산업 또는 기업이 성

장할수록 고급 인력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며, 국정 수행 과정에서는 높은 

지식을 갖춘 시민의 참여가 더욱 절실해 진다. 따라서 이 단계의 국가에

서 민간 분야가 얼마나 교육에 참여하고 있는지는 매우 중요하다. 중등교

육을 받은 집단은 공공 분야나 민간 분야에 관계없이 모두에게 효용성을 

인정받게 되며 더욱 조직화된다.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중등교육 클러스터의 수준을 향상시키고 정치 경제와의 연결성을 더욱 

증대시켜야 하는 도전에 직면하게 된다. 이에 대해 정부, 기업, 학부모 3

자는 무엇보다도 그들 각자의 실제적인 필요를 만족시키기 위해 서로 협

력함으로써 도전에 대응할 수 있는 풍부한 자원을 확보할 수 있다. 

투자 주도형 경제발전 단계는 다시 완전 투자 주도형 경제(FIDE, full 

investment-driven economies)와 부분 투자 주도형 경제(PIDE, partial 

investment-driven economies)로 나누어 질 수 있다. 완전 투자 주도형 

경제는 Porter가 제시한 모든 특성들을 만족시키는 상태를 의미하고, 부

분 투자 주도형 경제는 모든 특성을 만족시키지는 못하지만 생산 활동을 

유지하고 있으며 생산요소 중심의 경제발전 단계에서는 벗어난 상태를 

의미한다. 두 구조의 차이는 부분 투자 주도형 경제는 해외 유입 자본을 

변환 또는 개선할 수 있는 능력이 없거나 매우 제한적이며, 경우에 따라

서는 요소 주도형 경제 체제로 돌아가려는 시도가 있기도 하다는 것이다. 

표 4.1은 Porter의 기본 틀을 이용하여 작성한 상세한 분류의 예이다. 

예를 들어 살펴보면 중등교육 개혁 프로그램의 실현 가능성에 따라 평가

했을 때 케냐와 부르키나파소를 (전통적인 국가별 소득 분류에 따라서) 

같은 그룹에 포함시킬 수는 없다. 이 분류법은 한 국가가 중등교육의 개

혁을 위해 같은 집단에 속한 다른 국가의 경험을 교훈삼아 유사한 시도

들을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이와 같이 더욱 정교한 방법

을 통해 위치에 따라서 국가를 동일하게 분류하는 전통적인 방법에 수정

이 가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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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 경제적 수준 및 수용성과 혁신성에 의한 국가 분류의 예
전통적 경제 분류 자급경제 a 생산요소 

주도형 경제
부분 투자 
주도형 경제  

완전 투자 
주도형 경제

과도기 경제 알바니아 몰도바 에스토니아 폴란드 

빈곤 경제 베냉, 

부르키나파소,

차드, 

기니, 

소말리아 

가나,

말리, 

모잠비크,  

나이지리아, 

탄자니아, 

우간다, 

잠비아 

코트디부아르, 

케냐,

세네갈 

보츠와나, 

모리셔스, 

남아프리카공화국 

출처: Welsh 2003 & 저자 편집.
a. 자급 경제는 생산요소 주도형 경제보다도 하위에 있는 경제 체제로서 가계 소비나 소규모 지역 
시장에만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상태를 말한다. 이러한 경제 상태에 있는 국가들에서 교육은 오로
지 기초 교육에만 집중해 있으며 중등교육에 대한 요구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경우도 많다. 따라서 
그러한 국가들은 교육에 대한 투자를 어느 정도라도 향상시키기 위한 광범위한 지원책을 마련할 필
요가 있을 것이다. 이 경제체제 하의 국가들은 기초교육을 최소한 9학년 까지 기초교육 과정을 확
대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3. 혁신 주도형 경제발전 단계(innovation-driven economy)에서는 세계

적 수준의 기술력과 최신 기법을 사용하여 혁신적인 상품과 서비스를 제

공하는 능력이 경쟁력을 증대시키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된다. 이 단계의 

국가들에서는 특히 모든 부문에서 경쟁력을 보유하고 높은 수준의 클러

스터들을 갖춘 기업 환경이 존재하게 된다. 또한 개혁을 지원하는 기관이

나 인센티브제도가 발달하게 된다. 기업들은 경쟁적으로 독창적인 전략

을 추구하게 되며 그러한 전략들은 대개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다. 이러

한 국가들에서는 서비스업이 매우 발달되어 있으며 외부적인 쇼크에도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탄력성을 갖추고 있다. 

중등교육에 대한 Porter 모형의 적용
다음에 제시될 표는 국가의 상황에 맞는 양질의 중등교육을 제공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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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중등교육의 체계를 혁신시키는 과정에서 직면할 수 있는 정책 이슈

들에 대해 Porter의 모형이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여

기서는 특히 생산요소 주도형 및 투자 주도형 경제 체제에 대해서 자세

히 논의하고 있다. 혁신 주도형 경제 체제에 대해서는 분석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고소득 국가들에서는 하위 소득 수준의 국가들이 직면하는 중

등교육의 대한 정책 선택의 문제가 더 이상 나타나지 않기 때문이다. 

생산요소 주도형 경제발전 단계에 있는 국가들(표 4.2)은 대개 “모든 

이를 위한 교육(EFA, Education for All)” 달성에 실패한 경우가 많다. 많

은 경우 성공했다는 주장에 대해 뒷받침 할 수 있는 뚜렷한 증거가 없다. 

예를 들어, 사하라 이남의 아프리카 국가의 학생들은 교육 장비나 시설, 

학습 자료도 갖추지 못한 채 학교에 다니고 있다. 게다가 학생의 중퇴보

다도 교사의 장기 결근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훨씬 많다. 이 지역의 국가

들에서는 교육의 부적절한 보급률과 접근성, 과거 식민지 시대의 엘리트 

교육으로 인한 부적절한 교육과정, 또는 부실한 경영 등으로 인해 많은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다. 게다가 지원 단체들 간의 공공연한 경쟁으로 인

해 상황이 더욱 악화되기도 한다. 일용품의 소비가 증가하는 시기에는 이

러한 경제 체제의 국가들이 일시적인 경제발전을 경험하기도 하지만 본

질적으로 발전의 지속성을 보장받지는 못한다. 

부분적인 투자 주도형 경제 체제를 갖고 있는 국가들(표 4.3)은 과도기 

단계에 있기 때문에 완전 투자 주도형 경제로 진보하거나 생산요소 주도

형 경제로 후퇴할 가능성을 모두 갖고 있다(표 4.4). 만일 국가가 후자의 

단계로 퇴보한다면 표 4.2에서 나타나는 상태로 되돌아가게 된다.3) 그렇

지 않고 진보한다면, 부분적인 투자 주도형 경제체제가 지니는 고유의 특

성을 나타내게 될 것이다. 

도입 단계에서는 표준 서비스(standard service)와 생산품 수입을 대체

할 필요성을 절감하게 된다. 이로 인해 중요 기반 시설의 개발과 개선의 

필요성이 또한 대두되며 우선적으로 도로 확장, 신뢰도 높은 전력 공급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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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 생산요소 주도형 경제발전 체제에서의 중등교육의 공급과 수요
경제체제의 특성 중등교육의 공급 중등교육의 수요

(예: 아프가니스탄, 볼리비아, 

가나, 네팔, 나이지리아, 파라

과이, 잠비아)

 

농산물과 광산물의 수출 및 

자본 수입과 엘리트층을 위

한 사치품 수입에 의존.

 

사회 자본의 구조와 내용:
하부국가적, 부족 또는 종족 

중심으로 권위주의적이면서 

온정주의적. 이러한 배경에서 

사회 자본은 전통적인 관계

를 중시하고 이동성을 저하

시키기 때문에 변화를 억제

하는 역할을 한다.

인적 자본: 비공식적인 구전

이나 경험을 중시. 보수적인 

순응주의자들에 의한 전파 체

계.

물적 자본: 전통적인 농산물

과 상품 작물의 수출. 수입된 

광산품과 제한적인 가공자본

(processing capital). 사치

품 자산.

교육: 질이 낮은 교육 클러스

터가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

는데 장애가 되고 있다. 

전반적으로 낮은 공급량.

모든 형태의 자본의 수준이 

낮음.

대중을 위한 교육(Educat- 

ion for All) 정책 실패. 

기초학교의 수가 부족하며 기

초교육 시설의 수준이 열악함.

중등학교 또는 중등교육시설

의 수가 부족.

주로 엘리트 계층이 중등교육

에 참여, 남학생 중심.

교육 행정 기구가 부실하며 교

육관련 법에 대한 관심 부족.

행정부서들이 경영이나 성과

에 집중하기보다 통치와 통제

에 주력.

지방자치단체의 참여와 역량이 

부족. 인적 자원 개발 및 사회 

자본에 대한 투자 정책 실패.

부실한 과세 체계 및 세입 기

반.

전반적으로 낮은 수요량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인해 중

등교육에 대한 실제적인 필요

성이 결여됨.

• 경제 활동의 성과가 저조하

며 빈곤층에 대한 교육 투

자의 환원율이 점차 감소.

• 소득 수준이 낮으며 고용 

기회는 부족. 이러한 문제

는 비능률적이며 부패한 

생산 협종조합들 때문에 

발생한다.

• 제한적인 접근성과 낮은 기

초교육 수료율

• 빈곤층, 특히 여성 빈공층

을 위한 교육 및 보건 서

비스 부족. 

• 여성의 중등교육 이용율 저

조. 이로 인해 자녀에게 교

육의 동기를 부여하고 자

녀를 지도해야할 어머니로

서의 역할에 부정적인 영

향을 준다. 

• 원조 기구들의 경쟁적인 기

초교육 지원 프로그램 제

공. 정부의 정책을 지원하

는 방식으로 통합되지 못

하고 있음. 

출처: 저자 편집, 2004. 



세계화와 중등교육의 새로운 아젠다

146

표 4.3 부분적인 투자 주도형 경제발전 체제에서의 중등교육의 공급과 수요
경제체제의 특성 중등교육의 공급 중등교육의 수요

(예: 방글라데시, 불가리아, 크

로아티아, 에콰도르, 온두라스, 

케냐, 파키스탄, 루마니아, 타

지키스탄)

퇴보 또는 진보의 가능성이 

공존하는 과도기. 투자 주도형 

경제 활동의 영역이 매우 적

다. 일부 국가들은 생산요소 

중심의 경제체제로 후퇴할 가

능성이 있다. 

사회 자본의 구조와 내용: 대

체로 국가적 요소를 갖추고 

있지만 의회 정치 제도는 상

대적으로 발전의 초기단계에 

있음. 

인적 자본: 공식 체계를 통해 

전파. 문해력(literacy)의 중요

성 증대.  

물적 자본: 국내 시장을 대상

으로 한 제조업 발전. 해외의 

기초 과학기술 도입을 통해 

기초를 마련.  

교육: 교육의 질은 낮으나 교

육 클러스터의 접근성 개선 

시도가 나타남. 

공립 중등학교의 수 증가.

교원 양성 기관은 여전히 전

통적인 방식을 따름.

학교 외의 시설을 통한 배움

과 경험의 기회가 점진적으

로 증가. 대부분 비정부 기구

를 통해 제공됨.

교육 기반시설이 점진적으로 

체계화.

정보 및 통신 기술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지기는 하나 

여전히 제한적.  

열악한 교육 행정기구. 교육

관련 법에 대한 관심 부족. 

행정부서들은 주로 통치와 

통제에 집중해 있으나 일부 

부서들은 책무성 제도를 일

부 도입해 개혁을 시도하기

도 한다.

관료주의적 교육 체계 내에

서의 인적 자원 개발과 사회 

자본에 대한 투자가 저조. 

과세 체계의 개선이 이루어

지기는 하나 여전히 중앙 집

중적인 특성을 가짐.

중등교육에 대한 실제적인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나타

나거나 또는 감소함.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다음

과 같은 이유에서 지속적으

로 나타남.

• 외국인 직접 투자의 점진

적 증가.

• 급격한 도시화.

실제적인 필요성의 감소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기인

함.

• 인구구조의 붕괴

• 젊은 층의 이민

• 경제력 약화, 생산요소 주

도형 경제체제로 퇴보. 

출처: 저자 편집,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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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4 완전한 투자 주도형 경제발전 체제에서의 중등교육의 공급과 수요
경제체제의 특성 중등교육의 공급 중등교육의 수요

(예: 동남아시아, 칠레, 에스토

니아, 헝가리, 인도, 멕시코, 

폴란드, 슬로베니아, 남아프리

카 공화국)

사회 자본의 구조와 내용: 국

가적 요소가 증가하고 종종 

범국가 차원의 지역적 특성이 

나타남. 경우에 따라 권위주의

와 온정주의의 특성이 잔존해

있기도 하지만, 능률적인 경영

방식을 수용하는 태도가 증가

함. 이러한 환경에서 사회 자

본은 현대적 특성을 중시하고 

이동성을 향상시키는데 주력

하기 때문에 변화의 동인이 

될 수 있음.  

인적 자본: 공식 체계를 갖춤. 

기초교육의 중요성 증대.  

물적 자본: 공산품과 광산품을 

수입. 국내 및 해외 시장을 무

대로 생산 활동. 물적 자본을 

신제품에 적용. 

교육: 교육의 질이 개선되며 

이를 관리하는 클러스터로 발

전.

공립 및 사립 중등학교의 수 

증가.

학교 외의 시설을 통한 수업

과 교육의 기회 증가(인력 

자원 개발을 위한 경제계와 

사회계의 협력). 교육기반시

설의 개선.

정보 및 통신 기술에 대한 

접근성 증대. 

의회 정치제도 정착.

새로운 투자 주도형 사업 분

야 출현. 예) 인도의 소프트

웨어 산업.

 

강력한 교육 행정기구 구성. 

교육 관련법에 대한 관심 증

대. 

성과를 더욱 중시하는 행정

부서들. 지방 정부의 역할 

증대. 

견고한 과세 체계와 세입 기

반. 일부의 경우 그 기능이 

지방으로 분산되기도 함.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중등

교육에 대한 실제적인 필요

성이 증대됨.

• 초등교육의 수익률보다 중

등교육에 대한 투자의 수

익률이 더 높음.

• 기초교육에 대한 투자의 

수익률 점차 감소.

• 외국인 직접 투자의 증대. 

임금 경제체제의 확산.

• 경제 성장과 함께 기회의 

다양성 증가. 

• 급속한 도시화

• 대중적이며 거의 보편화된 

기초교육.

• 상대적으로 높은 고등교육

에 대한 접근성.

• 여성에 대한 중등교육 강

화. 자녀에게 동기를 부여

하고 자녀를 지도해야할 

어머니로서의 역할 형성에 

긍정적으로 작용.

• 빈곤층, 그 중에서도 특히 

여성 빈곤층을 대상으로 

한 교육 및 보건 서비스의 

개선. 

출처: 저자 편집,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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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기초적인 에너지나 운송 수단에 대한 개발이 진행된다. 그리고 나서

부터는 개혁 운동에 탄력이 붙게 된다. (제도적이고 관료적인) 국가 통치 

기구에 대한 필수적인 개혁이 발생하고, 법제 마련을 통해 장벽을 제거하

고 새로운 투자와 교육 정책을 유도하는 정책이 고안된다. 그런데 이 단

계의 국가들은 관련 분야에 대한 노하우가 부족하기 때문에 통치체제 및 

법률 구조에 대한 개혁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국제기구들로부터 지원을 

받아야만 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내국인 또는 이민자로 구성된 경제적    

주도권을 가진 소수인종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들은 이미 각 지역뿐만 아니라 국제적 수준에서도 상당한 수준의 연계

체계를 갖추고 있다. 이 소수인종은 또한 국가 발전을 가속화하는데 영향

을 줄 수도 있으나 경제 수준이 완전한 투자 주도형 경제체제(FIDE)로 

진입한 후에는 정치적 불안정을 야기할 가능성도 있다. 이와 같은 경제를 

주도하는 소수 인종 집단으로는 동아프리카 지역의 인도인들, 서아프리

카 지역의 레바논 사람들, 동남아시아 지역의 중국인들, 몰도바의 러시아

인들, 라틴아메리카 지역의 유럽인들 등이 있다(Bacevich 2002 & Chua 

2002). 이 단계에서 부분적인 투자 중심의 경제체제(PIDE)의 국가들은 수

입품을 대체할 생산능력을 갖추기 위해 외국 기술을 도입하기 위한 시도

를 하게 된다. 

부분적인 투자 중심의 경제 체제(PIDE)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그 발전 

정도가 고르게 분산되지 않을 수도 있음을 인지할 필요가 있다. 우선적으

로 도시를 중심으로 발전이 이루어질 것이며 그 중에서도 특히 수도에 

편중될 것이다. 일반적으로 PIDE의 단계로 이동했음을 나타내는 근본적

인 변화는 각종 규정과 허가제도를 통한 중앙 집중적인 관료 통치제로부

터 보다 투명한 국가의 제도적 틀을 지원하는  더욱 개방적인 법률체제

로의 전환이다. 종합적으로 보자면 PIDE 단계는 경제적 목표의 달성을 

우선시하는 개혁과 투자 프로그램으로 특징지어진다. 

이러한 과정을 지나고 나면 부분적인 투자 주도형 경제체제(PIDE)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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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들도 드디어 국가 수준을 넘어 제한적이나마 범국가적인 연결을 갖게 

된다. 개혁을 통해 부분적인 투자 중심의 경제 국가들은 사회 기반시설의 

전반적인 개선과 도시 지역에서 경제적 기회가 증가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그로 인해 국가적 결속력이 강화되는 결과를 얻게 된다. 그러한 새

로운 결속력은 기존의 가족, 종족, 그 외 전통적인 소속 집단 중심의 사

회적 관계에서 탈피한 새로운 형태의 관계 형성을 요구하는 문제를 낳기

도 한다. 바로 이런 점과 관련하여 학교 교육, 그 중에서도 특히 중등교

육이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되는데 왜냐하면 이를 통해 전통적인 경향을 

초월한 새로운 것을 학생들에게 가르치기 때문이다. 

중등교육의 대책을 전면 개편하는데 참여하는 정치인, 정책 담당자, 경

영인은 이러한 기본 배경을 토대로 관련된 문제들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

를 위해 첫째, 개혁 정책과 수립을 위해 무엇보다도 국가의 경제적 상태

를 올바로 인식하고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 둘째, 국내, 외의 경제력과 

교육 클러스터의 역량과 잠재력의 실체를 확인하고 이들 사이의 상호 작

용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는지 실제적인 평가를 해야 할 필요성

과 이에 대한 많은 관심이 요구된다. 셋째, 국가 체제의 수용력과 혁신성

에 대한 현실적 인식이 필요하다. 교육 정책과 계획은 현재 국가의 수용

력과 혁신력의 수준, 또는 그 잠재력을 어떻게 능률적이고도 실제적으로 

향상시킬 것인지를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헌법, 법률, 제도

적 틀, 관료주의의 효율성, 시민 사회의 참여율 등과 같은 다양한 사회적 

환경이 교육정책 또는 프로그램의 선정 및 체계화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는 사실을 인지해야 한다. 

결  론
개발도상국들은 사회와 경제계의 요구에 부합하며 또한 국가의 잠재력

을 실현시킬 수 있는 대중 중등교육 제도를 개발해야 할 엄청난 규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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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내외적인 압력을 받고 있다. 더 나은 교육에 대한 강력한 국민의 열망

과 세계 경제의 적극적이면서도 생산적인 참가국이 되어야 할 요구에 대

해서 국가는 즉각적으로 응답해야 하며 또한 그러한 세계경제에서의 위

치를 유지해야 할 도전과제를 안고 있다. 이러한 도전에 응답하기 위해서 

국가는 세계 경제와의 관련성이 급진적으로 발전할수록 더욱 많은 노력

을 지속적으로 기울여야 한다. 이와 같은 도전과제는 여러 국가에서 공통

적으로 나타나지만,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최상의 전략이나 정책이 존재

하지는 않는다. 다시 말해서 국가들의 도전은 유사하나 각 국가의 현실은 

서로 다르게 나타나는 것이다. 

교육 정책의 담당자들이 중등교육의 확대와 질의 개선을 위한 전략 및 

정책을 고안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질문을 검토해 보게 된다. 신

기술을 받아들여 신지식 또는 신상품을 창조해 내는 국가의 수용력과 혁

신력은 어느 정도 수준인가? 경제적 수준, 정치-법률적 수준, 국내-국외-

세계와의 관련성을 나타내는 3개의 축에서 국가 경제는 어느 정도까지 

깊숙이 관련되어 있는가? 3개의 축에 대한 관련성이 더욱 광범위해지고 

견고해질수록 더 많은 교육을 받은 시민에 대한 의존성은 급증한다. 다시 

말해 관련성의 증대로 인해 복잡성이 증가하며 이에 따라 더 많은 교육

을 받은 참여적인 시민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는 것이다. 

국가의 수용력과 혁신력의 관점에서 볼 때, 경제 체제는 생산요소 주

도형, 투자 주도형, 혁신 주도형의 3가지로 구분된다. 국내-국외-세계와

의 관련성축에 대한 통합성의 측면에서 볼 때, 국가들은 확장될수록 단순

한 수급자에서 네트워크의 밀도를 높이는 기여자 사이의 연속선 그 어디

에도 있을 수 있다. 국내-국외-세계와의 관련성축이 점차 확장될수록, 교

육 투자의 필요성 또한 점차 높아지는데 그 이유는 더욱 많은 교육과 훈

련을 받은 시민을 양산함으로써 네트워크에서 차지하는 국가의 위치가 

더욱 확고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교육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면 강력하고 

잘 다듬어진 중등교육 클러스터가 국가 발전을 위해 매우 중요한 요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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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인식하게 될 것이며 그로 인해 중등교육의 이전, 이후 단계에 있는 교

육 과정들과의 연결 체제와 인력시장, 정치 제도와의 관련성은 더욱 증대

될 것이다. 

이 장(章)에서 소개된 국가 분류의 기본 구조를 보면 국가가 자체적으

로 중등교육의 전략과 정책을 개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다. 교육 정책의 담당자들은 외국으로부터 도입한 해결방식을 그들 국

가에 그대로 적용함으로써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국가의 특정한 상황에 맞춘 중등교육의 혁신 

프로그램을 선정하고 더 나은 목표를 세우는 것에 있다. 적절한 해결책을 

고안하기 위해서는 정책 연구 및 평가를 통한 정확한 지식이 뒷받침되어

야 하는데 그러한 정책 연구와 평가를 위해서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 지

식인과 숙련자들의 공동 노력이 요구된다.

주
1) “국가의 전반적인 혁신 수행에 도움이 되는 요소에는 중요한 세 가지가 

있다. (1)경제 전반 부문에 대한 혁신을 가능케 하는 일반 혁신 기반시설 

(예: 기초 과학에 대한 투자) (2)특정 산업의 혁신을 지원하는 클러스터 

(예: 자동차산업, 정보 기술 산업) (3) 그 클러스터 사이의 강력한 결합력 

(예: 기초 연구 단체와 기업을 연결하는 능력, 전반적인 기술 수준과 숙련

된 인력 집단을 만들어내는 기업의 공헌 ”(Poter & Stern 1999,5)

2) 경영학적인 관점에서, 클러스터(cluster)에는 특정 산업 분야에서 공통점

과 상호 보완성을 유지하고 있는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으며 상호 연관성

을 지닌 기업, 하청업자, 서비스 제공자 또는 공공기관 등이 포함될 수 있

다. 클러스터 산업들은 상품과 서비스의 흐름을 위해 지리적으로 서로 연

결되어 있는데 이 연결성은 이러한 산업들과 나머지 경제 분야 사이의 흐

름보다도 더욱 견고하다. (Porter 1998a). 이 개념을 중등교육에 적용해 

보면 교육 기구의 네트워크화를 의미한다. 즉, 특정지역에 교육 서비스를 

제공할 때 관여하게 되는 가치사슬(value chain) 전체로 이루어져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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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기에는 초등 및 중등학교, 대학, 교사 양성 시설, 지방(또는 중앙) 관료

체제, 민간이 주도하는 사업 및 훈련 제도, 전문가 협회, 직종별 조합, 시

민 단체 등이 포함된다.  

3) 알바니아, 아르메니아, 그루지야, 키르기즈스탄 공화국, 몰도바, 몽골, 타

지키스탄 등의 국가들은 생산요소 주도형 경제 체제로 퇴보할 수도 있는 

위험에 처해 있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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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

5
두 가지 주요 도전에 대한 해결방안: 

교육과정과 평가

교육은 법에 의해 규제되어야 하며 국가가 주도해야하는 사업이라는 점

은 부인할 수 없지만, 공교육이 어떤 특성을 지녀야 하고 젊은이들을 어떻

게 교육시킬 것인가의 문제는 여전히 풀리지 않은 채 남아 있다. 또한 과

목 선정과 관련해서도 의견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우리가 

도덕적 가치를 중시하든지 최상의 생활을 중시하든지 간에 상관없이 인류

가 무엇을 배워야 할지에 대해서는 결코 합의점을 찾을 수 없다. 따라서 

교육이 지식의 확대나 도덕성의 함양 중 어느 것에 더 주력해야 할지도 

명확하게 결론을 내릴 수 없다. 이러한 현실에 비추어 볼 때 현 상황은 당

혹스럽기까지 하다. 어느 누구도 교육이 어떤 기본 원리를 따라 진행돼야 

할지를 알지 못한다. 교육의 목적은 실용성을 증대시키기 위한 것인가? 아

니면 도덕적 가치나 더 높은 수준의 지식을 추구하는 것인가? 이 세 가지 

교육 목표에 대한 선택의 문제는 여전히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Aristotle, Politics, B.Ⅷ 

은 수준을 유지하는 동시에 적합성을 갖춘 중등교육에 대한 요구

가 증대하면서 중등교육의 체계를 재검토하고 수정해야만 한다는 

압력이 세계적으로 증대되고 있다. 많은 국가에서 중등교육이 대중 교육

화 되거나 보편화되는 추세에 있으며 이로 인해 더욱 많은 복잡한 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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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들이 생겨나고 있는 현실이다. 이 장(章)과 다음 장에서는 두 가지 중

대한 도전-중등교육의 접근성을 확대하면서 동시에 그것의 질과 적합성을 

또한 개선시키는 것-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 서로 독립적이면서

도 연관성을 가진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주제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a) 교과과정 내에서 발생하는 변화

(b) 중등교육에 대한 외부적 또는 공적 검토에서부터 시작하여, 소위 

감시 및 평가의 역할 변화

(c) 중등학교 교원 양성의 전문화

(d) 정보 통신 기술(ICTs)의 중등교육 도입과 활용

위와 같은 네 가지 주요 논점이 선정된 이유는 이들을 통해 중등교육

의 두 가지 주요 도전에 대한 결정적인 해결책을 도출할 수 있으며 또한 

현재 전 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중등교육의 혁신과 관련된 시도들이 

모두 이 네 가지 논제에 집중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기타 요인

들과 정책적 논점들 또한 고려되어야 할 필요가 있으나 그러한 점들은 

이 책의 다른 부분에서 다루어질 것이다.

교육과정 - 의도와 구현
지식 기반 경제 체제에서 사람들의 근무 방식이 변하기 시작하자 교육

과정 지식을 선정, 체계화, 정렬하는 방식에도 새롭고 혁신적인 방법들이 

제시되었다. 이 외에도 교육과정 지식의 중등교육에 대한 적용 방식에 영

향을 미치는 요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 몇 가지 예를 들자면 

수준 높은 지식에 대한 보편적인 접근 및 사회적 자본의 형성에 대한 강

력한 요구, 청소년 문제와 이들의 학습 방식에 대한 이해수준의 향상, 점

증하는 학계의 혼합적 연구 추세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교육과정 지식

의 중등교육으로의 적용 결과, 새로운 형태의 학교지식이 나타나게 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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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와 같은 진전은 교육과정의 집중과 강조 사이에 새로운 균형을 요

구하고 있으며, 또한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한 중등교육의 개혁을 추진시

켜 나아가고 있다. 

현재 학교에서 가르치고 있는 교과 내용과 실제 세계 시장을 무대로 

개인과 기업들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필요한 지식과 기술 사이에는 지

식 격차가 존재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곤 한다. 또한 교육 경험의 과정에서 

학습 방법의 이론적인 요소와 실제적인 요소가 서로 균형을 맞춰야만 한

다는 주장도 강력히 제기되었다. 이론과 실제, 일반 교육과 직업 교육의 

융화는 의무교육 기간과 의무 이후 교육 기간의 학생들이 교육과 직업에 

관련된 모든 기회를 이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더욱 확대시킬 것이다. 

정규 교육체계의 내부적 논리에 의해 촉발된 교육과정의 확대로 인해 

특히 중등교육 부문에서 긴장감이 생겨났다. 이는 더욱 다양한 형태의 사

회적, 정치적, 경제적 적합성을 갖춘 지식들을 교육과정에 편입시켜야 함

을 의미한다. 지식의 중요성이 더욱 증가한 21세기 사회에 대처하기 위

한 유일한 방법은 의무교육 기간을 증가시키는 것이다. 이제 문제는 질이 

높으면서도 적합성을 갖춘 중등교육의 기회를 모든 대중에게 확대하는 

것이다. 물론 그러한 확대에 필요한 재정 규모는 중등교육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는 현실을 감안할 때 실로 막대할 것이다. 

중등 교육과정의 심각한 부적합성
오늘날 여러 국가의 성인과 젊은이들은 모두 중등 교육과정이 근본적

으로 매우 부적합하다는 사실에 공감하고 있다(Abelmann 2001; Levy & 

Murnane 2001). 청년 고용 기회의 악화, 학력 중시주의로부터 기인한 경

쟁의 심화, 교육과정에 대한 부정적 인식 등은 교육 기관의 일상적인 움

직임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일부 학생들에게 학교에 대한 

무관심, 불만 또는 반사회적 행동 등을 유발시키고 있다(2장 참조). 심지

어 교사들조차 과거 경험한 적이 없는 새로운 분야의 생소한 도전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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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면하여 곤란에 처해지면 학생들과 공모하여 또 다른 문제들을 낳기도 

한다. 

대부분의 개발도상국이나 과도기 국가들에서 중등교육과정은 매우 추

상적이고 따라서 사회나 경제계의 요구와는 동떨어져 있는 경우가 많다. 

중등교육은 대부분 성공 보상이 큰 국가시험으로 관리되는데 이러한 시

험제도들은 대부분 식민지 시대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서 현재까지도 대

학 진학이나 엘리트층의 전문 직업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다. 추상적, 사실 중심적, 문맥과는 동떨어진 서술적 지식이 중등교육

과정에 널리 보급되고 있으며, 불충분한 교육 및 직업 기회를 골라주기 

위한 목적으로만 지속적으로 이용됨으로써 중등학교 학생들의 중퇴율과 

낙제율을 높이는 결과를 야기하고 있다.  

고질적인 중등 교육과정의 부적합성은 교육과정 개혁을 통한 중등교육

의 확산 시도에 가장 큰 장애 요인이 되고 있다. 교육과정의 적합성은 중

등학교 졸업생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조건일 뿐만 아니라 젊은이들

을 학교에 붙들어두기 위한 조건이 되기도 한다. 중등 교육과정은 대부분

의 사회에서 탄력적인 문화적 소산이다. 따라서 중등 교육과정을 의미심

장하고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개정하기 위해서는 백서(white paper)나 전

문가 집단노력 이상의 것이 요구된다. 

세계은행과 국제교육사무국(International Bureau of Education)의 공동

후원 하에 Benavot(2004)에 의해 수행된 국가별 중등교육과정의 비교분

석을 통해 교육과정이 얼마나 변화에 둔감한지에 대한 설득력 있는 자료

가 제공되었다. 현대 역사에서 교육과정, 특히 중등 교육과정에 대한 근

본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 있었던 시기는 아마도 1985~2000년 사이일 것

이다. 이 기간 동안 많은 국가와 지역에서 대중 중등교육이 출현하였다. 

또한 지식사회에 대한 인식, 특히 그 중에서도 교육제도에 대한 세계화의 

영향력이 대두된 것도 바로 이 시기의 일이다. 그러나 1985년과 2000년

에 중학교의 각종 교과 영역에 배분된 총 교육시간의 비중을 비교해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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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그림 5.1 참조) 과목별 배당 시간의 변화는 전반적으로 세계 모든 지

역에서 예상했던 것보다 그리 크지 않고 매우 제한적임을 알 수 있다. 

각 교과 영역에 배분된 평균 수업시간은 사실상 세계의 모든 지역마다 

변화가 거의 없었다. 이와 같은 흥미로운 추세에서 예외를 발견하기 위해

서는 가장 핵심적이지 않은 교과 분야를 살펴보아야 한다. 첫째, 굳이 차

이를 찾자면 가장 큰 변화를 관찰할 수 있는 과목은 Skill 분야로서 배정 

시간이 감소한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직업에 관한 교과 내용을 고등학

교 단계로 미루는 최근의 경향 때문이다. 둘째, 아프리카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선택과목 또는 필수-전공 수업(그림 5.1에서 기타(other)에 해당)

에 할당된 시간이 증가하였는데 이것은 교육과정이 더욱 다양성과 융통성

을 갖게 되고, 더욱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며, 개인의 특성을 고려한 학생 

중심적인 교육을 지향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셋째, 큰 변화는 아니지만 과

학기술과 ICT 교육이 강화되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데, 이러한 경향은 

21세기에 들어서도 10년여 동안은 지속적으로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그림 5.1 지역에 따른 7, 8 학년의 교과별 평균 교육시간, 1985년과 2000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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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 계속

출처: Benavot의 보고서에서 인용 (2004). 
주: 그림에서 사용된 10개의 일반 교과 분야는 다음과 같은 학교 과목들을 포함한다.
 • LANG: 어학 교육; 국어, 공식어, 지역 언어, 외국어 및 문학을 포함한다.
 • MATH: 수학; 수학과 관련된 모든 과목을 포함한다. 
 • SCIENCE: 과학; 일반 과학 과목(예: 자연과학)과 화학, 생물학, 물리학 등을 모두 포함한다. 
 • CTEC: 응용과학; 컴퓨터와 기술 관련 과목들을 포함한다. 
 • SOCSC: 사회과학; 사회학, 역사학, 지리학, 사회과학, 환경학, 시민교육 등을 포함한다. 
 • RELM: 종교 및 도덕교육; 윤리학
 • ARTS: 미학교육; 미술, 음악, 무용, 가창, 수공예 등을 포함한다. 
 • SPORT: 스포츠와 체육
 • SKILL: 보건교육, 위생학, 농학, 실과, 직업교육, 가정학, 생활기술 등의 과목.
 • OTHER: 기타 모든 과목, 특히 선택과목과 필수-선택 과목들.

초인지 자본과 창조적 자본의 구축
중세 시대를 연상시키는 중등 교육과정의 보수적 성격은 21세기에 들

어서도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지속되고 있다. 반면에, 개인과 지역사회, 

더 나아가 국가 전체의 미래 기회와 관련된 환경은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21세기의 노동시장은 산업 생산품에 대한 종사 비율이 점점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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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는 반면에 서비스 산업, 아이디어 산업, 통신 산업의 중요성은 점차 증

가하고 있다. 이와 동시에 세계의 가장 낙후된 지역의 청소년과 젊은이들

조차도 대중매체의 막강한 영향력을 받고 있으며 전 세계적인 청년 문화

의 일부이다. 이러한 현실에서 도전 과제는 지식 중심의 경제와 세계화 

된 사회에서 성공하기 위해 개인과 국가에 필요한 초인지 자본을 구축하

는 것이다. 

초인지적 능력과 기술에 대한 강조는 사고학습(learning to think)과 배

움을 위한 학습(learning to learn)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의미한다. 초인지

적 기술에는 다음과 같은 능력들이 포함된다. 

• 정규 학습과 비정규 학습, 선언적 지식(어떤 사실을 알고 있음)과 절

차적 지식(노하우)의 통합 능력. 

• 정보 중심의 세계에서 지식의 접근, 선별, 평가 능력.

• 철저한 인지적 수행 과정 이상의 지능의 개발 및 적용 능력.

• 팀별 활동의 효과적 수행과 학습 능력.  

• 갈등의 직면, 전환, 평화적 해결 능력. 참여적이고 능동적인 시민 기

술과 관련됨. 

• 지식의 창조, 변형, 전달 능력. 

• 불문명한 상황, 예상치 못한 질문, 예측 불가능한 상태에 대한 해결

능력.

• 인력 시장에서 개인이 서야 할 위치를 파악하고, 적합한 교육이나 훈

련을 선택하고 행함으로써 다양한 경력을 가져야 되는 상황을 다루

는 것. 

인력시장의 경쟁이 심화되고 경제적 상황이 급속히 변화하는 현실에 

발맞추기 위해 개인은 창조적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의 생산과 융통성, 

생애경력에서의 충분한 탄력성을 갖추어야 할 필요성이 부각되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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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OECD 국가들은 “창조적 자본(creative capital)"의 구축에 높은 

가치를 두고 교육과정과 수업 방법에 개혁을 시도하였다(세계은행 

2003d). 예를 들어 미술 과목은 창의력과 문화 발달에 큰 기여를 하는 것

으로 인식됨에 따라 현대 중등학교의 교육과정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

점 더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형태의 기술과 능력에 대한 요구는 지식사회에 배경 하에 더욱 

증대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개발과 발전이 지속될수록 일반 교육과정, 그 

중에서도 특히 중등교육의 교육 및 훈련 체계에 대한 도전은 끊이지 않

고 지속되고 있다. Levy와 Murnane(2004)은 미국 인력 시장의 직무별 기

술 요건에 대한 연구조사를 실시하고 노동 인구가 수행하는 직무를 다음

과 같은 5개 영역으로 분리하였다. 

• 전문가 사고(expert thinking): 해결법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문제

를 해결하는 행위. 예)생소한 증상을 나타내는 환자의 질병을 진단하

는 행위. 

• 복합적 의사소통(complex communication): 타인과의 상호 작용을 통

해 정보를 습득하고 그것을 설명하여 그 내용에 따라 행동하도록 설

득하는 행위. 예) 관리인이 직장의 사원들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행위.

• 반복적 인지 직무(routine cognitive tasks): 논리적 규정에 의해 잘 

정리되어 있는 지적 업무. 예)지출 보고서 관리, 유지.

• 반복적 수동 직무(routine manual tasks): 규정으로 정리된 육체적 업

무. 예) 자동차 제조 공장에서 새 차의 전면 유리를 설치하는 업무. 

• 비반복적 수동 직무(nonroutine manual tasks): 다음에서 설명될 

“if-then-do”의 규정으로 정리할 수 없으며, 시각적 인지와 섬세한 

근육 통제를 필요로 하여 전산화하기 어려운 신체적 업무. 예) 트럭 

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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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는 미국에서 나타난 각 직무의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전문가 

사고와 복합적 의사소통을 요하는 직무의 비중은 1970년대, 1980년대, 

1990년대에 걸쳐 꾸준히 증가하였다. 반복적 인지 및 반복적 수동 업무

에 종사하는 인력의 비율은 1970년대 까지는 변화가 없다가, 지난 20년

간에 걸쳐서는 감소하였다. 한편 비반복적 수동 업무에 종사하는 인력의 

비율은 전 기간에 걸쳐 감소하였다. 

현행 교육과정 지식의 선별, 구성, 정렬 방식은 방법론과 교수법에 중

요한 영향을 미친다. 초인지적 자본과 창조적 자본의 구축 필요성은 대화

형 수업 방식과 능동적인 학습, 사례 중심의 교육, 시뮬레이션, 그룹과제 

등의 중요성이 점차 증가하는 현실, 다시 말해 문제 중심적 교육과정의 

발달을 반영하고 있다. 학술 연구와 고등교육 또한 중요한 작용을 하는

데, 새로운 교육학의 경향이나 연구 방법들은 대부분 대학에서부터 전파

되기 때문이다. 

그림 5.2 미국의 경제계의 반복적, 비반복적 직무에 대한 인력의 투입 비율, 
1969~98.

출처: Levy & Murnane (2004), 50, 그림 3.5를 각색.
주: 각 추세선은 특정 직무와 관련된 노동 인구의 비율 변화를 보여준다. 비교를 쉽게 하기 위하여 
1969년을 기준으로 당시의 미국 경제에서 나타난 각 업무의 비중을 0으로 가정했다. 그 이후의 값
은 각 직무의 비율 증감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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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자본 구축, 사회 갈등 방지, 더불어 사는 법의 습득  
중등교육과정의 부적합성은 젊은이들에게 학교에 대한 매력을 충분히 

제공하지 못하고 있으며, 그들의 요구를 효과적으로 고려하지 못함으로

써 학교와 청소년 문화 사이의 갈등이 더욱 확대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모두에서 (대중 중등교육 제도의 성공적인 확

산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불균형으로 인해 젊은이들 사이에 반학교

(antischool) 문화와 반사회적 행동이 촉발되었으며 중등학교의 학생 참여

율 또한 전반적으로 낮아지게 되었다(OECD, 2003d).

일상생활이나 직업과 관련한 현대 사회 구성원들의 개인적 또는 집단

적 역할의 필요성에 비추어 시민 지식과 생활 기술의 중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시민교육이 중등교육과정에 정식으로 포함되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 

(최소한 중학교까지) 중등교육을 보편화시키는 것이 전 세계적 교육 목표

임을 고려하면 사회적, 정치적 분쟁을 방지하고 해결하는 기관으로써 중

등학교가 맡아야 할 중요한 역할 또한 이해할 수 있다. 모든 핵심 분야의 

교과과정은 역사적, 문화적 배경과 사회적 적용의 통합을 통해 한 단계 

가치를 높이고 있으며, 이는 지식의 국제화, 환경적 중요성의 내포, 과학

적 사고와 과학기술 응용의 윤리성 강조 등으로부터 시작된다. 

전통적으로 체육은 남학생들의 군사훈련과 관련되어 있었으며 여학생

들에게는 사실상 존재하지 않았다. 그러나 현재는 다양성을 갖춘 체육 교

육 및 훈련이 등장하여 정서적 상호작용의 기술을 더욱 발전시킬 뿐만 

아니라 야외 활동을 통해 운동의 즐거움 또한 느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운동은 선택적 과외 활동이 아닌 학교생활의 일부가 되고 있으며, 새로운 

교육 테마(마약, 술, 담배에 대한 정보; 성교육; HIV/AIDS 방지책; 영양

학)들이 교과 교차적 주제로 선정되어 학생들의 건강한 생활 방식을 발

전시킬 수 있도록 다양한 지식과 기술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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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교육과정 및 직업 교육과정 영역의 변화 및 통합
각 국가의 중등교육 개혁방식은 제각기 다양한 양상을 띠고 있으나 일

반교육 및 직업교육의 프로그램 과 교육과정의 내용 사이에 균형을 맞추

는 것은 어느 국가이건 간에 교육정책에서 항상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

지하고 있다. 정책 담당자들은 직업교육의 최적 규모를 결정하고, 중등학

교에서 직업교육이 교육의 막다른 골목이 되는 것을 방지하며, 적당한 직

업교육 프로그램의 선정을 통해 졸업생들의 원만하고 성공적인 인력 시

장 진출을 도울 수 있도록 오랜 시간 고민해왔다. 

표 5.1의 광범위한 역사적, 지역적 고찰은 중등교육의 학문 및 직업교

육 간의 균형에서 새로운 경향 또는 해법이 나타나는 장기적인 추세를 

보여준다. 구조적 관점에서 이야기하자면, 중등교육의 역사적 모형들은 

특정 교육 과정 또는 전문적인 교과목, 심지어는 전혀 다른 종류의 제도

적 방식에 따라 구분되기도 하였으며 현재까지도 그러하다. 따라서 일반 

(대부분 학문적) 중등교육과정은 대개 직업 중등교육과정 또는 직업전문

학교, 교원 양성 과정, 체육 또는 미술 특수학교, 특정 지역이나 국가의 

종교 또는 신학 학교, 영재 특수학교 등과 동시에 공존하였다. 

표 5.1의 자료에 의하면 중등교육과정의 각 분야는 1960년대와 1980

년대 까지도 철저히 구분되었던 반면에 2000년에 이르러서는 그 구분이

나 분할이 점차 완화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은 중등교육이 

세계적으로 의무화와 공교육화 됨에 따라 더욱 심해지고 있다. 지난 40

여년을 통해 이루어진 중등교육의 구조적 통합으로 인해 일반교육과 직

업교육 사이에는 변화를 지속하는 새로운 균형이 형성되었다. 또한 다른 

분야의 교육 과정에서도 변화가 발생하였는데, 예를 들어 교원 양성 과

정, 특수교육학교, 종교 또는 신학 학교들이 후기 중등교육이나 고등교육 

기관으로 재편성되었다. 

표 5.1의 자료를 분석하다 보면 직업교육과 기술교육을 분야별로 구분

하기가 쉽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아직까지도 제도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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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 중등학교나 프로그램들이 실시되고 있긴 하지만 기존과 다른 직업

교육의 새로운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그것은 바로 대부분의 직업학교들

이 직업교육의 본래의 목적(인력시장을 겨냥)에서 벗어나 전통적인 일반

적-학문적 교육내용을 추가시키고 있는 것이다. 한편 그 밖의 일부 학교

들은 기술 또는 과학기술 교육 프로그램을 새롭게 정비하고 직업교육을 

한층 강화시켰다. 결과적으로 보면 두 가지 경우 모두에 있어 학생들의 

국가 입학시험이나 고등교육 기관의 진학에 대한 기존의 제한이 폐지되

는 추세에 있다. 이러한 조치들은 직업 교육을 위상이 낮은 것으로 치부

표 5.1 지역별 각 교육 분야의 중등교육 프로그램의 제공 비율, 1960년대, 
1980년대, 2000년도

학문/일반
직업/공업 
또는 기술

교원 양성
종교/신학 

교육
기타a 

1960

년대 

1980

년대 
2000

1960

년대 

1980

년대 
2000

1960

년대 

1980

년대 
2000 

1960
년대 

1980
년대 

2000 2000 

라틴아메리카 및 
카리브 해 지역

100 100 100  96  85 93 86 38 17 20  3  0 10 

동아시아 및 
태평양 지역 

100 100 100  92  86 87 67 36  7 25 29 13  7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지역 

100 100 100 100  98 84 93 54 13 29  9  0  8 

중동 및 
북부 아프리카 지역

100 100 100 100 100 94 93 53 12 43 56 41 29 

남아시아 지역 100 100 100 100  75 75 75 38  0 25 50  0 13 

유럽 및 
중앙아시아 지역

100 100 100 100 100 96 88 44  4  0 13  0 15 

선진 공업국 100 100 100  92  96 85 46 15 19 39 23  4 19 

평균 100 100 100  97  92 89 77 40 12 29 21  6 14 

출처: Benavot 2004.
주: 대상 국가의 수는 다음과 같다: 1960년대, 105~116개국; 1980년대, 141~159개국; 2000년 

160~162개국.
a. 일반적으로 미술, 음악, 체육 전문학교들을 대상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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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거나 교육의 최종단계로 여기는 사회적 인식을 와해시키는데 큰 역할

을 하고 있다. 

대중 중등교육을 향한 진보가 계속되고 지식이 사회의 기초 경제 자원

이 됨에 따라, 오늘날의 교육과정에서는 직업 기술을 통해 중등학교 졸업

생들에게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 보다 일반 교육과정에 기초적 직업 내

용을 어떻게 포함시킬 것인지에 관한 주제들을 더욱 깊이 다루고 있다. 

이에 따라 새로운 논쟁의 중심이 되고 있는 것은 어떤 교과목들이 직업

적으로 더 적합한지에 대한 개념을 재정립하는 것이다. 과학, 수학, 영어, 

철학과 같은 전통적으로 완전한 학문적 과목으로 인식되었던 대학 예비

과정의 과목들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이들 과목이 직업 및 

직장과의 관련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변화는 지금까지 철저히 

구분되어 있던 일반 중등교육과 직업 중등교육의 영역을 이전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형시켜 그 구분을 모호하게 만들었다. 중등학교의 직업

교육과 일반교육 사이의 균형은 결정적인 딜레마이자 전통적인 난제였으

나, 이제는 그 절충점에 도달하고 있으며 어떤 면에서는 서로 대체되는 

과정에 있다. 중등학교의 졸업생들에게 직업 지향적 기술과 능력을 중점

적으로 가르침으로써 인력 시장에 대한 적합성을 강화시키는 데 무엇보

다 열중하는 국가들조차도 다양한 최신 일반교육의 내용 또한 교육과정

의 중추적 구성 요소에 포함시키고 있다. 이와 같은 새로운 균형은 모든 

교육 정책의 담당자들이 해결해야 하는 다음과 같은 질문에 대해 현실적

으로 가능한 최상의 해답이 될 수도 있다. 학생들을 불확실한 미래에 적

응시킬 수 있는 최상의 교육과정은 무엇인가?

지난 20여 년간 전 세계의 중등교육과정의 혁신 목표를 통해 전통적인 

교과목들에서 시작하여 모든 종류의 지식에 이르기까지 그 실용성이 주

목받게 되었다. 이러한 목표는 학생들이 습득하는 중등교육의 교과목, 기

술, 능력 등의 유효성이 단기성이 아님을 보장하기 위해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이러한 일반 중등교육과정의 직업화는 특히 고등학교에서는 더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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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지만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중등교육과정의 근본적 특성상 그것은 항

상 이론적 또는 학문적 특성을 포함하게 되며, 이러한 이론적 지식들은 

당연히 현실에 적용하기가 쉽지 않은 실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등

교육과정은 점차 다양화되고 있으며 어떤 면에서는 학문 중심적이지 않

은 새로운 내용들을 교육과정 지식에 포함시킴으로써 절충을 시도하기도 

한다. 이것은 또한 수요자 측에서 압력을 행사한 결과이기도 하다. 학생

들이 고용 가능성을 높이는 선택에 관해 확실히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 중등교육과정을 선택하고 학문 중심의 교육을 받음으로써 고등교육

으로 진학을 목적으로 하는 학생들 또한 직업적 옵션(즉, 선택과목들)을 

요구함으로써 교육과 기술의 범위의 확대를 꾀하고 있다. 

이와 동시에 교육의 최종단계로 인식되던 기존 직업교육의 방식 또한 

한 단계 진보하게 되었다. 직업교육을 받은 학생들에게도 전문 직업 자격

증뿐만 아니라 졸업시험을 치름으로써 일반적 지식을 시험받고 이를 통

해 고등교육 기관으로 진학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고 있다. 바꾸어 말

하면 중등교육과정의 직업 교육적 요소들이 구체화되고 일반 교육적 요

소들의 지위와 동등해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예로는 영국의 직업 관련 

교육과 중등학교 학생 지원을 위한 상담 및 지도를 중시하는 서비스의 

일반화(Watts & Fretwell 2004) 등이 있다. 

일반 중등교육과 직업 중등교육의 변증법
일부 연구 자료에 의하면 중등교육 과정의 학문 또는 일반 교육과정의 

수익률이 직업 교육과정의 수익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몇몇 개발도상국에서는 전통적인 직업교육을 지양하고 모든 중등학교의 

학생들에게 일반교육과정을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교육과정 개혁이 실시

되고 있다. (브라질의 예가 대표적; Larach 2001 참조.) 그러나 태국의 중

등교육에 대한 연구에서는 중등학교에서 직업교육의 수익률이 일반교육

보다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따라서 직업교육의 접근성을 확대시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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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투자하는 것이 유익하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다(Moenjak & 

Worswick 2002). Mundle(1998)은 일본, 한국, 싱가포르, 대만 등과 같은 

아시아의 경제 선진국에서 채택된 교육 정책에 관해 논하면서, 그들이 중

등교육의 접근성을 확대하고 질을 개선시키기 위해 어떤 정책을 실시하

였는지를 설명하였다. 이러한 정책들 중의 하나는 일인당 국민 소득이 약 

$8,000 (1992년 환율 기준)에 도달하기 전까지는 고등학교에서 직업교육

에 대한 투자에 집중하고, 그 후에는 일반교육과정을 더욱 확대하는 방식

으로 전향하는 정책을 들 수 있다.   

 요약해 보자면 수익률에서 나타나는 증거들은 서로 상반된 모습을 보

인다. 중등교육에 있어서 일반 및 직업교육 사이에는 변증법적인 관계가 

있음이 확실하다. 말하자면 어느 한 단계에 있어서 일반 및 직업교육간의 

균형 관계는 국가간, 또는 국가 내에 있어서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목표가 

된다는 것이다. 중요한 점은 직업교육의 필요성이나 이를 통해 취득하게 

되는 자격증의 시장가치는 모두 대중과 인력시장의 질에 대한 인식에 달

려 있다는 점이다. 이것은 무엇보다도 학생, 가족, 고용주의 중등교육에 

대한 인식에 따라 좌우되므로 그들이 직업교육을 이등급이거나 최종단계

의 교육, 또는 노동자 계급의 자녀를 위한 낮은 수준의 교육, 낙제 학생

들을 위한 교육 등으로 인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영국과 프랑스의 사례는 중등교육의 정책 이슈들의 복잡성과 역설적 

성격을 보여주고 있다. 영국의 교육기술부(Department for Education and 

Skills, DES)는 중학교 단계에서 직업교육에 대한 선택권을 제공하는 방

식을 채택하는 전통을 그대로 따르고 있다(U.K. DES 2004). 프랑스는 인

구 문제로 인해 중등교육의 진학률이 전반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추세에

도 불구하고 직업 또는 기술 고등학교(lycées)의 진학률은 급속히 증가하

고 있다. 또한 중학교 과정에 직업 교육적 내용과 선택 과목을 증가시키

는 제도를 실시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CNDP 2004). 30년 이상 준 

보편화된 중등교육을 실시해온 국가들은, 중등학교에서 공통 교육과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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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을 세분화함으로써 학생들이 더 이른 시기에 직업적 요소 또는 직업

과 관련된 선택들을 접하게끔 할 수 있다. 이 때 제공되는 직업적 요소들

과 선택들은 예전과는 다른 지위를 갖게 되는데, 이는 현재 그것들이 제

공되는 제도적 배경이 과거와는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이다. 이들 국가

들은 학생과 고용주들의 요구에 의해 이러한 방식을 채택할 수 있으며, 

이는 또한 개정된 직업 교육의 높은 지위로 인해 사회적 인식이 개선된 

것과 시장 보상이 높아져 뒷받침 될 수 있다. 

교육과정 지식 분야의 융성과 쇠퇴: 지식의 정치학과 시장 가치
현대 중등교육과정의 개혁은 새로운 분야의 과목들을 출현시켰고 이로 

인해 교육과정 중에 전통적 유형의 지식의 비중은 끊임없이 바뀌고 있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더욱 많은 과목이나 학제간 과목들이 강화된 

사회, 경제적 적합성을 갖추게 되었고 이에 따라 교육과정에서 더욱 비중 

있는 위치를 차지하기 위해 각축하고 있다. 이러한 과목의 예로는 기술, 

경제학, 시민교육, 제2외국어, 환경교육, 보건 등이 있다. 또한 교육과정

의 주변부에 있던 기타 과목들이 선택 과목에서 필수 과목으로 지위가 

향상되는 일이 일부 국가에서 발생하기도 했다. 그러한 과목들로는 외국

어, 음악, 미술, 체육 등이 있다. 종교학이나 고전 언어학 같은 경우에는 

이와 반대되는 현상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자연 과학 

분야의 지질학, 지구과학, 천문학 등과 사회 과학 분야의 사회학, 정치학, 

인류학, 경제학 등의 과목들은 지속적으로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세계은

행 2003d). 오늘날 어느 국가에도 중등교육과정에 경제학을 포함시키지 

않은 교육체계는 아마도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과학적, 기술적 지식을 갖춘 인력에 대한 요구가 증대함에 따라 새로

운 도전들이 발생하게 되었다. 과학 및 기술 교육을 미래의 과학자나 기

술자를 개발하는데 주목적을 두었던 관례에서 벗어나 과학 교사들을 재

교육시키고 과학 관련 지식들을 이미 발견된 결과물로서가 아니라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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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의 하나로서 제시하려는 시도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인력시장에서 의사소통의 신속성과 용이성의 중요성이 인식되고 다양

한 문화와 국가에 대한 이해의 필요성이 증대하자 한 개 이상의 외국어

를 구사할 능력의 필요성 또한 대두되었다. 외국어 능력은 국가의 전반적

인 마케팅 능력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 이러한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해 개발도상국들은 최근 교육과정을 개정하고 적어도 두 가지 이상의 

외국어를 의무적으로 배우도록 했다. 

교육과정의 확대, 차별화 과부하. 교육의 접근성이 충분히 확대되고 학

생들 사이에 차별화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면 학생들의 흥미와 역량을 

고려한 중등교육의 다양화의 필요성이 높아지게 된다. 이것은 특히 학생

의 잠재력을 극대화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학생 인구가 점차 

증가하고 다양해지는 현실에서 학생의 중퇴를 막고 높은 수료율을 달성

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의 차별화된 요구를 만족시키는 길만이 유일한 해

결책이 될 것이다. 광범위한 측면에서 교육과정의 차별화를 위한 정책 선

정의 예로는 학업 능력이나 성취도에 따른 학생 선발이나, 다양한 선택과

목이나 옵션, 또는 교육과정 모듈에 대한 학생 선택권을 통해 다양한 방

식으로 교과목을 배열하고 이수할 수 있게 하는 방식 등이 있다. 다양한 

분야의 과목에 대한 공통적인 과업은 또한 다양한 수준의 성취도에 대한 

기대를 만족시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절차와 내용을 통해 여

러 성과를 거둘 수 있다. 오늘날 각별한 지원과 장기간의 교육을 필요로 

하는 학생들에게 특별한 관심이 주어짐으로써 그들이 핵심 과목들의 중

요 개념, 학습법, 관련성 등을 배울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와 비슷하게 

뛰어난 능력과 비상한 재능을 보이는 학생들에 대해서도 특별한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두 말할 것도 없이 대부분의 국가에서 다양화와 차별화에는 강력한 정

치적 의미가 함축되어 있다. 중등교육에 대한 균등한 접근성과 되살아나

고 있는 개혁의 물결 속에서 이들은 가장 치열한 정치적 논쟁을 불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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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적 과정 분류

지역
일반 / 
종합

고전 현대어 
인문학, 
예술, 
문학 

수학 
및 
과학

사회
과학

경제학, 
경영학, 
무역 

종교, 
신학

과학기술, 
기술, 
컴퓨터

라틴아메리카 및 
카리브 지역(29) 

52 0 0 24 31 3 14 0 17

동아시아 및 
태평양 지역(14) 

79 0 8 14 29 21 0 8 8 

사하라이남 
아프리카지역(14) 

57 0 22 24 46 8 11 0 5 

중동 및 
북부아프리카지역(14) 

16 0 5 84 89 5 11 21 26 

남아시아지역(14) 88 0 0 13 25 13 13 0 0 

동유럽 및 
중앙아시아 지역 (14) 

92 4 15 16 27 12 0 0 4 

선진 공업국(14) 57 4 11 25 36 7 7 0 14 

평균 60 1 11 29 41 9 8 3 11 

으키는 주제들이다. 학생의 능력별, 적성별, 성적별 학급 편성이나 기타 

학생 구분 방법들은 정치적, 이념적 태도를 중등교육에 적용시킴으로써 

발생하는 실제적 성과물들이다. 

표 5.2는 현대의 중등교육 체계에 실재하는 고등학교의 교육과정 프로

그램의 구조도를 비교적 완전하게 보여주고 있다. 여기서 특히 주목할 만

한 사실은 고등학교의 교과목들이 점차 종합교육 또는 일반교육 프로그

램들의 형태를 따르고 있다는 점이다. 두 가지 이상의 전통적인 교육방식

들을 결합하려는 시도와 더불어 이러한 교육방식이 널리 유행하고 있다

는 사실은 이러한 결론을 확실하게 뒷받침하고 있다. 역설적이게도 표에

표 5.2 고등학교의 지역별 편성 유형, 2000년 경
(괄호 안의 숫자는 고등학교 과정에서 주어진 학문 분야 가운데 최소한 한 가지 유형의 과정이라도 편
성하고 있는 국가들의 비율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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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정 통합 유형 기타

지역
인문학 
및 
과학

두 가지 
인문학의 
통합

인문학 
및 

사회과학

두 가지 
사회과학
의 통합

과학 및 
과학기술의 

통합

교사 
교육

기타a

라틴아메리카 및 
카리브 지역(29) 

21 3 3  0 3 10 10

동아시아 및 
태평양 지역
(14) 

 7 0 0  7 8  0  0

사하라이남 
아프리카지역
(14) 

 0 0 0  3 3  0  3

중동 및 북부아
프리카지역(14) 

 0 5 0  0 0  0  5

남아시아지역
(14)

 0 0 0  0 0 13  0

동유럽 및 중앙
아시아 지역 
(14) 

 4 4 4  0 4  0 12

선진 공업국(14)  0 7 7 11 7  0  7

평균  5 2 2  3 4  3  6

표 5.2 계속

출처: Benavot 2004.
주: 각 유형의 편성 과정에 해당하는 과목 수(없거나 한 과목, 또는 한 과목 이상)에 따라 국가 분류.
a. 분류에 포함되지 않은 그 외의 편성 과목들. 호텔 관광학, 가정경제, 농학, 스포츠, 음악, 미학 등.

서 제시된 자료들을 보면 새로운 전문교육들이 출현하면서 고등학교의 

교육방식의 수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알 수 있다. 이 전문교육

들 중 일부는 혼합적 특성을 갖고 있으며 기존의 전통적인 중등교육의 

교육과정에서는 존재하지 않았던 과목들을 포함하기도 한다. 이와 같은 

교육과정의 포괄성은 융통성과 적합성이 개선되는 정도에 맞추어 함께 

발전하기도 하고 어떤 면에서는 그런 점들에 의해 더욱 강화되기도 하면

서 학생들의 사회적, 학문적, 인력 시장에 대한 요구를 수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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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스 5.1 동유럽 및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발생한 중등교육 교과과정의 
과부하

  지난 15년 동안 대부분의 동유럽 및 중앙아시아 지역의 국가들, 특히 구(舊) 소련에 

속해 있던 국가들에서는 교육과정 혁신 사업이 매우 활기를 띠고 가장 화제가 되는 주제

로 자리 잡게 되었다. 1990년대 초반까지 교육 개혁은 정규 교육과정에 뿌리박혀 있는 

이념 중심적인 요소를 제거하고 일부 주요 교과목들의 교과서를 개정하는데 주력하였다. 

그로부터 몇 년 후에는 전통적 과목들이 민족주의적 요소가 도입되는 방향으로 개정되었

으며, 유럽연합에 속해 있는 이른바 “표본 국가들(mirror countries)”을 중심으로 교육과

정의 혁신을 통해 신생 과목들이 도입되었다. 최근 들어 교육 개혁가들은 표준을 근거로 

하고, 기술 중심적이며, 결과 지향적인 교육과정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이와 같은 일부 가시적인 발전과 교육과정의 현대화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는 교육과정

의 과부하 현상이 발생, 확산되었으며, 중등학교 학생들에 대한 학문적 요구와 조건들은 

사실상 더욱 증가하게 되었다. 

  중등교육 교과과정의 과부하(curriculum overload)는 동유럽 및 중앙아시아 지역의 국

가들이 갖고 있는 일종의 고질병이며 이 때문에 성공적인 중등교육 개혁의 달성은 점점 

중등교육이 학생들의 다양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모든 방법

을 동원하여 교육과정을 확대시킨다(UNESCO 2004a). 그것은 학교가 제

공하는 지식 영역의 확대, 수업 및 학습 과정에서 변화와 융통성 추구, 공

통 또는 선택 과목에 대한 선택권 확대, 풍부한 학습 자료와 교육과정 자

원(curriculum resources)을 더욱 다양하고 융통성 있는 방식으로  활용, 

학생 분류를 위한 더욱 다양화된 대안 마련,  학습 시간의 증가와 학교 

공간의 확대 및 그와 관련한 융통성 확보, 인지 능력 이상의 더 많은 기

술과 능력의 습득, 개념적 내용의 수업을 실제적으로 이해시키기 위해 다

양한 교재 사용, 평가제도와 학년 진급 기준에서 융통성 극대화 등이다. 

다시 말해 학생들의 다양화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교육과정의 확대

가 뒷받침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중등교육의 민주화 또한 달성될 수 있다. 

교육과정의 확대로 인해 여러 교육 분야 및 과목들의 할당 시간에도 

변화가 촉구되었다. 교육과정의 과부하 현상 없이 중등학교의 교육과정

의 확대와 차별화를  달성하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박스 5.1 참조).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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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워지고 있다. 교육과정의 계획 및 개발은 제로섬 게임이라고 할 수 있다. 만일 필수 

교과목의 수가 계속 증가하는 추세에서 수업 일수나 시간이 줄어든다면 과목당 주간 수

업 시간 또한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것이다. 우크라이나의 중등학교 학생들에게는 최고 17

가지의 과목들이 제공되며 이로 인해 일부 전문 과정에 있는 학생들의 절반 이상은 과목

당 수업시간이 1주에 1시간 미만인 과목을 여러 개나 가지고 있다. 우즈베키스탄의 경우

는 학생이 중등학교에서 28개에 달하는 과목을 수강하는 경우도 있다. 루마니아와 불가

리아의 교사들은 중등학교의 교과목들과 관련하여 “그 수가 지나치게 많으며 지식에 대

한 요구는 지나치게 높다”라고 얘기하고 있다(세계은행 2003d). 이러한 국가들에서 주당 

수업 일수는 2000년 초에 6일에서 5일로 줄어들었지만 고등학교 과정에는 새로운 과목

과 1년의 교육 기간이 늘어나게 되었다. 현재의 과목 수를 줄이거나 관련 지식에 대한 

핵심 교과목들을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과부하에 걸린 교과과정에 더 많은 시간과 

과목들을 추가시키고 있는 형국인 것이다. 

  

 출처: 세계은행 2003d; 저자 편집.

국가들은 중등학교에 새로운 과목들을 추가시키기 위해 일평균 학교 수

업 시간을 늘리기도 하였다. 반면 그 외의 국가들은 연간 수업 일수와 주

당 수업 시간을 감축시킴으로써 교과과정에 부과된 과도한 수업 시간들

을 경감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상반된 현실을 나타내는 국가들 

외에 일부 국가들은 적당한 연간 수입 일수를 책정하고 가장 중요하게 

인식되는 과목에 수업시간을 추가 배정함으로써 이미 정해져 있는 총 수

업 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요약: 중등교육 교과과정 혁신의 동향
지난 수십 년에 걸쳐 선진국들과 개발도상국들에서 나타난 중등교육 

교과과정의 개혁 동향은 다음과 같은 추세를 형성하고 있다.

• 의무교육 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학생 선별이나 전문화 교육의 시기

를 지연시킴. 고등교육을 참고하여 만일 고등교육에서 전문화 교육

이 지연되고 포괄적이고 학제적인 학과목들을 장려하는 추세가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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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되어 있다면, 중등교육 단계의 조기 전문화 교육은 폐지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 적성 또는 성적별 코스 편성과 같은 학생의 능력에 따른 배치 방식

(이와 같은 방식은 대부분 성적 하위권 학생들을 상위권 학생들의 

학업 성취를 위한 희생양이 되게 하는 경향이 있음, Ireson & 

Hallam 2001 참조)을 지양함으로써 형평성을 증진시키는 동시에 인

적 사회 자본을 축적시킴. 

• 전통적인 직업교육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높임. 직업교육을 고등학교 

또는 대학 교육 단계에서 행해질 수 있도록 한 영향도 있음.

• 전통적인 학문 위주의 교과과정 설계 및 개발에서 벗어나 교육과정

의 영역을 확대하고 기능 중심적 접근을 따르는 한편 현실적이며 비

학문적인 지식 영역을 포함. 이를 통해 중등교육과정의 적합성과 포

괄성 구축의 목표 달성.

중등교육 교과과정의 정책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변수로 분해된다. 

학생 선발과 전문화, 학문교육 및 직업교육 간의 조화, 학문적 교육과정

과 비학문적 교육과정의 기획과 발전이 바로 그것이다. 정책 선정의 기준

이나 조건도 여러 가지 요소를 함축하고 있기 때문에 중등교육 제도를 

정책적으로 분석할 때에는 매우 다양한 범위를 고려해야만 한다. 위의 세 

가지 변수를 균형에 맞추어 성공적으로 결합시키면 중등교육을 위한 가

장 적합한 정책을 선정할 수 있게 되며 이로 인해 중등교육의 재정과 관

련해서도 명확한 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된다. 

• 시나리오 1. 고도의 전문화 교육(전문 교육방식으로 분리)과 철저

한 학생 구분 (11~12세 사이에 시험을 실시하고 교육 방식 분리. 이를 

통해 각기 다른 형태의 학교로 진학함.). 중학교에서도 직업교육 선택 

가능. 학문(일반)교육 과정에서는 전통적 학문을 중시하며 직업교육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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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에서는 직업 대비 및 실습을 중시.

• 시나리오 2. 전문화 교육이나 학생 구분을 중학교 과정의 마지막 

단계에서 실시. 제한적이나마 내부 차별화를 주기 위해 선택과목제도 

도입. 직업교육은 고등학교 과정에서 실시. 공통교육과정에 일부 직업

적 요소를 포함시키는 경우도 있음. 교과 교차적 이슈나 학제적 분야

에 대해 인식하기는 하지만 중등교육과정의 전체적인 구성은 전통적 

학문 영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짐. 

• 시나리오 3. 전문화 교육이나 학생 구분을 고등학교 과정의 마지막 

단계에서 실시. 중등학교 내에서 선택과목제도와 동급 학생들 간의 분

류로 내부 선발 체계 구성. 직업교육은 전적으로 중등학교 이후(고등교

육)로 위임되며, 학문 중심의 교과과정 내에 일부 직업적 요소들 또한 

점진적으로 배치된다. 어학과 수학을 제외한 나머지 교과목들은 기능 

중심적, 또는 프로젝트 중심적으로 진행되고 교과 교차적 방식을 사용

하므로 전통적 학문들의 성격과는 거리가 멀어지게 된다. 

이들은 모두 산업 기반적인의 중등교육의 제공 구조에서 나타나는 전형

적인 옵션들이다. 중등교육의 통일성과 다양성 사이의 균형 문제가 지속

적으로 대두되고 있는데, 이는 중등교육 정책을 개발하는데 가장 문제가 

되는 요소이기도 하다. 한편 지식 중심의 중등교육 및 중등교육과정은 새

로운 방식을 다급히 요구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학생의 수업 결정권이 

강화된 교육 제도를 개발하는 것이 중요한데, 가능한 몇 가지 방법으로는 

새로운 교육과정의 조합, 개인별 학습 프로그램 개발, 복합적이며 끊임없

이 변화하는 성격을 가진 학생 구분 방식 도입, 프로젝트 사업과 결합, e-

러닝 방식의 도입 등을 들 수 있다. 이 외에도 그것들의 평가 방법, 특히 

공인 또는 인증과 관련한 문제들 또한 해결되어야 한다. 현재 대학에서 

사용되고 있는 학점 제도를 중등학교에 도입함으로써 융통성과 합리성, 

형평성을 갖춘 자격 증명 제도가 중등학교에 정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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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성과의 측정 
그는 시험을 잘 치른다. 만일 좋은 성적을 거두기 위한 시험이 없었다

면 그에게는 눈에 띠는 특별한 점도 없었을 것이다. 시험은 신속하고 자

신감 있게 답안을 작성하는 과정을 통해 그에게 자극과 전율이 느껴지는 

흥분감을 느끼게 한다.

-J.M. Coetzee, Boyhood (1997)

국가시험: 중등교육의 입학과 졸업의 관문
국가시험은 논란의 여지없이 중등교육의 독특함을 가장 잘 나타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전 세계의 많은 학생들과 그 가정들에게 있어 중등교

육은 국가적, 대외적, 공적, 중대한 시험을 치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실 어떤 국가에서 정확한 중등교육의 기간이란 학생들이 입학시험이나 

졸업시험을 치르는 때를 확인하여 알 수 있다. 졸업시험은 상위 교육 과

정을 위한 진학이나 고용 시장으로의 진출을 결정짓는 역할을 한다. 많은 

개발도상국들에서 중등교육은 입학 및 졸업 시험으로 “보전(guard)”되고 

있다. 

또한 시험은 대학 진학의 기회를 분배하는 역할을 하거나 또는 인력시

장으로의 진출 여부를 결정하는 도구로서 사용될 수 있다. 이 두 가지 기

능은 중등교육의 교과과정에 영향을 미치고 그것을 구체화 하는 매우 중

요한 수단이다. 교육 정책 결정자와 기획자들은 시험제도를 가장 적합하

다고 생각되는 방향으로 주도해 나갈 수 있다. 많은 개발도상국들에서 시

험제도가 갖고 있는 정치적, 경제적 중요성은 엄청나기 때문에 그것에 대

한 철저한 조사 없이 교육체계의 현황을 이해하기란 불가능하다.

시험제도의 핵심적 역할에는 다양한 의미가 함축되어 있다. 정책결정

자들은 모든 개혁안들, 특히 교육과정의 개혁안은 개혁을 이끄는 주도자

로서 중등교육이 시험제도를 통해 어떠한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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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달라질 수 있음을 인식해야만 한다. 중등교육에 대한 접근성을 확대시

키기 위해서는 입학시험제도를 완전히 개혁하여 그 시행시기를 고등학교 

입학 시점으로 연기하거나 또는 아예 모든 시험을 폐지해야만 한다. 그러

나 일반적으로 가장 시행착오가 많이 생기고 더욱 전면적인 교육과정의 

개정을 필요로 하는 부분은 졸업시험인데, 이와 관련하여 많은 국가에서

는 사회적 불만과 불안이 증대되고 있다. 중등학교의 졸업시험이 갖는 여

러 중요한 역할 중에서도 특히 고등교육의 접근성을 관리하는 역할과 관

련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평가 제도의 부재로 인해 실제 전 세계적으로는 

교육의 부패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Noah & Eckstein 2001).

시험의 중대성과 신호 및 감시 기능
중등교육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이유에서 초등교육보다 더욱 중요하

고 또한 반드시 놓치지 말아야 할 기회로서의 성격을 갖는다. 첫째, 대부

분의 국가에서 중등학교에서 대학으로 진학하기 위한 기회비용은 초등학

교에서 중등학교로 진학하기 위한 기회비용보다 훨씬 높다. 다시 말해 이

는 초등교육에서 중등교육으로 이동할 때보다 중등교육에서 고등교육으

로 진학하는 단계에서 진학률이 더 급속히 감소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현상은 특히 중등교육이 엘리트 계층뿐만 아니라 여러 계층으로 

확대되어 있는 국가일수록 더욱 심하다. 둘째, 대부분 국가에서 중등학교

의 졸업시험은 초등학교의 졸업시험보다 더욱 큰 중대성을 갖고 있다. 중

등학교 졸업시험은 인력시장 진출의 중요한 신호이자 고등교육 진학에 

있어 여과기능을 한다. 따라서 중등교육은 강한 정치적 성격을 갖게 되거

나 또는 상당한 정책적 관심을 끌게 된다. 학부모의 불안이 더욱 커짐에 

따라 외부에서 시행하는 공공시험의 부정부패 현상 또한 더욱 확대된다.

중등학교 시험의 중요성이 지니는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서 특히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부분은 아시아 국가들에서 성행하고 있는 개인 과외의 열

풍이다(Bray 1999, 2003; Kwok 2004; 표 5.3 참조). Kwok의 표현에 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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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규모

브라질

캄보디아

이집트

홍콩

일본

한국

말레이시아

몰타

리우데자네이루의 공립학교들의 조사에 따르면 학생 중 50% 이상이 개인 과외

를 받고 있으며, 그 목적은 유급 가능성을 낮추기 위한 것으로 나타났다.  

77개의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31%의 응답자가 자녀의 과외교육을 

시키고 있다고 답했다. 도시 지역의 학교를 대상으로 했을 때 그 비율은 60%

에 달했으며 중등교육 과정에서의 비율도 여전히 높았다.

한 조사에 의하면 5학년에 재학 중인 9,000명의 학생들(300개 학교) 중 54%와 

8학년에 재학 중인 9,000명의 학생들(또 다른 300개 학교) 중 74%가 개인과외

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다른 조사에서는 4,729개의 가정을 대상으

로 조사한 결과 도시지역 초등학생들의 65%와 농촌지역 초등학생들의 53%가 

개인과외를 받은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507명의 학생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초등학생의 45%, 중학교 저학년 학생

(lower secondary)의 26%, 중학교 고학년 학생(middle secondary)의 34%, 고

등학생의 41%가 개인과외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 학교를 대상으로 

한 또 다른 조사에 의하면 3학년 학생들에 대해서 평균 41%, 6학년 학생들에 

대해서 평균 39%가 개인과외를 받고 있었다. 

한 조사에 의하면 초등학생들 중 24%와 중, 고등학생들 중 60%가 주쿠(juku)

라 불리는 방과 후 과외 학원에 다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 가량의 학생

들은 집에서 개인과외를 받고 있었다. 전체 학생 중 70% 가량이 중학교를 졸

업하기 전에 과외를 받은 경험을 갖고 있었다. 

한 조사에 의하면 서울에 있는 초등학생들 중 82%, 중학생들 중 66%, 인문 고

등학교 학생들 중 59%가 과외를 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촌 지역

의 경우는 각각의 비율이 54%, 46%, 12%였다. 

8,420명의 중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3학년의 59%, 5학년의 

53%, 6학년의 31%의 학생들이 과외를 받고 있다고 답했다. 약 83% 가량의 학

생들이 고등학교에 가기 전에 과외를 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129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초등학생 중 52%, 중등학교 학생 

중 83% 가량이 한번이라도 과외를 받은 적이 있다고 답했다. 6학년의 42%, 

11학년의 77% 가량의 학생들은 현재도 과외를 받고 있다고 답했다. 

표 5.3 국가별 개별 보충 학습(개인과외)의 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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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리셔스

미얀마

싱가포르

스리랑카

대만

탄자니아

짐바브웨

한 조사에 의하면 중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들 가운데 56%가 과외를 

받고 있었다. 3학년과 4학년 학생들에 대해서는 그 비율이 98%까지 치솟았으

며, 5학년과 6학년 학생들 중에서는 100%가 과외를 받고 있다고 답했다. 또 

다른 2,919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의하면 6학년 학생들의 78%가 

과외수업을 받은 적이 있다고 답했다.  

양곤(Yangon) 지역의 9학년과 10학년 학생들 11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91%가 과외를 받고 있었으며 5~8학년에 대해서는 131명의 학생들 중 66%가 

과외를 받고 있었다. 

1,052개 가정과 1,261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초등학생 중 49%, 

중등학교 학생 중 30% 가량이 과외를 받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572명의 초

등학생들과 581명의 중등학교 학생들의 어학과 관련한 과외 경험의 수치와도 

일치하는 것이다. 

1,873명의 6학년, 11학년 1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6학년의 

80%, 11학년의 75%의 학생들이 개인과외를 받고 있었다. 13학년의 학생들의 

경우는 교육 프로그램에 따라 미술 전공 학생들의 62%, 상업계 전공 학생들의 

67%, 과학 전공 학생들의 92%가 개인과외를 받고 있었다. 

정부의 통계자료에 의하면 1996년 당시 대만에는 1,505,491명의 학생들이 

4,266개의 개인학원들에서 과외수업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가운데

는 미등록 학원이나 불법 학원들은 제외되어 있었다. 1998년의 조사에서는 고

등학생 397명 가운데 81%가 개인과외를 받고 있었다. 

탄자니아 본토에 있는 3개의 도시 지역 학교들과 4개의 농촌 지역 학교들을 조

사한 결과 26%의 학생들이 개인과외를 받고 있었다. 다르에스살람(Dar es 

Salaam)의 한 학교에서는 6학년 학생들 가운데 70%가 개인과외를 받은 적이 

있다고 답했다. 잔지바르(Zanzibar)에 있는 6학년 학생들 2,286명을 대상으로 

한 또 다른 조사에서는 학생들 중에 수업비를 내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 데도 

불구하고 44%의 학생들이 과외 수업을 받고 있다고 답했다. 

전국의 9개 지방의 6학년 학생들 2, 69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61%가 과

외 수업을 받은 경험이 있었다. 지역에 따라 그 수치는 37%에서 74%까지 나

타났다.  

출처: Bray 1999,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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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시험 중심적인 지식”을 가르치는 개인과외와 학원들은 또 하나의 어

두운 교육제도를 형성하고 있다. 한국의 학부모들이 응답한 바에 의하면 

개인과외에 지출하는 비용은 정부가 공교육에 지출하는 예산보다도 크며, 

일본의 중등학교 학생들 중 60% 가량은 주쿠(juku)라 불리는 학원(방과 

후 개별 학습 제공)에 다니고 있다. 홍콩이나 이집트, 모리셔스와 같은 

국가에서는 그 수치가 심지어 더 높다(Bray 1999). 일본에서 만들어진 이

른바 “시험지옥”이란 표현은 중국, 인도와 같이 자녀의 성공을 위해 과외

수업에 막대한 투자를 할 준비가 되어 있는 가정들을 가진 국가에서도 

사용될 수 있다. 

학업 성취도에 대한 국제 비교연구의 새 물결
오늘날 교육정책 담당자들과 대중들은 학업 성취도에 대한 국제 비교

연구에 관심을 갖고 있는데 그 이유는 국내 노동인구가 세계 시장에서 

차지하는 경쟁력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급속히 변화하는 사회에 시민

들은 어느 정도까지 적응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이다. 이러한 연

구들의 결과는 세계 어느 곳에서나 신문의 헤드라인을 장식하며 여론을 

조장함으로써 결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 1990년대는 학업 성취도의 

국제적, 지역적 연구와 관련하여 새로운 장을 연 시기이다. 이 가운데 가

장 유명한 것은 학업성취도국제비교연구(PISA, Programme on Interna- 

tional Student Assessment)와 국제수학과학성취도경향(TIMSS, Trends in 

International Mathematics and Science Study)의 두 가지 대규모 연구 사

업이다.

두 연구는 각각 다른 교육 분야에 대해 초점을 맞추고 있다. TIMSS는 

수학과 과학 교과과정을 중심으로 한 평가방법으로서 교육의 본래 목적

과 실제 가르치는 내용, 실제 배우는 내용에 관한 학생의 능력을 측정하

기 위해 고안되었다. TIMSS는 또한 학생의 성취도에 영향을 미치는 기본 

요인들을 분석하는데 주력하고 있다(Dager & Blank 1999; Mullis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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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질적 사회집단 간의 상
호작용

자주적 행동 도구의 대화형 이용

다른 집단과의 연관성이 잘 

형성되어 있음.

협력적임.

갈등을 조절하고 해결함.

개괄적(big picture)이고 보

다 폭넓은 범위에서 행동.

인생 계획이나 개인적 사업 

등을 구상하고 수행. 

개인의 권리, 관심사, 한계, 

욕구를 보호하고 옹호함.

언어, 기호, 문장 등을 대화

형으로 이용 (작문이나 구술

을 통한 대화, 다양한 상황

에 적용할 수 있는 수학적 

기술)

지식과 정보를 대화형으로 

이용

과학기술을 대화형으로 이용 

(과학기술의 잠재력을 이해

하고 그것은 문제 해결을 위

한 도구로 적용함.)

2001). PISA는 문자해독력(literacy)의 습득은 평생 동안 진행된다는 견해

를 기반으로 교과 교차적 언어 능력(cross-disciplinary competencies)뿐

만 아니라 독해, 수학, 과학 분야의 실생활 기술과 관련된 면을 측정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OECD 2003b). 예를 들어 PISA의 과학적 문자해

독력은 교실이나 실험실이 아닌 보건, 지구와 환경, 과학 기술 등과 같이 

과학이 실제로 적용되는 실제 상황과 실생활을 연구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OECD의 DeSeCo(핵심능력의 정의와 선정, Definition and Selection of 

Competencies) 연구 사업은 복잡한 현대 사회에서 개인과 사회의 발전을 

위해 필수적인 세 가지 주요 핵심 능력을 선정하였다. 그것은 이질적 사

회 집단 간의 상호작용, 자주적 행동, 도구의 대화형 이용 등이다(표 5.4 

참조). 이러한 핵심 능력들은 세계적 추세를 반영하고 있으며 그것들에 대

표 5.4 DeSeCo(Definition and Selection of Competencies) 연구를 통해 
밝혀진 주요 핵심능력

출처: Rychen & Salganik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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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일반적 합의 또한 존재한다는 가정 하에 다음과 같은 질문이 생길 수 

있다. 그것은 학업 성취도의 국제 비교연구를 통해 현 세대를 대상으로 

실제로 몇 가지나 되는 주요 능력들을 측정하였는가에 대한 것이다. 기존 

연구들은 대부분 세 번째 핵심 능력인 도구의 대화형 이용에 집중되어 

있다. 이상적 상황에서는 이러한 연구들을 통해서 국가의 중등학교 졸업

생들 중 얼마나 되는 학생들을 세계경제가 필요로 하는 최소한의 능력과 

기술을 갖춘 인력이 되게 할 것인지를 알 수 있어야만 한다. 새로운 기술

과 능력에 대한 요구가 표면화 된 것은 불과 몇 년 전의 일이라는 것을 

감안할 때, 이러한 연구들이 더욱 다양한 주요 능력을 다루고 있지 못했

던 사실도 이해할 수 있다. 그 사업들의 계획에 의하면 평가는 몇 년 마

다 반복될 것이기 때문에 일부 주요 능력에 대한 수치는 조만간 알 수 

있게 되겠지만 그 외의 다른 많은 능력에 대한 수치는 결코 알지 못할 

수도 있다(Rychen & Salganik 2003).

현 국제 평가 방법들은 제한적이긴 하지만 학생들이 특정 기준이나 교

육과정에 적합한 기술을 실제로 습득하고 있는지를 알려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교육 개혁의 도구로서의 역할도 담당한다. 말하자

면 다른 참가국들과 비교한 자국의 교육제도의 장, 단점을 이해함으로써 

교육정책의 담당자들은 그들의 교육 제도들을 평가해 볼 수 있게 된다

(박스 5.2 요르단의 사례 설명 참조).  

국제 평가제도의 연구 자료들은 교육제도의 변수들과 학업 성취도 사

이의 관련성을 연구하는데 유용하다. Wössmann(2000)은 TIMSS의 1995

년 자료를 바탕으로 교육 기관들과 학업 성취도 사이의 관계를 연구하였

다. 그의 연구는 학업 성취도에 영향을 주는 세 가지 종합적 요인의 효과

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그것은 학생의 환경, 자원의 활용, 교육 기관의 

특성으로 나누어진다. 결과에 따르면 교육 기관의 차이에 의해 국가 간에

는 수학에서 75%, 과학에서 60%의 편차가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다. 

PISA의 연구 자료는 학업 성취도의 표준 수치와 사회경제적 분배 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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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스 5.2 IAEP 자료를 기반으로 한 요르단의 중등교육 개혁 
  막대한 인적 자원과 극히 제한적인 천연 자원을 가지고 있던 요르단은 1970년대와 

1980년대에 경제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의무 초등교육제도를 단시간 내에 성공적으로 정

착시켰음에도 불구하고 그 대가로 교육의 질은 악화되었다. 과학기술의 세계적 진보와 

경제 변화의 시대에 요르단의 교육제도는 관련 기술을 갖춘 인력의 생산 요구에 더 이상 

부응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요르단은 국가 교육제도의 문제

점을 진단하고, 교육의 질을 개선시키고 조정함으로써 변화하는 사회경제적 현실에 발맞

추기로 결심했다.

  1990년 요르단은 제 2차 국제교육발전도평가(International Assessment of Educa- 

tional Progress, IAEP Ⅱ)에 참여했다. 평가 결과 요르단 학생들의 정답 비율은 수학이 

40%, 과학이 57%에 불과했다. 이에 대해 조사 작업이 착수되었다. 시험의 각 항목과 학

교의 교과목이 검토되었고, 모의시험도 실시하였다. 그 결과를 토대로 요르단은 시험을 

재실시 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이전의 결과와 거의 동일한 수준이었으며 이로 인해 

1995년 교육 개혁이 시행되었다.   

  IAEP Ⅱ의 연구 자료는 다음과 같은 측면에 적용되었다. 여기에는 (a) 19개 동일 수준

의 국가들과 비교한 13세 학생들의 수학과 과학 성취도의 기준 마련 (b) 각 과목의 장, 

단점 제시 (c) 국내 교육 기관별, 지방 행정 구역별, 도시 및 농촌 지역별 학업 성취도 

비교 (d) 교육과 관련된 인지 과정의 이해 (e) 교원 양성 과정 및 교사 연수 프로그램 개

발 (f) 가정환경과 학생의 수학 및 과학 성취도 사이의 관계 분석 (g) 다양한 교실 실습

과 교외 활동, 학생 태도 등이 수학과 과학 성취도에 미치는 효과와 역효과 분석 등이 

포함된다. 또한 IAEP Ⅱ의 참가는 국가의 교육 발전 과정에 대한 국가적 통계 능력을 개

발하는 데도 도움이 되었다. 그 결과 국립인적자원개발센터(National Center for Human 

Resources Development)가 설립되어 실제 자료를 바탕으로 한 정기적인 학업 성취도 

평가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세계은행의 교육비 관련 경제학 및 분야 연구를 위한 예비 조사결과에서는 질의 향상

에 대한 증거가 발견되었다. 요르단의 사례는 국가가 적극적으로 국제 평가제도의 결과

를 활용한다면 이를 통해 교육 개혁을 추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국제 

평가제도로부터 독립적인 국가 고유의 평가 제도의 확립을 위한 역량을 갖출 수 있음을 

보여준다. 

  

출처: Koda 2002.

의 관련성을 주요 경험적 증거들을 통해 제시하는 동시에 불평등을 조장

하는 일 없이도 국가가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 수 있음을 보여준다(OE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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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c). 핀란드, 일본, 한국과 같은 국가들은 합리적인 비용을 통해서도 

탁월한 결과를 얻을 수 있으며, 또한 사회적 형평성을 유지한 교육 기회

의 분배와 성공적인 결과를 동시에 달성하는 것이 가능함을 보여준다. 

국내 학업 성취도 평가
중등교육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는 현 상황에서 정책 담당자들은 제한

적인 공적 자원으로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어떻게 하면 비용대비 

효율을 높일 수 있는지에 대해 정보를 근거로 한 결정을 내려야만 한다. 

이와 관련하여 많은 국가들에서 국가의 자체적인 학업 성취도에 대한 연

구가 진행되고 있다.1)

1990년대에 세계 여러 국가들은 교육의 수월성이라는 새로운 아젠다

를 기본으로 국가의 교육과정과 평가제도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

거나 또는 새로 정비하였다. 이와 더불어 국내 평가 제도를 학교와 교사

의 책무감을 증진시키기 위한 도구로 활용하는 추세가 나타났는데 이는 

호주, 캐나다, 영국, 미국 등에서 특히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그 구체적인 

방법은 학업 성취도에 대한 국내 비교 자료의 실제 수치를 기준으로 국

가 표준 교육과정에서 규정한 기술 및 핵심능력의 함양에 대한 학생의 

성공이나 실패 여부를 판단하고 이에 대한 책임을 지역 관계자들(학교 

위원회, 교장, 교사 등)이 지게 하는 것이었다. 

이 방법은 아동낙오방지법(No Child Left Behind Act)의 시행과 함께 

2001년 이후로 미국에서 더욱 많은 주목을 끌고 있다. 국가학업성취도평

가(National Assessment of Educational Progress, NAEP)가 국가적 차원

의 표본 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미국의 주(states) 정부들은 주 차원에서 

관할하는 평가 제도의 개발을 통해 학업 성취도를 감시해 오고 있다. 모

든 학생들은 학년별로 주 정부에서 규정한 표준 기술 및 핵심능력에 대

한 시험을 본다. 주립 평가제도의 형태나 기능은 제각기 다르지만, 기본 

규범은 모든 교사, 학교, 학군 등이 학생의 성취도에 대한 책임을 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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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는 점에서 동일하다. 어떤 주에서는 학생들을 책임 있는 관계자에 포

함시키기도 한다(Kellaghan & Greaney 2001). 그런데 교원노조, 학교 지

도자(school leaders), 교장, 교사들은 여러 이유에서 평가제도나 책무감

과 관련된 정책들에 대부분 반대하고 있다. 그 이유들 가운데는 교육과정

의 편협화, 시험을 위한 수업, 교사의 부정행위 유도와 같은 부정적 효과

가 포함된다는 것이다(Evers & Walberg 2003). 그런데 기술적으로는 누

가 누구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는지를 규명하는 것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왜냐하면 단기간 내에 학교를 옮기는 교사들이 많기 때문이다.  

한편 외부시험, 특히 중요성이 높은 시험을 통해 학업 성취도를 더욱 

향상시킬 수 있다는 증거가 제시된 바 있다(Bishop 1998; Phelps 2001; 

Wössmann 2000). Bishop의 보고서에 따르면 교육과정을 기준으로 한 외

부 졸업시험을 실시하는 국가들이 졸업시험제도를 갖추지 않은 국가들보

다 TIMSS의 성적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설명해 

주는 근거로는 개인과외의 보급을 들 수 있다. 

대규모 총화 평가제도(large-scale summative assessment)는 인력 시

장이 필요로 하는 주요 핵심역량, 예를 들어 사회 이질집단과의 상호 작

용 능력, 자주적 행동 능력 등에 대한 평가 방법으로는 부적절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핵심역량들은 더욱 진지하고 정교한 교실 중심의 

평가 제도를 통해서만 측정될 수 있다. 교실 중심의 학생수행평가제

(classroom-based student achievement monitoring)는 그 중요성에도 불

구하고 아직까지 충분한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일부 연구가들은 대규

모 총화 평가제도에 대해 개탄하고 정책 담당자들에게 진정으로 학업 표

준을 높이고자 한다면 실제 교실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일 것을 요구하고 있다(Black & William 1998). 미국의 국립과학교육

표준(National Science Education Standards)을 정립한 기관인 국립연구협

의회(National Research Council, NRC)에 따르면 빈번한 교실 평가가 학

업 성취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밝혀졌다(학급평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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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ittee on Classroom Assessment) 및 국립과학교육표준 2001). 국

립 연구 협의회(NRC)는 이러한 방식의 평가를 공식 평가제도로서 더욱 

구체화하고 그것이 온전히 시행될 수 있도록 교사들을 훈련시킬 것을 권

고하고 있다. 그러한 능력을 함양함으로써 교사들은 전문가로서의 실무 

수행권을 재차지 할 수 있을 것이다.

요약: 지역적 평가, 국가시험, 국제적 비교
중등교육의 확산과 그 질의 개선을 위한 시도와 결부하여 국가시험의 

역할과 의미를 당연시 여겨서는 안 된다. 중등교육의 혁신은 그것의 착수 

시점에서부터 시험제도에 대한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서는 가능하

지 못할 것이다. 대체로 중등교육의 입학시험은 사라지고 있는 추세이며 

존재하더라고 경쟁적인 선발제도이기보다는 그 외의 다른 목적을 위해 

사용되고 있다. 시험의 실시는 중등교육의 의무기간을 마치는 시점(보통 

중학교 과정)으로 옮겨지고 있으며 시험의 결과들은 대부분 상담 수단으

로 사용되거나 혹은 학생들이 16살 경이 되면 거치게 되는 학교 유형이

나 전공에 따른 고등학교의 구분 과정을 위해 사용되고 있다.    

중등교육 과정의 통일성에서 탈피한 다양성으로의 이동은 시대에 따른 

평가제도의 변화에 의해 쉽게 설명된다. 과거 극히 일부 시민들에게만 관

련되어 있던 시험제도가 현재는 훨씬 폭넓은 대중에게 관심의 대상이 되

고 있다. 교육과정의 개혁의 질은 그와 동등한 평가방법이 뒷받침되지 않

고서는 보장될 수 없다는 전제 하에 일부 사례를 살펴보면 시험제도가 

변화하는 환경에 적극적으로 적응해 왔음을 알 수 있다. 직장에서 특정한 

전문적 지식과 기술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자 학교의 교과목들과 시험들

은 오로지 학문적이고 이론적이기만 하던 과거의 과목 선정에서 벗어나 

더욱 실용적이고 직업적인 요소들을 포함시키게 되었다. 성적 채점에 대

한 주관성과 불공정성(또는 노골적인 부정행위)에 대한 비난을 없애기 위

해 국가시험 기관들은 대중이 요구하는 객관적이고 표준화된 시험을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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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하고자 노력을 기울여 왔다. 또한 규준 지향적 평가(norm-referenced)

에서 준거 지향적 평가(criterion-referenced)로 추세가 완전히 뒤바뀌면

서, 제한된 시간동안 단 한 번에 행해지는 시험에 의지하지 않고 다양한 

시험 외적 실습 과정들, 예를 들어 포트폴리오, 프로필, 중등학교 졸업 기

말시험 성적 등을 포함시키는 방향으로 이동하는 다양한 징후가 관찰되

고 있다. 이와 같은 중등교육 혁신의 추세는 칭찬받아 마땅한데 왜냐하면 

이를 통해 기술적 진보성과 사회적 포용성을 갖춘 새로운 교육 평가 및 

측정 문화를 형성해 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다양한 평가 및 감시 수단의 활용은 교육의 질과 적합성을 개선시키기 

위한 그것의 역할을 한층 강화시킬 수 있는 가장 바람직하고 안정적인 

방식임이 증명되고 있다. PISA나 TIMSS와 같은 국제 평가연구는 다양한 

주제를 매우 다양한 방식으로 평가, 측정한다. 정책 담당자들은 정확히 

무엇을 측정해야 하고 어떤 국제 평가 프로그램이 자국의 교육제도의 요

구에 가장 부합하는지를 결정해야 한다. 국내 평가제도 또한 학업 성취도

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데 특히 그 결과들이 교육의 질을 조정하

기 위해 유일하게 사용가능한 도구로서 사용될 때는 더욱 그러하다.  국

내 평가 제도를 교사와 학교 책임제의 수단으로 사용할 때 정책 담당자

들은 그 잠재적 위험성과 의미를 인식하고 있어야만 한다. 교실 중심의 

학업 수행 평가방식의 잠재적 효과는 매우 큰 것으로 보이지만 이 방식

의 시행은 많은 비용과 시간을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근본적으로 어려움

을 겪고 있다. 왜냐하면 이를 위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교사의 훈련 과정

과 국가 교육과정 표준의 재구성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주
1) 국가 평가제도와 공공시험은 모두 학생 능력을 평가하고 있지만, 전자는 

주로 교육제도의 특정 단계에 대한 평가에 집중하고 있고, 후자는 개별 

학생들의 능력 측정과 학생 선별의 목적에 주로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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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

6
두 가지 주요 도전에 대한 대응: 

교사, 교수, 정보통신기술

교사의 레퍼토리는 혹독한 훈련과 교수 문화에 의해 형성되어 왔다. 정

책 입안자들은 교수법의 변화에 걸맞게 교사들의 신념도 변화될 필요가 있

음을 이해해야 한다. 전문가들이 새로운 방식을 배우기 위해 과거의 것을 

버리기란,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망치로 못을 박는 정도라기보다는 심장 동

맥 이중 우회로 수술을 시행하는 것에 더 가까울 만큼 어려운 일이다.

-Larry Cuban (1986)

사는 경제 성장과 번영, 사회복지, 개인발전의 필수적 요소로 인식

되고 있는 인간의 기술과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서 그에 상응하는 

조건을 충족시키고 과정을 개발해야할 막중한 임무를 맡고 있다. 어떤 국

가의 교육 체계에서든지 교육의 질을 얘기할 때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고

려해야할 요소가 교사라는 사실은 별로 놀라운 일이 아니다. 선진국이나 

개발도상국의 개혁 시도들은 모두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가장 직

접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첫째, 교원 연수와 채용 방법의 변화, 둘째, 

현직 교사들의 지식과 교수 기술의 향상, 셋째, 효과적인 수업을 장려하고 

학업성과에 집중할 수 있는 교사의 구조적 여건의 충족 등을 들고 있다. 

산업 기반에서 지식 기반으로의 학교 구조의 변화는 교원 연수와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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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교사의 교실 고립화를 차단하기 위해서

는 무엇보다도 융통성을 강화시킨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한 예로 이전에 

비해 규모가 크고 탄력적인 학생 집단을 대상으로 한 협동수업은 현재의 

흐름에 비추어 볼 때 시도해볼 만하다. 이를 위해 요구되는 것은 지식 인

력이자 학습 환경의 설계자로서 지식 제공의 다양한 분야들을 활용할 줄 

아는 교사의 능력이다. 

최근의 교육 개혁은 지식 기반, 지식 집약적 교육을 위해 정보통신기

술의 잠재적 역할을 강조하고, 교수 및 학습 과정의 철저한 변화를 촉구

하고 있다. 정보통신기술(ICTs)에는 라디오, 텔레비전, 컴퓨터, 인터넷 등

이 포함된다. 수십 년이 지난 지금까지 과학기술은, 개발도상국이나 선진

국 모두에서, 더 적은 비용을 가지고 교육의 제공과 범위를 확대시키는 

수단으로 여겨져 왔다. 일부 사례를 보면 이것이 사실이기는 하지만, 최

근 들어 ICT는 오히려 학생의 수업에 집중하고 지식 경제가 요구하는 관

련 기술을 배양시킴으로써 교육의 질을 높이는 수단으로 더 많이 인식되

고 있다. ICT는 (전통적 원격 교육을 통해) 교육 범위를 확대시킴으로써 

비용을 감소시키는 도구로 이용되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반드시 

범위의 확대가 필요하지 않은 부분에까지 이용되어 비용을 증가시키기도 

한다. 그러한 예로는 고등교육 과정의 최첨단 온라인 학습 방식을 들 수 

있다. 결과적으로 ICT가 교육의 접근성 확대를 위한 도구로서 그 역할을 

다하고는 있지만, 한편으로는 새로운 형태의 불평등성을 야기할 가능성

도 가지고 있다. ICT는, 특히 중등교육과 관련하여, 교육의 접근성을 확

대하는 동시에 질과 적합성을 개선시켜야 하는 두 가지 주요 도전의 핵

심부에 자리하고 있다.

중등학교 교원: 부족 현상, 직업 정체성, 교육방식의 논란 
오늘날 많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에서는 자격을 갖춘 중등학교 교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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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중한 상품이 되고 있다. 중등학교 교사는 교직 중에서도 가장 유인하기 

어렵고, 양성에 비용이 가장 많이 들며, 유지시키기에도 가장 어려운 분

야이다. 거의 모든 개발도상국에서 부적격 교사의 수가 초등학교보다 중

등학교에서 훨씬 높다. 또한 중등교육의 교원 이직률이 교직 중에서도 가

장 높은데, 특히 남자 교사들과 수학, 과학, 공학과 같이 수요가 높은 과

목의 교사 이직률은 더욱 심각하다(OECD 2004a).

중등학교 예비교사의 교육은 어느 곳에서나 연속적 (말하자면, 교사들

은 우선 교육과정 영역이나 전공분야에 대해 교육을 받고, 그 후에 계속

해서 약간의 교육학적 훈련을 받는다.)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

에, 중등학교 교사들의 직업 정체성은 교육을 중심으로 형성되기보다는 

오히려 그들의 전공과목을 중심으로 형성된다. 그러나 대중 중등교육이 

확산되면서 점점 더 많은 교사들이 교직 진출의 초창기에는 자신을 전기 

고등교육(pretertiary) 교사라고 생각했었다가, 나중에는 후기 초등교육

(postprimary) 교사가 될 수밖에 없는 어쩔 수 없는 현실에 직면하게 된

다. 중등교육이 엘리트 교육의 위상을 차지했던 시절과는 달리, 학업 동

기가 더 이상 당연시 될 수는 없다. 이러한 사실 때문에 중등학교 교사들

의 일상적 교육 여건은 완전히 뒤바뀌고 있다. 교사들은 오늘날의 학생에

게 요구되는 새로운 역량을 발전시키기 위해 연수를 받는 것이 아니라, 

직업 정체성에 의문을 품고 업무에 대한 자기 통제능력을 상실하게 된다. 

또한 연수에 국한하여 보면, 중등학교 교사들은 혁신을 배울 수 있는 기

회들을 단지 생존에 필요한 도구와 맞바꾸려는 꾐에 넘어가는 경우가 많

은 것 같다.

오늘날 교육정책 결정자들은 유능한 졸업생들을 교직으로 유인하고 그 

자리에 유지시키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개발도상국들, 특히 아프

리카의 국가들은 수학, 과학, 공학 등의 분야에서 더욱 심각한 교원부족 

현상으로 인해 교육의 확대 및 질의 강화를 위한 그들의 목표에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다. 우간다와 같은 일부 아프리카의 국가들에서는 자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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갖춘 교사임에도 불구하고 채용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반면에, 잠비아

의 경우 1996년 국립 교육 정책이 예측한 바에 의하면 은퇴, 사망, 만성

적 질병 상태에 있는 교사의 수가 그 다음해에 사범대에서 배출하는 총 

졸업생의 수와 맞먹는 것으로 나타났다. 레소토에서는 예상 수요를 충족

시키기 위해서는 학업을 수료하는 전체 인구 중 절반가량이 교직을 선택

해야 할 것이라는 평가가 내려졌다(Lewin 2002, 229). 교원부족 현상은 

빠른 시일 내에 교원 정책이 해결해야 할 계속적인 가장 큰 도전이 될 

것이다. 인구 구조의 문제, 인력시장의 동향, HIV/AIDS/의 영향 등과 같

이 저마다 이유야 다르겠지만 이러한 상황은 세계 어느 곳에서나 발생할 

수 있다. 우수한 교사들을 유인하고 유지시키기 위해서는 종합 인센티브 

정책을 수립하여 교사의 전문성 개발 및 경력 문제, 교사 발령 정책, 학

생 수, 평가 문제의 효율적, 기능적 통합을 고려해야만 한다. 그러한 정책

들은 우선 중등학교 교사들의 급여와 보상금의 인상을 통해 교직을 더욱 

인기 있는 직업으로 만드는 것에서 시작될 수 있다. (칠레는 이와 관련한 

대표적 성공 사례라고 할 수 있다.) 혹은 이런 방법 대신에, 또는 이런 

방법과 더불어 교원부족 현상을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교원 교육에 대한 

투자정책, 교원 자격증 제도, 채용정책의 변화 등을 꾀할 수 있다. 

개발도상국들의 교원부족 현상의 해결책은 대체로 두 가지 방향으로 

구분된다. 하나는 예비교사의 훈련을 단기 속성화 함으로써 교육 기간과 

비용을 줄이는 것이다. 기니와 같은 일부 국가에서는 교육 기간이 세 달

로 단축되기도 했다. 또 다른 해결책은 정식 교사들이 받는 월급보다 적

은 액수를 받는다는 계약 조건하에, 정식 교사 훈련을 받지 않은 실직 상

태의 졸업생들이나 사범대 졸업생들, 갓 졸업한 중등학교 졸업생들의 임

용을 허가하는 정책을 제정하는 것이다. 

속성 예비 교육은 예비교사 교육의 비용을 대폭 감소시켰을 뿐만 아니

라, 단기간에 상대적으로 많은 교사들을 교실에 배정하는데 도움을 주었

다. 그러나 일부 경우에서는 수업의 질에 부정적으로 작용하기도 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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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학생의 학력이 낮은 경우에 더욱 심각했다. 교사 계약제는 또한 지

역 불균형을 더욱 악화시킬 수도 있는데, 왜냐하면 계약 교사들은 주로 

농촌지역이나 벽지로 발령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러한 정책들의 

효과를 규명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경험적 증거들이 필요하며, 정책의 시

행에 앞서 정부는 변수들을 주의 깊게 고찰해야 한다. 적절한 교육을 받

은 교원, 특히 중등학교 교원의 확충을 위한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손쉬

운 지름길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선진국들 또한 중등교육 교원부족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애쓰고 있는

데, 때에 따라서는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해결책들을 동원하기도 한다. 네

덜란드는 미자격임시교사법(Unqualified Teaching Interim Act)을 마련하

여 고학력의 전문인들이 교직을 선택할 수 있도록 유인했다. 관심 있는 

전문인들이 학교에서 수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심사 과정을 거쳐 2년제 

맞춤 교육 과정을 수료해야만 한다. 성공적으로 교육을 수료하는 경우 정

규 교사 자격증을 획득하게 된다. 

중등학교 예비교사 교육을 위한 적절한 투자 수준은 어느 정도인가?
교원부족 현상은 일부 국가들과 수학, 과학과 같은 특정 분야의 교과

목들에서 심각한 상태에 이르고 있다. 여러 교육자, 연구자, 정책 담당자

들은 예비교사 교육에 대한 투자의 결과가 기대했던 만큼 좋지 않자, 자

원을 다른 더욱 생산적인 분야로 방향을 바꾸어 활용하는 것이 더 나을 

것이라고 확신하게 되었다. 많은 국가에서 예비 교육이 사실상 아무런 변

화 없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는 사실은 그 유효성에 대한 의구심을 한

층 더 높이고 있다. 이러한 상태는 중등학교 교원들에게서 특히 심각한

데, 왜냐하면 그들의 예비 교육은 거의 전적으로 대학의 전문지식 교육에 

의존하고 있으며, 교수 및 학습 관련 실습 교육은 설령 있다할지라도 극

히 일부에 한해 행해지기 때문이다. 이것은 넓은 의미에서 중등학교 교원

들이 임용과 동시에 교육과 전문성 개발에 대한 책임을 자신들 스스로 



세계화와 중등교육의 새로운 아젠다

194

져야 함을 의미한다. 한편 교사들, 특히 개발도상국들의 교사들은 대개 

그들의 직업 활동의 유일한 목격자인 학생들을 상대로 혼자서 수업을 해

야 한다. 교사들은 어떤 수업이 효과적이고, 어떤 기준의 학생 과제가 바

람직한지, 그리고 어떤 종류의 지식, 기술, 통찰력이 그들과 그들의 학생

들에게 최상의 도움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 스스로 결정하기 위해 끊임

없이 노력한다. “이러한 개인화는 아마도 대부분의 학교 배경과 교직의 

특성상 전형적인 형태일 것이다. 학교의 건축적, 사회적 구조로 인해 다

른 방식으로 근무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Huberman 1995, 207). 

더욱이 지식사회의 학생들에게 요구되는 근본적으로 새로운 주요 핵심

능력들과, 사범대학이나 교사 연수 프로그램을 통해 획득하는 수업 기술 

사이에는 심각한 부정합이 있다(세계은행 2004a). 개발도상국들이 사회와 

노동계가 필요로 하는 새로운 주요 핵심능력들을 학생들에게 배양시키기 

위해 적절한 교원 선발과 연수 정책을 계획하기란 쉽지 않은 도전이다. 

새로운 핵심능력들은 교육받은 방식과는 반대로 교실에서 행동할 것을 

교사들에게 명백히 요구한다. 보수적이고 전적으로 학문지향적인 교원양

성체계로는 그러한 변화를 촉진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전통적

인 예비 교육제도의 비효율성과 고비용성 때문에 그 교육제도를 완전히 

폐기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 

개발도상국의 정책 담당자들은 최소한 두 가지의 딜레마를 갖고 있다. 

첫 번째 딜레마는 교사의 지위 강화를 위한 노력과 학구적 환경에서 탈

피하여 학교와 교실에 더 밀접한 교원을 육성해야 한다는 인지된 요구 

사이에서 긴장과 분쟁 가능성이 증가하는데서 발생한다. 현재 교원 교육 

프로그램들의 학문적 지위를 높이기 위한 시도가 계속되고 있다. (이로 

인해 접근성은 더욱 제한되고, 따라서 역설적이게도 교원부족 현상을 악

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예비 교사 및 현직 교사 

모두를 위한 학교나 교실 교육을 마련하고, 그것이 타당하거나 효과가 있

는 경우 더욱 집중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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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딜레마는 첫 번째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학교 기반의 현

직 교사 연수 시스템이나 초임교사를 위한 멘토링 제도가 전통적인 예비

교사 육성 시스템에 비해 더 효율적이며 비용도 덜 든다는 연구 결과로

부터 발생되는 쟁점이다(Lewin 2003). 그러한 방향으로의 정책 전환은 

사범대의 예비 기간을 단축시키는 결과를 이끌 것이며, 그로 인해 교원 

육성과 교직의 접근에 대한 대학의 통제권은 어쩔 수 없이 일부 축소될 

것이고, 교원 육성 프로그램들의 학문적 지위는 위태로워질 수도 있다. 

이러한 위험성은 정규 교육기간에 상관없이 자격을 승인하는 새로운 형

태의 교원 인증 제도를 통해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변화에 따른 위험성

이 내재되어 있기는 하지만, 국가의 상황에 따라 자원 할당을 예비교육에

서 학교 중심 교육으로 신중히 점진적으로 이동시키는 것은 교원 육성 

정책에서 시도해 볼만한 변화라 할 수 있다. 

중등학교 졸업생들에게 요구되는 주요 핵심역량과 교수 기술의 조화
교수 기술과 능력은 특정한 형태의 교수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다양한 

인지적 자원을 동원하는 능력을 말한다. 그것은 개별적 학습 내용이나 지

식의 유형에 관련되기 보다는, 주어진 상황에 맞게 인지적 자원들을 통합

하고 명료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교수 기술이나 능력은 훈련과 교실에서

의 매일 매일의 실습을 통해 만들어진다. 교수 능력은 모든 교과목과 학

교 단계에 공통된다. 다시 말해 그것은 초등, 중등, 고등교육의 모든 과목

들과 학습법에 영향을 끼친다.  

학교 수업의 전문성, 비전문성, 반전문성(semiprofessional)에 대한 논

란은 수십 년간 지속되고 있지만, 특히 오늘날에는 과거 어느 때보다도 

더욱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 지식 경제의 

현 시대에 지식 경영은 업무 융통성과 직원들의 교육 및 전문성 개발, 심

지어는 기업의 전반적인 생산성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이다. 이와 관련한 

함축적인 도전은 교수 지식이 대부분 암묵적이며, 명확히 표현하거나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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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화하기 어렵고, 철저히 실무 중심적, 상황 중심적이라는 사실이다. 이

러한 특성들로 인해 전통적인 교사와 학교의 고립현상은 더욱 심각해지

고, 지식의 전달과 완전한 이용 또한 매우 어려워진다. 다시 말해서 교원 

양성 기관들이나 학교 조직들, 일반적인 교육 제도들은 여전히 지식 경영 

사회의 요구를 충족시키기에는 거리가 멀다. 이 때문에 교원 교육 커리큘

럼, 특히 예비교사 교육은 상반된 평가 결과와 연구 자료들을 제시하며 

공개적이고, 논란 많고, 까다로운 문제로 남아 있다.

교육과정 개혁과 현직 교원 연수의 결합. 교육과정 개혁의 실행은 기본

적으로 현직 교원 연수의 문제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연수는 교

사의 기존 노하우에 대한 “집착(stickiness)”으로 인해 어려워진다. 타 분

야의 전문가들은 전문가와 고객 사이에 큰 차이를 형성시키는 고도의 전

문 지식 자본을 구축해 왔다. (이는 직업적 명성이 높은 사회적 위치에 

속하기 위한 열쇠이다.) 교수 지식의 전문성은 똑같은 방식으로는 형성될 

수 없다. 학생들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학생들에게 가까이 가고, 관심

을 나타내고, 학습 커뮤니티를 형성하는 것은 교사의 본질 중의 일부분이

다. 이를 위해서는 전문적 지식에 대한 완전히 새로운 접근법이 개발되어

야만 한다(Hiebert, Gallimore, & Stigler 2002). 새로운 접근법은 평생 학

습의 견지에서 교원 연수 및 교사의 전문성 개발을 개념화할 수 있는 것

이어야 한다. 

교원 연수 프로그램들의 커리큘럼에 대한 논쟁은 두 가지 근본적이면

서도 상충된 주장에서 발생했다. 그것은 (a) 과목 관련 지식(내용 지식)에 

대한 강조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과 (b) 교사들과 가장 관련 있는 지

식은 무엇보다도 교수 및 학습 관련 지식이라는 입장이다. 교수 및 학습 

관련 지식이란 학생 자체에 관한 전문적 지식(중등학교에서 청소년기에 

대한 이해는 필수적이다.)과 학급 운영, 교수법, 학습 및 지식 생산의 기

관으로서의 학교 평가 등을 의미한다. 교육에 대한 일반적인 견해와는 반

대로, 조사 결과에 의하면 교수 및 학습 과정 관련 지식이 과목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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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보다도 오히려 학업 성취도와 더욱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밝혀

졌다(Darling-Hammond 2000). 

일부 관련 분야에 대한 교육적 연구를 통해 위의 두 가지 분야만큼이

나 교원 훈련에 도움을 주는 제 3의 지식 분야, 즉 교수 내용 지식이 제

시되었다. 이는 개별 과목의 교수 및 학습 과정에 대한 구체적, 전문적 

지식을 말한다(그림 6.1 참조). 교수 내용 지식은 어떻게 하면 학생들이 

특정 과목의 수업을 잘 이해할 수 있는지에 대한 교사의 이해력이다. 여

기에는 특정 교과 내용을 학생의 다양한 관심사에 맞추어 구체화 및 표

현, 적용하고 수업을 통해 전달하는 능력의 전문적 지식이 포함된다. 최근

의 조사를 보면 이러한 종류의 지식이 학생 성취도와 밀접히 관련되어 있

그림 6.1 교수 내용 지식을 구성하는 카테고리 

출처: Morine-Dershimer & Todd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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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교사의 전문성 개발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수 

내용 지식은 단지 교사의 정체성을 새롭게 하고 진보시키는 데만 작용하

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또한 학생 성적의 월등한 향상과 학교 체계의 합

리화를 더욱 촉진하기도 한다. 교수 내용 지식을 중시함으로써 중등학교

의 생산성과 포괄성은 더욱 증대될 수 있다.

교사들의 교실 업무와 관련된 자질들은 예비 교사 교육의 핵심 요소로 

고려되어야만 한다. 연구에 의하면 초임교사들이 성공적인 직장 생활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능력과 더불어 기초지식을 배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을 보여준다(그림 6.2 참조).

그림 6.2 중등학교 교원의 핵심능력

출처: Martinet, Raymond, & Gauthier 2001.
주: 부록 F에서 지식 기반 중등학교의 교원 핵심능력 로드맵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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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 학습은 단순히 이로운 원칙 이상의 것이다. 근본적으로, 교직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요구된다. 교사는 한 교육 제도나 한 국가에서만 평

생 직장생활을 하는 직장인이 아닌 전문인으로서, 지식 인력으로서 반드

시 비춰져야 한다. 학생들과 마찬가지로 교사들도 다양한 출처와 견해를 

통해 지식이 형성되고, 끊임없이 변화하며 예상이 불가능한 환경에서 근

무할 채비를 갖추어야 한다. 어려운 내용을 다양한 경험과 견해를 가진 

학생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은 전문가적 역량에 달려 있다. 이는 설

득력 있고 다양한 학습 경험을 창출해 내고, 이것을 학생들이 이미 알고 

있는 사실 또는 그들이 효과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교수법이나 교과 내용과 관련한 지식 및 기술 외

에도, 중등학교 교사들은 학부모와의 의사소통, 중퇴생 처리문제, 유급 

문제, 저조한 출석률, 열악한 지역사회에서의 근무 등에 대처하기 위한 

기술을 또한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교원 연수 프로그램들은 교사들이 다

양한 환경에서 다양한 아동들을 상대로 교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또

한 효율적인 학교-지역사회의 파트너십 구축 방법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정보기술을 이용한 교수 및 학습
저소득 국가들에서 ICT(정보통신기술)의 전략적 이용은 교육 발전을 

단번에 달성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컴퓨터나 기타 과학기

술의 단순한 이용만으로 교수 및 학습과 관련된 모든 핵심 업무를 대체

할 수는 없으며, 더군다나 교육의 질에 대해서는 아무런 보장도 받을 수 

없다. 여기서 도전 상대는 연걸 가능성이 아닌 교육이다. 그러나 그 두 

가지는 반드시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며 충돌을 일으켜서도 안 된다.

실제 교실 수업을 통한 ICT의 활용이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아직도 갈 

길이 멀다. 선진국이나 개발도상국들 모두에서 현재 ICT에 대한 막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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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에 의한 학습 성과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견해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

이다. 

ICT의 완전한 교육 이용에 대한 도전은 교사 직업과 깊은 관련이 있

다. 중등학교의 ICT 교사는 유난히 더 유인, 채용, 유지하기에 어려워 보

인다(OECD 2004a). 그런데도 ICT의 교수 및 학습 활용에 대한 지식이 

전혀 또는 거의 없는 중등학교 교사들의 ICT 훈련 요구는 어마어마한 실

정이다. 교육 기관들의 제도적 혁신의 속도는 과학기술 교육의 혁신 속도

를 따라오지 못했다. 따라서 이러한 격차로 인해 ICT의 실행과 완전한 

이용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ICT 교육 정책들은 교육의 전체 분야에 

대한 세부 전략들을 모두 검토한 후에 시행되어야 하고, 또한 새로운 교

육제도의 문화적 틀을 형성할 수 있어야만 한다. 그러기 위해서 정책들은 

새로운 형태의 교육 접근 방식과 새로운 사회 참여의 통로들을 강조해야 

한다. 교육 기관의 구조, 경영, 재정적 특성들을 주의 깊게 검토하는 것은 

모든 ICT 교육 정책의 성공적인 실행을 위한 필수조건이다. 

ICT는 네트워크의 구성과 협력을 의미한다. 각계 각층간의 제도적 제

휴는 지속적인 성공을 위한 열쇠이다. 이를 위해 품질의 관리와 보증을 

위한 메커니즘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 ICT 교육의 보급은 교육의 

질을 최고로 끌어올리는 수단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최하로 떨어뜨리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교육 장소의 확장을 위해 ICT를 원격 교육에 이용
ICT는 공간, 시간, 물리적 구조의 제약을 넘어선 지식 보급 및 학습의 

대안 장소를 제공함으로써 교육 제도화의 새로운 접근법을 제시했다. 이

를 통해 쌍방향 라디오 방송, 위성 방송, 케이블 TV, 컴퓨터, 인터넷과 

같은 과학기술들의 교육적 이용이 가능해 졌다(표 6.1 참조). 이러한 과

학기술들로 인해 광범위한 국내적, 국제적 네트워크를 통해 지역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기관이나 학교로부터 고도의 쌍방향, 동기식(同期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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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nchronous) 또는 비동기식 멀티미디어 학습을 학습자에게 제공하는 것

이 가능해 졌다(Haddad & Draxler 2002).

라디오 방송과 쌍방향 라디오 학습 (interactive radio instructions, IRI). 

라디오는 TV나 컴퓨터에 비해 시각적 효과는 떨어지지만, 이를 통한 원

격 교육은 다양한 이점을 갖고 있다. 라디오 프로그램들은 복잡한 제반시

설 없이도 광범위한 지역에 보급이 가능하며, 사용이 간편하고, TV나 컴

퓨터를 이용한 프로그램의 제작에 비해 비용이 적게 든다. 개발도상국의 

첫 번째 IRI 프로그램은 1970년대 니카라과에서 1~4학년 학생들 대상의 

수학 수업을 통해 처음 실시되었으며, 그 이후 20여 개국(아프리카와 라

틴 아메리카, 카리브 해 국가 대부분)에서 어학, 제 2외국어, 과학, 환경

학 등과 같은 다양한 과목의 수업에 이용되고 있다.

IRI를 통한 중등교육의 확대 가능성이 일부 국가들의 경험을 통해 현실

화됐다. 볼리비아, 남아프리카 공화국, 태국의 프로그램들을 평가한 결과, 

표 6.1 중등교육 수준의 아프리카의 원격 교육
국가 제공 과목 등록자수, 1999-2000 사용된 기술

보츠와나

부르키나파소

에티오피아

가나

기니

말라위

나미비아

나이지리아

잠비아

짐바브웨

모든 과목

불어, 수학, 물리

8개 과목

영어, 수학, 과학

불어, 수학, 과학

-

모든 과목

모든 과목

-

인문 과목

중학교 600여개

-

8,400

-

중등학교 교사 300명

80,000

18,325

-

11,138(1990)

25,000

인쇄물, 라디오

라디오, 텔레비전

인쇄물, 라디오, 텔레비전

인쇄물, 라디오, 텔레비전

인쇄물, 라디오, 오디오테이프

인쇄물, 오디오테이프

인쇄물, 라디오, 오디오테이프

인쇄물

인쇄물, 라디오

인쇄물

 출처: 세계은행 2002a.
 주: -,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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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학생들의 성적 향상에서 알 수 있듯이 IRI 프로그램들이 도시-농촌 

간 형평성 격차 및 교육의 질에 지대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드러났다

(Bosch, Rhodes, & Kariuki 2002). 온두라스, 파푸아뉴기니,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IRI 프로그램에 관한 연구에 의해서는 IRI를 통해 성 평등성 격

차가 완화될 수 있음이 증명되었다(Hartenberger & Bosch 1996). 기타 

연구 들은 IRI 프로그램들의 비용 효율성에 끊임없이 주목하고 있다

(Haddad & Draxler 2002). 비록 IRI에는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초기 

고정비가 요구되지만, 운영비는 월등히 낮다. 초기 비용에는 오디오 또는 

인쇄 장비의 생산비와 운영 체계와 훈련 체계의 개발비가 포함된다. 운영

비에는 직원 급여, 프로그램 보급비, 유지비, 교사와 직원 훈련비 등이 포

함된다. 라디오 방송의 광범위한 보급과 추가 학생을 위해 필요한 가변 

비용(신설 학교 및 방송 장비, 교과서, 교원, 직원 유지)의 미미함으로 인

해, IRI 프로그램의 학생 1인당 비용은 학생수의 증가에 비례하여 감소한

다. 1974년에서 1999년 사이에 IRI를 실시한 20개 국가들 중 13개 국가

들은 초기 프로그램을 현재까지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3개 국가들은 처

음 실시한 것과는 다른 방식을 사용하고 있으며, 4개 국가들은 프로그램

을 폐지했다(세계은행 2002a).

교육 텔레비전. 1960년대 이후로 텔레비전을 중등교육에 이용한 결과, 

다양한 결과가 나타났다. 교육 텔레비전의 가장 큰 이점은 복잡하거나 추

상적인 개념들을 시각적 효과를 동원해 설명할 수 있다는 점이다. 단점으

로는 상대적으로 최첨단의 제작 시설, 장비, 전문 기술력을 요구하는 높은 

제작비용과 한번 개발된 후에는 갱신하기 어려운 불변성을 들 수 있다. 

코트디부아르와 엘살바도르의 프로그램 시행은 국제기구들의 후원에도 

불구하고 성공을 거두지 못했다. 코트디부아르의 프로그램은 높은 학생 

일인당 비용, 중앙 집중적 제도에 대한 교사의 반발, 외국 또는 외국인 

거주자들의 기술 지원에 대한 지나친 의존으로 인한 낮은 국가 역량의 

피해자로서 대외 재정 지원이 중단된 직후 막을 내리게 되었다. 이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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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로 라틴 아메리카 지역의 2개 프로그램과 아시아 지역의 1개 프로그

램-멕시코의 Telesecundaria, 브라질의 Telecurso, 인도의 국립 개방 학

교(National Open School)-은 중등교육의 혜택을 받지 못할 뻔 했던 학생

들에게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성공을 거두었다. 이들 세 개 국가의 텔레비

전 기반의 교육 프로그램의 성공은, 초기 고정비에 대한 막대한 투자를 

상쇄하는 대규모 잠재적 중등학생 인구, 즉 규모의 경제에 기인한다.  

Telesecundaria는 대외 재정적 지원 없이 1968년 멕시코에서 개발되었

다. 주요 목표는 농촌 지역의 접근성 문제의 해결이었다.(도시 보급형은 

낮은 수요로 인해 재정적으로 불가능했다.) Telesecundaria는 인구 2,500

명 이하의 2십만여 농촌 지역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었다. 1998년 

당시 멕시코의 중학교 학생들 중 15%가 이 프로그램을 통해 교육을 받

았다(세계은행 2002a).

브라질의 Telecurso는 1970년대 후반 Roberto Marinho 재단에 의해 

개발되었으며 국내 최대의 민영 방송국인 Rede Globo에 의해 후원되었

다. 사업의 목적은 청년 인력들에게 초등교육이나 중등교육에 상응하는 

졸업 자격증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었다. 그 후 인력 시장

의 새로운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신설 프로그램, Telecurso 2000이 1990

년대 초반 Roberto Marinho 재단, Globo 방송사 및 기업가들에 의해 개

발되었다. Telecurso 2000은 기초 기계 기술 교육을 선택 과목으로 포함

시킨 기초 중등교육과정의 압축판이라 할 수 있다. 프로그램의 기획 원리

는 직업 지향 교육, 기초 기술 개발, 시민교육을 따르고 있다(Haddad & 

Draxler 2002).

인도의 국립개방학교(National Open School)는 인력자원개발부(Ministry 

of Human Resources Development) 산하의 자치기구로 인도의 국가교육

정책(India's National Policy on Education)을 지원하기 위하여 1989년에 

설립되었다. 이 개방학교는 주로 학교에 다니지 못하는 아동들과 사회적, 

경제적 소외계층 학생들의 교육 욕구를 만족시키고 있다. 시작 당시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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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등학교 수준의 학문 교육(고등학교 과정 포함)을 제공하였지만, 현재에

는 직업교육이나 기타 실생활 기술 분야의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프로그램의 범위는 초등교육에서 대학교육 이전과정까지로 확대되었다. 

40만 명 이상의 물리적, 사회적, 경제적, 지리적으로 소외되었던 아동들

이 학교에 입학하는 결과를 이끌었다. 

컴퓨터와 인터넷. 지난 20년간의 집중적인 투자로 최신 ICT가 OECD 

국가의 거의 모든 중등학교로 보급되었다(OECD 2004b).1) 일부 중간소득 

국가에서도 컴퓨터와 인터넷이 중등학교에 대부분 소개되었다. 일례로 

칠레의 학생 대 컴퓨터 비율은 33 대 1이다(Hepp 외 2004). 컴퓨터와 인

터넷은 교육적 목표에 세 가지 방식으로 사용된다. 

(a) 교수 도구 (시뮬레이션, 교육용 소프트웨어, 온라인 학습 커뮤니

티, 교사의 전문성 개발 등) 

(b) 내용 전달 도구 (온라인 도서관, 잡지, 도서 등) 

(c) 관리 도구 (교육경영정보시스템(EMIS), 성적 평가, 성적 관리 등)  

 

그 외에도 컴퓨터와 인터넷을 이용해 중등교육의 접근성을 확대시킨 

사례로는 개발도상국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는 지역 텔레센터(community 

telecenters)와 주로 선진국에 발달되어 있는 가상 고등학교(virtual high 

schools) 등을 들 수 있다. 

가난한 농촌 지역의 지역 텔레센터(community telecenters)는 일반인들

이 컴퓨터와 인터넷을 접해볼 수 있게 해준다. 센터의 구성, 고객, 제공 

서비스, 재정 공급원, 이용 가능한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의 종류 등은 

저마다 다양하다. 센터들 중 일부는 비정규 교육 센터로서 중퇴자들이나 

성인들에게 기초 문자 교육이나 훈련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한 

예로서 가나의 LearnLink 텔레센터는 공립이나 사립 기관에서 이용 가능

한 프로그램들 이상의 보충학습 프로그램들을 제공하고 있다. 1998년에

서 2001년까지 3년 동안 이 프로그램을 통해 14,000명 이상의 학생,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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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사업가, 심지어 국립 통신회사 직원들이 유용한 ICT 기술 교육을 받

았다(USAID & AED 2003).

가상학교(virtual schools)는 학생들에게 인터넷을 통한 교육 기회를 제

공한다. 1997년 이후 다양한 신설 가상학교들이 호주, 캐나다(브리티시 

콜롬비아와 앨버타), 유럽, 미국 등에 설립되었다. 가상학교는 교과목이나 

구성 방식, 자금 조달 방식 등에서 제각기 큰 차이가 있다. 일부 가상학

교들은 학생들이 교육 자치구로부터 정식 학위를 받기 위해 학점을 이수

할 수 있도록 개별 코스를 제공한다. 기타 가상학교들은 완전한 독립적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학위를 발급한다. 미국의 경우 30만 명 이상의 학

생들, 주로 고등학생들이 2002/3 학년도에 가상학교에 등록했다. 2004/5

학년도에는 52만 명 이상의 학생들이 등록했을 것으로 추산된다

(Revenaugh 2004). 미국의 절반 이상의 주들이 가상교육의 형태를 띤 교

육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17개 주의 67개 가상 챠터스쿨(특별 인가 학

교)을 통해서는 2003/4학년도에 21,000명의 학생들이 교육을 받았다(박

스 6.1 참조).   

가상학교의 최대의 이점은 소규모 농촌 학군의 학생들에게 더욱 많은 

교육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농촌 학군들은 선(先) 대학학점 

이수과정(advanced placement courses, 특별 예비대학)이나 강화 과정과 

같은 다양한 과정들을 제대로 구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이유

로 인해 가상학교들이 호주, 캐나다, 미국 등의 인구가 적은 지역을 중심

으로 빠르게 보급되고 있다. 가상학교의 또 다른 주목할 만한 이점은 심

각한 질병을 갖고 있는 환자나 교도소의 죄수들처럼 학교에 다닐 수 없

는 사람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이다. 이 외에도 가상학교는 

홈스쿨링을 결심한 학부모들에게도 도움을 준다. 

가상학교를 중등교육의 대체수단으로 고려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요소를 참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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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스 6.1 실례를 통해 살펴본 미국의 가상학교 형태 
 • 주가 승인하는 인가 학교. 주 정부의 인가를 통한 주 소유의 가상학교. 예: 플로리다 

가상학교. 주 정부가 자금을 지원하는 독립체(independent entity)로서 전 교과과정을 

온라인으로 제공하나 학위를 수여하지는 않는다. 

 • 단과대 또는 종합대학 기반. 개론 수준의 가상 대학 코스들이 이중 재학 또는 동시 재

학의 형태로 상위 단계의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제공된다. 예: 연방정부 보조금으로 창

립된 네브래스카 대학-링컨 자립 학습 고등학교(the University of Nebraska- 

Lincoln Independent Study High School), CLASS 온라인 학위 프로그램을 개발, 영

리목적으로 판매하는 CLASS.com.  

 • 컨소시엄 또는 지역 중심. 가상학교의 제휴 조직은 국가단위, 다수의 주 또는 개별 주 

단위, 지역 단위 등으로 구성될 수 있다. 많은 지역 교육기관들이 K-12 가상 코스를 

학교의 서비스 목록에 포함시키고 있다. 대부분의 제휴 조직들은 외부 공급의 기회를 

마련하거나, 또는 회원들 간의 공유를 돕는 중개자로서의 역할을 한다. 예: 매사추세

츠의 비영리 단체인 VHS사(전 Concord VHS사). 참가 학교들의 광범위한 네트워크의 

구성을 통해 지속성을 꾀하고 있다. 

 • 지방 교육 기구 중심. 대부분의 지방 공립학교나 학군들이 가상학교의 설립을 통해 자

체적으로 보조 교육 또는 대안 교육의 요구를 수용하고 있으며, 홈스쿨링 인구를 돕기 

위해 애쓰고 있다. 대부분의 기관에서 정규 교육 코스나 그 외의 코스에 자격증을 소

지한 K-12 교사들을 정식으로 채용하고 있다. 예: 휴스턴의 HISD 가상 학교. 재학생

이나 홈스쿨링 학생들을 위한 중학교 교육과정을 제공하고 있으며, 고등학교의 수업을 

보강하기 위한 선(先) 대학 학점 이수 과정(advanced placement courses) 또한 제공

한다. 

 • 가상 챠터스쿨(특별 인가 학교,). 주의 승인을 받는 독립체들-공립 학교, 비영리 기구, 

영리 기구 등을 포함-이 일부 법률이나 규정을 면제받는 공립 챠터스쿨을 운영하고 

있다. 챠터스쿨 법(charter school legislation)은 이 학교들의 운영 방식에 막강한 영

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예: 캔자스의 Basehor-Linwood 가상 챠터스쿨. 주 내부의 홈

스쿨링 인구들에게 주 정부의 자금지원을 통해 K-12 정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데 

초점을 맞춘다. 초등학교의 각 학년 및 중등교육의 각 과목에 해당하는 정규 교사를 

채용하고, 자체 개발한 코스를 제공함으로써 정식 학위를 수여한다. 

 • 사립 가상학교. 지방 공립학교들과 마찬가지로 많은 사립학교들도 가상학교 프로그램

을 개발하였는데, 그들은 주로 보충교육 과정이나 홈스쿨링 인구를 위한 교재들을 제

공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한정적인 수의 학교들이 주 또는 지역의 승인을 받고 고

등학교 학위를 수여하고 있다. 예: 워싱턴 주의 Christa McAuliffe 아카데미. 동일 학

생 집단은 매주 온라인 가상 교실에서 멘토(mentor)들과 모임을 갖고, 학문적 멘토들

이 추천하고 외부 제공자들이 개발하는 전문지식 중심의 온라인 학습 교과목들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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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다. 

 • 교과목, 내용, 도구, 기반시설의 영리적 제공자들. 많은 영리 회사들이 가상학교의 발

전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예: Apex Learning사(社)와 Class.com과 같은 

회사들이 여러 신설 가상학교들을 위한 기초 과정을 제공한다. Blackboard사와 

eCollege 사는 많은 가상학교들에서 이용되는 교과 전달 플랫폼을 제공한다. 많은 회

사들이 증가하는 시장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회사만의 독자적 사업을 확대시키고 

있으며, 더욱 다양한 교과과정들과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Macromedia와 

같은 웹 소프트웨어 개발 회사들은 가상학교들의 자체적인 코스 개발을 위한 도구를 

제공한다. 

출처: T. Clark 2001.

1. 기술적 요건. 동시적 상호작용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실제 교실에 더 

근접한 코스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더욱 높은 수준의 대역폭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즉각적으로 형평성 문제가 대두된다. 왜냐하면 더욱 첨단화된 

기술적 시설이 요구될수록 참가 가능한 학생의 수는  줄어드는데, 특히 

경제적으로 불리한 입장에 있는 학생들의 경우 더욱 심각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한 세심한 주의를 기획 단계에서부터 기울이고, 인터

넷이나 웹 사이트에 대한 과중한 의존도를 없앨 수 있는 대체 기술을 사

용해야 한다. 예를 들어 CD롬은 방대한 분량의 교육 자료나 자원의 보급

에 사용될 수 있으며, 전용 리스트서브, 뉴스그룹, 토론 게시판 등은 비동

기적 토론이나 회의에 사용될 수 있다. 

2. 교사와 강사. 온라인 교육은 전통적 교실과는 판이하게 다른 환경에

서 진행되기 때문에, 특별한 기술과 교수법이 요구된다. 교사나 강사들이 

교수법과 수업 계획, 기술 장비의 사용법에 대한 적절한 교육을 받는 것

은 매우 중요하다. 

3. 학생. 모든 학생들이 온라인 교육에 준비된 상태는 아니다. 일부 학

생들에게는 동기가 결여돼 있을 수 있으며, 일부는 온라인 교육과는 적합

하지 않은 학습 형태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또 어떤 학생들은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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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들을 사용하는데 익숙하지 못할 수도 있다. 이를 위해 기존 가상학교

에서 배운 교훈들을 참고로 할 수 있다. 학생 준비도 평가, 보조 메커니

즘의 마련, 양질의 온라인 기술 지원 등은 모두 유용한 방법이다.   

멀티미디어를 통한 통합적 접근법. 지금까지 언급한 모든 프로그램들은 

주로 라디오, 텔레비전, 컴퓨터 중에서 한 가지 형식만을 사용하는 것들

이었다. 그러나 각기 다른 목적을 위해 다양한 기술 방식을 혼합시킨 프

로그램 또한 사용할 수 있다. 핀란드의 국립 인문고등학교 원격교육

(National General Upper Secondary Distance Education)은 통합 방식의 

좋은 예가 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1997년에 국가 교육 위원회(National Board of Educa- 

tion, NBE)와 핀란드 방송사, 파일럿 기관으로서 참가한 12개 교육 기관

들에 의해 개발되었다. 그 후 파일럿 학교들의 고무적인 결과에 따라 이 

사업은 핀란드 전 지역으로 확대되었다. 2003년 2월 당시에는 90여개 학

교의 약 3,200명의 학생들이 참여 중이었다. 사업의 목적은 일반 고등학

교 교육의 접근성 확대를 통한 교육 형평성의 개선과 시민들의 ICT 활용 

능력 증진, 개방성과 융통성을 갖춘 교육 방식의 학생 제공을 통한 평생 

교육의 요구 충족 등이다. 

프로그램에 속해 있는 모든 핀란드 학생들은 사업에 참여중인 학교에 

입학하고, 교장 또는 과목별 상담원들과의 상담을 통해 개인 학습 계획표

를 작성한다. 학생들은 교과서 및 기타 문서 자료와 더불어 라디오, 텔레

비전, 오디오카세트, 이메일, 웹 기반 또는 온라인 중심의 기타 교재 등을 

통한 원격 교육을 이용한다. 이러한 통합 방식의 성공요인으로는 전국적

인 규모와 더불어 출판사, 하드웨어 제조업체, 네트워크 운영자, 국영 방

송사와 같은 기업 분야 및 국가 교육 위원회 사이의 제휴를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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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의 질과 적합성 개선을 위한 컴퓨터와 인터넷의 활용
컴퓨터 활용 능력은 대부분의 직업에서 필요로 하는 기본 요건이 되고 

있으며, 신기술의 소개와 함께 고도의 ICT 기술 인력에 대한 요구도 증

가하고 있다(세계은행 2003a). 학생들과 고용주들의 ICT 기술력을 측정

하기 위해 100여개 이상 국가들의 학교와 정부는 국제 컴퓨터운용자격증

(International Computer Driving License, ICDL)이나 유럽 컴퓨터운용자격

증(European Computer Driving License, ECDL)과 같은 국제역량표준

(international competency standards)을 채택하였다. 일부 국가들은 중등

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국가 고유의 ICT 활용 능력 표준을 마련하기도 한

다. 예를 들어 칠레는 중등학교에서 ICDL을 기반으로 한 국립 ICT 기술 

인증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Hepp 외 2004).   

더욱 세분화된 기술들이 또한 세계 전역의 중등학교를 통해 보급되고 

있다. 네트워크 회사인 시스코(Cisco)는 인터넷을 통해 시스코 네트워킹 

아카데미의 교과과정들을 학교에 보급하고, 학생들에게 네트워크 운영자

(Network Associates)나 네트워크 전문가(Network Professionals) 자격증 

획득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1997년에 설립된 이 프로그램은 원래 고

등학교 네트워크 지원 교육과정이었는데 이후 전 세계적인 교육 프로그

램으로 발전하였다. 전 세계 160개 이상 국가의 450,000명 이상의 학생

들이 고등학교, 기술학교, 전문대학, 종합대학, 지역 기관 등을 통해 

10,000개 이상의 시스코 네트워킹 아카데미에 등록하고 있다            

(http://www.cisco.com/en/US/learning/netacad/indes.html 참조). 

잠재성과 전망
컴퓨터와 인터넷의 교실 활용이 학생의 교육에 미친 효과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의견과 부정적인 의견이 혼재하고 있다. 일부 조사에서는 학업 

성적의 개선에 대한 명확하고도 충분한 증거를 찾지 못하고 부정적인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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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들을 언급하기도 한다(Angrist & Lavy 2002; Cuban 2001; Wood, 

Underwood, & Avis 1999). 그 외의 조사들에서는 컴퓨터와 인터넷의 활

용을 통해 효율적인 학습 환경의 구축과 학생 학습의 개선이 가능하다는 

결과가 나타났다(Earle 2002; Honey 2001; Mehlinger 1996; Van Dusen 

& Worthen 1995). 더욱 최근의 조사(OECD 2004b)에 따르면 중등학교의 

실제 컴퓨터 및 인터넷 활용의 정도가 예상 수준보다 현격히 낮은 것으

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상황은 중등교육의 ICT 보급에 막대한 투자를 했

던 선진국들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이와 같은 결과들로 인해 자연스럽게 

이 분야의 평가 조사들이 갖는 영향력의 의미에 대하여 질문들이 생겨났

다. 더불어 다양한 학교 상황과 교수 및 학습 환경에 대해서 더욱 엄격한 

조사와 평가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아래에서는 과학기술이 효율

적인 학습 환경의 조성에 기여한 것으로 확인된 점들을 Bransford, 

Brown, Cocking(2000)가 설정한 범주를 이용하여 학습자 중심의 환경, 

지식 중심의 환경, 평가 중심의 환경, 커뮤니티 중심의 환경으로 나누어 

요약하고 있다.  

학습자 중심의 환경. 일부 컴퓨터 및 인터넷 프로그램들은 개별화된 교

육 방식과 더불어 전통적으로 교실에서 교사와 교과서를 통해 배우던 것 

이상의 학습 자료를 제공한다. 또한 이 프로그램들은 공동 학습 활동과 

학습자 네트워크의 구성을 통해 학생들에게 의욕을 불어넣는다. 학생들

은 교육의 책임자가 되어 스스로 체계를 마련하고 자신의 학습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된다. 

컴퓨터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은 핵심 토픽을 가르치거나 과학 수업 시

에 현실 세계의 현상을 이론화하고 단순화시킨 모형으로 학생들에게 보

여주는데 사용될 수 있다. (예: 예비대학 과정의 생물수업에 활용되는 유

전학 관련 GenScope Project.) 이와 같은 프로그램들을 통해 학생들은 과

학적 또는 수학적 개념을 직접적인 조작과 실험을 통해 연구할 수 있게 

된다. 과학 관련 비디오와 컴퓨터 기반의 시뮬레이션 또는 시각 자료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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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과학 개념들의 이해를 증진시키는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Honey 2001). 

지식 중심의 환경. 컴퓨터 및 인터넷은 현실 세계의 문제점들을 교실로 

불러옴으로써 교과목들을 더욱 흥미진진하게 하고 있다. 일례로 환경 개

선을 위한 세계학습관찰(Global Learning and Observations to Benefit 

the Environment, GLOBE) 프로젝트에는 전 세계 12,000개 이상의 학교

에서 백만 명 이상의 학생들이 참가하여 핵심 연구진들이 규정한 통신규

약의 사용을 통해 자신들이 속해 있는 지역 환경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

하고 있다. 학생들은 자신들의 데이터를 인터넷을 통해 GLOBE 데이터 

기록 보관서로 제출하고, 제출한 자료는 과학자들과 학생들 모두의 분석 

작업에 활용된다. GLOBE 웹 사이트에 있는 지도, 그래프, 디지털 사진과 

같은 시각 자료들은 학생들이 자신의 데이터를 확인하고, 다른 지역에서 

수집된 데이터와 비교할 수 있게 해준다. 이와 같이 방대하게 진열되어 

있는 정보에 대한 접근을 가능하게 해주는 지식 중심의 환경에는 디지털 

도서관, 현실 세계의 분석 자료와 더불어 기상학자, 지질학자, 천문학자, 

컴퓨터 공학자 및 기타 전문가들과의 연계 혹은 상호작용 등이 포함된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인상적인 지적 성과물을 생산해 냄과 동시에 자신들

의 학업에 더욱 열성적으로 임하게 된다(Means 외 2000).

평가 중심의 환경. 컴퓨터 및 인터넷은 자기중심적인 평가 환경을 조성

함으로써 학생과 교사의 피드백, 반성, 자신의 해석에 대한 개선, 신지식

의 함양 등의 기회를 증진시킨다. 온타리오 교육연구소(Ontario Institute 

for Studies in Education)에서 개발한 컴퓨터 기반의 국제 학습 환경

(Computer-Supported International Learning Environments)과 같은 통신 

네트워크 기술은 공동 문서 및 그래픽 데이터베이스의 사용을 통해 학생

들이 학습 활동을 위해 서로 협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네트워크

화된 멀티미디어의 환경에서 학생들은 연구하는 주제에 관한 아이디어 

또는 정보를 함유하고 있는 “노드(nodes)"를 발견해 낸다. 이 노드는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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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스 6.2 World Links: 전 세계적 학습 커뮤니티
  World Links 프로그램은 정보 통신 기술이 개발도상국들의 교수 및 학습에 미치는 영

향을 알아보기 위한 시범 테스트의 일환으로 1997년 세계은행협회(World Bank 

Institute, WBI)에 의해 실시되었으며 현재는 독립비정부기구(independent nongovern- 

mental organization)으로 운영되고 있다. 2004년 현재 World Links는 35개 이상의 국

가에서 40만 명 이상의 교사와 학생들에 의해 이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프로그램은 

인터넷의 방대한 양의 교육 자원, 학습자들과 교육자들의 기타 정보 공유 수단과 네트워

킹, 그리고 전자 형태의 새로운 지식과 학습 자원들의 구현 기회를 학생들과 교사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교사들의 전문성 개발을 위한 World Links 프로그램의 교수법은 국제 공

동 프로젝트 기반 학습에 정보통신기술을 사용하는 것에 대부분 집중하고 있다. 교사들

은 지역의 교육과정에 기반을 둔 프로젝트를 개발해야 하는데, 그 범위는 지역 동, 식물 

연구에서부터 사회의 전통적 여성의 역할과 관련된 신화의 분석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각 프로젝트에는 교사가 현재 활동하고 있는 도시나 국가를 제외한 외부에서 한개 이상

의 학급이 참여한다. 

  프로그램의 시행으로 드러난 중요한 문제는 아무리 교사 개개인들이 교실에서 혁신적

인 교수법을 실시하기 위해 열성을 나타낸다 할지라도, 그에 따른 보상이 아무것도 없다

는 사실이었다. 공동 프로젝트 과제는 정규 교육과정의 일부분이 아니었으며 어떤 시험

른 학생들이 그 점과 관련된 논평을 하는데 이용되며 의견 교환이나 지

식의 축적을 가능하게 한다(Bransford, Brown & Cocking 2000). 

커뮤니티 중심의 환경. 인터넷은 특히 교사와 학생들이 교사, 행정 관

리자, 학생, 학부모, 현직 과학자 또는 기타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커뮤니

티를 지역적 또는 전 세계적으로 효율성 있게 구축하는데 도움을 준다. 

국제교육자원네트워크(International Education and Resource Network, 

iEARN)나 World Links 프로그램(박스 6.2 참조)과 같은 인터넷 기반의 

국제 공동 학습 프로그램들은 학생들이 국내 또는 전 세계의 동급생들과 

공동 학습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도록 온라인 플랫폼을 제공한다. 이러

한 프로젝트를 통해 학생들은 다른 문화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에 필수적

으로 필요한 개인적 이야기들, 전문 지식, 자원, 신뢰할 만한 피드백 등을 

구할 수 있으며, 과거에는 경험하지 못했을 수도 있는 상호작용이나 협동

작업의 기회도 가질 수 있다(Spector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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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통해서도 평가되지 않았다. 따라서 대부분의 프로젝트들은 정규 수업시간에서 분리된 

과외활동으로서 개발되고 진행되었다. 여기서 교훈이 되는 점은 교사와 학생들이 ICT의 

교실 활용을 통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과학기술이 교육 체계로 완전히 흡수될 수 있도

록 정책적 차원에서 더욱 폭넓은 개입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다. 그러한 개입은 교과목

들의 적절한 통합이나 관련 분야에 대한 교사들의 전문성 개발 등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  

출처: 세계은행 직원; World Links 프로그램 자료, 2004.

교실간의 협동 작업에 대한 통제 연구들에 따르면 학생들의 작문 실력

과 읽기, 쓰기, 연구, 과학적 또는 사회학적 주제의 탐구에 대한 열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Riel 1996). 교사들 또한 전자 통신을 통해 전 

세계의 교육자들과 새로운 근무 환경을 형성하고 서로 배움을 주고받는 

등의 혜택을 누리게 된다.     

도전과 위험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컴퓨터와 인터넷이 학습 활동에 미치는 모든 

긍정적인 영향들에도 불구하고, 일부 조사들에서는 이들이 별다른 효과

가 없거나 심지어 부정적인 효과를 초래한다는 결과가 나타나기도 하였

다. 컴퓨터 기반 교육의 효과에 대한 결론들을 비교함에 있어, 이와 같은 

조사들이 갖는 분명한 한계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 첫 번째 한계는 관찰 

대상이 되는 컴퓨터 기반 교육 장치들의 다양성과, 관련 과목의 수, 학년 

수준의 다양성에서 온다.2) 둘째는 컴퓨터 기반 교육 시행의 기간이 얼마

나 다양한지에 관한 것이다. 셋째는 이러한 조사들에서 실시하는 동기, 

학생 태도, 자기 주도 학습, 팀워크 등에 대한 평가가 본래부터 기술적 

측정이 어려운 기술들이라는 점이다(Sinko & Lehtinen 1999). 

학업에 대한 제한적인 효과, 심지어는 부정적인 효과와 관련하여 다음

과 같은 몇 가지 원인이 제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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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컴퓨터 기반 교육으로의 변화는 집중력을 저하한다.

(b) 실제적인 변화나 영구적 결과가 나타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한데, 

일부 평가들은 충분한 기간을 확보하지 못했다.

(c) 컴퓨터 기반 프로그램들이 올바로 시행되거나 의도한 대로 시행되

지 못했다.(너무 짧은 운영기간, 교과과정과 통합 부족, 교사의 프

로그램에 대한 이해 부족 등.) 

(d) 컴퓨터 기반 교육이 학교 자원을 모두 소비해버리거나, 또는 원래

대로라면 실시되었어야 할 교육적 활동들을 없애버렸을 수도 있다.

캘리포니아의 실리콘밸리에 있는 두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는 극단적인 결과가 나타나기도 했다. 이 지역은 교사와 학생들이 신기술

을 마음껏 접할 수 있으며, 또한 교실에서의 컴퓨터 사용이 전적으로 후

원되는 곳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사 결과에서는 컴퓨터와 인터넷

의 교실 사용이 학업 성취도에는 어떠한 구체적이고 의미심장한 효과도 

주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Cuban 2001). 이뿐만 아니라 다음과 같은 예

상 밖의 결과가 나타나기도 하였다. 5% 미만의 고등학교 학생들만이 강

도 높은 “컴퓨터 기술(tech-heavy)”을 학교에서 경험하였으며, 극히 일부

분의 교사들만이 신기술을 사용하여 학생 중심, 프로젝트 중심의 교수법

을 실시하였다고 응답했다. 

결  론: 변화를 위한 선택
컴퓨터와 인터넷의 단순한 교실 이용만으로는 교육의 질과 적합성, 학

업의 개선에 대한 어떠한 보장도 받을 수 없다. 교수 및 학습, 학교 조직 

및 운영에서의 변화는 학교 체계의 사회적, 문화적, 정치적 복잡성 때문

에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변화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전반적인 학교 상

황에 대한 포괄적 개편이 필요하다(Cuban 2001). 컴퓨터와 인터넷의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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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이용의 효과와 잠재성을 최대화시키기 위하여 정책 담당자들과 운영

자들이 참고해야할 제안들을 아래와 같이 요약하였다(Cuban 2001; Earle 

2002; Hepp 외 2004; Honey 2001).

프로그램의 설계 및 기획
• 교실 수업에 대한 교사들의 전문적 의견과 견해를 이해하고 교사들

을 컴퓨터 기술 교육 방안 검토의 설계, 전개, 실행 과정에 전적으로 

참여시킬 것.

• 프로그램 설계 시 민주적 절차에 따라 교장과 학부모, 지역사회를 참

여시키고 그들에게 ICT 자원에 대한 이용을 보장해 줄 것.

• 소규모의 시범 시행으로 시작하고 경험을 축적할 것(단계적인 프로

젝트 진화).  

• 타 프로그램을 통한 교훈점을 참고할 것.

• 프로젝트의 중심 초점을 지속적이고 집중적인 교원 훈련과 전문성 

개발에 놓고 거기에 집중할 것. 

• 프로그램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최초 프로그램의 기획 평가 

과정에 외부 기관을 포함시킬 것; 학교의 지도자들과 교사들이 프로

그램의 효과를 확실히 인지하도록 할 것. 

조직
• ICT가 독립형의 프로젝트가 아닌 기존 교육 체계의 일부분으로서 통

합되어야 한다. ICT는 변화를 위한 수단이 되어야 하며, 확고한 교

육적 목표에 기반을 두고 있어야 한다. 따라서 중등학교의 조직 방

식과 시간 배분 방식, 교사들의 준비 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의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중등학교 교사들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구조적 제한을 축소하고, 공동 

계획, 각 부분별 영역 교차, 다양한 학습 형태들에 대한 지속적인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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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등에 교사가 시간적 방해를 받지 않도록 충분히 여유 있는 스케

줄을 제공할 것.  

기술적 측면
• 하드웨어 제조업자, 소프트웨어 회사 및 전자통신 회사는 교사와 학

생들을 위해 특별히 고안된 소프트웨어와 장비를 개발하여야 한다. 

• 위의 공급자들은 제품의 결점을 최소화함으로써 생산품들의 신뢰성

을 개선시키고, 교사들을 위한 기술적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지방 

또는 주 행정관들에게 홍보하기 이전에 소비자를 중심으로 소프트웨

어를 시험해 보아야만 한다. 

• 기술적 지원과 전문성 개발을 위한 기반시설을 재설계하고, 구조적인 

인센티브  제도를 통해 교사들이 직면하는 현실적 제약을 해결하도

록 해야 한다. 

ICT의 이용의 목적이 중등교육의 질을 확대하기 위한 것이던지, 질과 

적합성을 개선시키기 위한 것이던지 간에, ICT 프로그램은 비용 효율적

이고 지속적인 재정 지원이 가능한 것이어야만 한다. 이를 위해서는 고정

비 및 변동비의 예산과 자금조달 방식에 대해 기획 단계에서부터 충분한 

논의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저소득 국가들과 중간소득 국가들은 기반시

설, 접속성, 적절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등의 안정적 지원과 관련하여 

심각한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이러한 국가들은 그들만의 고유한 교육적 

요구와 기반시설의 가능성에 비추어 적합한 신기술들을 실험해 보고자 

할 수 있다. 그 신기술들에는 태양 에너지, 무선 솔루션, 디지털 위성 라

디오 등이 포함된다. 주요 결정은 ICT가 사용될 교육적 목표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야 하며, 그 결정을 통해 올바른 과학기술과 사용방식을 선택

할 수 있어야 한다(Haddad & Draxler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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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2000년 당시 14개 OECD국가-벨기에(플랜더스),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헝가리, 아일랜드, 이탈리아, 한국, 멕시코, 노르웨이, 포르투갈,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의 90% 이상의 학생들이 워드 프로세싱, 스프레드시트, 

그래픽 프로그램과 같은 표준 컴퓨터 응용프로그램이 사용 가능한 고등

학교에 다니고 있었다. 2001년에는 중간소득 국가인 멕시코를 제외하고 

이들 모든 국가의 모든 학교에서 인터넷이 사용 가능하게 되었다. 

2) 이 조사에 이용된 컴퓨터 기반의 프로그램들로는 컴퓨터 지원 교육

(computer-assisted instruction, CAI), 컴퓨터 강화 교육(computer- 

enriched instruction, CEI), 교육에 컴퓨터 시뮬레이션 사용(computer 

simulation in instruction, CSI), 반복교육(drill), 컴퓨터 개별지도(computer 

tutorials), 소형컴퓨터 기반의 실험실(microcomputer-based laboratories, 

MBLs) 등을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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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章)에서는 중등교육의 재정 강화를 위한 방법들을 살펴봄과 동

시에 앞 장에서 강조된 이슈들과 긴장 요인들 중 일부를 좀 더 자

세히 검토해 보고자 한다. 박스 7.1의 사례 발췌는 중등교육의 개혁 이슈

가 모두, 도는 대부분 기술적이지는 않다는 사실을 겸허히 상기시켜 주고 

있다. 이 장에서는 초등교육이나 고등교육의 재정과는 다소 다른 성격을 

갖는 중등교육의 재정적 특징들을 살펴볼 것이다. 그 중심 초점은 (전통

적 방식과는 달리) 재정 그 자체에 더욱 많이 실려 있다. 다시 말해서 필

요한 자금의 분량 보다는 중등교육 관계자와 자금을 발생시키는 유인책

들의 사이에서 자금이 어떻게 이동하는지에 관해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이를 위해 우선 국가가 자금의 확대와 사용의 효율성간에 어떻게 균형을 

맞추어야 할 것인지를 제안할 것이다. 또한 이미 쉽게 구할 수 있는 연구 

결과들에서 다루지 않은 중등교육의 재정적 특성들을 강조할 것이다. 요

약하여 말하면 이 장에서는 이미 알려져 있고 이용 가능한 방식들에 가

치를 더하는 방법과, 혁신적인 운영 및 의사결정의 기법을 제안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자 한다.

본 장에서는 중등교육의 세계적, 지역적 확대에 예상되는 필요 자금의 

산출량을 제공하지는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진학률 100%를 보이는 초

등교육에서 조차 그 기준에 대한 어떠한 합의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

다. 따라서 그 목표치는 국가마다 달라진다. 더욱이 중등교육의 보조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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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스 7.1 1999. 7. 9. 영국 하원의 토론 발췌문
  Mr. Blunkett (교육고용부 장관): 지금 상당히 곤혹스럽긴 하지만, 이번만큼은 휩쓸리

지 않겠습니다. 기초 교원양성의 커리큘럼과 학교를 위한 뉴딜 정책(new deal), 학교의 

변화를 위한 투자, 학습 망(learning grid) 등이 전혀 없는 황금 유산이나 기대해 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St. Joseph 초등학교가 학습 망 자원의 분배 방식에 대해 불만이 있다는 것을 좀 전에 

들었을 때 흥미로웠습니다. 저는 학교에 대한 분배방식은 각 지방 정부에 맡겨져야 한다

고 생각했습니다. 오히려 지나친 중앙집권화와 모든 것을 교육고용부를 통해 운영하는 

것 때문에 비난받고 있다고 생각했으며, 실제로 주 의회와 학교가 모든 것을 운영하게 

내버려 두어야 한다고 듣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교육부의 체계를 따른 것은 

전혀 없는, 지방 차원에서 발생하고 있는 일들로 인해 저희가 비난받고 있는데, 사실 그

것은 주 의회의 잘못입니다. 

  여기 또 하나의 수수께끼가 있습니다. 우리가 매번 포뮬러 펀딩(formula funding)을 이

용할 때는 오늘 밤 St. Joseph 학교가 그랬던 것처럼 비난을 받으며, 포뮬러 펀딩을 따

르지 않으면, 또 재원을 너무 한정시킨다는 이유로 비난을 받습니다. 야당이 원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포뮬러 펀딩을 원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학교에 개별적으로 제공되

는 펀딩 방식을 원하는 것입니까? 그들은 지방자치 단체나 환경교통지역부(Department 

of the Environment, Transport and the Regions)가 자금을 결정하기를 원하는 것입니

까? 그들은 문학 시간과 산수 시간을 원하기는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과거 그랬던 것처

럼 5명 중 2명의 아이들이 적절한 교육을 받지 못하고 뒤쳐지기를 바라는 것입니까?   

  Dr. Julian Lewis 박사(New Forest 동부): 저에게 좋은 제안이 하나 있는데, 장관께서 

그 제안에 동의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장관이 분명한 말한 것처럼 중등학교로 진학하

는 11세 아동들의 문학과 수학 실력이 충분치 못해 많은 손해가 발생하는 것이 문제라

면, 국가수행표(national performance table)를 발간하여 7세 당시의 시험 결과를 보여 

줌으로써 어느 학교가 성공적이고 어느 학교가 실패적인지를 보여주었다면 모든 사람들

이 관심을 가지지 않았겠습니까? 그 표에 각 학교별로 1인당 학생에게 소요되는 비용과 

평균 학급의 크기를 기록해둔다면 또한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만일 그랬다면 우리가 

지금 이러한 논쟁을 진공상태에서 하고 있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탄탄한 자료를 가지고 

있었을 것이며, 사람들은 무엇이 제대로 작용하고 있고 무엇이 그러지 못한지를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Mr. Blunkett: 저는 교실 수업과 직접적으로 관련 없는 평가에 너무 많은 시간과 비용

을 소비하는 것 때문에 비난받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교육부는 지나치게 많은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지나치게 많은 정보를 수집하고, 학교와 교사들에게 너무 많은 것을 요

구하고, 너무 많은 문서 작성을 요구해야 했다고 비난받고 있습니다. 그런 비난 때문에 

상처를 받은 저는 노리치 남부(Norwich, South)의 하원의원인 차관(Mr. Clarke)에게 그 

문제를 해결하는데 막대한 시간을 기울이고 학교에 너무 많은 요구를 하지 않을 것을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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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히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과거 보수당에서는 국가 교육과정을 재편할 때 80개 분량

의 서류들을 발송했지만, 저희는 그것을 한 개의 서류로 축소시켰습니다. 

  저희는 교사와 학교들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

데 무엇을 하든지 간에 제대로 이해시킬 수 없다는 사실에 마음이 아픕니다. 

출처: http://www.parliament.the-stationery-office.co.uk/pa/cm199899/cmhansrd/

vo990707/debtext/90707-44.htm (2005년 2월 27일 접속)

(subsector)는 공급방식과 관련하여 극도로 이질적이다. Binder(2004)는 

총 비용의 산출에 유용한 시발점(useful start)을 제공하였으며, Minga 

(2004)은 일부 서아프리카 국가들을 대상으로 산출 결과를 제시하기도 

하였다. 이 장에서는 그 견적 방식들을 요약하고 토론한 것이다. 

본 장에서 다양한 중등교육 모델의 재정적 수익에 관해 조언을 하지는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 문제는 각 사례별로 분석되어야 하기 때문이

다. 중등교육의 효율적 운용을 위한 이상적인 기술 비율이나 제공 모형들

뿐만 아니라, 재정적 관점에서 변수(parameters)들 또한 제공하지 않고 

있는데, 이는 중등교육의 개념, 규정, 전달 방식이 국가 내적으로나, 또는 

여러 국가들 간에 상당한 이질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본론은 중등교육 확대의 재정적 규모에 대한 요약을 통해 시작될 것이

다. 그리고 현존하는 지식 기반에 대한 실태 조사가 뒤따를 것인데 그 안

에는 중등교육의 재정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단순 분류체계의 작성과, 그 

분류체계의 주요 노드에 대한 학문적 제안들의 요약 등이 포함된다. 뒤이

어서는 기존 연구에서 별다른 운용상의 제안을 하지 않은 특정 주제에 

대해서는 운용 및 의사결정의 가이드라인을 발전시키는 방법을 상세하게 

연구할 것이다. 이 장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다양한 재정적 수단을 접근성

의 확대나 질의 향상, 또는 두 가지 모두에 적용하는 방법들을 살펴볼 것

이다. 이 점에 대한 강조는 도구들이 다양한 목적을 위해 각기 다른 방식

으로 적용될 것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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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장에서는 제 1장에서 논의한 중등교육의 고유한 특성들이 명확히 

사용될 것이다. 이 특성들은 중등교육의 재원 마련을 위한 이상적 방법을 

선택하는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중등교육의 확대를 위한 재정 규모의 동향
중등교육의 확대에 예상되는 확실한 예산 산출법을 개발하는 것은 이 

보고서의 범위를 넘어서는 엄청난 규모의 사업이다. 모든 이를 위한 교육

-속성안(Education for All Fast-Track Initiative, EFA-FTI)의 정책이 승

인되면서, 세계은행은 초등교육의 보편화 달성에 필요한 비용과 그에 따

른 자금 공백의 산출법을 개발하는데 막대한 투자를 해왔다. 그런데 중등

교육의 확대에 소요되는 비용을 일정 수준 이상의 정확도로 산출하는데 

필요한 자금은 초등교육의 비용 산출에 들어가는 자금보다도 훨씬 많이 

들고, 또한 정책의 종류가 엄연히 다양하기 때문에 그 결과가 결코 확정

적일 수 없다는 문제가 있다. 세계는 EFA-FTI의 초등교육에 대해서는 

관련된 연구를 실시하였으나 아직 중등교육에 대해서는 그 정도의 긴급

성이나 정당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정확한 비용 산출을 위한 투자의 

문제는 아직 한 번도 국제 교육 포럼의 의제로 채택된 적도 없었다. 그럼

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석가들은 예비 산출법을 개발하기 위해 부단히 노

력해 왔다. 본 항에서는 그 산출법들에 대해 살펴보고, 일반적인 인식보

다 이들을 더 중요히 여겨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아보고자 한다. 

중등학교 진학률에 의한 압력이 향후로 미루어도 될 문제라는 인식은 

일반적인 것 같다. 사실 그 압력은 미래에 더욱 커질 것이다. 그렇지만 

엄연히 이미 존재하고 있기도 하다. 소득 그룹별 평균을 보면 중등학교 

진학률은 이미 초등학교 진학률보다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데, 이것은 심

지어 세계 극빈(저소득) 국가에서도 마찬가지이다. 표 7.1은 표본기간

(1998-2001)동안 자료가 합리적으로 신뢰할 만 하다고 여겨지는 주요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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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그룹들과 많은 저소득 국가들의 동향을 보여주고 있다.1) 사하라이남 

지역의 중등교육 진학 성장률은 일반 저소득 국가들과 비슷하다. 1998년

에서 2001년 사이 중등교육의 성장률은 6.4%이고, 초등교육에서는 3.8%

였다. 즉, 출발점이 낮기는 하지만, 중등교육 진학률이 초등교육 진학률

에 비해 이미 50%에서 100%까지 더 급속히 성장하고 있는 것이다. 

표 7.1 초등교육 및 중등교육 진학 증가율 (단위: 퍼센트(%))

국가

초등교육 중등교육

1998~
2001 

1992~ 
2001 

1970~ 
1990 

1998~ 
2001 

1992~ 
2001 

1970~ 
1990 

방글라데시 0.1 0.1 3.4 5.1 5.1 3.0 

에티오피아 11.3 15.1 6.9 17.0 9.8 9.6 

케냐 2.4 0.2 6.3 4.7 4.7 8.4 

네팔 4.5 2.3 10.3 9.8 7.4 5.5 

미얀마 0.2 2.7 2.7 4.4 5.6 2.5 

베트남 3.1 0.1 1.1 5.6 5.6 — 
모든 저소득 국가들의 
10% 절사 평균

3.9 3.6 5.0 7.3 6.4 7.9 

모든 하위 중간소득 국가
들의 10% 절사평균

0.4 0.4 1.6 2.6 4.5 4.5 

모든 상위 중간소득 국가
들의 10% 절사평균 

0.5 0.6 1.0 2.5 3.8 3.2 

출처: EdStats의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가 산출.
주: -, 미확인.

이러한 성장률의 차이가 현재 또는 미래에 끼칠 영향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 단순한 분석으로도 이 점을 지적할 수 있다. 만일 현재 중등교육 

진학률이 초등교육 진학률의 절반수준(중간 수준의 개발도상국이나 중간 

저소득 국가에게는 대개 적당한 수준)이고, 중등교육의 단위 비용(학생당 

비용)이 초등교육의 2배(이 또한 합리적인 근사치)라고 가정할 때,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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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국가의 중등학교 진학률이 7.3%인데 반해 초등학교 진학률이 

3.9%라는 사실은 진학률의 차이만으로도 전반적인 초등교육과 중등교육

의 실제 단위 비용이 매년 약 0.5%가량 증가할 것임을 알 수 있게 해준

다. 따라서 진짜 문제는 꽤 빠르게 증가하는 것처럼 보이는 요구에 걸맞

은 절대 비용만은 아니다. 중등교육의 요구는 초등교육에 대한 요구보다 

훨씬 빠르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진학률의 구성비가 극적으로 변화하

고 있고, 따라서 단위비용의 가중평균에는 심각한 압력이 가해질 것이다. 

이 문제는 단순히 EFA-FTI의 성공으로 인한 압력의 결과는 아니라는 점

에 주목해야 한다. 그러한 압력들은 도리어 문제를 악화시킬 수도 있긴 

하지만 이것이 외생적으로 진행 중인 추세이며, 또한 인구 구성비 상의 

압력과 초등교육에서 중등교육으로의 이행에서 발생하는 변화의 압력에 

응답하고 있다는 사실은 표 7.1의 자료를 볼 때 명백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동향들을 볼 때, 비용의 문제에 대해 더욱 면밀히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다. Binder(2004)는 모든 개발도상국들을 대상으로 비용을 조

사하였다. 단위비용(unit-cost) 방식을 사용하여 그녀가 제안하는 산출법

들 가운데 한 가지에 주목해보면, 2015년까지 중등교육의 진학률이 90%

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저소득 국가들이 GDP의 3.4%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적으로 중등교육에 투자해야만 한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Binder 

2004, 30, 표 9). 저소득 국가들은 현재 교육 전반에 대해 GDP의 약 

3.3%가량을 지출하고 있으며, 따라서 이 시나리오대로라면 중등교육의 

보편화를 달성하기 위해서 단지 중등교육을 확대시키는 데만도 2015년까

지 GDP에서 총 교육 예산이 차지하는 분량이 두 배로 증가해야 함을 알 

수 있다. 제한적인 아프리카의 저소득 국가들을 대상으로 더욱 세분화된 

조사를 실시한 Mingat(2004)에 따르면 만일 2015년까지 초등교육 수료율

이 100%에 도달하고, 초등교육에서 중등교육의 첫 학년으로의 진학률이 

100%에 이르고, 상위 중등교육 부문에서 진학률이 고정적으로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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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가정하면, 중등교육의 총 지출은 GDP의 4.7%에 육박할 것이라는 결

과가 나왔다(Mingat 2004, 16, 표 8).2) 이 시뮬레이션에 포함된 국가들이 

중등교육에 대하여 저소득 국가 평균인 GDP의 1.1% 가량을 지출하고 있

다고 가정하면 추가적으로 필요한 지출은 GDP의 약 3.6%로 Binder의 결

과와 크게 다르지 않다. Mingat의 분석을 다른 관점에서 이 문제에 적용

해보면, 중등교육의 확대에 필요한 자금의 규모는 국가 교육 세입에서 

43%를 차지함으로써 현재의 약 2배에 달하며, 실행가능성도 전혀 없다는 

점에 주목할 수 있다.

이러한 종류의 분석을 토대로 중등교육에 대한 완벽한 예측을 할 때의 

문제점들은 평가결과들의 범위가 너무 광범위 하다는 것이다. 최극단의 

평과결과들을 제외하고서도 Bidner가 제시하는 저소득 국가들의 추가 지

출의 범위는 GDP의 2.9에서 4.2%까지 다양하다. 마찬가지로 초등학교에

서 중등학교의 진학률이 현재와 같은 수준에 머무를 것이라고 가정하는 

경우, Mingat의 분석에 따르면 중등교육의 총 지출은 GDP의 약 2%에 불

과할 것이다.3) 이는 GDP의 약 1% 가량의 추가비용을 의미한다. 그러나 

여전히 GDP에서 중등교육의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금 시점의 비용

에서) 두 배로 증가해야 함을 의미하고 있다. 절대비용으로 따지자면 

Mingat이 조사한 10개 국가들에서 이 수치는 중등교육에 대해 연간 약 

$30억 가량의 자금 지원을 내포한다. 합리적인 자원 가용성의 추정치는 

약 $5억(2001년 달러 기준)로 예상되는데, 단지 이들 10개 국가들의 재

정 격차만도 연간 $25억에 달한다. 단위비용을 상당히 호의적으로 낮춘 

추정치(중학교 진학률의 100% 달성과 고등학교 진학률의 현 수준 유지

를 목표)를 이용한다 하더라도, 중등교육의 재정 격차는 초등교육에서 예

상되는 재정 격차를 초과할 것이다(Mingat 2004, 21). 국고 의존도를 낮

추기 위해서는 반드시 민간 또는 지역사회의 투자에 의지해야 할 것이며, 

중등교육의 최초 단계의 단위 비용을 줄임으로써 초등교육과 비슷한 수

준이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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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펴본 바와 같이 중등교육의 확대로 인한 압력들은 이미 존재하고 있

으며, 이들은 EFA-FTI 정책과는 별도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데 왜냐하

면 이러한 경향들은 그 정책보다 앞서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경향

들로 인해 전체 기초교육 체계의 단위비용에 대해 압력이 가해지고 있다. 

따라서 개선된 중등교육의 재정 메커니즘과 비용관리를 위한 인센티브제

도는 EFA-FTI와 동시 또는 별도로 반드시 필요하며, 중등교육의 진학률

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기 위해서는 EFA-FTI 시행 이후가 아닌 

바로 지금 필요한 상황이다.

중등교육의 재정 개선을 위한 접근법
중등교육의 재원 확보를 위한 기본 접근법들은 잘 알려져 있다. 일례

로 국제교육기획연구소(International Institute for Educational Planning, 

IIEP)와 유네스코는 중등교육 확대를 위한 재원 수요에 대한 전체 평가를 

실시한 바 있다(Lewin & Caillods 2001). 지난 수십 년에 걸쳐 국제기구

들은 개발도상국의 교육 재원에 대한 다양한 연구를 실시하였다(예: Bray 

1996, Patrinos & Ariasingam 1997, Psacharopoulos & Woodhall 1984, 

Psacharopoulos, Tan, Jimenez 1986). 일부 연구들은 시기적으로 볼 때 

그야말로 구식일는지도 모르지만, 그들이 제안하는 바는 대부분 작성 당

시만큼이나 오늘날에도 쓸모가 있다. 최신 사례로는 Lewin과 Caillods 

(2001)가 실태파악에 적합한 종합적인 최신 기준선을 제시했다.  

중등교육의 재원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방법들을 사용할 수 있으

며, 여러 방식을 결합하여 사용할 수도 있는데, 실제로 이용되는 방식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혼란스럽기까지 하다. 이러한 혼란을 감소시키면서 모

든 방식에 대한 정책 담당자들의 사고를 조직화하기 위해서는 분류도를 

활용할 수 있다. 그림 7.1은 한 가지 가능한 방식을 보여주고 있다. 이 체

계는 Lewin과 Caillods(2001)가 제안하고 다른 연구들을 통해 보완된 다

양한 방식들을 요약하고 심의하는데 사용될 수도 있다(표 7.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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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1 중등교육 재원의 결정 방식

출처: Tsang(1996)에서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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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방식 특징, 장단점, 관련 이슈

추
가
재
원 
확
보

공
공
재
원 
추
가
확
보

교육 전반에 대한 공

공재원 추가 확보

교육예산을 GDP의 약 5~6%로 증가시키면 중등교육의 

지출 영역을 확대시킬 수 있다. 지출 수준이 이미 그 

이상인 경우에는 예산을 증가시키더라도 성과는 크지 

않은 경우가 많다. 예산의 실제 증진력은 과세표준의 

규모에 의해 억제될 수 있다. 초등교육의 접근성이 매

우 낮거나 대학의 로비활동이 매우 강력한 경우에는 

전반적인 재정의 증가분이 중등교육에 할당되기를 기

대하기는 어렵다. 

교육 세출의 재분배

를 통한 중등교육 공

공재원의 추가 확보

중등교육의 진학률이 낮은 국가라고 해서 중등교육 분

야에 할당되는 자원의 몫이 항상 낮은 것은 아니다. 예

외가 있으므로 그 문제는 각 사례별로 조사되어야 하

는데, 진짜 문제는 총 교육 자원에 대한 보조분야별 몫

이 아니라 중등교육의 단위비용이나 총 지출에 있는 

경우가 많다.

민
간
기
금
추
가
확
보

민관협

력 이

용 ( 등

록 금 

기반의 

사립학

교 제

외)

기업의 사

회적 책임

과 자선사

업, 훈련

된 인력에 

대한 수요

Lewin과 Caillods(2001)는 그들의 연구에서 이 문제를 

광범위하게 다루고 있지는 않다. 예외적 차원에서 사용

될 수 있다. 행정부서가 그에 따른 보상으로 일부 통제

권을 기꺼이 양도할지의 문제는 고려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공공-민간 

공식 협력

Lewin과 Caillods(2001)는 그들의 연구에서 이 문제를 

광범위하게 다루고 있지는 않다. 일부 실험적 방식이 

선진국이나 중간소득 국가들에 한정해 행해지고 있다. 

잘 발달된 금융시장과 공식 분야(formal sector)를 가

진 중간소득 국가들에 유용할 수 있으므로 그러한 사

례들을 조사해보는 것도 가치 있을 것이다. 

경상비용 충당을 위

해 공식 및 비공식, 

현금 및 물자의 기

부, 등록금제도 등을 

이용하는 한편 사립

학교의 장려나 공립

불필요한 정도로 책무성을 부과하는 경우에 접근성과 

형평성에 악영향을 줄 수도 있다. 다양한 위험들을 피

하기 위해서 이 문제에 대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본 보고서에 실려 있는 관련 문제에 대한 상세 대조표

를 통해 등록금제도나 기부금의 틀을 구성하는데 도움

을 준다.    

표 7.2 중등교육의 재정을 위한 옵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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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의 등록금 부과 

등을 통해 공공재원

을 빈곤층으로 이동.

자본비용 충당을 위

해 공식 및 비공식, 

현금 및 물자, 지역사

회의 기부 이용. 공식 

통로에 의하는 경우 

공공-지역사회 제휴

라고 볼 수 있다. 

실현 가능성이 있으며 일부 시도에서 성공을 거두기도 하

였으나 초등교육에 비해 중등교육에 적용하기는 어려운 

점도 있다. 왜냐하면 중등교육의 경우 “지역사회"가 명확

히 구분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를 통한 시도는 지역사회

의 정의가 분명한 지역에 한해 기대하는 것이 논리적인데 

이러한 지역들은 빈곤한 지역인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이

러한 방식은 역진적인 조세제도로 비춰질 수도 있다.

등록금 또는 등록금 

및 국가보조금 기반

의 사립학교.

적절한 기획과 분석을 기반으로 하지 않을 경우 사회

의 비효율성을 부추길 수도 있다. 단순한 국가 비용뿐

만 아니라 총 비용을 고려해야 한다. 빈곤층이나 저소

득층의 자녀를 위한 사립학교는 총 재원(공공 및 민간)

의 이용측면에서 효율적일 수 있으나, 일부 학교는 그

렇지 못할 수도 있다.  

효
율
성 
및 
형
평
성 
개
선

자
원 
정
책 
및 
운
영 
개
선

더욱 엄격한 관리와 

책임제를 통한 직무

수행노력 강화. 대응

력과 효율성이 우수

한 교원들에게 보상

실시. “유령"교사 퇴

출 등.

감사결과 교사들의 장기결근, 임금대장(payroll)에 올라

있지 않은 교사들, 존재하지 않는 학교들, 표준 이하로 

활용되고 있는 자원, 또는 이와 같은 현상의 빈도가 심

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문제를 제거하는 

것만으로도 예산의 5~20%를 절약하는 효과를 볼 수도 

있지만, 쉽지는 않은 일이다.   

교과서, 교원, 건설 

분야의 자원 시장 및 

정책(예-조달 정책 

및 체계)에 대한 이

해와 활용의 증진을 

통한 자원 가격 감

소.

자원 비용, 특히 교사 급여나 그 외 교과서비용, 학교 

건설비용은 때로 필요 이상으로 충원되거나 지나치게 고

급스러운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교원 비용을 줄이기 위

한 시도는 중등교육에서보다는 초등교육에서 더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그리고 그 학습에 대한 영향 평가는 이

제 막 시작되고 있는 중이다. 자원의 확보, 감독, 시장 

구조가 개선되어 똑같은 자원을 더 낮은 가격에 제공했

을 때(또는 현장 교육을 통해 동등하게 만들 수 있을 

때), 개혁의 이유는 분명해 진다. 이것을 교사들에게 적

용시키기는 다른 자원들에 비해 어려워 보이는데, 그 이

유는 교사의 자질이 본질적으로 관찰이 어려우며 역선택

(adverse selection)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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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된 자원 혼합

(input mix) 활용. 

예-교실 규모를 확

대하고 적은 수의 교

사와 다양한 교구 활

용. 또는 교사의 수

업시수를 늘리고 휴

가기간 축소.

자원 혼합은 교과목에 따라 제각기 달라지기 때문에 일

반화하기가 어렵다. 급여 대 급여를 제외한 비용의 비율

이 75%에서 위아래로 10 포인트 이상 벗어나 있다면, 

그 혼합은 적절하지 않다고 볼 수 있다. 기존 교사들의 

시수시간을 늘리는 것은 수업시간(class-period)의 부담

이 크지 않거나 휴가정책(leave policies)이 효과적으로 

운영되지 못하는 경우에 고려해 볼만하다. 추가 연수를 

위한 장기 휴가는 비용뿐만 아니라 학습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교실 규모와 학생-교사 비율에 대한 

연구 결과가 잘 알려져 있는데, 강력히 제안하는 점은 제

대로 운영되기만 한다면 학생-교사 비율이 꽤 높을지라

도 학습에 부정적인 영향은 거의 주지 않는다는 사실이

다(혹은 부정적인 영향은 비용 절감에 비하면 극히 적은 

수준이다.). 일반적인 비효율성의 근원지는 극도로 작은 

규모의 학교들이다. 지역사회의 지원을 손상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학교통합을 고려해야만 한다. 국가의 실제 

상황을 토대로 규모가 작은 학교의 학생들이 큰 규모의 

학교 학생들보다 성적이 좋은지 나쁜지를 조사할 필요가 

있다. 만일 규모가 작은 학교의 학생들이 성적이 더 좋은 

경우가 많다면, 학교통합은 별로 매력적이지 않다. 

유급율과 중퇴율의 

감소를 통해 내부 효

율성 개선. 이를 위

해서는 규범과 정책

을 활용하고, 질을 

관리하기 위한 개별

적 개입을 하거나 하

지 않을 수 있다. 

유급생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면 접근성에 일부 긍정

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중퇴생의 수를 감소시키면 졸

업생 1인당 비용에 일부 영향을 줄 수 있다. 중퇴는 지

나친 유급 때문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원격 교육과 같은 과

학기술을 이용(이를 

위해서는 다소 다른 

종류의 교육과정이 

필요할 수도 있다). 

불규칙하긴 하나 원격 기술의 활용을 통한 몇몇 성공사

례들이 발표되었다. 대체 기술에 대한 강력한 로비가 부

족한 실정이다. 초기비용은 높고,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

해서는 조직력이 요구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공 사

례는 존재하므로 고려해볼만한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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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제의 강화와 함

께 재량권도 강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자

금제공방식 개선. 인

원수별 자금제공이나 

기타 포뮬러 펀딩, 빈

곤층 지원 자금, 성취

도 기반 자금, 보너스 

등의 방식 고려. 

Lewin과 Caillods(2001)는 그들의 연구에서 이 문제를 

광범위하게 다루고 있지는 않다. 현재 몇몇 국가들이 이 

방식을 시도 중에 있다. (사례연구를 본 보고서에서 제

공하고 있다.) 이 방법을 통해(재원의 투명성 강화와 같

은 다른 장점들은 차치하고라도) 효율성이 대폭 강화될 

수 있을지는 두고 봐야할 문제인데 이는 일반적으로 평

가하기에 매우 어려운 문제이다. 이 방식은 형평성과 투

명성의 이점으로 인해 여전히 고려해 볼만 하다.  

교원 및 학교 경영진

을 상대로 한 교육의 

실시와 역량 함양을 

통한 생산성 증대. 

가치 부가적 분석

( v a l u e - a d d e d 

analysis)과 학교의 

효율성 분석 및 지원

을 토대로 함.  

Lewin과 Caillods(2001)는 그들의 연구에서 학생-교사 

비율에 대한 논의와 함께 높은 학생-교사 비율에도 불

구하고 성적이 좋은 학교들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

밖에도 유사한 사회경제적 배경에서 학생들에게 비슷한 

수준의 자원 공급을 공급하더라도 학습결과는 학교마다 

제각기 다르다는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이는 경영개선을 

통한 비용절감의 범위가 매우 방대함을 의미하는데, 대

략 예산의 15% 내외 정도로 볼 수 있다.  

교육과정 및 구조의 최적

화

Lewin과 Caillods(2001)의 연구에서 광범위하게 다루어

지고 있다. 중등교육의 주기가 매우 길고 초등교육에 비

해 여러 가지 이유에서 확실히 비용이 많이 드는 경우, 

일부 학년을 초등교육이나 중학교 과정으로 이동시키는 

개혁이 비용 절감에 도움을 줄 수 있다. 과목 수가 지나

치게 많거나 부적절한 경우가 많으며, 이로 인해 절대비

가 증가하거나 비용효율성이 낮아지기도 한다. 본 보고

서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 다른 장(章)들에서 광범위하게 

다루고 있다. 

이어질 논의에서는 이 분류체계의 주요 사항들 가운데 일부를 살펴보

고, 개별 사례에 가장 바람직한 전략 선택의 기준을 제시할 것이다. 이미 

발표된 연구의 양이 방대하기 때문에, 이 논의에서는 아직 완전히 검토되

지 않은 몇몇 분야에 집중함으로써 가치를 증가시키는데 주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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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등교육 투자의 적정수준 판단을 위한 단순 척도
표 7.2에서 제시하는 분류 체계의 중요 분석 주안점은 교육 전반 과정

의 추가 예산, 또는 기타 과정과는 구별하여 중등교육 재원의 추가 확보

를 시도하고 있는지, 아니면 효율성의 증대를 시도하고 있는지에 따라 셋

으로 구분된다. 이를 결정하는 기준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a) 교육, 특히 중등교육이 재정 담당 기관, 내각의 장관들, 기타 고

위 정책 담당자들로부터 효율적 사용처로 신임을 얻고 있는가?

(b) 교육 분야와 중등교육의 관련 기관들이 정당성을 인정받은 척도

를 기준으로 측정된 합리적인 비용을 소비하고 있는가?

교육 전반에 대한 자원 증가의 사례 제시. 만일 중앙 당국(재정부, 행정

사무 운영부)이 교육 분야가 자원을 비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인상

을 받으면, 중등교육의 내재적 이점(예를 들어 사회와 경제에 영향을 주

는 점들)에 대한 주장은 제대로 받아들여질 수 없을 것이다. 초등교육의 

경우 국제적 압력이 재정부로부터 긍정적인 답변을 끌어내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중등교육과 관련해서는 정책 담당자들이 예산 증가의 

요구를 관철시키는데 그와 같은 지원에만 의존할 수는 없다. 대부분의 재

정부 각료들은 교육이 잠재적으로 중요한 투자처라는데 동의하긴 하지만, 

교육기구들이 자금 운용자로서는 충분한 역할을 해내지 못하고 있다고 

인식하는 경우가 많다. 중등교육의 확대와 질의 개선에 필요한 추가 예산

을 받아들이도록 설득해야 하는 것은 교육 정책 담당자의 몫이다.

비교 분석은 교육 분야 변수의 효율성을 평가하거나 당국이 특정 부문

에 대해 효율적인지 비효율적인지를 분석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를 

위해 진학률, 수료율, 학업수준(경우에 따라 국제평가시험을 기초로 할 

수 있음), GDP나 정부 예산에서 교육 지출이 차지하는 몫 등에 대한 국

가 간의 단순 비교를 이용할 수 있다. 이밖에도 더욱 최신식의 분석 방법

을 이용할 수도 있다. 그와 같은 분석의 결과 교육비, 특히 중등교육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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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가 다른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효율적이라는 결과가 

나오면, 정책 담당자들은 추가 예산을 요청하고, 태도 및 인상을 변화시

킬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논쟁을 불러일으키는 한편 다양한 마케팅 자료

들을 개발할 수도 있다. 만일 교육비와 중등교육비가 비효율적으로 운영

되고 있다고 판명되는 경우, 재정부와 내각은 국내 의뢰를 통한 분석이나 

국제기구들의 보고서를 통해 이러한 사실을 이전부터 인지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환경에서는 추가 예산의 요청을 뒷받침하기 위한 

마케팅 기술과 설득 능력, 혹은 비효율성을 숨기기 위한 시도들을 통해서

는 필요한 지원을 얻어내지는 못할 것이다. 오히려 교육정책 담당자들은 

비효율성의 원인을 규명하고 그것을 감소시키거나 제거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는데 집중해야 할 것이다. 

중등교육 비용 추가확보의 사례 제시. 또 다른 중요한 고려 사항은 중

등교육 분야가 절대적 관점에서는 적은 자원을 객관적으로 사용하고 있

느냐 하는 점이다. 이는 명확한 효율성에 대한 관점에서가 아니라 어떤 

표준화된 “요구”의 관점을 의미한다. 이것은 두 가지 방식으로 평가될 수 

있다. 하나는 비용 자체에 대한 단순 국제 표준을 이용하는 것인데, 이를 

통해 비용 표준에 “필요” 감각을 부가할 수 있다. 또 다른 방식은 비용과 

재학률의 표준을 비교하는 것으로서 이를 통해 재학률 표준에 "필요” 감

각을 부가하게 된다.

GDP와 균형을 이루는 단계별 교육비의 비율에 대한 단순 국제 벤치마

킹은 유용할 수 있다. Lewin과 Caillods(2001)는 이 접근방식에 대해 자

세히 다루었다. 여기서 우리는 교육예산에서 차지하는 중등교육 비용의 

수준은 국가별로 그리 큰 차이가 없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1990년대 후반 자료의 입수가 용이한 72개 국가들을 조사한 결과, 총 교

육비 중 중등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중의 중앙값은 32%였으며 불과 6개의 

국가들만이 중앙값의 2/3 이하를 나타냈다. 사실상 중등교육 진학률의 최

하위 25%에 속하는 국가들의 중앙값은 30%였으며, 진학률의 최상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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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의 중앙값은 34%였다. 두 그룹 모두가 전체 국가를 대상으로 한 중

앙값과 별다른 차이가 없었던 것이다. 이와 같은 기준을 이용하면 불과 

몇 개의 국가들만이 총 교육비에서 중등교육이 차지하는 비중에 의해 억

제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국가들에서는 극히 적은 수의 

학생들만이 진학하며, 현저히 적은 분량의 교육비를 중등교육에 할당하

고 있다. 이 범주에 속하는 국가들은 그리 많지 않기 때문에, 이 접근 방

식은 고려될 필요가 있다고는 하지만 대부분의 국가에는 별로 유용하지 

않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중등교육 교육비의 우선순위가 낮다고 해서 별 

문제가 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고등교육이나 직업교육과 같은 보조분야에 영향을 미치도록 민간 재원

을 늘려야 할지의 여부도 중요한데, 이는 형평성, 효율성, 정치 경제적 요

인 등에 의해 결정된다. 고등교육이 중등교육 과 같은 다른 교육 과정에 

비해 사적 수익률(private returns)은 높고 사회적 수익률은 낮으며, 또한 

부의 축적에만 이롭게 작용하고 있다면, 경제적 이치에 맞게 하위 단계들

로 재원이 재분배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될 것이다. 그러나 정치 경제

학적 현실에서 이러한 재분배는 쉽지가 않은데, 그 이유는 대학생들과 그 

학부모들의 정치적 권력(“스트리트 파워(street power)”와 정치 연계) 때

문이다. 재원을 고등교육에서 중등교육으로 재분배하기 위해 정부는 시

장 분석 및 전문가 상담, 홍보 활동 등을 적절히 수행해야 한다. 

비용 자체가 아닌 진학 또는 교육의 "필요성"과 동향에 대한 국제 벤치

마킹. 재학률 피라미드에서 중등교육의 비중이 (같은 수준의 국가들과 비

교했을 때) 초등교육이나 고등교육에 비해 상대적으로 “지나치게 좁은” 

국가에서 지출 표준은 진학률 표준에 견주어 볼 수 있는데, 왜냐하면 진

학률 표준은 중등교육의 지출 증대 또는 중등교육의 확대에 대한 재정적 

압박이 갖는 상대적 이점들을 손쉽게 확인시켜주기 때문이다. 이러한 벤

치마킹의 방식은 훨씬 유익한 반면에 훨씬 복잡하다. 중등교육 진학률의 

통상적 또는 표준 비율을 초등교육 진학률의 “미는 힘(push)”이나 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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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 중등 고등

1970~2000년까지 최하위 경제성장을 기
록한 국가들의 1970년도 GER

1980~2000년까지 최하위 경제성장을 기
록한 국가들의 1980년도 GER

1970~2000년까지 최상위 경제성장을 기
록한 국가들의 1970년도 GER

1980~2000년까지 최하위 경제성장을 기
록한 국가들의 1980년도 GER

 53

 72

 92

100

11

19

34

46

1.3

3.4

4.3

7.1

고등교육 진학률의 “당기는 힘(pull)”과 비교한 국제 분석 결과를 보면, 

표준에 맞지 않는 국가들, 즉 중등교육 재학률이 지나치게 낮은 국가들을 

골라낼 수 있다. 표 7.3의 자료는 경제 성장이 가장 빠른 집단과 가장 느

린 집단에 속하는 국가들을 각각 12개씩 선정하여 이들 국가들에서 특정 

기간 동안의 주요 경향이 어떠한지를 보여준다. 

교육발전과 경제성장의 연관성에 대한 증거들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여기서는 아무런 인과관계도 가정하지 않았다. 재학률의 패턴은 단지 기

준을 정하는 유용한 방법으로만 비춰진다. 벤치마킹을 이용할 계획에 있

다면, 급속한 경제 성장을 유발한 패턴을 따라 벤치마킹하는 것이 논리적

일 것이다. 

표 7.3의 내재적 비율은 중등교육의 확대를 위한 계획이 국제적 경험

과 일치하는지를 대략적으로 평가해주는 지침으로 이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1980~2000년까지 급격한 경제성장을 경험한 국가들의 경우, 초기

에 중등교육의 GER은 초등교육의 약 46%이고, 고등교육의 GER은 중등

표 7.3 추후 경제성장의 기록에 따른 평균 총재학률

출처: EdStats를 참고로 저자 산출.
주: GER, 총진학률. 국가 그룹별 차이는 최소 5% 수준일 때 통계학적으로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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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의 약 15%인 경우가 많았다. 반면에 저조한 경제성장을 경험한 국가

들에서 이들 비율은 각각 26%와 18%였다. 즉 급격한 경제성장 국가들은 

성장의 기반으로서 고등교육 진학률보다 중등교육의 진학률을 더 중시하

였음을 의미한다. 두 가지 주목할 만한 점은 (a) 급격한 경제성장을 이룩

한 국가들은 초등교육에 절대적으로 강력한 강조를 두었으며 (b) 덜 성공

적인 경제국들에서는 급격한 성장의 경제국들에 비해, 그리고 국가의 어

떤 다른 교육 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고등교육이 더욱 빠르게 확산된 

경우가 많다는 사실이다. 

그림 7.2는 동일한 정보와 함께 주요 추세와 분포 또는 변이의 양상을 

보여준다. 이 그림에서 전통적인 진학률 피라미드가 본래의 위치를 찾게 

된 점과 더불어 성별 진학률에 대비되는 총진학률을 확인할 수 있다. 가

로축은 교육의 단계를 나태내고, 세로축은 GER을 나타낸다. 각 단계의 

중앙값에 해당되는 국가는 굵은 선으로 표시되었다. 급속한 경제성장의 

국가들은 일반적으로 주요 추세에서뿐만 아니라 국가들 간의 분포도나 

편차 면에서도 현저히 낮다는 점에서 특성을 나타낸다. 그림을 보면 

1970년에서 2000년까지 높은 성장을 이룩한 국가들은 1970년도 당시에 

이미 교육체계의 균형이 잘 이루어져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중앙값

을 나타내는 굵은 선이 거의 직선에 가깝다는 것을 볼 때 그러하다. 

1980년에서 2000년 사이에 높은 성장을 보인 국가들은 사실상 중앙값의 

선이 거의 완벽히 직선에 가까운, 완벽히 균형 잡힌 체계를 가지고 있었

다. 일부 그림에서는 de Ferranti 외(2003)가 다이아몬드 형태(이들의 분

석은 사실 진학률 피라미드보다는 노동인구의 교육 피라미드에 더욱 주

목하고 있다.)라고 칭한 형태들을 보여준다. 낮은 성장률을 보이는 국가

들에서는 중앙값의 선이 아래로 구부러져 있는데, 이는 중등교육의 진학

률이 초등교육이나 고등교육에 비해 지나치게 낮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국가들은 초등교육의 진학률 또한 낮은데, 이를 통해 비틀어진 중앙선이 

지나치게 높은 초등교육의 진학률 때문이라기보다는 고등교육의 진학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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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2 일인당 GDP 성장률의 최하위 및 최상위 국가들의 총진학률, 
1970~2000, 1980~2000

출처: 저자 편집
주: GDP, 국내 총 생산;GER, 총진학률. 각 그림의 굵은 선은 중앙값을 의미한다.  

이 지나치게 높은데서 기인한 것임을 알 수 있다. 결과적으로 이들 국가

들은 초등교육 진학률의 중앙값 주변에서 산포도가 매우 높았던 반면에 

급속한 경제성장의 국가들은, 일부 국가들의 경우 1980년에 말까지 초등

교육의 보편화를 달성하지 못하기는 하였지만, 대부분 균등하게 보편 초

등교육에 더 근접했었음을 알 수 있다.  

사회적 요구의 분석. 벤치마킹을 위한 또 다른 유용한 방법은 초등교육

이나 고등교육의 진학률 증가로 인해 중등교육의 진학률에서도 성장에 

대한 압력이 창출되는 것과 같은 각 교육 단계들 사이의 밀고 당기는 요

인들을 분석하는 것이다.  이러한 요인들은 경제성장의 형태와는 어느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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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교육 또는 
중등교육 GER

상응하는 중등교
육 또는 고등교육
의 10년 후 GER

초등교육 또는 중등
교육 GER의 10% 변
화마다 발생하는 중
등교육 또는 고등교
육 GER의 변화

중등교육에 대한 

초등교육의 영향

고등교육에 대한 

중등교육의 영향

50

75

100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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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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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47

7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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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7

도 독립적으로 평가될 수 있으며, 인구학적 또는 사회적 관성을 다소 포

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 7.4는 그 패턴을 보여주고 있다. 예를 들

면, 어떤 국가에서 초등교육의 GER이 50%라면, 이에 상응하는 중등교육

의 GER은 10년 후에 약 25%인 경우가 많다. 이 표에서는 이전 단계에서 

GER이 10포인트만큼 변화했을 때 각 단계(중등교육 및 고등교육)의 GER

의 변화를 보여준다. 예를 들어 어느 국가에서 초등교육의 GER이 70%에

서 80%로 증가하면 중등교육의 GER은 대량 9포인트 정도 증가한다. 또 

중등교육의 GER이 70%에서 80%로 증가하면 고등교육의 GER은 뒤이어 

7포인트 가량 증가한다. 이러한 패턴은 가속화된다. 왜냐하면 10은 9보다 

크고, 9는 7보다 크기 때문이다. 어떤 단계에서 GER이 증가하면, 다음 

상위 단계의 GER은 더욱 크게 응답한다. 초등교육 GER의 중등교육 GER

에 대한 영향력은 중등교육 GER의 고등교육 GER에 대한 영향력보다도 

큰 것으로 보인다.4) 

표 7.4 연결된 하위 교육 단계의 총진학률 증가에 대한 약 10년 후 반응율
의 양식적 패턴

출처: 한 단계의 GER 대수(logarithm)를 10년 지연된 이전 단계의 GER 대수에 대입한 중앙값 회
귀분석을 통해 저자 산출. EdStats 자료 이용.
주: 첫 번째 세로 행은 초등교육 또는 중등교육 GER의 가정 수준(hypothesized level)을 보여준
다. 두 번째 행은 계속되는 상위 단계의 10년 후 GER의 중앙값을 보여준다. 세 번째 행은 첫 번째 
행에 있는 가설 수치 주변에서 연속되는 상위 단계에서 발생하는 GER의 변화를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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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에서 나타나고 있지는 않지만 이 패턴은 또한 지역에 따라서도 변화

한다. 예를 들어 중등교육 GER에 대한 고등교육 GER의 반응률은 중앙아

시아 지역의 구소련의 국가들에서는 중앙값의 추세보다도 더 낮게 나타난

다.(이러한 결과는 동부 유럽에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세계 평

균을 살펴보면 중등교육의 GER이 거의 100%에 달하는 국가에서는 고등

교육의 진학률이 47% 가량인 경우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1990년대 후반 

타지크 공화국, 카자흐스탄, 키르기즈스탄 공화국의 경우는 EdStats의 자

료를 통해 볼 때 고등교육의 GER이 각각 14%, 28%, 35%에 불과했다. 

1990년대 초반 이들 국가의 중등교육의 GER은 각각 77%, 84%, 88%였다.

경제 분석: 위에서 언급한 사회적 요구와 양식화된 경제적 벤치마크 

(상대적 비교기준) 외에 보다 자세한 경제적 벤치마크 또한 정책 수립의 

과정에 이용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교육 수준의 인력의 상대

적 공급 부족현상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해야 한다. 만일 중등교육

이 상대적, 또는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판명되면, 중등교육에 대한 투자

와 확대의 주장은 더욱 강력하게 대두될 것이다. 이와 같은 상대적 요구

의 분석을 위한 한 가지 접근방식은 이 보고서의 다른 부분과 de 

Ferranti 외(2003)의 보고서에 제시되어 있다. 그 방식을 이용한 분석에 

의하면, 라틴아메리카 지역은 중등교육을 수료한 인력의 상대적 필요성

이 증가하였는지 아닌지는 모호한 반면에, 고등교육을 수료한 인력의 상

대적 필요성은 확실히 증가한 상태에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그림 

7.2에 나와 있는 신속하게 성장하는 국가의 예를 따르기 위해서는 전체

적으로 균형 잡힌 교육 확대를 위한 접근법이 요구되고 있다. (라틴아메

리카 지역 외의 국가들에 대한 분석은 이 책의 2장에 있는 “더 많은 교

육을 받은 인력에 대한 요구”에서 제공하고 있다.) 상대적 요구를 이용한 

접근방식은 각 교육단계의 생산비용 평가를 통해 보완되어야 한다. 

인력시장에 대한 유익과 교육 생산비용 모두를 고려한 간단하고 전통

적인 접근방식은 교육 단계별 수익률을 이용하는 것이다. (세계 각국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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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률의 최근 사례는 Psacharopoulos & Patrinos 2002의 보고서를 참조할 

것.) 이러한 분석에 따르면 중등교육은 일반적으로 초등교육에 비해 수익

률이 낮은 경향이 있긴 하지만, 투자 수익성에 비추어볼 때는 여전히 합

리적 기준 이상이다(라틴아메리카 지역의 중등교육의 사회 수익률은 

13%이고 초등교육은 17%이며, 사하라 이남의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각각 

18%와 25%이다.). 이 수익률들은 시간이 지나면 급격히 변할 수 있으므

로 고정된 값으로 인식해서는 안 된다. 기억해야할 가장 중요한 점은, 수

익률의 분석은 반드시 대상이 되는 특정 국가에 한하여 진행되어야 하고, 

또한 자주 행해져야만 한다는 것이다. 여러 국가를 대상으로 한 양식적 

결과들이 특정한 개별 국가의 실행을 위한 지침이 되어서는 안 된다. 또

한 인력시장의 현 상태는 과거의 공급 확대에 대해 반응하기 때문에, 개

별 국가를 대상으로 한 분석일지라도 오래된 분석 자료들은 위험할 수 

있다. 수익률의 해석과 이용에 대해 논쟁이 상당히 많긴 하지만(Psa- 

charopoulos 1996), 분석 자료가 분별력 있게 사용되고 제공된 자료가 다

른 분석 자료들, 예를 들어 상대적 부족현상의 분석이나 사회적 요구의 

압력 등과 전체적으로 일치하고 있다면, 중등교육의 확대에 대한 주장은 

더욱 분명해 지기 시작할 것이다. 

다양한 분석 자료를 분류하고 비용 패턴과 결합시키는 것은 각 사례별

로 중등교육 진학률의 확대 속도를 어느 정도로 하는 것이 타당할지를 

결정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더욱 중요한 점은 이러한 분석을 통해 확

대를 방해하는 요인이 중등교육의 단위 비용(unit cost)때문인지, 혹은 다

른 교육단계(초등교육 또는 고등교육)의 높은 단위 비용과 불균형적인 성

장으로 인한 지나치게 많은 지출 때문인지를 이해할 수 있다는 점이다. 

표 7.5와 7.6은 재학률 표준을 비교할 때 유용한 일부 비용 기준을 제

시하고 있다. 이들 자료를 통해 1990년대 후반의 전형적인 비용 패턴을 

알 수 있다. 분석을 위해 경제성장의 속도가 빠른지 느린지, 1990년대 말

까지 중등교육 진학률을 주목할 만하게 확대시키는데 성공했는지 실패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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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교육 중등교육 고등교육

고성장 경제 국가

저성장 경제 국가

11

13

18

24

 55

265

경제성장 교육체계 성장

고성장 
경제 국가

저성장 
경제 국가

중등교육 확대 
성공 국가

중등교육 확대 
실패 국가

초등교육의 일인당 학생 

비용에 대한 중등교육의 

일인당 학생 비용의 비율

중등교육의 일인당 학생 

비용에 대한 고등교육의 

일인당 학생 비용의 비율

1.4

3.0

2.2

11.0

1.4

3.2

2.6

9.3

는지에 따라 15개의 개발도상국들이 선정되었다.5) 

표를 살펴보면 중등교육의 진학률 증대에 성공한 국가와 고성장 경제

국들은 일인당 학생 비용의 균형이 훨씬 잘 잡혀 있음을 알 수 있다. 고

성장 경제국들에서 중등교육의 일인당 학생 비용은 초등학교에 비해 불

과 약 40% 가량 높았던 반면에 저성장 경제국들에서는 그 수치가 120%

표 7.5 1990년대 후반의 국가 그룹별 일인당 GDP에 대한 일인당 학생 비용
(퍼센트)

출처: EdStats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산출.
주: 제공된 수치들은 1998, 1999, 2000년의 평균 자료를 토대로 하고 있다. 표본은 15개의 국가
들로 구성되어 있다(1970년도 $1,000단위로 절사한 일인당 소득 이용). 

표 7.6 교육 단계, 성장 기록, 교육체계의 성장 패턴별 일인당 학생 비용의 
전형적 패턴

출처: EdStats의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산출.
주: 제공된 수치들은 1998, 1999, 2000년의 평균 자료를 토대로 하고 있다. 표본은 15개의 국가
들로 구성되어 있다(1970년도 $1,000단위로 절사한 일인당 소득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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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스 7.2 교육비용의 분배 분석: 레소토(Lesotho)의 사례연구
  레소토의 초등, 중등, 고등교육의 GER은 각각 113%, 31%, 3%이다. 보고서의 분석 결

과를 이용해 보면, 레소토가 재학률의 중간 패턴(median enrollment patterns)을 보이려

면 중등교육 재학률이 현재보다 약 47% (약 16%point로) 더 증가해야 한다. 레소토 정

부는 수익률의 산출이나 시장의 요구를 사정한 결과 중등교육의 확대가 좋은 생각이 아

니라는 결론을 내렸을 수도 있다. 아니면 이와 같이 제한적인 중등교육의 접근성은 중등

교육이나 고등교육의 높은 단위 비용 때문일 수도 있다. 레소토의 진학 비용(spending 

with enrollment)을 국제 표준(international norm)에 비교한 결과는 매우 의미심장하다. 

레소토는 표 7.5의 하단에 해당하는 국가이다. 이는 레소토가 저성장 경제 국가라는 말

이 아니라 단지 진학률과 비용 패턴(cost pattern)이 경제 성장이 더디거나 중등교육 확

에 달했다. 또한 고성장 경제국들의 경우 고등교육의 일인당 학생 비용이 

중등교육의 학생 비용에 약 3배에 불과했지만 저성장 경제국들은 11배에 

달했다. 선진 경제국들은 보통 이보다도 더 균형적인 비율을 나타낸다. 

표 7.5의 절대수치들은 패턴의 발산이 초등교육이 아닌 그보다 상위에 

있는 교육 단계들의 발산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극명해 보여준다. 다시 

말하자면, 저성장 경제국들의 경우 중등교육과 고등교육의 학생 비용이 

불균형적이며 지나치게 높다는 것이다. 한편 표 7.6의 상대 수치들은 저

성장의 경제와 교육체계에서 비용의 균형도는 고성장의 경제와 교육체계

에 비해 훨씬 뒤떨어졌었음을 보여준다. 중등교육의 학생당 비용은 초등

교육의 학생당 비용에 비해 훨씬 높았는데 이는 재원이 성공적으로 운영

되지 못했음을 암시해주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 고등교육의 학생당 비용 

또한 매우 높았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우 고등교육의 진학률이 국제 

표준과 비교하여 균형적이라 할지라도, 중등교육의 학생들이 이용 가능

한 재원은 훨씬 줄어든다. 박스 7.2는 이와 같은 분석을 이용하여 재원 

수준의 적절성을 판단하는 방법과, 일인당 GDP에서 일인당 학생의 단위

비용이 차지하는 비율과 같은 효율성의 단순 기준과 재정과의 관계를 규

명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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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이 느린 국가의 전형임을 말한다. 사실 레소토의 비용 패턴은 저성장 국가의 전형적 

패턴보다도 더 불균형적이다. 중등교육 학생의 일인당 비용은 초등교육 학생 비용의 약 

2.5배이고 고등교육 학생의 일인당 비용은 중등학교 학생의 15배에 달한다. 표 7.4의 자

료에서 알 수 있듯이, 고등교육의 진학률은 10년 전의 고성장 경제국들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편은 아니다. 초등교육의 진학률이 100% 이상으로 상당히 높은 것을 볼 때, 그 안

에는 비능률성이 내포되어 있음이 분명하다. 결정적으로 초등교육의 학생당 비용이 일인

당 GDP에서 높은 퍼센티지를 차지하고 있으며, 상위 단계의 불균형적인 비용 구조는 이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저성장 경제국이나 고성장 경제국 모두에서 초등교육의 

학생 일인당 비용은 일인당 GDP의 10%를 크게 넘지 않는 반면에, 레소토에서는 약 

3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것은 중등교육과 고등교육의 비용 또한 증가

시키고 있다. 고등교육의 비용은 일인당 GDP의 약 900%에 육박하고 있다. 

  이러한 형태의 벤치마킹을 통해 추론할 수 있는 결론은 레소토의 중등교육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이유에서 방해받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a) 전반적인 단위 비용의 과도함. 

 (b) 불균형적인 비용 구조로 인한 중등교육 및 고등교육의 고비용성 심화.

 (c) 초등교육의 과도한 재학률. 이는 통제되지 않은 유급 때문일 가능성이 높다. 

  중등교육의 확대는 과도한 재학률 때문이 아니라 고등교육의 과도한 학생 일인당 비용 

때문에 억제되고 있다.  

  이러한 종류의 분석은 단지 암시적일 뿐이다. 이는 분명히 특정 국가에서 벤치마킹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가능성 있는 사례일 뿐이지 레소토의 현실에 대한 

실제적 분석은 아니다. 

출처: 저자 분석

민간 또는 지역사회를 통한 모금
또 다른 중요 분석 주안점은 중등교육 분야에 민간 또는 지역사회의 

재원을 추가적으로 사용할 것인지의 문제이다. 이를 위해 조사해볼 만한 

몇 가지 제안들이 다음에서 논의되고 있다. 등록금제도나 직접 기부에 관

해서는 다른 항에서 다룰 것이다. 

1. 지역사회 기반의 재원. 중등교육은 초등교육에 비해 더 이질적인 고

객들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수입에 비례하는 기부와 같이 지역사회의 결

속을 기본으로 하는 민간 또는 지역사회의 기금 지원을 받을 확률은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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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다. 더욱이 중등교육의 사회적 이익은 초등교육에 비해 광범위한 영

역, 예를 들어 넓은 지역 같은 곳에서 실시되는 경우가 많다. 중등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초등교육을 받은 사람들에 비해 (이주 등을 통해) 규모가 

더 큰 지역에서 채용되기를 바라는 경우가 많다. 이런 상황에서 중등교육

을 위한 지방세와 같은 좀 더 공식적인 분류에 속하는 지역사회 기반의 

재정 지원, 또는 상위 정부기관의 포괄적 보조금(block grants)은 기대하

기도 어려울 뿐더러 사회적으로도 적합하지 않은 것 같다. 저소득 국가에

서 극도로 국지화된 공급원으로부터 중등교육의 재원을 마련하는 것은 

탈세자의 수를 늘리고 집단행동의 문제를 더욱 부추길 수도 있다. 사태를 

더 복잡하게 만드는 사실은 중등교육은 초등교육에 비해 비용이 더 많이 

들며, 학교 건물은 더욱 정교해야 한다는 점이다. 집단행동의 문제는 심

지어 중등교육 운영의 절대비용과 비교해서 더욱 심각한 문제가 될 수도 

있다.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 등록금제도(등록금에 유사한 기부금)나 중앙

정부의 보조금, 또는 이 둘의 결합에 의존하는 것이 전적으로 자발적인, 

또는 수입에 비례한 기부나 상대적으로 불충분한 지방세(조세구역이 중

등학교 졸업생들의 인력시장보다 상대적으로 적은 경우)에 의지하는 것

보다 필요한 자원을 산출할 가능성이 더 높다. 

2. 지역 민간 기업에 대한 의존. 지역 민간 기업들이 기업의 사회적 책

임과 교육 인력의 필요성에 의해 자극받아 교육에 지원할 수 있다. 중등

학교는 초등학교에 비해 민간 기업과 쉽게 결합될 가능성이 높은데, 그 

이유는 지역적 특성(중등학교는 농촌 지역에 산재하기보다 밀집지역이나 

대규모 경제 활동 지역에 위치할 가능성이 더 높다)과 생산물(중등학교의 

생산물 중 상당수가 인력시장으로 곧바로 투입된다) 때문이다. 중등학교

를 위한 민간 기업의 자금 지원은 전형적인 자선사업의 형태, 또는 더욱 

근대적인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형태라 할 수 있으며, 또는 기술 인력의 

충당을 위한 기업 이기주의의 단순한 형태일 수도 있다.6) 이러한 선택권

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학교가 산출하는 결과물의 형태에 따라 학교에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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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권을 대폭 위임하고, 그 결과물들을 지역 경제의 요구에 부합시키는 한

편 다양한 인센티브를 통해 학교가 자금 조달에서 더욱 기업가적인 성격

을 갖도록 유도해야 한다. 또한 기업들에게 그들의 관심사를 설명하고, 

지역이나 국가 차원에서 학교에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기업에게 보다 

다양한 공식적인 발언 기회를 제공해야 하는 점도 포함되어야 한다. 

교육행정부서들은 민간 기금을 환영할 수도 있지만, 때로는 기금 지원

에 필요한 책임이나 관리 정책을 수정하는데 비협조적일 수도 있다. 사기

업 부문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민간 재단이 학교의 “직능화(func- 

tionalization)”나 학교에 대한 사적 통제를 강화시키려고 할 것임에는 의

심의 여지가 없다. 만일 행정당국이 이러한 변화를 받아들이지 않고 적절

한 규제의 틀을 마련함으로써 공동 제휴를 장려하고 그 효율성과 투명성

을 보장하지 않는다면, 민간 재단의 상당한 부분은 제대로 유입되지 못할 

수도 있다. 이 선택 방식의 시행을 위해 시간, 노력, 정치적 자본을 할애

함에 앞서 교육부는 우선 이와 같은 종류의 재원 마련에 필요한 정책을 

자진적으로 수정할 것인지에 대해 자문해 보아야만 한다. 이를 위한 분석

은 주의 깊고 세부적으로 행하는 것이 중요한데 왜냐하면 민간 기업들의 

요구를 만족시키는 학교 직능화에 대해 일부 반대가 제기될 수 있기 때

문이다(예를 들어 직능화가 공익과는 상반되는 지나치게 편협한 교육을 

행할 수도 있다는 우려). 그러나 대부분의 반대는 분석 때문이 아니라 상

대적으로 좁은 관심과 정서에서 기인할 수 있다(예를 들어 공공분야가 

민간분야를 “돕는” 것이 아니라 민간분야가 공공분야를 “도와야” 한다는 

점을 근거로 한 반대)

어느 정도까지 민간분야와의 관계를 공식화 할지는 조심스럽게 따져보

아야 한다. 공식화를 통해 투명성, 상호간의 기대에 대한 명료성이 보장

되고 성공사례를 계속 만들어 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는 비용

이 소요되며, 바로 이 점 때문에 시행초기에 규제의 공식 틀을 마련하고

자 하는 시도는 관료주의로 인해 진행이 더뎌 지거나, 반대세력을 부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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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비공식적인 시도들을 

장려하고 이들을 통해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는 것이 확인된 후에 공식화

하는 것이 합리적인 절충안이 될 수 있다.    

3. 민관협력(public-private partnerships). 이 선택권은 더 잘 알려진 바

와 같이 다양한 방식을 통해 민간 교육제공자를 단순히 증가시키는 것에

서 공공 및 민간 분야의 보다 혁신적인 공식 제휴(예-학교 건설)에 이르

기까지 그 범위가 다양하다.

민간 교육제공자를 증가시키는 것과 관련한 연구는 이미 방대하기 때

문에 굳이 더 설명할 필요는 없을 수도 있다. 그러나 일부 눈에 띄는 요

소들은 언급할 가치가 있어 보인다. 민간제공자들로 인해 재정압박이 감

소되고 교육의 효율성이 증진된다는 인식은 일반적이다. 다시 말해 자기

선택과 동기생 효과가 동등한 상황에서도, 사립학교들이 공립학교에 비

해 인지 성취도면에서 더 나은 성과를 나타낸다는 말이다. 재정적 흐름 

및 교육의 효율성 분석과 더불어, 어떤 특정한 형태의 사립학교 제안이 

공공 및 민간 재원의 이용에 있어 공립학교들보다 더 효율적인지를 평가

하는 것은 중요하다. 또 다른 중요한 점은 민간분야에 대한 분배가 불평

등성을 증가시키는지에 관한 것이다. 이론적으로 볼 때 초점은 자원공급

이 불평등한지에 관해서 보다는 민간공급정책이 기회 또는 성과의 불평

등성을 야기하는지에 맞춰져야 한다. 국제 평가 자료는 이후 추가적 분석

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고, 지역차원의 분석에 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 그 자료들은 충분치 못한 상태이다. 비록 사립학교

들이 총 재원(공공 및 민간)의 사용에 있어 더 효율적이고, 민간분야의 

참여 확산이 불평등성을 야기하지는 않는다하더라도, 이들이 재정문제를 

해결해주는 만병통치약이 될 수는 없음을 인지해야 한다. 왜냐하면 원칙

적으로 사립학교의 효율성에는 공적 국가보조금을 일정 부분 받고 있다

는 사실이 내포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럴 경우 최대로 절약할 수 있는 자

금의 양은 단순한 민간분야와의 책임 공유를 통한 차선적인 방법보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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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지 않을 것이다(박스 7.3 참조). 

사설 금융업이 적절히 잘 발달되어 있고, 중등교육의 확대에 우선적으

로 재정을 할당하는 국가에 한해서 고려해볼만한 전략은 공공-민간의 제

휴 개념을 학교의 건설과 유지, ICT의 사용 등에 이용하는 것이다. 공공-

민간 사이의 제휴라는 단어는 민간 분야의 에너지가 교육에 이익이 되도

록 사용되는 모든 경우에 두루 사용되곤 한다. 일부 국가에서는 공공-민

간 제휴가 훨씬 더 형식적으로 발달되어 있기도 한데,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부록 G에서 다루고 있다.

박스 7.3 민간분야의 역량을 이용한 접근성의 확대: 한국의 사례
  1970년대 한국은 초등교육의 급속한 확산으로 인해 중학교 교육에 대한 요구가 급증

하는 현실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중학교 입학시험을 폐지하고 시험 성적

이 아닌 추첨제를 통해 학생들을 거주지 중심으로 학교에 배정하는 방식을 도입하였는

데, 이는 민간분야의 역량을 공공 재원의 메커니즘을 통해 이용한 결과였다. 재정적 측면

에서 정부는 보조금 및 세금면제를 통해 사립학교들을 지원함으로써, 단기적으로는 그들

의 현재 역량을 최대한 활용하고, 중기적으로는 요구의 증가에 비례하여 그들의 역량이 

증가될 수 있도록 하였다. 보조금의 크기는 대개 학교가 소유한 예산과, 동일한 입학생 

수와 형태를 가진 공립학교의 표준 예산과의 차이에 따라 결정된다. 

  사립학교들은 이러한 장려책에 대해 그들의 역량을 빠르게 증대하는 것으로 화답하였

다. 정부는 입학정책의 개혁이 완료된 1970년대 초반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사립 중등학

교에 대한 직접적인 재정 지원을 제공하기 시작하였다. 사립 중학교들은 1971년부터 정

부 보조금을 받기 시작하였으며 사립 고등학교들은 1979년에 보조금을 받게 되었다. 

2000년 현재 사립학교들이 재학률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중학교의 경우 20%, 고등학교

의 경우 55%에 달했다. 

출처: 저자 편집

등록금 또는 원가 회수
중요한 분석적 또는 정책 대안의 한가지로 등록금 제도 또는 직접 징

수의 활용을 들 수 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중등교육, 특히 고등학교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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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은 헌법, 또는 법률상의 권리, 정치적 공약 등에서 볼 때 의무교육이나 

무상교육이 아니다. 다시 말해 이는 등록금을 부과할 수 있음을 의미한

다. 중등교육 수혜자들의 이질성과 지역사회 기반의 지원 부족, 지방세 

또는 현금 기부에 대한 기대감 약화 등을 고려해 볼 때, 개인에 의한 사

적 기부의 증대가 요구될 수 있다. 적절한 등록금 제도를 구축하는 것은 

복잡한 문제이며 대개 비난에 직면하곤 하는데, 일부 비난은 정당한 경우

도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등록금 제도나 기부금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 곳에 이들을 도입하기 보다는, 등록금제도가 이미 존재하는 경우에 

한해 빈곤층을 효과적으로 보호해주는 (효율적이며 평등한) 등록금 구조

나 기부금 제도를 정교하게 구축하는 것이 좋다. 이를 위한 몇 가지 옵션

들을 아래에서 살펴볼 것이다. 

등록금제도와 지역사회의 기부에 대한 연구는 Bentaouet Kattan & 

Burnett(2004), Bray(1996), Penrose(1998) 등 많은 학자들에 의해 여러 

차례 보고된 바 있다. 이러한 연구들은 대부분 등록금 정책과 다양한 비

용 공동 부담의 형태, 지역사회 기반의 재원 등의 장단점에 집중하고 있

다. 연구 결과들에 의하면 등록금 제도와 지역사회의 기부가 제대로 시행

되지 못하는 경우에는 (혹은 제대로 시행되더라도) 접근성이나 형평성의 

목표에 역효과를 줄 수도 있음이 밝혀졌다. 공공 정책과 관련된 주제가 

대부분 그러하듯, 본 항에서는 단순히 일이 완성되었다는 사실보다는 일

이 얼마나 잘 완성되었느냐에 더욱 집중하고 있다. 대부분의 보고서들에

는 장점을 극대화하고 단점을 최소화하기 위해 등록금제도를 적절히 시

행하는 방법이나 기존 제도를 수정하는 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제안들

이 부족한 경우가 많다. 등록금제도와 다른 형태의 공동 비용부담 제도들

은 중등교육의 한 선택 방식이 될 수도 있지만, 이는 표 7.7의 개요에 따

라 분석을 수행한 경우에만 그러하다. 박스 7.4에서는 일부 국가들의 중

등교육 등록금제도의 문제들을 요약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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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조건들에 대부분 해당하는 경우, 
등록금제도와 기부금제도는 효율성, 질, 
형평성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크게 기여할 
가능성이 높다

아래의 조건에서 몇 개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기부금제도나 등록금제도는 효율성, 
질, 형평선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방해가 
될 가능성이 높다. 많이 대부분에 해당한
다면, 등록금제도는 심각한 문제를 야기
할 수 있다.

등록금이 교육 보조 기능의 질의 향상을 위해서
만 사용된다.(책, 도서관, 보조교사 등)

빈곤층이 충분한 공적 자금을 지원받음으로써 
등록금 부담 없이 기초교육을 받을 수 있다.

중요 쟁점은 접근성이 아닌 질이다. 교육에 대
한 요구가 이미 높다. (GER이 100% 또는 그 
이상으로 적정수준에 있다.)

등록금책정이 지역사회에 의해 결정된다.

지역사회가 등록금 결정의 책임을 갖는 경우, 

67%의 다수가 찬성해야 한다.

지방자치세와 같이 다른 형태의 지역 공동체의 
재정 소유권을 고려하고 분석한 결과, 행정상 
등록금으로 이용하기에는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
났다.

소득연동제(sliding scales)와 면제제도가 확실
히 존재한다.

투표권을 가진 집단이 단순한 사친회(PTA)나 운
영위원회가 아닌 모든 학부모로 정의되어 있다.

등록금에 의한 재원은 학교 차원에서 유지된다.

등록금이 교육의 핵심적 기능을 위해 사용된다.

빈곤층이 이들에 의한 등록금은 사실상 불필요
할 정도로 충분한 공적 자금을 제공받지 못한다. 

접근성이 여전히 중요 쟁점이다. (GER이 100% 

미만이다.)

등록금책정이 중앙부처나 민간기관, 또는 심지
어 비정부기구에 의해 결정된다. 혹은 교장이나 
교사들에 의해 결정되거나, 그들에게 지나치게 
영향을 받는다. 

지역사회가 등록금 결정의 책임을 갖는 경우, 

과반수면 충분하다.

다른 옵션들이 전혀 고려되지 않거나 그 실행가
능성에 대한 확실한 결론에 도달하기가 불가능
할 정도로 너무 불충분하게 고려된다.

등록금정책이 지역사회의 내, 외적으로 균일하
다.

공동체가 교사-학부모 협회나 운영위원회로 한
정되어 있다.

등록금이 관료제도나 조세제도로 유입된다.

표 7.7 등록금 정책과 기부금 제도의 분석을 위한 기준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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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제도가 국가의 세수입 자금의 일부분으로 
고려되지 않는다. 따라서 개인의 등록금이 공공 
기금으로 대체되는 일이 없다. (이전 조건과는 
구별된 사항이다.)

비공식적인 납부형태가 어떤 방식으로든 존재하
는 경우가 많으며, 규제된 공식적인 형태보다도 
더 랜덤(random)하고 규제하기에도 더 어렵다.

핵심 자금이 빈곤층을 위해 지원된다. 등록금은 
중산층내지 부유층이 부담한다. 이를 통해 중산
층은 공립학교를 지원하며 따라서 공립학교들이 
사립학교들과 경쟁할 수 있다. 경험적으로 등록
금제도가 빈곤층사이에 존재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부모들의 등록금 지급 여부나 소득수준이 어느 
정도인지에 관계없이 아동들의 진학을 막을 수
는 없다. 명확한 면제절차가 존재한다. 

등록금제도가 규제되어 있으며, 그 규제들이 효
과적으로 시행된다. 사친회(PTA)나 운영위원회
에 속해있는 학부모들이 전체적인 재정분권화제
도를 위해 학교 재정에 관해 효과적으로 교육을 
받는다.  

실제적 배움의 권리에 치중하고 있으며 지출이 
효율적이다.

등록금이 기초교육 단계에 더 적게 적용된다. 

중등교육과 고등교육이 더 많은 등록금을 기반
으로 하고 있다.  

등록금제도가 조세정책, 빈곤층 지원을 위한 혁
신적 경제정책 같은 더 광범위한 이슈에 걸쳐 
조사되었다. 

등록금이 세수입 자금의 일부로 간주되는 경우, 

등록금 산출이 공공자금의 회수라는 결과를 낳
을 수 있다. 

어떤 경우에서든 비공식적인 등록금제도는 존재
하지 않을 것이다.

핵심 자금이 빈곤층을 위해 전혀 지원되지 않거
나, 충분히 지원되지 않는다. 따라서 국가의 적
자를 메우기 위해 빈곤층 스스로가 등록금을 부
담해야 한다. 

등록금이 특정 아동들을 제외하고 사용된다. 면
제절차가 존재하지 않는다. 

법규가 존재하지 않거나, 존재한다 하더라도 시
행되지 않는다. 

교육에 그와 같은 권리가 포함되지 않는다. 교
육이 비효율적이다. 아동들이 실제적으로 배움
에 대한 권리를 가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education"보다는 "schooling"이 기능적 권리
이다.) 부모들이 질에 대한 통제가 없는 체계에
서 교육비용을 떠맡아야 할 수도 있다.

등록금이 기초교육 단계에 더 많이 적용되며, 

상위 단계들이 등록금에 덜 의지하고 있다. 

등록금제도가 기타 재무 과세와 혜택을 고려하
여 분석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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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이 반드시 공공분야를 민간분야와 필적시
키기 위한 전략에 이용된다.

등록금제도의 영향이 AIDS에 감염된 가정이나 
고아들을 대상으로 특별히 조사되었으며, 성 또
는 민족을 특별히 고려하여 조사되었다. 

등록금제도가 단순히 일반적 (경제적) 틀로서가 
아니라 교육적 목적과 관련하여 특별히 분석되
었다. 다시 말해 교육적 관심에서 그러한 접근
법을 사용하였다.   

등록금이 단순히 수입원의 또 다른 형태로 인식
된다.

특정 인구를 다루기 위한 특별한 배려가 없다.

등록금이 교육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분석되지 
않았다. 

 

박스 7.4 중등교육의 등록금 및 기부금 제도: 아프리카와 칠레의 사례
대부분의 국가들이 중등교육의 등록금제도를 초등교육의 등록금과는 차별적으로 다루고 

있다. 중등교육이 의무적이지 않을 경우 등록금이 역진세(regressive tax)의 성격이 강하

지 않다. 또한 무상 중등교육이 단순히 중요 정치적 공약 또는 권리 지향적인 의무의 주

제가 아닐 수도 있다. 대부분의 국가들에서 중등교육은 대부분 사립학교들에 의해 제공

되며, 이들은 거의 항상 등록금을 부과하도록 승인 받고 있다. 

  초등교육의 주요 등록금정책을 변경한 아프리카의 국가들 (정책 변화의 순서에 따라 

말라위, 우간다, 탄자니아, 케냐) 모두는 중등교육의 등록금정책은 그대로 유지시켰다. 무

상교육의 개념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초등교육에서조차 일부 등록금의 형태들이 종종 남

아 있는 경우가 많고, 다시 수면위로 나타나는 경향마저 있는 것이 현실이다(Bentaouet 

Kattan & Burnett 2004). 중등교육 단계에서 교육이 무상이 아닐 수도 있다는 현실에 

대한 수용이 훨씬 더 광범위하게 퍼져있을 뿐만 아니라 확고하게 자리 잡고 있다. 또한 

만약 정부가 등록금 제도로 인한 사적 지원금의 감소와 수요의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초

등교육을 위한 공적자금을 증가시켜야만 했던 경험이 있다면, 초등교육의 무상화로 인해 

학부모들이 중등교육의 비용을 더 많이 떠맡아야 하는 연쇄효과가 유발될 수도 있다. 이

는 효율성이나 형평성을 위해서는 바람직 할 수도 있지만, 그 부작용에 대해서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 

  말라위는 1994년에 초등교육의 무상화를 실시한 첫 번째 국가(적어도 무상교육에 관

심을 나타낸 최근의 움직임에서는)이다. 그러나 중등교육에는 여전히 등록금과 함께 교과

출처: 저자 편집
주: GER, 총진학률; PTA(parent-teacher association), 사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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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비용과 기타 자원에 대한 비용이 부과되고 있다. 우간다는 무상 초등교육을 1997년에 

시행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일부 형태의 납입금이 몇몇 공립 초등학교에 잔존해 있다

(도시지역의 학교들은 등록금을 부과할 수도 있으며, 또한 학교기금 형태의 납입금이 존

재한다). 중등교육에 있어서는 등록금제도가 승인되고 있으며 일반적이다. 그러나 이들 

등록금제도들은 통제되고 있으며, 일정 수준 이상의 인상에 대해서는 교육부의 허가를 

받아야만 한다. 탄자니아는 2001년에 무상 초등교육을 세 번째로 공포한 국가가 되었다. 

탄자니아에서 중등교육은 기본 권리나 공익의 측면에서 보다는 경제적 가치의 측면에서 

고려되고 있다. 빈곤층에 최소한의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한 시도로서 장학금제도를 도입

하였으며, 성별과 지리적 위치를 주요 기준으로 지급한다. 마지막으로 케냐가 2002년에 

무상 공립초등교육을 제도화하였다. 중등교육은 여전히 등록금에 의지하고 있으며, 이는 

주로 교장에 의해 학교차원에서 결정된다. 

  아프리카 국가들에서는 초등교육의 무상화에도 불구하고 중등교육에서는 등록금제도가 

그대로 유지된데 반해, 칠레에서는 공립 중등학교의 등록금제도가 비교적 최근에 전격적

으로 도입되었다. 칠레의 기금 계산법에 의하면 사립학교들은 등록금을 일정한 수준내로 

제한하는 경우에 정부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시행 초기와 1990년대 초까지는, 심지어 

사립학교들도 정부보조금을 받고 있다면 등록금을 부과할 수 없었다. 그러던 중 1990년

대 중반부터 등록금제도가 보조금을 지급받는 사립학교들과 공립학교들에게까지 허용되

기 시작하였다. 칠레의 시스템은 등록금 납부에 대한 일부 학부모들의 비중을 면제해주

고, 그들의 수입 중 일부를 사용하여 비용을 지불하는 학부모들이 지불하지 않는 부모들

에게 제공하는 내부적 상호보조금(corss-subsidies)을 구축하기 위해 학교들이 비용을 

부담할 것을 강요하고 있다. 또한 일부 공공기금은 등록금을 부과하는 학교에는 제공하

지 않는다. (그렇지 않다면, 학교들은 등록금을 위해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을 것이

다.) 사립학교들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등록금을 부과하면 공적 보조금을 받을 수 없다. 

출처: 현지 전문가, 공무원, 분석가 등의 제공 자료를 통해 저자 편집.

포뮬러 펀딩
포뮬러 펀딩이 여러 교육 단계를 위해 종종 추천되고 있다. 따라서 본 

항에서는 이와 관련된 참고사항들을 요약하고 있다. 더 자세한 내용은 

Ross & Levacic(1998)이나 Lang(2003)에서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부록 

H에서는 중등교육의 포뮬러 펀딩 이용 사례를 국가별로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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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교육제도들은, 심지어 많은 선진국들에서조차도, 학교에 자금

을 제공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학교들은 일반적으로 교원발령, 교과서 

및 교육 자료의 공급 등과 같은 교육자원들만을 제공받고 있다. 예를 들

어보면, 미국의 학군 대부분에서 학교들은 총 자원 사용량의 약 10~20% 

해당하는 자금에 대해서만 자율 재량권을 가질 수 있다. 그 금액은 직접 

자원의 형태로 유입된다. 포뮬러 펀딩의 목적은 학교의 자원 구입에 도움

이 되도록 학교들에 (자원이 아닌) 현금을 공급하고, 임시변통의, 전통적 

방식이나 협상을 기반으로 하기보다는 알려진 규칙에 의해 자금을 지원

하기 위한 것이다. 포뮬러 펀딩은 학교 예산의 개념에 기반을 두기보다 

권리에 기반을 둔 (예를 들자면) 재학률에 기반을 둔 자격에 더 가깝다는 

점에서 영 기준(zero-based) 또는 성과 기준(performance-based)의 예산 

분배와 같은 예산지향적인 혁신안들과는 구별된다. 이러한 의미에서 포

뮬러 펀딩은 강력한 권리 지향적 기금제도와 양립할 수 있다. 또 다른 특

성으로 포뮬러 펀딩은 블록 기반으로 공급되어 자금으로 무엇을 살지에 

대한 학교의 재량권을 대폭적으로 허용할 수도 있고, 또는 책정 단위

(earmark)로 공급되어 구매 물품들에 대해 다소 엄격한 제한을 줄 수도 

있다. 마지막으로 포뮬러 펀딩은 학군에 자금을 공급하는 방식으로 사용

되거나 학군이 학교에 자금을 공급하는 방식으로 사용될 수 있으며, 또는 

두 가지 방식이 모두 사용될 수도 있다. 어떤 경우에는 현금이 포뮬러를 

기반으로 학군에 유입되기도 하는데, 그 후의 학군의 학교 자원 공급의 

운영 방식은 철저히 중앙집권적 방식을 따르거나 또는 일정한 공식 없이 

이루어 질수도 있다. 두 가지 접근법 모두가 이점들을 가지고 있지만, 가

장 눈에 띄는 이점들은 학교의 직접적 자금제공을 통해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만일 관할구역이 혁신적 방식이나 포뮬러를 기반으로 자금을 공급

받았음에도 학교들에 자원을 공급할 때는 매우 중앙집권적이고 전통적 

방식을 따른다면, 포뮬러 펀딩의 이점들은 급격히 감소될 수 있다. 

포뮬러 펀딩의 장, 단점들을 고려하는데 있어 장점들 중의 일부는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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뮬러 자체에서 나타나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학교가 자원을 공급받는 대

신 자금을 직접 운영함으로써 나타난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학

교가 포뮬러를 기반으로 자금을 공급받지 않은 경우에도(예-예산 또는 

협의 기반의 자금), 물리적 자원을 공급받는 것이 아니라 자금을 공급받

았다는 사실만으로도 학교는 여전히 자체적 자원 구매 능력을 갖고 있으

며, 따라서 (규모의 경제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시간과 비용을 모두 

절약할 수 있게 된다. 또 다른 장점들은 블록펀딩(block funding)에서 나

타난다. 이와 관련된 변수들은 거의 셀 수 없을 정도로 많다. 포뮬러는 

교과서, 교원과 같은 물적 자원들의 임시 또는 추가 분배와는 대조적으로 

투명한 비율을 근거로 공급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이 방식은 물적 자원

과 대조되는 실제 펀딩에도 사용될 수 있다. 한편 포뮬러에 의해 추진되

었다 할지라도, 재원이 반드시 포괄적일 필요는 없다. 포뮬러는 개별 책

정된 경우에 한해 실제 펀드로 적용될 수도 있다. 또한 결합방식을 이용

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교원들을 (포뮬러를 기반으로 하던지 다른 방

식이던지 간에) 물적 자원의 형태로 공급하고, 다른 인력이나 인력 외의 

자원에 대해서는 자금을 공급하는 것이다. 아일랜드와 남아프리카 공화

국의 예를 살펴보면, 이 국가들에서 교원들의 급여는 교육부에서 지급이 

되지만 기타 경상비는 인원별 보조금을 통해 충당한다. 이는 단순 학생 

일인당 포뮬러라 할 수 있다(Murray, Smith, & Birthistle 2003 참조).

결국 원칙적으로 자원의 직접 공급과 동일한 자원을 위한 자금의 공급

이 결합된 형태로 사용될 수 있다. 즉, 학교들이 포뮬러에 의해 예측된 

값에 해당하는 자원들을 공급받는 것이다. 이는 예산에 맞추어 학교들에 

자원을 공급함으로써 가능해지는데, 이때 예산은 관련된 공급품들의 가

치를 실시간으로 기록해주는 조달 및 배급 시스템을 거쳐 산출된 것이어

야 한다. 이 접근법에는 상당한 회계 및 예산 추적의 기술과 시스템이 요

구되며, 만일 이 시스템이 포뮬러 기반이 아닌 요청 기반인 경우에는, 상

황이 더욱 복잡해 질 수도 있다. 대부분의 국가들에서 개별 학교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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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적 할당조차 보고되지 않으며 전체 비용에 대해서는 말할 필요가 없

다. 기껏해야 사후에 문서를 통해 재구성되는 정도이다. 물리적 할당과 

포뮬러 펀딩이 부합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금전적 예산에 대한 

물리적 배분을 실시간 및 개별 학교를 기반으로 추적하기 위한 노력들은 

대부분의 저소득 국가들과 심지어 중간 소득 국가들의 교육 체계들을 당

황하게 만들 것이다. 

포뮬러 펀딩은 임시 대책, 예산에 의한 방법, 협상에 의한 방법 등에 

비해 이점들을 가지고 있으나, 잠재적 문제점들 또한 갖고 있다. 그러나 

거의 모든 경우에 개념적 이점들이 개념적 단점들을 상쇄하고도 남을 가

능성이 크기 때문에, 거의 모든 상황에서 포뮬러 펀딩이 최소한 고려해볼 

만한 가치가 있는 아이디어라는 점을 사전에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 대부

분의 포뮬러 펀딩의 지지자들은 이 시점에서 멈춰 서서는 포뮬러 기반의 

펀딩이 시행되고 난 후에 극복해야만 할 많은 현실적 문제점들에 대해서

는 고려하지를 않는다. 이러한 문제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비용을 지불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그러나 비용과 실제적 문제점들을 

단순히 묵과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그것들에 대해 진지하게 고려해야 한

다. 다음에서는 포뮬러 펀딩의 개념적 장, 단점들을 짚어보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실제적 이슈들의 개요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포뮬러 펀딩의 장점
• 포뮬러 펀딩은 학교가 자율성과 책무성을 갖춘 구조 모형을 따를 수 

있게 해준다. 이는 전통적인 중앙집권적 학교 조직보다 더 효율적일 

수 있다. 또는 그와는 반대로 포뮬러 펀딩은 학교가 성취도와는 무관

한 지원을 통해 무질서한 개인주의를 따르게끔 하기도 하는데, 이는 

특히 이질적 요구를 가진 집단들에 대처할 때 더욱 두드러진다

(Ouchi, Cooper, & Segal 2003 참조). 

• 포뮬러 펀딩은 자금의 예상 가능성을 높여줌으로써 더욱 구체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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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을 세울 수 있게 해준다. 포뮬러 펀딩은 어떠한 형태에 변화에도 

자동적으로 순응하기 때문에 재무계획의 입안과 예산 협상에 대한 

자금의 의존도를 낮출 수 있으며, 또한 교육자와 교장이 재무계획보

다는 교육 계획에 더욱 집중할 수 있게 해준다. (그런데 기억해야할 

점은 포뮬러 펀딩이 재무 계획과 예산 협상의 요구를 감소시켜 준다 

하더라도 자원기반 모형(input-based model)과 관련한 현재의 재무 

운용의 필요성은 증가시킨다는 사실이다. 이 자원기반 모형에는 예

산안이나 운용에 관한 요구사항들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 포뮬러 펀딩은 투명성과 책무성을 증가시켜 준다. 왜냐하면 전달되는 

총액이 공개되기 때문이다. 이는 또한 권리의 문화를 구축하는데 도

움을 줄 수도 있다.  

• 포뮬러 펀딩이 포괄적 보조금(block grants)의 형태를 따르는 경우, 

융통성이 강화됨으로써 운용자들은 매번 상부의 승인을 구하지 않고

도 자원을 특정한 문제에, 또는 요구가 발생할 때 마다 융통성 있게 

배분할 수 있게 된다. 

• 펀딩이 자원 조달의 융통성을 동반하는 경우, 교장 및 학교는 저스트

인타임 방식(just-in-time)의 조달 모드를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는 자원들이 중앙 부서로부터 요청되거나, 그로부터 공

급되어야만 하는 환경에서는 불가능한 융통성 있는 방식이다.

• 특정한 형태의 물품에 대해 사용료를 인정해 주는 시스템에서 학교 

자체의 자금과 공적 자금은 (책임 시스템이 그것을 허락한다면) 융통

성의 강화를 위해 통합될 수 있다. 그 후 재원들은 구매 시 대량매매

로 인한 할인 협상을 유도하는 등 서로 상승효과를 줄 수 있다.

• 포뮬러 펀딩은 자금의 규모를 명확한 “조종자(drivers)” (재학률, 졸

업률 등)에 따라 결정하기 때문에 정부가 중요시 하는 것이 무엇인지

에 대한 메시지를 확실히 전달시키고, 이를 수행하는 학교들을 보상

해주는 경향이 있다. 만일 이 조종자들에 투입된 학교의 포뮬러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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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이 포뮬러 조종자들의 “값”보다 낮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수

익”을 학교가 갖도록 인정된다면, 이는 정부가 원하는 바대로 자금을 

집행한 것에 대한 인센티브라 할 수 있다.  

포뮬러 펀딩의 단점
• 포뮬러 펀딩의 자동적 본성에 의하면 재학률에서 작지만 주목할 만

한 감소가 발생하는 경우에 이에 상응하는 펀딩의 축소가 발생할 것

을 예측할 수 있다(학교의 규모가 작고 포뮬러에 고정비 성분이 존재

하는 경우 제외). 이는 계획의 수립을 예측 불가능하게 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경감시키기 위해서는 이동평균기반의 펀딩과 같은 

안전장치를 구축할 수도 있는데, 여기에는 더욱 많은 시스템과 기술

이 요구된다. 

• 포뮬러 변수들이 내재적 가치(예-사회를 위한 과학 및 기술 교육)에 

대한 신호를 어느 정도로 보내야 할지에 대해서는 상당한 논쟁과 혼

란이 존재한다. 이 신호는 내재적 가치를 지닌 교육 편성을 위해 평

가된 비용, 또는 포뮬러에서 측정된 비용만큼을 그대로 반영하여 사

용하는 것이 아니라 평균 비용 이상을 할당하는 학교들에게 보상을 

실시함으로써 가능해진다.  

• 계획 입안의 초기 단계에서 국가들은 종종 포뮬러 펀딩의 두 가지 

주요 요소들을 구별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포뮬러기반펀딩이 학교 

차원이 아닌 학군 차원에서 이용되는 경우에 접근 방식은 더 효과적

일 수 있는데 왜냐하면 기반시설에 대한 평균 요구를 측정할 때 개

별 학교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 보다는 여러 학교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더 비용효과가 높기 때문이다. 학교가 아직 존재하지 않는다면, 

어떤 경우든 가장 기초 단계에서 학교에 포뮬러 펀드를 적용하는 것

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건설비에 대한 (학군이나 상위 차원이 아닌)학

교 차원의 포뮬러 펀딩은 실제로 가능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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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본금에 대한 펀딩이나 포뮬러 펀딩을 토대로 기반시설의 요구를 

수행하기란 매우 어렵다. 비교적 대규모 총액이라면 가능하기도 하지

만, 이 경우에도 포뮬러 펀딩은 현재 불평등성이 낮은 국가들을 제외

하고는 재학률이나 재학률의 성장에 부응하기보다 제한된 요구에 부

응하는 정도일 가능성이 높다.

• 고정비를 감안하지 않고 재학률에만 의존한 포뮬러 펀딩은 소규모 

학교들에 불이익을 야기한다. (아래서 논의할 자원 불가분성과 관련

된 이슈와는 다르다는 점에 주의할 것.) 소규모 학교들이 효과적일 

수 있다는 증거에 입각하여 학교당 고정비의 기초를 마련하고 이것

이 포뮬러를 통해 승인되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 만일 학교들이 자금을 낭비하거나 자금 공백을 메우기 위해 추가적

인 자금 투입을 받는다면, 포뮬러 펀딩은 거의 효과가 없는 것이나 

다름없으며, 자원을 현명하게 운용한 학교들이 불리한 입장에 처해진

다. 그러나 대부분의 교육체계들은 재정난에 처한 학교들에 추가적인 

자금을 공급할 압력에 저항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 많은 자원들, 특히 교원들은 쉽게 나눌 수 없다. 학교들이 시간제 교

사를 고용하거나 급여를 조정하지 않는 한, 인사 예산을 포뮬러를 이

용해 산출된 자금 수준에 맞추기란 어렵다. 그러나 학교가 그러한 조

정권을 갖도록 승인하는 것은 단체교섭 협약이나 노동법 조항과 같

은 경직된 사항들을 침해하는 것이 될 수도 있다. 연구 결과 포뮬러 

방식의 전반적인 이점들로 인해 노동조합들이 따르기가 더 쉬워질 

가능성이 크다고 제안한다. 비록 이 방식에 더욱 높은 인력 융통성이 

내포되어 있긴 하지만, 이 제안들은 특히 교사들의 전문가적 이익의 

관점에서 볼 때 사실이다. 예를 들어, 포뮬러 펀딩은 교장들을 더욱 

책임감 있게 만들 수 있는데 이는 많은 교사들이 환영할 변화이다. 

교원 비용의 불가분성(indivisibility)은 특히 소규모 학교들이 교원을 

단순히 물리적으로 공급하고, 포뮬러 펀딩을 인사 외의 비용으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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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하고 있는 이유이다. 

• 포뮬러기반펀딩은 대부분의 국가와 학교에서 포뮬러 측면과 펀딩 측

면의 이중 혁신을 의미할 수 있다. 학교들은 자원들을 직접적으로 공

급받는 것 보다 자금을 지원받는데 익숙해질 것이다. 이는 예산의 제

약에 고착하는 동시에 물품 조달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됨을 의미하며, 

동시에 상대적으로 새로운 기술 환경을 획득하고 발전시켜야 함을 

의미한다. 만일 학교들이 이익금을 인센티브로 유지할 것을 택한다

면, 손실 또한 부담해야 할 것이다.     

운영 관련 이슈
• 자금남용은 추적하기에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학교차원에서 사소한 

부정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교장이 책임을 지게 될 것인데, 이것이 

더 고위 당국들이 책임을 지는 것보다는 간단할 것이다. 

• 일부 시스템들의 경우 (차선적 자원의 결합 방식을 유도하는) 지역적 

부정행위와 특별한 이해자들에 의한 탈취의 가능성이 중앙본부의 차

원에서보다 높을 수 있다. 따라서 펀딩이 (포뮬러 펀딩의 효과를 최

대화하기 위한) 지역 차원의 조달 역량과 조화를 이루지 못한다면 자

금이 남용될 수 있다. 이러한 위험성은 명백한 사기 행위에 관련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중앙 관료체제에게는 분별없는 의사결정으로 비

춰지는 경우에는 경계하기가 상대적으로 어렵다. 그러한 예로는 체육 

장비들을 지나치게 많이 구입하여 적절치 못한 자원에 과도한 지출

을 하는 것을 들 수 있다. 교장과 학교가 어떤 자원들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하는지 이미 알고 있음이 가정되어야 하고, 또는 그들이 알 

수 있도록 교육이 실시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이 시스템은 자원의 

혼합(input mix)에 대한 통제권을 일부 상실할 수 있다. 그러나 자원 

혼합은 물품조달이 중앙에서 이루어질 때에는 결코 최선의 방식이 

될 수 없으므로, 대체방식이 더 좋은 선택이 된다. 사용된 자원혼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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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해 보고하는 것은 폐지되지 않았다. 단지 자원의 혼합에 대한 

직접적인 중앙 통제는 양도되었다. 중앙 당국은 펀딩이 다소 특정 용

도로 책정된 성격이 있는 경우에는 자원 혼합에 대해 일부 통제권을 

유지할 수 있지만, 이 때문에 포뮬러 펀딩의 가장 큰 이점들이 훼손

될 수도 있다. 이는 특히 포뮬러가 (학군 차원이 아니라) 학교 차원

에 적용되는 경우나, 학교들마다 요구 사항들이 전혀 다른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도덕적 해이의 이슈
• 포뮬러의 기획이 극단적으로 단순한 방식(예를 들어 졸업률이나 진

급률에 대한 지나친 강조)을 통해 전개된 경우에, 학교들은 타 학교

에서 우수한 학생들의 선별을 시도하는 것과 같은 부당한 행위나, 사

회의 가치에는 전혀 득이 되지 않지만 적당한 학생들을 잘 선별하는 

학교들의 가치에만 득이 되는, 다른 형태의 제로 섬(zero-sum) 행위

에 연루될 수 있다. 따라서 불완전하게 기획된 포뮬러는 입학 장애물

이 될 수 있고, 불평등성을 야기할 수도 있다.

조달 관련 이슈
• 포뮬러기반펀딩이 유리해지기 위해서는 조달사업이 원칙적으로 학교 

자체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 이점과 관련하여 적어도 두 가지 문제

가 발생한다. 첫째로 교장이 교육적 임무를 담당하는 전문 교육자에

서 이전에 훈련을 받은 적도 없고 의향도 전혀 없는 업무 관리자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서 불평할 수 있다. 이러한 불만은 대체로 조달 

기능의 관리, 적절한 의사 결정, 더 잦은 보고의 필요성 등과 관련되

곤 한다. 둘째로 지방 학교들은 일반적으로 인정된 조달 원칙들을 따

를만한 능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중앙식 조달사

업은 비능률적이고 부패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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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급자들은 학교가 모든 품목들을 조달하는 것에 대해 불편해 할 수 

있다. 공공시설(전기, 전화, 가스 등)의 공급자들은 다수의 의사 결정 

기관들(학교들)보다는 주로 대량 조달사업을 관리하는 행정부서와 직

접 거래하기를 선호할 수 있다. 이는 특히 공급자들이 과다지출로 인

해 재정난을 겪고 있는 학교들을 교육부가 구제해 주지 않는다는 사

전 지식을 갖고 있는 경우와 관련 있다. 

• 대량조달에 의한 규모의 경제가 상실될 수 있다. 그러나 법률 및 규

정이 진보적이고 제대로 기획되었다면 학교가 계약 중개인의 역할을 

할 수 있으며, 또한 구매자 동호회를 구성할 수도 있다. 아니면 펀딩

이 조달사업에서 분리될 수 있는데, 그럴 경우 블록펀딩 방식의 이점

들이 일부 상실될 수 있다.

포뮬러 펀딩과 기타 규정 간의 긴장 관계
• 포뮬러 펀딩은 기타 규정들과 상충될 수 있다. 만일 포뮬러 펀딩을 

개별 학생을 기준으로 사용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교원 공급이나 학

생-교사 비율에 관련한 규정 또한 존재한다면, 이 두 기준들은 조화

를 이루지 못할 수 있다. 학생-교사 비율의 규정에 의한 지출수준에 

상응하는 자금을 교부해야 한다는 요구는 학교들에(또는 적용되는 범

위에 따라 지방자치 단체들에) 재정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   

중등학교에 대한 포뮬러 펀딩 적용
• 중등학교는 자율성을 필요로 하며, 초등학교에 비해 이를 관리할 만

한 능력을 더 많이 가지고 있다. 따라서 포뮬러 펀딩은 중등학교들에 

적합할 것이다.

• 중등학교는 초등학교에 비해 규모가 크기 때문에 위에서 언급한 교

사의 불가분성(teacher indivisibility)으로 인한 현실적 문제들이 적용

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어떤 학교가 포뮬러 펀딩을 위해 발행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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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서를 기준으로 15명의 교원들을 확보하고 있다면, 추가적인 시간

제 교사에 대한 급여 지급은 학교에 4명의 교사들만이 있는 경우에 

비해 예산에 더 적은 차이를 줄 것이다. 유사한 지침이나 조건 하에

서 교사의 시수를 줄이는 것은 교수법에 제한적인 피해를 준다. 

• 중등학교는 초등학교에 비해 더 이질적이기 때문에 구매의 융통성에 

대한 요구가 훨씬 높다. (만일 선택된 방식이 블록펀딩이라면) 펀딩 

포뮬러가 이와 같은 특별한 요구에 부합할 수 있다. 

위에서 논의한 이슈들에도 불구하고, 포뮬러 펀딩은 검토할 만한 가치

가 있다. 포뮬러 펀딩에서 야기되는 일부 문제점들을 방지하기 위한 제안

들은 단점에 내포되어 있다. 

포뮬러 펀딩이 시행된 후 일부 사례에서 발생한 근본적 측면의 문제들

을 해결하기 위해서 비대칭적 분권화의 형태를 포뮬러 펀딩을 토대로 일

부 이용할 수 있다. 비대칭적 분권화는 학교 및 행정구가 그들의 역량을 

평가하는 (이론상 공식적이고 투명한) 수단에 따라 각기 다른 수준의 임

무와 권한을 부여받는 상황을 의미한다. 분권화를 방해하는 상습적인 문

제점은 분권화가 기존 역량의 유무에 달려있다는 신념이다. 그러나 중앙

집권화 된 상태에서 지역의 재능은 대부분 그저 잠재적일 뿐이며 그 잠

재적 재능은 분권화를 통해 지역차원의 관리 업무를 실제로 할당받은 뒤

에야 비로소 현실화된다. 따라서 분권화에 앞서 누구를 교육시켜야 할지 

결정하기란 어려운 일이다. 더욱이 지역 관계자들은 업무를 실제로 수행

해야 할 시점이 되어서야 비로소 관련된 교육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경

향이 있다. 지역적 역량의 관리에 대한 일부 타당한 우려들도 있다. 이러

한 난국을 타개하기 위한 한 가지 방법은 선택적 분권화를 시도하는 것

이다. 이를 통해 재능이 아직 드러나지 않은 지역들이나 미비한 지역들에

게 분권화가 실제적인 가능성이 될 수 있으며 지역의 재능 있는 인재들

에게는 조직의 책임을 맡기는 등의 인센티브가 있을 것이라는 메시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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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해진다. 동시에 이러한 형태의 분권화는 상위 정부 부서들이 분권화를 

위한 필요조건들을 대조표 등을 통해 명확하고 투명하게 제시하도록 한

다. 대조표는 자기계발이나 역량강화에 관한 아젠다를 구성할 수 있게 해

준다. 필요조건들을 만족하지 않는 학교나 지역들에게는 추가적인 교육

이 실시될 수 있다. 이러한 교육의 요구는 확고하고 분명한데 왜냐하면 

교육의 주제가 대조표에 명시된 내용들 중에서 학교나 지역이 실패한 분

야들에 관한 것이기 때문이다. 부록 I에서는 콜롬비아와 남아프리카공화

국의 비대칭적 분권화에 대한 시도의 사례가 검토되고 있다.

결  론 
표 7.8은 이 장에서 살펴본 재정적 옵션들을 중등교육의 접근성 확대

와 질의 강화를 위한 목표에 적용시키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간단히 

말하면, 접근성의 확대를 위해서는 추가적인 자금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비교적 단순한 재정 메커니즘을 계획할 수 있다. 질의 개선과 형평성의 

증대는 더 정교한 재정 메커니즘을 필요로 한다. 

중등교육의 확대와 질의 개선에 대한 자금공급은 지원형 정책 환경의 

한 요소이다. 나머지 주요 요소는 관리의 측면으로서 중등교육의 정치 경

제학이 포함된다. 8장에서는 이러한 주제에 대해 검토하고, 중등교육 관

리의 대안 형태들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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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성 및 
규모에 

대한 효과
질에 대한 효과

형평성에 
대한 효과

  
중
등
교
육
의 
재
정 
강
화

  

재
원
의 
추
가 
확
보

공공
재원의 
추가 
확보

일반교육에 
대한 
공공재원의 
추가 확보

접근성을 향상시
키기 위한 가장 
쉬운 방법; 접근
성의 강화를 위
해서는 효율성을 
대폭 강화시킬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일반적
으로 재원을 확
대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질을 향상시키는 
데는 지출의 증대
가 필요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지출을 
증가시킴으로써 
질의 개선을 달성
한 증거는 충분치 
못하다. 

중등교육, 특히 접
근성에 대한 지출
의 증대; 만일 초
등교육의 보편화를 
완전히, 또는 거의 
이룩한 경우 형평
성 또한 개선될 수 
있다(한계이익 발
생률). 교육받은 사
람은 대부분 부유
해졌기 때문이다. 

중등교육에 
대한 
공공재원의 
추가 확보

위와 같음. 본문
에서 논의한 바
와 같이 기타 부
문에 대해 보통
보다 지출이 줄
어들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어야 
한다. 

위와 같음. 위와 같음. 그러나 
주의를 기울일 필
요가 있는데 왜냐
하면 자금을 더 공
평한 분야(예-초등
교육)에서 덜 공평
한 분야(중등교육)
로 이동시킴으로써 
빈곤층 지원의 지
출범위가 감소될 
수 있기 때문이다.  

민간
재원의 
추가 
확보

민관
협력의 
활용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자선사
업

비교적 적은 수
준의 접근성 및 
양을 확대시킬 
가능성.

모든 파일럿 프로
젝트의 사례를 볼 
때 질과 관련한 
강력한 전시효과
를 줄 수 있다. 

지출이 빈곤층을 
대상으로 하는 경
우 형평성에 약간
의 긍정적 효과를 
줄 수 있다. 

공식 
민관협
력

잠재적 영향력이 
큼.

외부로부터의 기
술적 지원이 가능
한 경우를 제외하
고는 질에 대한 
큰 영향력은 없을 
가능성이 높다; 이
렇게 외부강사는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긍정적인 효과를 
줄 잠재성. 접근성
이 제 시간보다 앞
당겨질 수 있기 때
문이다.

표 7.8 접근성, 질, 형평성의 목표를 위한 재정 수단 및 옵션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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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비 충당을 
위해 공식 또는 
비공식, 현금 
또는 물자의 학
부모 기부나 등
록금을 사용하
고, 공공재원은 
빈곤층에게 전
달.

긍정적 영향이 
적거나 또는 없
음. 형평성과 빈
곤층에 대한 자
원 전달이 목적
이 아니고 세입 
확보가 목적인 
경우에는 부정적 
효과를 줄 수도 
있다.

질에 대한 긍정적 
효과를 줄 가능성
이 높은데 왜냐하
면 중간 소득계층
의 개인들이 이로 
인해 공교육을 다
시 이용하거나 지
속적으로 유지할 
가능성이 높아지
기 때문이다. 

공공재원을 빈곤층
에게 전달하는 것
이 목적인 경우, 형
평성에 대한 효과
는 긍정적일 수 있
다. 만일 동기가 단
순한 세입 확보라
면 형평성에 부정
적 효과를 줄 수 
있다.

자본 비용의 충
당을 위해 학부
모 및 지역사회
의 공식 또는 
비공식, 현금 
또는 물자의 기
부를 사용. 공
식적인 경우, 
공공-지역사회
의 제휴가 될 
수 있다.

이러한 형태의 
자금이 없었다면 
학교 건설이 불
가능했을 경우에 
일부 긍정적 효
과를 줌.

없거나 매우 적음. 없거나 매우 적음.

효
율
성
과 
형
평
성
의 
강
화

자원
정책과 
운영
 

엄격한 통제와 
책임제를 통해 
직무수행노력을 
증대시키고 호
응도와 능률이 
높은 교사에 대
한 보상을 강
화. 

비용의 절약이 
발생하고, 이를 
접근성의 확대에 
이용할 수 있다.

비용의 절약이 발
생하고, 이를 과도
한 급여 지출로 
인해 제외되곤 하
는 질의 강화를 
위한 자원들의 구
매에 이용할 수 
있다. 직무수행노
력을 더 기울인다
면 질에 대해 직
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도 있다.

긍정적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 왜
냐하면 빈곤층은 
대개 직무수행노력 
이 불충분함으로 
인해 서비스를 가
장 적게 제공받기 
때문이다.

자원시장 및 정
책(예-조달정책 
및 체계)에 대
한 이해 및 활
용의 강화를 통
한 교과서, 교
원 및 건설에 
대한 자원가격 
절감.

비용의 절약이 
발생하고, 이를 
접근성의 확대에 
이용할 수 있다.

교과서와 문구류
와 같은 주요 교
육의 질 강화 자
원들을 구입 가능
해 진다.

빈곤층은 종종 이
러한 재료들의 부
족으로 인해 영향
을 받으므로 형평
성에 대한 영향은 
긍정적 결과를 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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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된 자원 혼
합 활용. 예-교
실 규모를 확대
하고 적은 수의 
교사와 다양한 
교구 활용. 이를 
위해서는 교사의 
수업시수를 늘리
고 휴가 기간을 
줄여야 한다.

없음. 질 강화 자원들을 
더 많이 사용할 
수 있게 되며, 이
에 따라 질에 대
해 긍정적인 영향
을 준다. 

위와 같음.

규범과 정책을 통해 유
급률과 중퇴율을 낮춤으
로써 내부 효율성 강화. 
질에 대한 특정 개입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
도 있다.

유급생들의 비중
이 크다면 접근
성에 일부 긍정
적 영향을 준다.

연령 이질성이 축
소될 수 있는 경
우 질에 대해 일
부 영향을 준다. 
자동 진급은 질을 
낮출 수도 있다. 

빈곤층은 대개 불
필요한 유급에 의
해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연령-학년 
관리의 개선은 형
평성을 개선시킬 
수 있다. 

원격교육과 같은 개선된 
과학기술 사용(다소 다른 
형태의 교육과정을 필요
로 할 수도 있다).

접근성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
으나 대부분의 
원격교육을 위해 
아동들은 이미 
학교에 재학 중
이어야 한다. 

학습에 중대한 영
향을 주며 비용절
약에서도 뛰어난 
것으로 보고되었
으나, 그 수가 더 
확대되어야 한다. 
일부 과학기술들
은 다른 것들에 
비해 더 효과적이
기도 하다.

학습 개선을 위한 
원격교육의 능력은 
대부분 빈곤층 인
구를 대상으로 진
행되었다. 원격교육
은 결과적으로 형
평성에 긍정적 효
과를 줄 수 있다. 

개선된 
운영 
및 
재정 
메커니
즘

책임제의 강화
와 함께 재량권
도 강화할 수 
있도록 자금제
공 방식 개선. 
인원수별 자금
제공, 포뮬러 
펀딩, 빈곤층 
지원 자금, 성
취 기반 자금, 
보너스 등의 방
식 고려. 

매우 적거나 없
음.

학교의 재량권을 
강화해주는 포뮬
러 펀딩은 다른 
기준들을 동반하
는 경우, 질의 개
선에 도움이 될 
수 있다. 

포뮬러 펀딩은 빈
곤이 포뮬러의 중
요 조종자인 경우 
형평성에 강력한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는 빈곤층 지원
을 위한 자원 분배
에 가장 분명한 영
향을 미치는 방법
이 될 수 있다. 이
를 통해 교육의 형
평성이 강화되는지
의 여부는 자금의 
운용 방식과 더욱 
관련이 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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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및 학교 
경영진을 상대
로 한 교육의 
실시와 역량 함
양을 통한 생산
성 증대. 가치 
부가적 분석
(value-added 
analysis)과 학
교의 효율성 분
석 및 지원을 
토대로 함.  

매우 적거나 없
음.

잠재성이 매우 큼. 
학교의 운영능력
이 강화되면 동일
한 수준의 자원을 
이용하고 유사한 
인구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을 
때 운영능력이 열
악한 학교들보다 
약 20~ 30% 정
도의 결과 개선이 
나타난다. 

빈곤층은 대개 부
유층에 비해 열악
한 운영에 더욱 큰 
영향을 받는다. 운
영 방식의 개선은 
빈곤층에 대한 결
과를 개선시키고, 
이를 통해 형평성
에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교육과정의 최적화. 최적화된 교육과
정이 비용 절감
을 유도하고 이
를 다시 접근성
의 개선에 활용
하는 경우, 일부 
효과를 준다. 

교육과정이 얼마
나 적절하게 개선
되었는지, 또한 이
것이 실제로 적용
되고 있는지의 여
부에 따라 일부 
영향을 준다.

기존 교육과정이 
빈곤층에 대해 호
의적이지 않은 경
우 일부 개선을 기
대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농촌 지
역들에서는 접하기 
힘든 교수 기법 및 
기술 또는 과목이 
요구될 수 있다. 

출처: 저자 편집

주 
1) 규모가 큰 국가들은 2001년에 초등학교 재학생이 300만 명 이상인 국가

들을 기준으로 다소 임의적으로 정의했다. 표 7.1에 선택된 국가들은 초

등학교 재학생이 3백만명 이상이며, 1998년에서 2001년의 기간동안 초등 

및 중등교육에 대한 EdStats의 완전하고 믿을 만한 자료를 갖고 있는 저

소득 국가들이다.  

2) Mingat의 표본에 이용된 10개 국가들은 베냉, 카메룬, 마다가스카르, 말

리, 모리타니아, 모잠비크, 니제르, 르완다, 세네갈, 토고 이다. Mingat의 

추정치가 Binder의 전제에 해당하는 순재학률 90%에 근사한지 여부는 확

인되지 않았다. GDP에서 총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에 대한 추정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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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gat(2004)의 표 8에 4행과 8행을 추가한 후 추론하였다. 

3) Migat(2004)의 표 8의 2행과 8행의 총계를 이용해 산출.

4) 이 표는 중앙값의 추세를 보여주고 있지만, 중앙값 주변으로 상당히 높은 

산포도(dispersion)가 사실상 존재한다. 그러므로 중앙값의 추세에서 볼 때 

중등교육 GER이 75라면 예상되는 고등교육 GER은 30이 될 것이지만, 25

번째와 75번째 분위수(quantiles)의 분위수 회귀분석(quantile regressions)

에 의해 예상되는 값은 각각 18과 41이 된다. 따라서 절반가량의 국가에

서 중등교육의 GER이 75인 경우, 고등교육의 GER은 대부분 18에서 41 

사이에 존재할 것이다.     

5) 경제 성장의 기록 변화에 따른 집단 간의 차이는 사례들의 수가 불충분

하지만 중등교육의 경우 겨우 10%에 불과하나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왜

냐하면 국가들은 이러한 자료들을 매우 무계획적인 방식으로 보고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고등교육에 대해서는 1% 차이도 의미심장하다.) 

각기 다른 중등교육의 확산 보고에 의한 집단들 간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주목할 만하지 않으며 전반적인 설명에만 유용하다. 

6) 사회적 책임의 영역에 참여하기 위한 동기로는 일례로 다국적 기업들이 

세 가지 본질적 책임을 공식적, 비공식적으로 완수하기 위한 홍보의 압력

에 직면하고 있는 것을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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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8
중등교육의 지배구조: 접근성 확대 및 

교육의 질 개선
입법자들은 무엇보다도 젊은 층의 교육에 모든 주의를 집중해야 한다

는 사실에 의문을 품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 왜냐하면 교육에 대한 경시

는 국가의 헌법에까지 해를 끼칠 수 있기 때문이다. 모든 시민은 그가 살

고 있는 정부의 형태에 맞게 만들어져야 한다. 모든 정부들은 본래부터 

형성되어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고유한 성격을 갖는다. 민주주의적 

성격은 민주주의를 창출하고, 독재 주의적 성격은 독재주의를 창출한다. 

그리고 언제나 국가의 성격이 개선될수록 정부도 개선된다.

-Aristotle, Politics, B.Ⅷ

등교육의 두 가지 도전-(특히 빈곤, 인종, 성별, 장애 등으로 소외

된 계층에 대한) 적용 범위의 확대와 질 또는 적합성의 개선-은 

중등교육의 체계를 관리하는 데 가장 적절한 요점이 무엇인가 확인하는 

작업을 필요로 한다. 여론의 지지를 받는 합의안들이 부족한 현실에서는 

정책 입안자들이 이로 인해 막중한 임무를 부여받게 되었다. 학교 교육 

및 지배구조에 대한 연구 논문의 논평에서는 교육의 지배구조를 어떻게 

정의할 것인지에 대해서 어떤 명확한 합의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내재적 전제에 의하면 교육의 지

배구조는 정부의 “운영기제(machinery)"와 관련이 있다. 다시 말해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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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지배구조는 교육부 및 교육 관련 기관의 역할, 즉 그들의 권력 행사 

및 합리적 기획 과정과 성과 평가를 포함한다.

이 보고서에서 지배구조의 정의는 중등교육의 공급이라는 사회적 행위

가 발생하는 한 사회의 목표설정 및 목표지향의 메커니즘, 제도(법칙 및 

규정) 등의 일련의 절차로 규정된다(Kettl 2002). 교육 지배구조의 주요 

요소들로는 교육과정, 표준, 입학정책, 자격증 등에 대한 규제, 학생의 성

취도 및 체제의 상태를 평가하는 과정,  학교 운영 및 교육 서비스의 공

급에 필요한 메커니즘, 자원분배 및 자금공급의 방식 등을 들 수 있다. 

지난 수 십 년에 걸쳐 교육을 법적으로 규제하는 방법은 크게 변화되어 

왔다. 특히 그 변화들은 자원의 관리와 이용, 학교 운영권의 이양 및 분

권화 운동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이러한 변화들을 뒷받침

하기 위해 새로운 지배구조방식들이 중앙 및 지방 행정 당국들에 도입되

고 있다.

중등교육의 효율적 지배구조와 관련하여 단일 모델이 존재하지는 않지

만 여러 국가들의 지배구조 방식들을 분석한 결과 국가가 전통적으로 오

랫동안 의무 중등교육을 실시해 왔으며, 대다수의 젊은이들에게 양질의 

중등교육을 공급하는데 적절한 성공을 이룬 국가들에서는 다음과 같은 

네 가지 공통된 기본 요소들이 발견되었다. 

• 투명하고 잘 알려진 규정

• 시민과 각 수준별 (지방) 자치단체를 포함한 교육 주체들의 책임에 

대한 명확한 정의

• 강력한 공공 관리

• 성과 및 결과의 평가에 대한 명확한 정의

이와 같은 네 가지 핵심 요소들의 결합에 의해 결정되는 지배구조의 

형태는 그 사회의 전반적인 사회문화적, 경제적 특성들과도 밀접하게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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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된다.

이 장에서는 중등교육의 지배구조를 두 가지 각도에서 고찰할 것이다. 

첫째, 중등교육 체계의 운용에 사용되는 제도 및 메커니즘에 관한 문제들

을 거시적 관점에서 분석하고자 한다. 특히 중앙정부와 지역 사이의 관계

가 중등교육의 접근성 확대와 질의 강화라는 두 가지 도전에 부응하기 

위해 어떻게 재정의 되고 있는지와, 입학 및 선발 정책들이 기회의 완화

나 제한에 어떻게 사용될 수 있는지를 조사하는데 유의할 것이다. 둘째, 

미시적 차원에서 조직으로서의 중등학교에 초점을 맞추고, 효율적인 중

등학교의 주요 조직적 특성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중등교육의 운용
중등교육은 초등교육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중등교육 체계의 운용을 

위한 제도적 장치의 고유한 특성들을 지니고 있다. 그 중 하나는 중등학

교 졸업생들의 취업이나 중등학교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에 위치한 고등

교육 기구로의 진학을 가능하게 해주는 중등교육과 인력 시장, 중등교육

과 고등교육기구들과의 관계이다. 이를 통해 중등교육은 여러 지역들에 

대해 파급효과(spillover effect)를 갖게 되며, 이 파급효과로 인해 재정 

및 표준 제정, 교육과정 정책과 관련한 중앙정부의 역할 강화가 정당화된

다. 중등교육의 두 번째 차이점은 교과과정이 개별적 학과목들을 중심으

로 구성되며, 다양한 교육 방식과 전문가들에 의한 수업 등이 내포되어 

있다는 점이다. 교과과정은 학교의 최적 규모를 결정하거나, 보통 두개 

이상의 행정 구역들로 구성되는 통학구역을 결정하는데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이는 다시 교육의 지역적 경계 및 지방자치단체들의 조직과 정의

에 영향을 미치는데 이로 인해 종종 학부모와 학교 간의 연계나 지역의 

기업공동체와의 연계가 약화되기도 한다. 

중앙정부에 의한 정책의 수립 및 관리는 교육의 확산 시기에 지배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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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방식이 되어왔다(Lundgren 2002). 또한 중앙정부가 통제하는 개혁은 

접근성의 확대와 관련한 목표를 정의하고 달성하는데 도움을 주는 주요

한 수단으로 작용해 왔다. 정책 수립의 초점이 접근성의 확대에서 형평

성, 질, 적합성의 이슈들로 이동함에 따라 효율성, 생산성, 학교 조직과 

같은 미시적 측면들이 더욱 많은 주목을 받게 되었다. 이에 따라 중등교

육의 공급과 관련한 중앙정부의 전통적 역할에는 의문이 생겼고, 국가-

경제-시민사회 간의 관계 규명이 교육 개혁과 관련한 논란의 중앙 무대

로 옮겨졌다. 학교, 지역, 국가의 각 단계가 가장 잘 처리할 수 있는 문제

와 결정사항은 무엇인가에 대한 이슈는 현재 대부분의 국가에서 충분한 

조사가 요구되는 분야이다. 1998년에는 85개의 국가들이 부분적으로 분

권화 형태를 지향하고 있었다. 일례로 아시아 지역의 40개 국가들 중 38

개 국가들(Adams 1998)과 라틴아메리카와 카리브 해 지역의 35개 국가

들 중 20개 국가들(Winkler & Greshberg 2000)이 교육 분권화의 일부 형

태를 이미 따르고 있거나, 계획 중에 있는 것으로 보고 된 바 있다. 

물론 중등교육의 공급에서 국가와 광역 자치 단체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에 관한 유일하고 간단한 해답은 없다. 접근성, 질, 형평성, 효율성

의 문제들을 처리하고 이 문제들에 대한 결정을 내리는 중앙정부 또는 

자치단체의 능력은 주로 각 기관의 제도적 역량과 운영능력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에 대한 국가-지자체의 역할이 변화되

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들이 전 세계에서 발견되고 있다. 기존의 국가는 

중앙집권적인 규범 체제에 의해 뒷받침되며 규준을 근거로 한 지배구조 

모형을 따르고 있었으나, 현재는 국립 성과감시 시스템에 의해 뒷받침 되

며 합의된 목표와 명확히 규정된 성과에 기초한 메커니즘에 의한 운영에 

의지하는 새로운 지배구조 형태로 변화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또한 교육

서비스의 제공을 대규모 정부 관료체제가 담당하던 데서 벗어나 소규모 

행정기구들이 학교와 정부의 다양한 역량 개발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되었

고 광범위하고 다양한 서비스 제공자 네트워크가 이 행정기구들을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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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식으로 지배구조방식이 전환되었음을 의미한다. 

여기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점은 이 분권화의 과정에서 국가가 결코 

멀리 떨어져 있지는 않다는 점이다. 국가는 지속적으로 교육의 재정가 및 

단속자로서 압도적이고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확고한 책임자의 위

치를 유지한다(표 8.1 참조). “사실상 국가 업무의 본성은, 간략하게 말하

면, 대부분 교육에 관한 세부적 업무를 수행하던 것에서 누가 어디에서 

그 일을 수행할지를 결정하는 것으로 변화되었다. 이러한 분권 및 분리는 

권력의 약화라기보다는 오히려 강화를 증명하고 있다”(Dale 1997, 274).

중앙정부의 역할이 중등교육 서비스의 직접적 공급자에서 규정 및 인

센티브와 같은 복합적 시스템을 통해 기타 관계자들에 관여하는 간접적

     

표 8.1 교육에 대한 중앙정부 역할의 변화 동향
과거 현재

교육발전 계획.

교육 계획의 수립 및 

실행 관리.

모든 세부사항 관리.

모든 교육서비스 제공.

공익사업분배.

교육개발을 위한 주요 또는 

유일한 자본가로서 활동.

국가적 비전 제시.

목표별 운영; 표준의 정의 및 국립학업성취도평가 운영.

학업평가 및 시스템 적용을 통한 결과 감시; 교육 연구 및 개

발 지원.

서비스의 평등화 관리; 양질의 서비스 공급 촉진; 시범사업 제

안 및 목표 인구집단이 동의한 교육적 성과의 달성을 돕기 위

해 자원 공급; 중앙 및 지방 정부, 또는 서비스공급자 간의 파

트너십 관리.

이익집단 동원 및 관리.

중요한 자본가로서의 역할과 더불어 지방단체들과 민간분야간

의 제휴 촉진제로서의 보완적 역할 담당.

출처: Adams(2001)에서 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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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로 변화하자, 다양한 교육서비스의 공급자들이 등장하게 되었다. 

이뿐 아니라 “모호한 경계들(fuzzy boundaries)”(Kettl 2002)이 다수 생겨

남에 따라, 오늘날 민간분야와 더불어 중앙 및 지방 정부의 관료들은 모

든 대중이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확실히 제공받을 수 있는 지배구조를 습

득해야만 하는 상태에 있다. 

지방자치기구들로의 권한이양 추세로 인해 보편적인 분권화 운동이 촉

진되었다는 생각은 일반적이다. 그러나 국가의 실제에 관한 더 면밀한 조

사에 의하면 분권화 추세가 중등교육의 모든 측면에 적용되지는 않는 것

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영국과 미국의 경우, 교육 정책 중 일부 중요

한 측면들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의 주도적 역할이 이전보다도 더욱 강화

되었다. 미국에서 표준 정립은 국가가 정하는 성과의 정의를 따르고 있으

며, 이는 중앙정부의 주요 운영 수단으로 간주되고 있다. 영국의 경우는 

교육과정의 표준을 중앙정부에서 제정하고 (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국

가교육과정 마련) 학교 감사 및 지방에 대한 정부의 통제를 강화함으로

써 교육 지배구조에서 국가가 더욱 직접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다. 

핀란드와 한국은 모두 교육체계의 분권화를 위해 대대적 개혁을 실시

한 국가들이나, 그 실행 방식은 일부 측면에서 상당한 차이점을 나타내고 

있다. 예를 들어 핀란드에서는 교원의 임용과 해고의 권한이 학교에게 주

어져 있어 교장이 이와 관련된 결정들을 내릴 수 있다. 반면 한국에서는 

많은 기능들이 지방의 정부 부서들로 이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중앙당

국이 여전히 인사 결정에 대한 결정적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 이는 대부

분의 경우 교원들이 그 지역사회에 속해 있고 지역사회와 동일시되며 이

로 인해 교원의 임용과 해고 또한 문화적으로 매우 민감한 문제로 인식

되기 때문이다.

Lundgren(2002)은 교육 지배구조의 모형을 규범적 모형(normative 

model)에서 목표 지향적 모형(goal-oriented model)으로 전환하는데 필요

한 사항들을 이해시키기 위해 유용한 체계를 개발하였다(그림 8.1). 중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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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central-local)의 축은 한쪽 끝에 있는 중앙정부와 다른 편 끝에 있

는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사회와 같은 제도적 관계자들의 역할과 책임을 

정의하는 과정에 영향을 주는 창조적 긴장을 의미한다. 교육은 한 세대에

서 다음 세대로 문화를 재생산시키기 위한 매개수단이므로 교육에서 국

가는 언제나 중요한 역할을 맡을 것임이 분명하다. 다만 어느 시점에서건 

규정되어야 할 사실은 분권화의 범위이다.    

규정-목표(regulations-goals)의 축은 교육적 과정의 지배구조기관(“누

가 권한을 가질 것인가”)과 교육체계의 운용을 위한 메커니즘을 규정할 

때 발생하는 압력을 의미한다. 정치제도는 교육내용과 학습방식의 규정

을 통제할 수 있으며, 그러한 통제권을 행사하기 위해 규범적 메커니즘

(규정)을 사용할 수도 있다. 혹은 통제권이 전문가적 영역에 주어져서 성

과 지향적 장치(목표)를 통해 행사될 수도 있다.

이 두 축들은 끊임없이 상호작용을 한다. 교육체계가 중앙-지방의 축

에서 점차 지방과 관계되는 쪽으로 움직이면, 전문가적 특성의 가치가 더

욱 증대되는데, 그 이유는 충분한 자격을 갖추고 있고, 반응이 보다 빠르

그림 8.1 교육의 지배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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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이를 통해 주요 교육적 과정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교장 및 

교원에 대한 요구가 더 강력해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문성과 결과에 대

한 책임이 무엇보다 중요해진다. 중앙-지방의 축에서의 이동은 목표 및 

성과에 따른 지배구조로의 전환을 동반하며, 따라서 시기 적절하고 신뢰

할 만한 정보의 필요성과 가치는 더욱 증가하게 된다. 이러한 정보는 지

방의 교육기관 및 교장, 교원들에게 새로운 형태의 경영 방식과 자격 요

건을 갖출 것을 요구하기도 한다. 학교의 운영법, 교육 지도력, 교사의 전

문가적 역할 등에 대한 새로운 관심은 목표 및 성과에 따른 지배구조로 

추세가 이동하면서 나온 부산물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방향 전환은 교육의 계획 및 운영에서도 괄목할 만한 변화

를 초래했다. 그 변화는 두 가지 추세로 나타나고 있다. 첫 번째는 중앙

집권적인 계획 및 운영으로 교육과정 및 평가제도에서 변화를 유인하는 

추세로서, 이는 중앙 관료적 통제의 강화로 해석될 수 있다. 두 번째는 

예산 또는 매일 매일의 변화의 실행에 대한 권한을 지역 또는 지구(地

區)별 기구, 심지어는 학교로 직접 분산시키는 경향이다. 이러한 중앙집

권적 통제와 전문적 분권으로의 동시 이동은 지역과 학교의 요구에 더욱 

빨리 응답하는 교육관료 및 전문가, 더욱 유능하고 잘 준비된 교육 전문

가 및 교육 관리자를 필요로 하고 있다.

이 두 축의 상호작용에 의해 국가가 마침내 4분면의 어디에 위치할 것

인가는 국가의 정치사 및 문화, 교육제도의 발달수준, 변화를 제안하고 

수행할 제도적 역량 등에 따라 좌우된다(박스 8.1 참조). 개별 국가의 결

과적 위치는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균형과 정치적, 전문가적 

권력 및 책무 사이의 균형점을 상징한다(Lundgren 2002).

중앙-지방의 관계
교육에 관련한 중앙-지방, 정치성-전문성 사이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

해서는 다양한 접근법들이 다루어져 왔다(Colclough 1993; Cumm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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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스 8.1 인도의 분권화: 케랄라 주
  케랄라는 91%에 달하는 문자해독률과 거의 완전히 보편화된 기초교육을 가지고 있으

며 인도의 주들 중에서 가장 높은 수의 교육받은 인구를 자랑하는 인도 서남부의 주다. 

1997-2002년의 5개년 계획의 기간 동안, 케랄라에 있는 약 11,000여개의 정부후원 학

교들의 관리상, 행정상의 책임이 주 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 혹은 판챠야티라지

(panchayati raj)라는 기구로 이양되었다. 초등교육은 마을 판챠야츠(panchayats, 선출된 

의회)의 책임이 되었다. 이러한 분권화는 보편적 기준으로서 제공되는 포괄적인 교육 프

로그램의 도입과 학교 교과과정의 개정에 의해 촉진되었다.

  6년 후의 평가에 따르면 좋은 취지와 다양한 지원에도 불구하고 지역의 권한이 행사된 

경우가 거의 없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중앙정부의 규정들이 여전히 매일 매일의 학교 시

스템 운영을 좌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조한 지역 참여의 주요 원인들로는 마을

의 관리기구들로 이양된 새로운 업무에 대한 이해의 부족과, 그 업무를 실행하기 위한 

전문성의 부족, 그리고 교사의 전문 영역에 대한 정치적인 침해로 인한 교사들의 저항 

등을 들 수 있다.

  마을의 판챠야츠가 교수 및 학습을 평가하고 감시하는 데 책임을 지고 있었음에도 불

구하고, 이 일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적법성과 전문적 자원들은 부족한 실정이었다. 새로

운 책임들을 수행하는 면에서 다소나마 성공을 거둔 몇몇 지역들은 비교적 교육 경험이 

많고 부분적으로나마 합법성을 갖추고 있는 지역 지도자들이 있는 경우였다. 이에 더하

여 중앙정부는 완전한 지방분권으로 인해 불평등성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려하

고 있으며, 이로 인해 지역의 주도권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극도의 조심성을 나타내게 

되었다.

출처: Bray & Mukundan 2003.

and Riddell 1994; Green, Wolf, and Leney 1999; James 1994; McGinn 

and Welsh 1999; Prawda 1992; Weiler 1990; Winkler 1989). 여기서는 

의사결정의 궤적이 학교의 재정과 지배구조, 그리고 교실 수업을 위한 교

과목들과 교수법의 선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이

를 위해서 Green, Wolf, Leney가 OECD 국가들을 상대로 진행한 교육의 

지배구조에 대한 비교 연구에서 개발한 유형학(類型學, typology)을 이용

할 것이다. 이 보고서에서 저자들은 분권적 요소를 갖춘 중앙집권적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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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스 8.2 분권적 요소를 갖춘 중앙집권적 교육체계의 특성
 • 중등교육의 다양한 측면에 강력한 중앙정부의 통제가 행사된다(학교의 조직, 교육과

정, 시험 및 평가 방식, 운영, 자원의 분배, 교원의 임용 및 연수 등).

 • 정치적 근거는 전통적인 복지 국가(welfare state)에 두고 있으며, 사회문제의 해결을 

강조한다.

 • 교육 지배구조는 고도로 조직화되고 계급조직의 형태를 따르는 전문적 관료체제를 통

해 실시된다.  

 • 교육부는 강의교안, 강의배정 및 시험에 대한 상세한 내용의 규제와 교과서 및 교재의 

승인 등을 통해 교육과정의 기획 및 시행에서 막강한 지배력을 행사한다.

 • 교육부는 본사 또는 지역별 사무국을 통해 학교의 재정, 유지, 감사, 채용 등에 전적

인 책임을 진다. 

 • 학교는 교육과정, 예산, 인사에 관련된 문제들에 대해 자율권을 거의 갖지 못한다. 

 • 추진 동력은 평등주의적 이상에 근거한다(교육 편성의 형평성).

 • 강력한 국가의 통제가 접근성 및 질의 불평등성을 해결할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간주

된다.

 • 이 모형의 발전은 지역별 사무국(중앙정부의 지역별 기구)이 교과서 선정 및 소규모 

예산의 자율적 집행 등과 관련하여 제한적 권한을 갖게는 하지만, 근본적으로 강력한 

중앙정부의 통제가 교육의 모든 측면에서 유지되는 것을 지향한다.

계, 지방분권 체계, 지방자치 체계, 유사 시장(quasi-markets)을 통한 제

도적 자치제와 같은 네 가지 주요 모형을 제시하고 있다. 

분권적 요소를 갖춘 중앙집권적 체계(centralized system with elements 

of devolution). 프랑스는 이 모형을 통해 지배구조 방식을 발전시킨 대표

적인 국가이다. (이 체계의 특성은 박스 8.2 참조) 1980년대 초 이래로 

프랑스는 다양한 형태의 권한이양(devolution) 및 행정분산(deconcent- 

ration)을 실험해 왔다. 이를 통해 일부 권한이 교육부 산하의 지방 사무

국으로 분산되었다. 그 결과 1)지역별 교과목 개발; 2)학교 감독에 대한 

지방, 지역, 중앙 부서들 간의 책임 분담; 학교 건물에 대한 법적 소유권

의 지방자치단체로의 이전 등이 가능해 졌다. 학교가 교육과정의 이슈와 

관련하여 일부 자율권을 획득하게 되었으며, 학교 특성화가 장려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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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립 중등학교의 위치 배정에 대한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경쟁의 요소를 

도입하자 거주 지역 밖에 있는 학교들에 대한 입학 신청이 가능해져 학

부모의 선택권이 더욱 증대되기도 했다. 

중국의 경험은 중앙에서 지방자치단체들로 책임을 성공적으로 이양하

는데 필수적인 요소로서 잘 발달한 지역기구의 역량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중국에서 교육의 분권화는 1985년에 시작되었으며 그 

목적은 9년간의 의무교육을 달성하기 위해 지방자치제를 장려하고 지역

의 자원들을 동원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러한 분권화를 통해 교육과정에 

대한 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더욱 다양한 종류의 교과서를 사용할 수 있

게 되었지만, 초등 및 중등학교의 운영권을 군구(郡區, township)로 이양

시키는 것은 군구 기관들의 역량 및 직원의 부족으로 인해 파기될 수밖

에 없었다. 이는 교육의 이슈들을 확실히 이해하지 못하고 자금의 분배와 

교장의 임용 및 선출에서 잘못된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결국 중앙정부

는 교육적 책임과 권한을 이미 기존부터 교육사무국들이 왕성히 활동하

고 있는 한 단계 더 높은 단계인 군(郡, county)으로 이양하기로 결정하

였다. 분권화는 빈곤한 군과 부유한 군 사이의 불균형을 증가시키는 부작

용 또한 갖고 있는데, 이는 빈곤한 축에 속하는 지역공동체는 추가 자원

을 산출하거나 우수한 교원들을 영입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이

러한 지역들의 경우 심지어는 교원의 급여마저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  

멕시코에서는 중앙정부가 교육비를 각 주로 배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한편 초등 및 중등학교, 또는 교원의 인사나 임용에 대한 의사결정

의 권한은 지역(주)에 주어져 있다. 단, 벽지 지역이나 원주민 지역에 대

해서는 해당지역의 아동들에 대해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중앙정부가 

국가교육개발 위원회(National Council of Education Development, 

CONAFE)를 통해 직접 농촌 학교의 시스템을 운영하기도 한다.  

권한이양과 분권화를 동시에 시행하려 할 경우에는 분권화로 인해 권

한이양이 방해받는 위험한 상태에 놓일 수 있다. 권한이양이 지역별 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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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스 8.3 지방 분권화 체계의 특성
 교육에 대한 권한 및 책임이 중간 단계에 있는 정치적 기관에 주어진다. 이 기관은 중
앙정부 보다는 낮으나 지방자치단체나 지역의 관할구청보다는 높은 기관이다. 연방정부
가 상대적으로 매우 적은 권한을 갖고 있긴 하지만 각 주(州)나 지역별 기관으로 양도된 
강력한 통제력과 권한이 사실은 이 모형을 매우 중앙집권적으로 만들 수도 있다. 독일은 
이러한 모형을 따르는 대표적 국가이다.

 • 각 주는 학교 체계와 관련된 대부분의 법률 및 규정에 대한 책무를 지닌다.

 • 연방정부는 교육보조금이나 초국가적 규모의 학문적 연구 및 사업에 대한 투자를 통
해 각 주의 교육적 의무의 이행에 개입할 수 있다.    

 • 연방정부는 교원의 급여, 혜택, 연금 등에 대한 규정을 감독한다. 

 각 주의 교육 조직들은 엄격한 계층적 질서를 따를 수 있다.  

 • 각 주의 교육부는 교육과정 내용, 평가, 교과서 승인, 교원 임용, 교원 급여 등에 대한 
규정을 책임질 수 있다.

 • 각 지역의 학교들은 학교의 조직, 지배구조, 재정을 책임질 수 있다. 학교들은 교육과
정 및 평가와 관련하여 일부 자율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여전히 주(州)에서 공표한 
엄격한 가이드라인에 의해 통제된다. 

 • 자녀가 어느 학교를 입학할지에 대한 선택권은 부모에게 주어져 있으나, 제도에서 부
과하는 엄격한 입학 요건을 요구하는 제도의 특성상 그 선택이 제한된다.

의 실시 및 의무를 통해 지방자치단체들에 권한을 이양하는 반면에, 분권

화는 중앙정부의 하위부서들로 분산시킴으로써 분권과는 반대되는 효과

를 나타낸다. 말하자면 중앙의 영향력이 확대되고 따라서 자치 또는 자기

운영 방식의 지방자치체는 그 영향력의 범위가 제한될 수밖에 없는 것이

다(Green, Wolf, & Leney 1999).

지방 분권화 체계(regional devolution system). 미국의 교육체계에서는 

박스 8.3에서 설명하는 지방 분권화 체계의 특성들 중 일부를 찾아볼 수 

있다. 연방정부는 보조금 또는 학술연구사업과 같은 인센티브를 통해 주

(州)정부들과 지방자치단체들에 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한다. 한편 지

역의 학군 및 학교는 교과과정, 교육방법, 자원분배 등을 관리함으로써 

미국의 교육제도는 지역별 관리감독에 대한 모범적인 예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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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스 8.4 브라질 파라나(Paraná)의 학교 성적표(SRC)
  2002년, 연속 2년 동안 파라나 주의 교육사무국(Secretariat of Education)은 학교별 

성취도에 대한 정보를 수록한 학교 성적표(school report card, SRC)를 발간하여 각 지

역에 배포했다. 교육의 고급화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주(州) 사무국이 도입한 이 SRC는 

지역사회를 학교에 더 가깝게 끌어들이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 주요 취지는 정확

한 정보를 토대로 학부모와 학교가 함께 동일한 목표들을 향해 노력한다면 학생의 성적

이 향상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서 비롯되었다. 만약 학부모들이 자기 자녀의 학교와 

이웃 자녀의 학교에서 무슨 일이 생기고 있는지를 안다면 학교 및 지방자치단체들에 교

육 개선에 대한 압력을 행사할 것이기 때문이다. 

  SRC에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정보가 실려 있다. 

(a) 가족배경에 따른 학생 성적(“학교효과(school effect)”). 

(b) 자치구역내의 모든 학교들과 학생 흐름(진급, 유급, 중퇴) 및 학교 특성(교사들의 

자질, 학급 규모)을 비교한 자료.     

(c) 학부모, 학생, 학교 관리자로부터 수집한 정보. 우선 학부모의 관점에서 본 수업의 

질, 부모의 참여, 정보의 교환, 학교의 안전성, 학부모의 프로파일 등이 그것이다. 

  학생으로부터 수집되는 정보는 학교생활을 돕기 위한 부모의 관심, 가족의 경제적 상

태, 수업에 대한 학생의 의견, 학생의 태도, 학습에서 겪는 어려움 등이다. 교장에 대한 

자료에서는 교장이 학부모와 이사회를 교육 과정에 참여시키고 학업 성적을 개선하기 위

해 교사들과 분석 및 토론의 시간을 얼마나 할애했는지에 중점을 두고 교장의 지도력

(leadership)을 알아보는데 초점을 맞춘다. 

 출처: 저자 편집, http://www.pr.gov.br/cie.   

브라질에서는 교육과 관련한 권한이 대부분 주 정부에 주어져 있다. 

1998년 헌법에서는 각 주(州)와 지방자치단체가 교육적 책임을 이행할 

수 있도록 자치권을 보장하였다. 각 주는 중등교육에서 핵심적 역할을 담

당하고, 지방자치단체들은 초등 및 유치원 교육을 제공할 제 1차적 책임

을 갖는다. 연방정부의 주요 역할은 각 주와 지방자치단체들에 자금 및 

기술적 원조를 제공하여 교육 기회의 형평성과 질에 대한 최소한의 기준

을 보장하는 것이다(박스 8.4 참조).

지방자치 체계(local control system). 이 모형의 특징들은 박스 8.5에서 

다루고 있다. 1990년대 초반에서 2000년도 초까지 영국은 소비자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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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스 8.5 지방자치 체계의 특성
 • 중앙정부의 규제는 심하지 않으며 제한적인 통제 하에 학교체계의 운영에 대한 기본 

틀을 제공한다. 

 • 지역에서 선출된 관리기구들이 담당구역 내에서 교육에 대하여 상당한 관리권을 행사

한다. 

 • 학교는 각 군(郡)의 사회문화적 현실에 맞춰 다양한 정도의 자치권을 누린다.

  지방자치에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유형이 존재한다.

1. 영국의 체계에서 볼 수 있는 역사적 전통을 근거로 한 교육 지역주의 

 • 지방의 교육 관리기구들이 학교체계의 구성 및 운영에 밀접히 관련된다.

 • 학교는 전문가적 신뢰와 교사에 대한 고도의 직업적 자치권을 근거로 교육과정의 이

행과 학생 평가와 관련하여 다양한 자율권을 누린다. 

2. “북유럽식 지방자치” 모형을 기초로 한 교육 지역주의

 • 지방자치기구가 강력한 교육 관리 및 제공의 역할을 담당한다. 

 • 전문가적 자율권은 별다른 주목을 받지 못한다.  

권 보장, 주(州) 보조금의 이동, 규제완화 등을 통해 지방자치 체계(박스 

8.5의 1번 유형)에서 큰 변화를 시도했다. 그런가하면 박스 8.5의 2번 유

형을 지지하는 많은 주장들이 있는데 그 내용은 근대(modern) 산업사회

에서 정부기관에 의한 정치적 지배를 주도하기 위해 설립된 전통적 기구

들은 포스트모던(postmodern), 지식기반사회에 존재하는 과거와 동일한 

기관들을 관리하는 데는 더 이상 적합하지 않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단순 

대응하는 지역 정부기관들을 가지고 있는 강력한 중앙정부는 혁신, 구조

적 변화, 새로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민첩성 등에는 장애 요인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식의 규모 및 구조가 급속히 변화하고 있는 시대에 교

육 내용을 중앙정부가 계획하는 것은 이전보다 훨씬 어려우면서도 더 비

생산적인 일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교육 내용에 대한 지

배구조를 분산화 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적 역량이 모든 관리기구들에 고

르게 분산되어야만 한다는 어려움도 있다(박스 8.6 참조). 이러한 딜레마

를 해결하는 것이 개발도상국들에게는 가장 큰 도전이 되곤 하는데 왜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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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스 8.6 스웨덴의 책임 및 권한의 지방으로의 이양
  스웨덴 정부는 1990년대 초반 분권화 개혁에 착수했다. 이러한 노력을 구체화하는 법

안인 “학교 책무법(Responsibility for School)”은 학교와 학생들이 국가적 목표에 동참

하고 전반적인 규정 및 명령을 준수하는 한,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목표 및 교육과정을 해

석하고, 이를 지역적 목표로 전환하며, 공급자의 조직과 유형에 맞게 자체적으로 학교를 

조직할 수 있도록 막대한 책임과 광범위한 자율권을 이양했다. 이 개혁의 취지는 중앙정

부에서 수립한 학교정책과 학교 현장에서 나타나는 결과 사이의 공백을 없애기 위함이었

다. 이와 같은 분권화 개혁을 통해 학교 선택, 교육 프로그램, 교과목 등에 관련한 학생

의 선택권은 향상되었다. 그러나 소규모 지방자치단체들이 대규모 또는 부유한 지방자치

단체들에 비해 매우 제한된 수의 프로그램만을 공급받는 것으로 인해, 규모가 큰 도시에 

살고 있는 아동들이 규모가 작고 덜 부유한 곳에 살고 있는 아동들보다 월등히 많은 기

회를 제공받는 결과도 나타났다.  

 출처: Lundgren & Román 2003.

하면 많은 경우 개발도상국들에서는 전문가적 지식이나 기술이 중앙-도

시 지역들로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다(박스 8.7 참조).  

지방자치 체계의 2번 유형(박스 8.5의 유형 2)에서 중앙정부는 "목표별 

운영(steering by goals)"에 의한 지배구조 유형을 따르며 비교적 낮은 수

준의 역할을 한다(Aho & Pitkänen 2004; Lundgren & Román 2003). 중

앙정부의 주요 역할은 목표와 운영 원리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이를 기반

으로 기본 틀을 제시함으로써 제도의 운영을 돕는 것이다. 한편 지방자치

단체들과 교육 전문가들은 높은 수준의 자치권을 행사하게 되며, 다양한 

지배구조 및 조직에 관한 임무를 부여받는다. 또한 학교의 전문가들은 교

수 및 학습의 과정을 자신들의 전문가적 판단에 의해 구성할 수 있는 자

율권과 권한을 부여받는다. 이러한 지배구조 모형에 대한 경험적 증거는 

학교의 유효성에 대한 조사로부터 발견되었으며, 그 결과들에서는 자격

을 갖춘 지도력과 발달한 학교문화가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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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스 8.7 훌륭한 구성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한 체계: 방
글라데시의 사례

  방글라데시의 중등교육에 대해서는 두 가지 상반된 이야기들이 존재한다. 첫 번째로, 

방글라데시는 다음과 같은 면에서 괄목할 만한 위업을 달성했다. 지난 10년 동안 재학률

은 두 배로 증가했고, 여성의 진학률은 33%에서 50%로 향상되었다. 이러한 진전은 정부

가 인센티브정책을 통해 불우한 가정들과 빈곤한 농촌 가정의 여학생들에게 식량과 여학

생 특별 장학금을 지급한 것이 효과를 거두면서 가능해졌다. 또한 공공-민간의 제휴를 

잘 발전시켜 95%의 사립학교들이 공공재원을 제공받을 수 있었던 점도 한몫을 담당했

다.(모든 인가 학교들의 교원 급여의 90%). 이에 더하여 중등학교의 지배구조 또한 지역

의 요구에 맞는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그 역량을 강화시켰다. 학교 운영위원회(school 

management committee, SMC)는 중등학교의 주요 관리기구로서 교원의 임용, 정직(停

職), 해고 및 교사의 급여 책정과 학업성취도, 교사 및 학생의 출석 감시 등에 대한 권한

을 갖고 있다. 교육 장학금(빈곤지역의 여학생을 위한 장학금 및 빈곤가정의 모든 아동을 

위한 식량지원 사업)과 빈틈없는 규정에 의해 학생들은 스스로 선택한 학교에 다닐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체계가 현재는 교육의 질을 저하시킴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 

이유는 효과적인 지배구조를 위해 필수적인 몇몇 요소들이 결여되어 있었기 때문인 것으

로 판명되었다. 첫째, 이 체계에는 책임이 결여되어 있다. 정부가 막대한 보조금을 사립

학교들로 지원하고는 있지만, 이 보조금들이 학업 성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구체적인 메

커니즘은 없다. 둘째, 분산 지배구조체계가 권한을 정부의 하위 부서들로 실제적으로 이

양하고 그들의 역량을 증진시키는데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다. 교육부는 매우 부실

한 상태로 직접적인 정부의 관리 하에 있는 사립학교들을 감시, 평가, 조사해야 할 지구

(地區)별, 또는 관할구역별 직원의 수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셋째, SMC와 같은 지

역사회의 참여를 유도하는 제도적 메커니즘이 존재하는 반면에, 이 SMC를 제대로 작동

시키기 위해 운영의 질을 보장할 수 있는 과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와 같이 규정의 결

여 및 SMC의 제한적인 역량으로 인해 부적격 교사들이 채용되었고 학업성적은 형편없

어지는 결과에 맞닥뜨리게 된 것이다.     

            

출처: 세계은행 2004c.

목표별 지도의 큰 위험성은 성과를 통한 목표의 측정이 그 자체로 체

계를 주도하는 사실상의 수단이 되어, 목표별 관리 대신에 “평가별 관리”

로 끝나버릴 수도 있다는 점이다. 그럴 경우 교육 과정에 대한 중앙의 통

제는 다시 우위를 차지하기 시작할 것이며 융통성은 감소되고 지역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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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스 8.8 유사시장(quasi-markets)을 이용한 제도적 자치제의 특성
  유사시장을 통한 제도적 자치제의 접근법은 중등학교의 학부모 및 학생의 선택권을 증

진시키기 위해 다음과 같은 다양한 계획들을 수용한다. 

• 중앙당국은 재정 및 교사 급여에 대한 권한을 유지하는 한편 각 주의 교육을 위해 

유사시장을 고안한다. 이 정책의 기본전제는 학교를 경쟁적인 시장 안으로 투입시키

면 교육의 질이 향상된다는 점에 착안한다.  

• 학교의 선택방식이 다양하다. 학부모들이 제한적인 공립학교들 중에서 한 학교를 선

택할 수도 있고, 또는 지불보증제도(vouchers)를 통해 가정에서 직접 선호하는 사립

학교에 수업료를 지불할 수도 있다.

  학교 선택방식의 계획 시 고려해야 할 주요 정책적 결정 사항들은 누가 교육을 제공할 

자격을 가질 것이며, 누가 아동을 어떤 학교에 보낼지 결정할 것인지, 그리고 학교의 서

비스에 대한 비용을 어떻게 지불할 것인지 등이다. 

문적 대응과 주도권은 엄격히 제한될 것이다.

유사 시장을 통한 제도적 자치제(institutional autonomy through quasi 

-markets). 교육 편성의 다양화를 촉진하기 위해 많은 정부들, 특히 

OECD 국가들은 중등교육에서 부모와 학생들의 선택권을 확대한 계획안

을 도입하였다(박스 8.8 참조).

순수한 교육비 지불보증제도(vouchers)는 극단적인 선택 방식이라 할 

수 있다. 정부는 학교 배정을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정에 직접 현금

을 지원하여 어느 학교로 자녀를 보낼지 가정에서 스스로 결정하게 한다. 

이 모형은 대부분 미국의 주(州)와 군(郡)에 있는 극히 일부분의 지역들

에서만 시행되고 있다.

규제된 지불보증제도 프로그램(regulated voucher programs)은 학교 선

택을 위한 더욱 일반적인 형태이다. 학교는 재학생 수에 근거하여 일괄적

으로 자금을 제공받는다(인원별 보조금). 이 프로그램이 순수한 지불보증

제도와 다른 점은 “현금이 각 학생을 따른다(money follows the stud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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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점과 정부가 학교비 지급에 직접 관련된다는 점이다. (네덜란드와 칠

레의 사례가 이에 해당된다.) 정부는 새로운 학교의 설립을 제한하거나 

허가제를 도입하여 이따금 신설 학교의 등록을 규제하는데 개입하기도 

한다. 혹은 칠레의 경우처럼 정부가 보조금을 받는 사립학교의 신설을 장

려하기도 한다. 

이러한 제도 아래 있는 중등학교들은 (잉글랜드와 웨일스와 같이) 학부

모들로부터 막대한 지원금을 획득한 후에는 지방자치단체의 통제로부터 

독립하도록 승인을 받을 수도 있으나, 여전히 중앙정부로부터 자금을 직

접 제공받음으로써 정부보조금 학교(grant-maintained school)의 형태를 

유지한다. 현재까지는 비교적 소수의 학교들만이 지방자치단체의 통제로

부터 탈퇴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와 유사한 계획안이 미국에서는 

“챠터스쿨(charter schools)”의 형태로 도입되었다. 이 계획안에 따르면 

부모들은 교사와 학부모들로 구성된 자치적, 비영리적 단체가 운영하는 

공립학교들 가운데서 학교를 선택할 수 있다.   

콜롬비아 정부는 2000년도에 사립학교 또는 기타 기관 및 단체들이 한

개 이상의 공립학교에 대해 경영권을 인수할 수 있도록 하는 시험 프로

그램에 착수했다(Rodríguez & Hovde 2002). 주로 저소득 지역들을 대상

으로 한 이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모형으로 나뉜다. (a) 한 개

의 사립학교가 한 개의 공립학교에 대한 경영권을 갖는 1대 1 교섭, 혹

은 (b) 한 개의 기관이나 민간단체가 여러 학교들에 대한 경영권을 인수

하는 다중-학교(multiple-school) 교섭이 그것이다. 이 두 모형에서 운영

기관이나 학교는 지방 교육청과 계약을 맺고 학생 수에 따라 받는 보수

를 토대로 빈곤층의 자녀들에게 교육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계약에는 수

업시간, 급식수준, 종일 근무제 등에 대한 기준이 명시되어 있다. 운영은 

전적으로 자율적이며 결과를 기반으로 평가된다. 만약 학교가 표준 테스

트이나 중퇴율과 관련하여 2년 연속 지정된 목표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에는, 교육청의 권한으로 계약을 종료할 수 있다. 운영의 연속성을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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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한편 노력 및 투자의 장기 지속성을 고무하기 위하여 계약 기간은 

15년으로 체결된다. 각 교육청은 민간 회사가 학교에 대해 감사를 실시

하는 한편 학교들이 수업과 관련한 규범 및 표준을 준수하고 학업 목표

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감독한다. 이 프로그램의 초기 평가에 의하면 접

근성의 확대 측면에서는 약간의 성공을 거두었으나 서비스의 질은 고르

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영국은 사설 영리기업들의 참여와 공공부문과의 제휴를 통해 교육 서

비스를 제공한 바 있으나 그 결과는 예상과는 달리 성공을 거두지 못했

다. 세계의 과학기술 선도 기업 중의 하나이며 자문업과 서비스 지원 사

업을 기초로 하고 있는 WS Atkins사(社)와 런던의 서더크(Southwark) 자

치구는 2001년에 1억 파운드에 달하는 계약을 5년 기간으로 체결하였으

나 2년 후에 중도 파기하였다. Atkins사 측이 이 합의안이 수익에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자 5년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기도 전에 

파기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당시 지방자치단체는 계약 파기에 대비한 아

무런 구체적인 전략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이로 인해 다른 계약자를 

물색해야 하는 곤란을 겪었다(The Economist, 2003년 5월 1일자). 이 사

업이 실패의 주요 원인 중의 하나는 양쪽 당사자 모두가 상대편의 업무 

방식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지방자치단체는 Atkins사

가 계약 체결 당시에 합의한 교육적 목표 대신에 회사의 목표에만 급급

하여 일하는 것을 비난했다.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영국과 같은 많은 영어권 국가들은 여러 기관들

로 권한을 이양시키는 동시에 교육과정, 평가, 인가 등과 관련한 중앙정부

의 통제권을 강화시켰다. 중앙정부는 학업 및 교사의 성취도와 관련해서 

뿐만 아니라 체계의 전반적인 기능과 관련하여 감시를 강화하였다. 결과적

으로 학부모와 정책입안자, 일반 대중들은 가정에서 자녀를 어느 학교로 

보낼지 결정하거나, 정책 담당자들이 어느 학교를 지원하고 어느 학교를 

폐쇄할지를 결정할 때 사용 가능한 정보들을 더욱 많이 얻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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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선택의 혜택 및 위험성에 대한 연구들에서는 아직 명확한 결론이 

나오지 않았다(Lamdin & Mintrom 1997; McEwan 2000a). 어떤 조건 아

래서는 학교 선택 프로그램들이 목표에 맞게 잘 진행된 결과 학업성적, 

특히 소수집단이나 불우한 환경에 있는 학생들의 성적이 향상되는 결과

가 나타나기도 했다. 그러나 선택 학교들에 다니는 학생들과 이와 유사한 

공립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를 비교해 보면 전자(前者)의 

성취도가 항상 월등히 높지만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Teske & 

Schneider 2001). 심지어 Fiske와 Ladd(2000)는 뉴질랜드에서의 연구조사

를 통해 선택제로 인해 저소득층 아동들의 교육이 악화된 결과를 발견하

기도 하였는데, 그 이유는 이들이 선택된 학교들이 갖고 있는 교육 자원

의 질이 매우 낮았기 때문이었다.      

접근성 및 부모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규정
지난 1장에서는 중등교육의 제도적 장치를 통해 완전한 종합학교에서

부터 비롯하여 학생들을 조기에 교육 과정별로 분류하는 선택적 학교

(selective schools)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내부 차별성을 갖춘 중등교육의 

조직이 형성되어 온 과정에 대해 살펴보았다. 본 항(項)에서는 입학 관련 

주요 규제가 어떤 방식으로 중등교육 시설의 접근성에 대한 부모의 결정 

및 학생들의 기회에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입학 관련 규제는 두 가지 유형으로 분류될 수 있다. 가족의 학교 선택

권과 학생을 배정하는 구조에 관한 것과 각 교육 단계들 사이의 이동과 

관련된 것이 그것이다. 후자는 학생 선발 장치의 유무와 매우 밀접한 관

계를 갖고 있으며 접근성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와 같은 분류는 

중등교육의 접근성 정책들을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는데 

도움을 준다. 네 가지 주요 유형은 첫째, 구역별-선발입학제(zoned- 

selective admission), 둘째, 구역별-자유입학제(zoned-open admission), 

셋째, 선택-선발입학제(choice-selective admission), 넷째, 선택-자유입학



8 중등교육의 지배구조：접근성 확대 및 교육의 질 개선

289

박스 8.9 중등교육 이용 정책의 유형 및 특징
  접근성 모형은 학교 선택의 과정에서 가정에 얼마나 많은 선택권이 주어지는지, 학생

들이 초등학교에서 중등학교로 진학하는 방식이 어떠한지에 따라 구분될 수 있다. 

학교 선택에 대한 가정의 권리
• 구역별 모형은 각 학교의 지리적 경계에 대한 엄격한 구분을 기본으로 한다. 아동들은 

해당 구역 내에 있는 지정된 학교에 다녀야만 하는데, 이러한 학교들은 대개 피더 초

등학교(feeder primary schools)와 연관되어 설립된다. 구역별 배정의 한 가지 방식은 

버스통학(busing)으로서 아동들은 사회적 균형이나 기타 관련된 정책 목표의 달성을 

위해 여러 구역을 버스로 통학한다.

• 선택 모형은 자녀를 어느 학교로 보낼 지와 관련해 가정에 전적인 선택 자율권을 부여

한다. 이 모형에는 재학생 수와 일별 출석생 수, 또는 이와 유사한 가정의 기호 및 행

태에 대한 분류에 기초한 재정 메커니즘이 요구된다. 

초등교육에서 중등교육으로의 이행
• 선발입학제 모형에서 학생들은 학업 성적이나 재능을 기초로 선발된다. 정부는 학생의 

과거 학업 성적을 평가하여 순위산정을 실시한다. 이 순위산정에는 입학시험, 졸업 자

격증, 교장이나 학교 상담원과 같은 학교 전문가들이 발급한 추천서 등이 사용될 수 

있다. 이 모형은 학생들을 조기에 학문교육, 직업교육, 기술교육으로 구분하는 고도로 

분화된 교육과정 및 교육방식을 갖고 있는 학교들, 또는 중등교육의 공급이 제한적이

며 대부분 도시 지역에만 집중되어 있는 개발도상국들에서 흔히 발견할 수 있다. 

  기타 선발 유형으로는 사회정책(사회공학)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이로운 개인적, 사회적 

특성이나 다양한 능력, 인종 등을 기준으로 하는 인원 배정 방식을 들 수 있다. 지방자

치단체의 사무국이나 정부 대리인이 이러한 심사 기준의 적용을 책임진다. 

• 자유입학제 모형에서는 모든 아동들이 초등 또는 기초교육을 수료한 후에 중등교육을 

지속할 권리를 갖는다. 초등교육의 졸업 자격시험은 존재하지 않는다. 자유입학제 정책

은 학교 배정이 제한적이지 않고, 대부분의 학교들이 종합적 교육과정을 제공하며, 과

정별 구분이 다음 교육단계로 지연되거나 아예 존재하지 않는 국가들에서 일반적이다. 

학교들은 대부분 기초과목에 일부 기술 및 직업적 요소나 성향을 결합하여 광범위한 

교육과정을 제공한다. 

 접근성 정책은 다음과 같이 네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구역별-선발입학제 모형(zoned-selective admission model)

제(choice-open admission)이다(박스 8.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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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역별-선발입학제 모형은 독일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여기서 학생들은 거주지에 의

해 결정되는 통학구역 내에 있는 분야별 전문학교들로 조기에 분리된다. 이 모형은 또한 

중등학교의 수요가 기존 학교들의 수용력을 초과하는 국가들에서 발견할 수 있다.  모든 

이를 위한 교육(Education for All, EFA)정책에서 성공을 거둔 국가들이 이러한 중등교

육의 조직 유형을 보일 가능성일 큰데, 이는 정책적 계획에 의해서가 아니라 정부가 당

장 중등교육의 확대에 투자할 여력이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은 특히 도시지역들에

서 두드러지지만, 농촌지역들 또한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 경우는 다르지만 농촌지역들

은 도시지역에 비해 인구가 분산되어 있고, 기회비용이 높으며, 이동수단이 또 다른 장애 

요인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개발도상국들이 중학교 과정까지 접근성의 기회를 실제

적으로 확대하기 위해서는 학생 선발을 고등학교 과정으로 연기하는 동시에 의무교육의 

기간에 해당하는 기초교육 기간을 초등교육뿐만 아니라 중학교 과정까지 포함하도록 확

대해야 한다. 

구역별-자유입학제 모형(zoned-open admission model)

  구역별-자유입학제 모형은 가정이 자녀를 정해진 관할지역 내의 학교들로 보내야만 하

지만 학교배정에 대해서는 제한이 없는 지역들에서 전형적인 제도이다. 이러한 제도 하

에 있는 학교들은 통합교육을 제공하며, 교육 당국은 학교의 사회적 자원 균형을 유지함

으로써 형평성을 극대화해야 할 강력한 정책적 의무를 지닌다. 지방자치단체에서 학교체

계를 운영하거나, 공급의 문제가 전혀 없는 미국과 같은 국가들은 이러한 모형을 이용하

는 경우가 많다. 

선택-자유입학제 모형(choice-open admission model)

  선택-자유입학제 모형은 모든 형태의 제한들을 없애는 한편, “현금이 각 학생을 따른

다(money follows the student)"는 원리와 진학률을 기반으로 학교비를 지원하는 정부

보조금 학교(grant-maintained school)이나 인원별 보조금, 사립학교 학비보조제도, 지불

보증제도와 같은 학교-재정 메커니즘에 기초를 둔다. 자유입학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학교가 종합 교육을 제공해야할 뿐만 아니라 요구의 다양성을 충족시킬 수 있어야만 한

다. 영국의 사립학교 학비보조제도(assisted place scheme)는 재정지원을 통해 일정 소

득수준 이하의 가정에 있는 자녀들이 사립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편 미국

의 일부 주(州)들과 지방들에서는 지불보증제도를 특정 가정들에 시행함으로써 자녀들을 

사립학교에 보낼 수 있게 하고 있다.(밀워키(Milwaukee)의 학부모 선택 프로그램은 대표

적 사례이다.) 칠레 정부는 이와 유사한 정책인 종이 없는 지불보증제도 프로그램을 통해 

가정에서 직접 교육서비스 제공자(지방자치단체 또는 사립학교)를 선택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선택-자유입학제 모형의 발단기에 있는 국가들은 사실상 선발입학제 모형을 취하게 되

기 십상인데 왜냐하면 극히 일부의 학교들로 지원자가 몰려드는데 반해 확대정책의 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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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수용력은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은 현재 불가이라, 리투아니아, 폴란드와 

같은 일부 동유럽 국가들에서 관찰되고 있다. 

선택-선발입학제 모형(choice-selective admission model)

  선택-선발 입학 모형은 부모의 선호도(선택권)를 기존의 대중 및 사회적 목표들과 맞

추기 위한 사회 공학적 시도라 할 수 있다. 부모들이 선호하는 순서에 따라 학교 목록을 

작성하여 제출하면 담당 공무원들은 이 선호도를 참고로 자녀들을 학교에 배정시킨다. 

공급측면 
재정지원

수요측면 
재정지원

분담식 
재정지원

시장기반 
재정지원

국가명

목표

인센티브

규제

아르헨티나

사립학교 설립 촉진
을 통한 접근성의 
향상.

교사 및 교장의 급
여 보조.

수업료 부과 여부, 

학생의 사회경제적 
여건, 지역사회의 
교육적 요구 등에 
따라 보조금 비율은 
30%에서 100%까지 
변화. 교원 초과 현

콜롬비아

초등학교 졸업생들
의 중등학교 진학을 
방해하는 공간적 제
약 해소.

빈곤지역의 학생들
에게 지불보증제도 
제공.

학생은 반드시 6학
년에 진학해야 하고, 

저소득 지역에 거주
해야 하며, 이전에 
공립학교에 다닌 경
험이 있어야 함. 지
불보증제도는 중등

칠레

진학률 및 경쟁력 
강화.

재학생 수에 따른 
학교 보조금 지급.

사립학교들이 제한
적으로 수업료를 부
과할 수 있으며, 이
에 따라 지불보증제
도 지급 수준이 결
정됨. 학생들은 참
가 사립학교들 중 

중국

다양한 서비스 제공.

모든 사립학교들에 
최초 1년간 국채 공
급 또는 대지 무상
제공. 단, 금전적 지
원은 없음.  

학교들이 반드시 정
부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정부가 실시
하는 질에 대한 평
가 또한 정기적으로 
받아야 함.

    

제휴 관계를 통해 재정을 지원하는 정부는 양질의 중등교육을 확산시

키는데 지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 표 8.2는 공급측면 중심의 재정과 

수요측면 중심의 재정 및 기타 재정 방식들을 보여주고 있다.

표 8.2 다양한 재정지원 방식을 이용한 정부주도의 파트너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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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택 및 
효과

상을 방지하기 위해 
최소한의 학급규모
를 만족해야 함.

사립학교 진학률의 
꾸준한 성장. 그렇
다고해서 공립학교
의 진학률 감소가 
인력 및 보조금 감
축의 필요성을 내포
하지는 않음.

학교 졸업까지 매 
학년마다 갱신될 수 
있음. 수요가 공급
을 초과하는 경우, 

지불보증제도는 추
첨을 통해 배분됨. 

학교는 반드시 사립
학교여야하며 비영
리 조직이어야 함.

사업 시행 후 최초 
5년간 빈곤지역의 
학생들에게 10만장
의 지불보증제도 제
공.

어느 곳에나 입학할 
수 있음. 학교들은 
반드시 교육부가 제
정한 교육과정 및 
기반시설에 관한 관
리 규정을 따라야 
함.

사립학교 진학률 
20% 증가. 학교 자
율 선택권을 통해 
시험 성적, 유급률, 

또는 교육 기간이 
개선되었다는 뚜렷
한 증거는 없음.

공립학교 입학지원
에서 탈락하거나 기
숙학교에 진학하기
를 원하는 학생들이 
사립중등학교에서 
공부할 수 있는 기
회를 획득함.

출처: Delannoy 2000; Hsieh & Urquiola 2003; King 외 1997; McEwan 2000b;; Wang 2004.
주: 괄호 안의 국가도 유사한 재정 지원책을 가지고 있음.

Kivirauma, Rinne, Seppänen(2003)은 1970년대에서 1990년대까지 

OECD 국가들의 중학교 입학 및 지배구조에서의 변화 연구를 통해 다음

과 같은 두 가지 경향을 발견했다. 그 중 첫 번째는 자유입학제와 통합교

육 제도를 지향하는 경향이며, 두 번째는 중앙집권적 제도에서 벗어나 지

방 분권 화를 지향하는 경향이다(그림 8.2 참조). 유사시장의 창출과 함

께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는 조건을 만족하고 있는 지역은 잉글랜드와 

웨일스 지역뿐이었다.

이 연구에서 발견된 흥미로운 사실은 국가가 중앙 운용 시스템에서 벗

어나 다양한 종류의 자율권을 지향하게 되면 간접적 책무 메커니즘이나 

직접적 감시와 같이 보다 발전된 형태의 통제 방식이 생겨나기 시작한다

는 점이다. 개발도상국들 가운데서도 칠레는 아마도 유사시장 방식과는 

가장 동떨어진 국가일 것이다. 칠레 정부는 교육과정 설계, 학생 평가, 교

사의 전문성 개발 등과 같은 교육제도의 주요 수단들에 대해 막강한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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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권을 유지하고 있다. 지방자치제의 경영책임은 지역 내 학교들의 직원 

할당에만 국한되어 있으며, 인원별 보조금의 배분이나 학교의 의사결정

에 대한 권한은 교육적 접근이 필요한 경우나 핵심 영역이 아닌 그 외의 

교과목들에 대해서만 선별적으로 인정되고 있다(Delannoy 2000).    

그림 8.2 1970년대 말부터 현재까지 유럽의 입학 유형에 따른 교육지배구
조 모형의 발전

출처: Green, Wolf, & Leney 1999; Hirvenoja 1999.
주: 일부 국가들은 지배구조 및 입학 정책에서 변화가 없었다. 

정치인-전문가 및 중앙-지방 사이의 긴장 관리
강력한 중앙당국이 통치하는 규정에 의한 관리로부터 지방자치단체 및 

학교로의 분권을 통해 목표에 의한 관리로 이동하는데 가장 큰 도전이 

되는 것은 질의 표준과 전국적으로 균등한 교육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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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점이다. 목표에 따른 관리를 위해서는 중앙, 지방, 학교의 각 단계들

이 목표에 대한 진행과정들을 끝까지 쫓아가기 위해 강력한 경영 능력과 

우수한 기능을 갖춘 감시 및 평가제도가 필요하다. 이와 함께 가장 중요

한 요소는 명확한 목표의 설정이 널리 인정되고 평가될 수 있는 투명한 

절차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이다. 

스웨덴의 중등교육 개혁과정에서 나타난 사례들을 보면 이러한 변화들

이 장기적으로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최소한 세 가지 주요 조건이 충

족되어야 한다. 첫째, 목표의 이행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이 주어진 목

표를 추진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를 이해하고, 그 취지에 대해 동의해야 

하며, 목표 도달에 필요한 기술 및 역량을 갖추고 있어야만 한다. 만약 

이 조건이 만족되지 못하면, 주어진 목표는 그저 단순한 규정이 되어버리

고 말 것이다. 둘째, 교육 전문가들이 목표에 대해 미리 알고 제대로 이

해한 후에 그 목표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또한 목표를 해석하고 학생

들의 요구와 능력에 맞는 구체적 방식으로 표현하기 위해 견고한 지식기

반을 갖출 필요가 있다(Lundgren & Román 2003). 셋째, 제도 및 학교 관

계자들, 행정관(politician) 및 사무관(administrator), 교사 및 교장 사이에 

책임에 대한 명확한 경계가 있어야 한다(Lindblad, Ozga, & Zambeta 

2002). 이를 통해 누가 무엇을 책임지고 있는지가 전체적으로 명확해 질 

수 있다(박스 8.10 참조). 

앞서 우리는 중등교육의 분권화를 위해서는 중앙통제와 지방통제, 그리

고 정치적·전문가적 권한과 책무 사이에 균형이 보장되어야 함을 두 가지 

축(중앙-지방의 축과 정치-전문가의 축)의 구조를 통해 살펴보았다

(Lundgren 2002).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중앙집권화와 분권화는 양극에 존

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 보완적 조건들이라 할 수 

있다. 국가가 교육기관들의 제도적, 전문가적 역량에 부합하는 명확한 목표

를 명시한다면 이들은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다. 국가의 생산 구조의 변화

에는 새로운 요구와 이에 걸맞은 새로운 교육목표가 필연적으로 내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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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스 8.10 이해관계자들의 정책 토론 개입: 칠레
  칠레 정부는 1990년 중등교육 체계의 개혁에 착수했다. 폭넓은 지원을 획득할 수 있는 

공통 의제를 결정하기 위해 정부는 교육과정, 교수법, 교원 연수, 감독 등에 어떤 변화가 

요구되는지를 판별하기 위해 전국적인 조사 사업을 실시했다. 

  조사의 일환으로 정당, 정부부서, 학교, 대학, 기업, 교회, 교사, 지역사회, 시민 단체 

등이 참여하는 광범위한 상담 과정이 진행되었다. 대학들과 리서치 센터들은 교육체계의 

장, 단점을 규명하는 것뿐만 아니라 학교가 변화하는 인력시장의 요구와 국가의 세계 시

장으로의 통합에 대응하는 방법을 밝히는 데도 주력했다. 

  이 양방향 접근법의 핵심 목표는 중등교육의 개혁에 필요한 정책 옵션들을 규명하고 

이에 필요한 일반적인 문제점들과 원리들에 대해 여론의 합의를 구하는 것이었다. 이 과

정에서 대립과 반박이 전혀 없지는 않았지만 결과적으로는 지난 10년에 걸쳐 시행 중에 

있는 개혁 사업이 시작되는 계기가 되었다.

 출처: Cox 2004.  

관리방식의 “현대화”를 위한 국가적 노력을 조사해 보면 중앙집권화 

및 분권화가 창의적 긴장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명백히 알 수 있다. 저마

다 다양한 방식으로 관리되는 이 창의적 긴장은 각 국가가 상충되는 정

치적 이념들을 어떻게 극복하는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일부 경우를 

보면 중앙집권화는 시장의 영향력을 작동시키고, 다양한 형태의 경쟁과 

서비스 공급을 발생시키기 위한 여건 마련을 위해 노력한다. 정부가 목표

의 설정, 감시, 평가 등을 주도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지식 있고 능동

적인 시민들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중앙, 지방, 학교의 각 해당 기관들 

또한 새로운 경영 능력을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성공을 위한 한 가지 조

건은 정보를 수용하는 능력과 책임 질 수 있는 인지된 결정이나 선택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다. 많은 개발도상국들의 고질적 문제인 

낮은 교육수준을 개선시키는 것은 자기 주도적이고 경쟁에 기반을 둔 관

리방식을 성공적으로 도입하기 위한 전제조건이다. 이 역량과 자원이 균

일하게 분배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불평등은 중앙정부의 몫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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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등학교 조직의 지배구조에 대한 도전
조직이 번영하기 위해서는 학습률(rate of learning)이 외부 환경의 변

화률(rate of change)과 최소한 같아야 한다. 

-David Hargreaves (2003), 17        

중등학교의 전통적 조직 원리
지금까지 조직으로서의 중등학교는 변화를 꺼려하고 사회와 직장에서 

발생하는 급격한 변화에 대해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아 왔다. 학교효율

성에 대한 연구들로부터 학교문화 및 리더십의 변화가 어떻게 학업성취

도를 향상시키는지에 대한 사례들이 무수히 제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변화들이 중등학교의 핵심 조직 원리에는 거의 영향을 주지 못했다. 

이 조직 원리는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 수업은 개별 과목별로 구성되며 교사들은 고립 상태로 수업을 진행

한다. (그러나 일부 학교에서는 과목에 기초한 학과를 설립하여 같은 

학과 내 교사들 간의 협력을 강화하는데 도움을 주기도 한다.) 

• 수업은 학교 시간표에 따라 구성되며, 이를 기초로 교실수업은 짧은 

시간마다 서로 연관성이 없는 여러 개의 수업들로 분할된다.1) 

• 기본 전제는 모든 학생들이 동일한 시간표를 기준으로 비슷한 속도

로 학습하는 것이 가능하다는데 있다.

• 과목별 교수의 한 가지 결과물은 학교의 거대화이다. 이는 학생들이 

무관심하다고 인식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원인이 된다. 

• 통학구역이 초등학교에 비해 광범위하다. 이에 따라 중등학교는 초등

학교에 비해 더 상위에 있는 정치-행정 부서들에 의해 관리된다. 

• 경영 구조가 더욱 복잡한데 이는 더 많은 수의 직원들과 더욱 복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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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시간표를 관리해야 하기 때문이다.

• 중등학교들 간의 측면 접촉은 심지어 같은 지방자치제에 속해 있는 

학교들이라 하더라도 그리 많지 않다. 따라서 다른 학교들에 비해 

학교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판단하기 어렵고 유익한 사례들을 

공유할 가능성이 줄어든다. 

중등학교 효율성의 주요 요인들  
이러한 제약들에도 불구하고 학교가 훌륭한 교육성과를 성공적으로 생

산할 수 있는 능력은 학교의 지적자산, 근무환경, 자원의 배치 및 이용 

등과 관련한 여러 요인들의 상호작용으로부터 가능해 진다. Hargreaves 

(2001)는 이 요인들을 세 가지 종류의 자본으로 제시하였는데, 이들은 바

로 지적 자본, 사회적 자본, 조직적 자본이다. 학교의 지적자본은 교직원, 

학생, 가정 및 지역사회가 갖고 있는 기술, 역량, 능력, 재능, 전문성, 관

행 등과 연관된다. 사회적 자본은 학교 또는 지역사회에서 개인들 간의 

관계 속에 퍼져있는 사회 및 문화적 특성을 말한다. 이는 학교에 연관된 

모든 이해관계자들 사이에 존재하는 신뢰성과 관련 있으며 이 외에도 학

교나 지역사회의 주변 환경에 강력한 네트워크의 조성을 촉진하는 공동

체의식, 협동심, 분배의식 등과도 관련된다. 조직적 자본은 학교가 하나

의 조직으로서 기본적 기능들을 수행하는 능력을 말한다. 여기서 기본적 

기능들이라 함은 인적 자본과 사회적 자본을 배치, 동원, 활용하는 한편 

지속적으로 증가시키는 기능을 뜻한다. 박스 8.11은 Hargreaves의 골자

를 이용한 학교의 효율성에 관한 연구 내용 가운데 특히 중등교육과 밀

접히 관련 있는 결론들을 요약하고 있다. 

학교의 효율성에 관한 연구에서 도출한 한 가지 분명한 결론은 중등학

교에서 훌륭한 교육성과를 생산해 내기 위해서는 “공장식 모형(factory 

model)”에서 탈피해야만 한다는 점이다. 공장식 모형 안에 있는 젊은이들

은 컨베이어 벨트위에 놓여 한 교사에게서 다음 교사에게로 전해지며,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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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스 8.11 효율적인 중등학교의 특성
지적 자본
• 교사들이 모든 학생들의 학습에 도움을 줄 수 있게 하고, 이에 대한 책임을 학생 스

스로 받아들이게끔 하는 지식, 기술, 역량 등을 갖추고 있다. 

• 교직원들 스스로가 모든 학생들이 잠재력에 도달하도록 도울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믿는다. 

• 교장은 교육 지도력을 발휘하고 교직원들의 참여와 역량을 증진시키기 위해 전문성 

개발을 지속적으로 지원한다. 

• 교직원들이 젊은이들의 학습 방식에 대한 확실한 전문가적 이해를 바탕으로 교육과정 

가운데 “무엇을 제외하고 무엇을 포함시켜야 할지”를 결정할 수 있는 노하우를 갖고 

있다.  

• 책임에 대한 요구에 부응하고 학생의 사회적 또는 발달상의 요구에 민감하게 반응하

는 교육과정을 교사들이 직접 기획하고 전달할 수 있다. 교사들이 학제적(學際的) 교

육과정에 익숙하다.  

• 학부모 및 학교 공동체가 학교의 기본 임무를 이해하고 이를 지원한다. 

• 자녀 교육에 대한 부모의 역할은 가정과 학교의 진정한 파트너십을 형성하도록 돕는 

것으로서, 그 역할 내용이 분명하다.

사회적 자본
• 교사들이 팀워크의 기술을 철저히 습득하고 있다. 결코 교실에서 홀로 고립되어 근무

하지 않는다. 

• 학생들 간의 협동 학습이 일관성 있게 실시된다. 

• 모두가 성공에 대한 높은 기대감을 갖고 있다. 모든 학생들이 필수적인 지식, 역량, 

기술을 습득할 수 있다는 신념이 일반화되어 있다. 

• 인간의 다양성에 대한 존중과 민주주의적 가치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존재한다.

루에 6시간 이상 투하되는 서로 연관성 없는 내용의 수업들로 시달림을 

받고 있다. 이러한 형태에서 벗어난 교수 및 학습 환경을 창출하는 것이 

바로 중등학교의 운영에 맡겨진 실제적인 도전 과제이다. 초등학교는 이

에 비하여 보다 통합된 교과과정과 보다 강한 팀워크 문화가 갖추어진 

작은 환경을 갖고 있다는 장점이 있다. 

지난 수십 년에 걸쳐 교육자들과 학교 운영자들은 효율적인 학교에 대

한 연구들로부터 얻은 교훈을 토대로 교수 및 학습을 배치한다는 뚜렷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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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도력은 모든 교직원들에게 해당되는 확산된 개념이다. 교사들에게도 권한이 주어지

며 교장만이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가 아니다. 

조직적 자본
• 학교풍토가 확실한 학교임무와 합의된 목표로 명확하게 존재한다.

• 학교가 엄격하고 안전하며 질서 있는 환경을 갖추고 있다. 

• 교장의 리더십은 합의된 목표의 달성과 교수 및 학습을 지향하는 학교 기풍의 조성에 

초점을 맞춘다. 

• 교장은 추종자들의 지도자라기보다는 지도자들의 지도자로서 존재한다. 

• 학생들이 배우지 못할 때 전향적인 조직의 대응이 있다. 

• 학교가 일부 덜 중요한 내용들을 폐지하는데 권한을 행사한다. 

• 학생의 발달상황을 자주 관찰한다. 학습 내용 평가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으며 등수를 

매기기 위한 평가에는 관심이 덜 주어진다. 

• 학교에 외부지원과 지역사회의 참여를 유도하고 이용하게 하는 조직적 기구가 마련되

어 있다.    

출처: 효과적인 학교 협의회 1996; Bellei 외 2004; A. Hargreaves 2003; Hill 2001; 

Lezotte 1991.  

목적으로 다양한 중등학교의 조직적 장치들을 실험해 왔다. 이에 따른 

한 가지 특별한 관심사는 학생 개개인의 요구에 반응하는 학습공간을 창

조해 내는 것이었다. 그러던 중 여러 연구조사들에서 소규모 학교에 다니

는 학생들이 규모가 큰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보다 만족도가 더 높고, 행

동이 바르며, 학업에 더 충실하다는 다양한 증거들이 제시되었다(Gladden 

1998; V. Lee 2000). 이 결과들은 중등학교의 최적 규모에 대한 전통적

인 사고방식에 의문을 불러일으켰으며 따라서 정책입안자들과 교육 행정

가들은 오랫동안 중등학교의 조직 설계를 지배해 왔던 규모의 효율성에 

입각한 고려방식을 점차 외면하게 되었다. 학생의 학업 및 책무성에 초점

을 맞추게 되면서 중등학교의 조직에 있어서만큼은 “작은 것이 더 낫다”

는 인식이 활기를 띠게 된 것이다.

소규모화에 대한 인식은 결코 새로운 것이 아니다. 일례로 영국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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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스 8.12 다양한 형태의 작은 학교들이 갖는 주요 특성들
유사점
 • “유기체" 또는 ”공동체"로서의 조직형태는 300~900명의 학생들로 구성된 작고 관리

하기 쉬운 규모일 때 촉진된다.

 • 명확하게 정의된 학교의 정체성과 임무가 존재하며, 교사는 동일한 철학을 공유한다. 

 • 자치 기구에서 교육과정, 인사, 학생, 예산, 조직 등에 대한 주요 결정들을 관리한다.

 • 개인화 교육에 초점을 맞춘다. 교사가 자신이 맡은 학생들에 대해 잘 알고 있다. 

 • 교사들이 다양한 역할을 맡을 것으로 기대되며 의사결정 및 권한위임에 대한 참여가 

높아진다. 

“기숙사(houses)” 형태의 학교들이 오랜 전통으로 유지되고 있으며, 미국

의 텍사스에는 1919년 이래 “미니스쿨” 또는 “학교속의 학교(schools- 

within-shcools)”라 불리는 학교들이 존재하고 있다(Raywid 1996). 최근

의 제안들에서 새로운 점은 학생의 학업뿐만 아니라 학교에 대한 학생의 

태도, 출석률, 무단결석률, 비학업적 활동에 대한 참가율과 같은 사회적, 

정서적, 비인지적 성과들을 망라하는 광범위한 개념의 학교 효율성에 집

중하고 있다는 점이다. 오늘날의 중등교육에 있어서 절실한 요구는 학교

를 젊은이들이 더 오랜 시간 있고 싶은 장소로 만듦으로써 학업에 전념

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Gray 2004). 그런 점에서 볼 때 더 작은 규모의 

학습 환경이 이러한 목표를 추진하는 데는 더 적합해 보인다(Gladden 

1998; V. Lee 2000). 

작은 학교의 개념이 반드시 작은 건물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반대로 땅값이 비싼 도시 지역들에서는 학교 건물이 커지는 것을 막는 

것이 더 어렵다. 학교의 경험적 규모를 축소시킨 더 작은 학습 환경의 설

립은 건물의 크기를 의미하기보다는 규정적 개념으로 볼 수 있다. 이 개

념에 더 적합한 용어는 아마도 기숙사 방식, 미니스쿨, 학습공동체와 같

은 변형체를 갖고 있는 학교 속의 학교(schools-within-schools)일 것이다

(Raywid 1996). 박스 8.12에서는 이러한 형태의 작은 학교들이 갖는 유

사점과 차이점을 요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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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배구조는 학교중심의 팀, 교사 협력체 또는 교사 중심의 의사결정과정에 의지한다. 

 • 교육과정이 학제적이며 이따금 주제별로 구성된다. 

 • (성적에 따른 편성 보다는) 흥미중심의 편성으로 학생 자신의 선택에 따른 편성을 추

구한다.

차이점
학교 속의 학교(schools-within-schools) 

 • 여러 개의 학교들이 한 개의 학교 건물 안에 존재하고 주최 학교는 총 진행자의 역할

을 한다. 

 • 교장이 건물 운영에 대한 문제들을 결정하기는 하나, 개별 학교들의 보고는 개별 교육 

관리들에게 한다.

 • 각 학교는 독립된 실체로서 자체적인 프로그램, 직원, 학생들과 개별적인 예산을 갖는다. 

미니스쿨(minischools)

 • 학교들이 서로 독립적이다. 각 학교는 자체적인 프로그램을 갖고 있으며 대개의 경우 

그 내용은 규모가 더 큰 학교나 공동학교(coschool)들과는 다르다. 

 • 상위 학교들로부터 독립된 지위를 갖지는 못하지만 각 미니스쿨은 자체적인 교사 및 

학생들과 함께 자치권을 가진다.

 • 각 미니스쿨에는 개별적인 교장이 있으며 예산과 직원은 상위 학교에 의지한다.

기숙사 방식(house plans)

 • 모든 학년의 학생들이 학교 내에 있는 기숙사에 배정된다.

 • 교사들이 각 기숙사로 배정된다.

 • 학생들은 대부분의 수업 과정을 같은 기숙사의 교사들로부터 기숙사 동기들과 함께 

받는다. 

 • 기숙사들은 과외활동을 공유한다. 

 • 기숙사는 매년 바뀌거나 또는 여러 해를 기반으로 구성될 수 있다. 

 • 각 기숙사는 자체적인 계획을 갖고 있으며 이 계획은 학교 부서들에 반영된다. 

학습공동체(learning community)

 • 학생들에게 소속감을 부여하고 교육과정에 집중시키기 위해 학생들을 기숙사 또는 중

심지역으로 편성한다. 

 • 기숙사 및 중심지역은 한 명의 교장 아래에 있는 규모가 더 크고 포괄적이며 건물 전

체에 걸친 프로그램의 구조에 속해 있다. 

 • 여러 명의 교사 팀이 공동으로 학생 집단을 공유하고 수년간 같은 학생들을 담당한다. 

이는 학생들을 더 잘 알고 그들에게 더욱 개인화된 학습 경험을 조성해 주기 위한 것

이다. 

 • 선택적 시간표를 활용함으로써 교사들이 학습목표에 더 적합한 수업을 개발하고, 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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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의 학습기회를 촉진하여 기업 및 지역사회로부터 지원자들이 교육과정 내로 통합

될 수 있게 한다. 

출처: Cotton 2001; Dewees 1999; D. Hargreaves 2001; Irmsher 1997; Raywid 

1996; Rissman 2000.

 

더 작은 학습 환경을 조성하는데 가장 큰 도전은 학교의 정체성과 임

무를 규정할 핵심적 기획 요소들을 판별하는 것이다. 이러한 학습 환경의 

설계 시 고려해야 할 기획 요소들로는 첫째, 각각의 하위기관이 얼마만큼

의 자율권을 가질 것이며, 협동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할 것인지, 

둘째, 각 하위기관은 어떤 형태의 프로그램들을 제공할 것이며, 더 큰 기

관으로부터 어떻게 각자 분리될 것인지, 셋째, 개별적 또는 공동으로 어

떤 조직적 구조를 채택할 것인지 하는 점이다. 도전과제는 학교에 인적, 

사회적, 조직적 자본을 최대화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다. 

Andy Hargreaves(2003)가 지적한 바와 같이 협력과 네트워킹으로 인해 

교육시설에는 사회적 자본이 증가하게 되며, 이러한 사회적 자본의 증가

로 인해 학교에는 지적 자본과 인적 자본 또한 증가하게 된다. 

조사에 따르면 작은 학교들이 학생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

로 나타났는데, 예를 들어 학교에 대한 학생의 자부심과 만족도는 더 높

아졌으며(V. Lee 2000; Raywid 1996; Robinson-Lewis 1991; Tompkins 

1988) 중퇴 가능성은 더 낮아지고 동료 학생이나 교사들에 대한 학생들

의 충성도는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에 대한 긍정적 효과들로는 직

업 만족도 및 동기의 강화를 들 수 있다(Robinson-Lewis 1991). 학업성

취도의 개선과 관련한 증거들은 그다지 결정적이지는 않다. 일부 연구들

에서는 작은 학교가 학업 성취도의 향상에 기여한다는 결과를 발표하기

도 했으나(Crain, Heebner, & Si 1992; Robinson-Lewis 1991), 다른 한편

에서는 이러한 학교들이 그저 약간 또는 좋은 결과와 나쁜 결과가 혼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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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성과들을 생산할 뿐이라고 지적하였다(Morriseau 1975). 작은 학교의 

운영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분열을 일으키거나 기존의 관계들을 약화시

킴으로써 갈등을 유발할 수도 있다는 점이다(Raywid 1996). 또한 학생들

의 관심사와는 무관한 기준으로 학생들을 구분할 경우 편성의 불공정성

이 야기될 가능성도 있다.   

작은 학교들의 한 가지 분명한 이점은 학생들이 또래 준거집단과 떨어

지지 않은 상태에서 프로그램을 선택하거나 바꿀 수 있는 기회를 갖는다

는 점이다. 또한 학교입장에서도 다른 학교들과 함께 협력하고, 그들과 

비교할 때 자신의 학교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 평가하는 한편 좋은 실천 

사례들을 적극적으로 교환할 수 있는 기회들을 갖게 된다. 이러한 모든 

과정들은 학교의 사회적, 조직적, 인지적 자본의 축적으로 이어진다.

비용 측면에서 볼 때 작은 학교들은 큰 학교들에 비해 비용이 더 들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다. 재학생 일인당 비용을 기초로 산정하면 작은 

학교들이 다소 비용이 더 많이 드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으나, 만약 비용

효율성을 감안하고 더불어 졸업생 수를 기초로 비용을 계산해 보면 작은 

학교들이 중간 규모 또는 대규모 고등학교들에 비해 확실히 비용이 적게 

드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Raywid 1996).   

학업 성취도의 개선을 위한 또 다른 접근법으로 학교기반의 운영체제

(school-based management, SBM)를 들 수 있다. 학교기반의 운영체제란 

학업 성취도를 개선하기 위해 예산, 인사, 교육과정의 권한 등과 같은 주

요 운영 책임들을 학교로 이양함으로써 학교의 운영권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 수립을 장려하는 것을 말한다. 비록 학교기반의 운영체제(SBM)가 

학교의 효율성이나 학업 성취도를 개선시켰다는 증거들은 아직 전체적으

로 불충분하지만(Wohlstetter & Mohrman 1996) 특정 조건들 하에서는 

이를 통해 학교의 교수 및 학습 여건에서 개선을 이룰 수 있다는 확실한 

증거들이 수집되고 있다. 그 조건들은 다음과 같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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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기반의 운영체제(SBM)는 학교에서 지방자치단체들까지 모든 기

관들을 망라한 전반적인 학교 개선 전략의 한 부분이다. 학교들은 지

식 및 정보에 대한 권한을 위임받으며, 성취도나 기여도에 따라 보상

을 받기도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기구들이 갖는 새로운 역할은 

인센티브를 통한 후원 및 격려이다. 

• 교장의 주요 임무는 지속적인 학교의 개선을 보장하는 것이다. 이는 

교장이 교육의 변화를 주도하고, 적극적으로 교육 지도력을 발휘하

며 행정 직원들에 대해 기타 지휘권 및 운영업무를 위임하는 데 지

속적으로 초점을 맞추어야 함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 교장은 공식 연

수 및 멘토링을 통해 새로운 역할들을 습득할 수 있도록 끊임없는 

지원을 받아야만 한다. 

• 집단 운영 방식이 항상 가장 효과적인 학교 운영의 수단은 아니므로 

집단별 분권과 교장에 의한 권한이 서로 조화를 이룰 필요가 있다. 

의사결정의 권한은 책무 및 자원을 명확히 규정(박스 8.13 참조)한 

교사 중심 조직인 여러 참여자와 공유한다.  

• 교사의 역할은 담당 학급의 운영에만 책임을 지는 것에서 탈피하여 

학교의 환경을 형성하고, 다른 이해관계자들과 협력하며, 자원의 배

분과 이용에 대한 책임을 지는 등 학교 활동에 적극적으로 관여한다.  

• 기능기술(functional skills) 및 과정기술(process skills)에 대한 훈련

과, 교육과정 및 교수에 대한 훈련을 위해 모든 부문에 학교 투자가 

지속적으로 행해져야 한다. 

• 보상은 외부 및 내부 동기유발자 모두에 대해 실시되어야 한다. 외부

적 동기유발자로는 급여와 전문성 개발의 기회 등을 들 수 있고, 내

부적 동기유발자로는 동료들과의 협동적 작업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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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스 8.13 교사 중심의 의사결정 팀
  학교에 수평적, 수직적으로 모두 영향을 주는 교사 중심의 의사결정 팀을 설립하면 교

사와 학부모가 학교의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또한 이를 통해 전통

적 경계를 뛰어넘은 학과 및 학년 간의 상호작용이 촉진된다. 이러한 팀으로는 교사 및 

학부모들에게 개방되어 있으며 학교 운영위원회에 속해 있는 소위원회를 들 수 있다. 가

장 효과적인 학교운영위원회의 역할은 학교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의사결정 집단

들의 활동을 조정, 통합하는데 전념하는 것이다. 또한 개별적인 학과나 교수 팀의 요구보

다는 학교의 전체적인 요구에 집중하고 있어야 하는데, 이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학

교에서 발생하는 변화에 대해 리더십을 발휘하고 그 방향을 제시하며 변화를 돕기 위해 

자원을 분배하는 것 등이 필요하다. 

  그 외의 팀들은 모두 교사들로만 구성되며, 학교의 결정에 대해 여론을 형성시키는 과

정에 참여한다. 그 중에서도 특히 교육과정, 평가, 전문성 개발과 같은 주제들에 대해 관

여한다. 이들은 매일 매일의 직업상, 운영상의 문제들에 대처하는데 도움을 주며, 이를 

통해 특정한 업무들과 관련하여 의사소통을 촉진하고 심오한 대화를 가능하게 하기도 한

다. 결과적으로 학교운영위원회의 일부뿐만 아니라 전 교직원이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함

으로써 교사 개개인에게 주어지는 업무량은 감소하고, 참여도는 증진되며, 변화에 대한 

열정은 깊어진다.   

출처: Wohlstetter & Mohrman 1996.

교장의 역할 진화
점점 더 많은 의사결정의 권한 및 책임들이 학교로 이양됨에 따라 교

장의 역할에 시선이 집중되기 시작했다. 교장은 안정적이고 중심 윤곽이 

정해진 교육내용을 전달하는데 머물던 과거의 학교 임무에서 벗어나, 젊

은 청소년들의 특성과 요구, 그리고 끊임없는 직장의 변화에 응답할 수 

있는 학습 전략을 고안하기 위해서 학교임무를 주도적으로 변화시켜 나

아가야 한다. 이와 더불어 교장은 학교가 속한 지역사회의 투자를 유치하

고 주인 의식을 갖도록 가정 및 지역사회와의 확고하면서도 지속적인 제

휴관계를 발전시켜야 할 책임이 있다. 이는 특히 개발도상국들에서 매우 

중요한데, 왜냐하면 이들 국가에서는 자발적인 자원이 학교 운영의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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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적 역할 새로운 역할

행정적 관리 유지

물품 주문

교원의 채용과 배치

관료적 절차 수행

기초적인 문서 관리

학교와 교육부 사이의 의사소통 유지

문제해결, 위기관리 및 의사결정

물리적 설비 관리

교육 지도력

수행 책무성

자원의 관리 및 생산

상위기관 및 지역사회의 주변 환경들과의 의
사소통 관리

한 재원이 되기 때문이다. 

표 8.3은 교장의 역할에서 발생한 주요 변화들을 양식화하여 보여주고 

있다. 흥미로운 점은 학교들에게 더 많은 자율권이 주어질수록, 교장에게

는 전통적 역할에 더하여 새로운 역할이 추가적으로 부과되었음을 볼 수 

있는데 이는 새로운 조직 문화가 확고히 자리 잡을 때까지는 교장들에게 

추가적인 지원이 지속적으로 제공되어야 함을 암시한다. 

표 8.3 교장의 역할 변화

출처: 저자 편집, 2004.

학교중심의 운영체제에 대한 사례들을 조사한 Cotton(1992)은 교장의 

역할이 가장 급진적으로 변화할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 이 변화는 때때로 교장의 역할이 조직의 “상관”에서 강력한 교육 지

도자로서의 권한을 가진 최고경영책임자(CEO)로 새롭게 개념화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 외부에서 만들어진 정책의 집행만을 담당하고, 이로 인해 불가피하게 

교직원들과 구별되는 교장이 아니라 교직원들과 합의를 통해 일하고 

그들과 권한을 공유한다.



8 중등교육의 지배구조：접근성 확대 및 교육의 질 개선

307

• 교장은 일반적으로 교육적 과정에 더 밀접하게 관련되며, 교육 관리

자로서의 역할을 한다.   

• 교장이 학군의 지휘계통 체계에서 더 높은 지위로 이동하게 되는데, 

이는 학교로 더 많은 자율권과 책임이 이양되기 때문이다. 

교장의 역할과 그에 대한 기대치는 국가에 따라 또는 국가 내에서도 

저마다 다르다. 예를 들어 프랑스식 체계에서 교장은 행정업무에 집중할 

것으로 기대되는 반면에 영국식 체계에서는 교장 또는 주임교사의 역할

들 중에서 교육의 지도자로서의 역할이 특히 강조된다. 다른 한편 작은 

학교 또는 학교기반의 운영체제에서 교장들에게는 교육적 지식과 리더십 

기술을 가질 것이 요구된다. 따라서 새로운 교장의 역할들에는 동기유발

자, 교육 지도자, 팀 코디네이터, 촉진자로서의 역할이 모두 수반되어 학

교에 대한 기대를 만족시킬 것이 요구된다. 

중등학교 교장의 전형적인 하루 일정은 인사 및 예산 관리와 같은 행

정적 책임, 수업시간의 편성, 교사와 학생 사이의 위기 및 갈등 관리, 학

부모 또는 지역사회와의 관계 유지 등으로 채워진다. 대다수의 교장들은 

불가피하게 행정적 의무들에 이끌려지는 경향이 있으며, 교수 및 학습의 

개선을 위한 수업지도자로서 활동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그러나 만일 교육의 목표가 모든 학생들이 장래를 위해 모든 종류의 

지식과 기술을 습득할 수 있게 하는 학습공동체를 설립하는 것이라면, 교

육 지도자로서의 교장의 역할은 대단히 중요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교육 지도자는 교사들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수업 관행을 개선시킬 수 있

어야 한다. 이 직무들에는 교육과정, 교수법, 학업에 대한 다양하고 자세

한 지식들이 요구된다. 이러한 입장에서 교장은 자원공급자인 동시에 수

업 자원이자 의사 전달자가 되어야 하며 가시적으로 실재하고 있어야 한

다. 표 8.4에서는 이 점을 중등학교에서의 네 가지 수업지도자의 유형을 

통해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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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자원공급자 수업 자원 의사전달자 가시적 실재

A • 추첨제 이용, 관찰
• 교직원들에게 최신 
교육 관련 기사를 
정기적으로 배포

• 교육과정의 개발을 
위해 각 학과별 
회의 진행

• 적극적인 자금모금
자로 비춰짐.

• 팀 구성
• 위원회를 위해 발
표를 준비한 교사
들에게 필요한 피
드백 제공.

• 모든 의견에 귀 
기울임으로써 “관
심을 갖고 있음”

을 표현
• 학생들을 차별하
지 않는 논리적인 
대변자

• 교실, 복도, 학교
행사 등에 항상 
등장; “언제나 실
재할 것”

• 접근하기 쉬울 것-

언제나 누구를 위
해서건 시간을 낼 
수 있는 것처럼 
보일 것

• 이 사람이 무엇을 
주장하는지 누구
든지 알 수 있을 
정도가 될 것

B • 특별 연수를 통해 
학과장의 능력 향
상에 투자

• 학교 지원을 위해 
기업 및 정치 지
도자들에 접근

• 교사평의회(faculty 

senate)를 통해 
예산안에 교직원
의 재능 활용

• 수업 개선을 위해 
새로운 교수법을 
개발하도록 교사
들 독려

• 자료 공유 및 학
교를 위해 자료의 
의미를 해석하도
록 교직원 지원

• 모든 사람들이 전
문가로 성장할 수 
있음을 교직원들
에게 주지시킴.

• 교직원들의 성과와 
관련한 피드백을 
정기적으로 전달

• 학과장들에게 정
기적으로 피드백 
전달

• 교사평의회를 이
용하여 의사결정 
분담

• 복도에서 걸어 다
닐 것

• 전략적으로 잘 보
이는 방을 교장실
로 선택

• 여론 조성자의 역
할 습득

• 어떤 활동이건 그
것이 발생하는 현
장마다 나타날 것

C • 팀으로 근무하는 
법을 습득할 수 
있도록 교직원들
에게 충분한 시간
을 제공

• 교직원의 아이디어
를 자원으로 활용

• 교사 대 교사 관찰
과 또래교수(peer 

coaching) 강화

• 교사의 교실 활동
을 관찰하는데 막
대한 시간 할애

• 교사들에게 교육
과정에 관한 지식 
전달

• 학업성취도에 관한 
자료를 교사 및 
직원들에게 제공

• 일을 떠맡아야 한
다는 것을 교직원
들에게 주지시킴.

• 책무성이 존중되
며 당연시 됨.

• 학생들의 학습 방
식의 이해를 통해 
다른 이들을 격려

• 친근한 이웃 같은 
어투가 학교에 항
상 존재하게 할 
것.

• 어디에서든 존재하
는 것처럼 보임.

• 학부모와의 다과시
간을 학교 문제에 
대해 논의하는 시
간으로 활용

표 8.4 수업지도자로서 중등학교 교장의 역할: 네 가지 합성 인물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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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 교사들의 발전을 
돕기 위해 공동 
기획 기간동안 팀 
개념 도입

• 예리한 예산 분배
자; 돈 한푼에서도 
최고의 효과 얻어
냄.

• 수업을 인계받아 
좋은 교수법을 실
제로 설명

• 교사들에게 혁신
에 관한 지식 전
달

• 아이디어의 보급
을 위해 프로그램 
개선 학교위원회 
개발

• 학생 및 학부모의 
참여를 통해 그들
의 중요성 전달

• 학교의 모든 학생
을 알고 있음.

• 무슨 일이 발생하
고 있던지 간에 
항상 접근가능하
게 보일 것.

출처: Smith & Andrews 1989.

그럼 어떻게 하면 이와 같은 학교 지도자를 양성할 수 있을까? Fink & 

Resnick(2001)은 심지어 미국에서 조차 수업지식이나 지도자 기술의 모

든 요소들을 완전히 갖춘 후에 교장이 된 경우는 거의 없다는 데 주목하

였다. 설사 충분한 능력을 갖춘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향후에 학군 차원의 

지속적인 지원을 받을 필요는 있다. 뉴욕 제 2지구(地區)의 학교개선을 

위한 11년 프로그램의 성공에 착안한 저자들은 교장의 수업지도력 기술

을 함양하고 이를 통해 학업성취도를 증진시키기 위해 학군 차원에서 제

공해야 할 효과적인 조직적 지원의 표준을 마련하였다. 이러한 지원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포함된다. 

• 교장 회의 및 협의회: 매월 하루씩 시간을 내어 새로운 수업 방식에 

대해 논의하고, 지난 방식들에 대해 회고하고 평가한다. 또한 학습 

개선을 위한 접근법들에 대해 알아보는 한편, 시험 성적을 효과적인 

교수활동의 지표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강구한다. 

• 후원 단체와 연구 단체: 신임 교장 단체를 조직하여 학생의 학업 평

가에 효율적인 교수 전략 및 기술과, 교사의 수업 성과의 측정법, 교

내 교사 회의의 계획 및 실천을 위한 기술 등을 개발하는데 주력한

다. 한편 연구 단체는 교과 내용 영역이나 실천을 위한 문제들을 집

중적으로 연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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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료 학습: 교장이 다른 학교의 교장을 방문하여 독특한 활동들을 관

찰한다. 또는 소규모 교장 집단으로 이루어진 비공식 회의를 자주 개

최하여 전문성 개발과 지도력의 문제점 및 전략들을 서로 공유한다. 

• 개별적 지도: 교장이 목표를 수립하거나 학교 예산을 수업 개발 및 전

문성 개발의 계획에 맞추는데 도움을 얻을 수 있도록 지역 교육감과

와 부교육감이 여러 활동들을 조직하여 개별 지도를 실시한다. 이러

한 지도 방식은 교장들 사이에서도 이루어지기도 한다. 전문가라고 

인정받은 교장들이 도움이 필요한 교장들과 함께 협력하여 일한다. 

교장의 교육 지도자로서의 역할은 선진국이나 개발도상국 모두에게 매

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개발도상국의 경우에는 여타 책임 때문에 역할

에 제한이 발생하기도 한다. 많은 아프리카 국가의 교장들은 모든 행정적 

의무에 더하여 HIV/AIDS/로 인해 교원들을 상실하는 문제들 또한 해결해

야만 한다. 또한 교육 분권화의 추세에서 많은 교장들, 특히 개발도상국

들의 교장들은 학교를 위해 기금을 조성해야 할 책임을 갖는다. 교장의 

주요 책임이 기금 조성으로만 국한된 국가들에서 교장들은 교수 및 학습

에는 거의 관심을 둘 수 없으며 따라서 교육 지도자로서의 역할 비중은 

현격히 감소하게 된다. 교장의 수업지도력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우수한 

교육체계를 통해 교장들이 교수 및 학습에 집중할 수 있는 자원들을 제

공해야만 한다. 

학부모 및 지역사회의 참여
학생들이 청소년기에 접어들면 이들의 행동에 대한 부모의 영향력이 

감소되고 학부모와 학교와의 접촉 또한 크게 줄어들 수 있다. 중등학교에

서의 학부모 참여는 자녀들이 학교생활을 부모와 공유하기 꺼려한다는 

사실로 인해 방해받기도 한다. 더욱이 많은 부모들은 학교가 위치한 주변

지역에 살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부모 및 가정의 참여는 전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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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청소년의 발달과 위기극복을 위해 매우 중요한 요소로 간주되고 있다. 

UNESCO(Ohsako 1997)가 발표한 바에 따르면 학교폭력의 주요 원인들 

중에는 부모의 관리 소홀, 교육적 성격이 불문명한 부모의 체벌, 가족해

체, 확실하고 의지가 되는 가족의 소중함에 대한 인식 부족 등이 포함되

는 것으로 나타났다.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역동적인 교장과 교사들은 어떻게 해서든 부모

들을 참여시킬 방법을 강구해 낸다. 극도로 가난한 지역에 있으며 하위 

수준의 성취도를 갖고 있는 학교가 효과적인 중등학교로 탈바꿈한 뉴욕

의 사례는 우리에게 많은 점을 시사해 준다. 그것은 바로 교육 토론회와 

학부모 대상의 강의를 개최하고, 학부모들을 학교위원회에 참여시키며, 

학부모들과 연관된 주제를 선택하여 그들을 토론에 유인한다면 학생들에

게 긍정적 효과를 줄 수 있다는 사실이다(Langer 2004). 이 밖에도 부모

들에게 정기적으로 교육과정, 평가 계획, 학교 프로필, 학교 프로그램 등

에 관한 소식들을 업데이트 하는 것도 혁신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일부 

교장들은 학교 행사나 학생의 성공사례들을 지역 신문을 통해 알리기도 

한다(Brown & Anfara 2002). 라틴아메리카의 일부 국가들은 지역 센터, 

교회, 회교사원, 청소년클럽 및 전문가 협회 등을 통해 부모들에게 어떻

게 청소년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그들을 이해, 지도, 교육해야 할지를 가

르치기도 했다(Mayorga Salas 1997).

부모의 관심도가 학교의 효율성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는 인식이 확산

됨에 따라 학교 운영에 관여하는 공식 학부모 조직이 점차 더 많이 생겨

나게 되었다. 사하라 이남의 아프리카 국가들 중 남아프리카공화국은 학

교 중심의 관리 체제를 가장 먼저 전국적으로 도입한 결과, 학부모들이 

관리 기구의 회원들 중 대다수를 차지하는 결과를 이끌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학교법에 따르면 학교관리기구(school governing bodies, SGB)

는 학생, 학부모 및 교직원들에 의한 투표로 선출된다. SGB의 기능에는 

입학정책 결정, 언어정책 수립, 교원 또는 직원 채용 추천, 재무관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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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금 책정, 기금조성 관리 등이 포함된다. 그러나 교장과 교사들이 학부

모의 참여를 항상 중요시 여기지는 않기 때문에 이들의 참여는 종종 정

보의 공유에 지나지 않거나 교장과 교사가 그들의 업무를 손쉽게 하기 

위해 요청하는 상담 정도로 제한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종류의 참여는 

조직에 그리 큰 변화를 유도하지는 못한다. 오히려 학교가 기존에 갖고 

있던 권한 및 특권들을 강화시키는 경우도 있다(Grant Lewis & Naidoo 

2004). 이와 유사한 예로 인도네시아의 사친회(parent-teacher associa- 

ons, PTA)에서 부모의 참여는 주로 PTA 회비의 모금을 추진하고 지원하

는 데 국한되어 있으며 부모들은 학습활동의 관찰이라는 최소한의 역할

만을 맡는다.   

많은 국가에서 학생들을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여시키는 것의 가치를 높

게 평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의 참여가 실제 의사결정으로 연결

되는 경우는 아직까지 그리 많지 않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이나 다른 국가

들로부터 얻은 중요한 교훈점은 부모들과 학생들이 의미 있는 방식으로 

학교에 연관되기 위해서는 정책담당자들뿐만 아니라 교장과 교사들 또한 

학교 운영에 있어서의 학부모 및 지역사회의 중요성을 인식해야만 한다

는 사실이다. 효과적인 참여를 달성하기 위해 교장들은 학부모를 이해하

고, 그들에게 귀 기울여야 하며, 학교 개선에 대한 그들의 견해에 맞춰 

행동해야 한다.  

결  론
산업시대의 학교들은 개별 교사 체제와 과목별로 구분된 교육과정에 

중점을 두고 획일적인 교수 과정을 통해 “표준학생”만을 양산해 냈었다. 

그러나 이러한 유형의 학교들은 지식, 혁신, 기술의 도입이 생산성 향상

과 경제 성장의 주요 요소로 취급되는 오늘날의 전 세계적인 정보사회에

는 더 이상 적합하지 않다. 전통적인 학교의 조직방식은 대중 중등교육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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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성과 더불어 극적인 성과의 개선을 이룩하기는 하였지만, 경직된 구조

와 절차로 인해 교육의 불평등성의 완화와 중등교육의 양대 도전들인 접

근성의 급속한 확대와 질과 적합성의 개선을 위해 교육 기구 및 조직들

이 발 빠르게 대처하는 데는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교육의 의사결정 구조는 1960년대 후반 이후로 가속적인 변화를 겪어

왔다. 그 결과 의사 결정가들과 집행자들에 대한 관계의 구분이 완화되긴 

하였지만, 이로 인해 새로운 집행자들과 다양한 기관들 간에 새로운 분권 

및 결합 방식들이 출현하면서 그 복잡성은 더욱 증대되게 되었다. 대중에 

의해 권한을 위임받고, 대중에 의해 자금을 제공받으며, 중앙정부에서 규

정한 법규 및 규정들을 기반으로 대중에 의해 운영되는 학교체계를 기반

으로 한 교육의 관리방식이 오랫동안 유지되어 왔으나, 이제 이 방식은 

새롭게 등장한 관리 방식들로 대체되고 있다. 새로운 관리방식에서 중앙

정부는 여전히 체계의 운영과 감시에서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지만, 학교

의 재정과 운영에 있어서는 정부의 하위 부서들이나 민간분야와 권한을 

서로 분담하고 있다. 교육 지배구조는 교육 기관이 존재하는 환경의 변화

에 따라 복합화 되고 있다.        

• 계층적 지휘계통은 교육체계 내에 있는 다양한 관계자들 사이의 관

계에 비해 그 중요성이 낮아지고 있다. 

• 중앙당국과 학교들 사이의 책임 분담이 여러 균형 잡힌 장치들로 발

전해가고 있다. 중앙 및 지방 당국은 학교의 직무를 안내해 주는 운

용지침을 결정할 뿐만 아니라 성공적인 학교가 되기 위한 기술적 지

원과 자원들을 제공한다. 한편 학교들은 운용지침에서 제공하는 기

본 틀 내에서 학생들의 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독자적인 교과목들

을 개발할 수 있는 자율권을 갖는다.

• 인센티브제도, 기술적 지원, 자문제도 등과 조화를 이룬 평가제도와 

품질보장제도가 중앙관리체제의 주요 수단이 되고 있다. 



세계화와 중등교육의 새로운 아젠다

314

• 평가 및 품질보장의 메커니즘이 여러 단계의 시스템 관리자들이 합의

한 책임 분담을 기초로 발전하고 있으며, 각 단계의 기구들은 능력의 

범위 내에서 모니터링 과정 및 성과들에 대해 전적인 책임을 진다. 

• 학교들은 그들이 속한 지역사회에 대해 확고한 쌍방 간의 관계와 적

극적인 교류를 증진시키고 있다.

조직적 관점에서 보면 학교의 운영은 융통성, 적응성, 반응성 및 지속

적인 학습에의 요구들이 반영된 다양한 새로운 원리들에 의지해야 한다. 

만약 산업시대 교육의 모형을 설명하기 위한 적합한 비유가 기계적 시스

템(mechanical system) 이라 가정한다면, 정보 집약적 환경에 있는 학교

의 운영방식을 가시화하는데 유용한 비유는 살아있는 시스템(living 

system)이라 할 수 있다. 이는 다시 말해 조직이 여러 관계들을 중심으로 

구성되며,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발전시키고 새롭게 하기 위한 내재적 역

량을 갖춘 상태를 의미한다. 따라서 학교의 성공을 위한 가장 중요한 기

준들로는 다양화 및 변화에 대한 대처 능력과 개인의 이익을 보다 넓은 

전체의 이익과 균형을 맞추는 동시에 제휴 및 협력을 할 수 있는 개인 

구성원들의 준비 자세를 들 수 있다. 이러한 종류의 학교들은 다음과 같

이 몇 가지 눈에 띄는 특징들을 갖는다.  

• 교장이 교사들의 업무를 개별적 또는 팀 단위로 도와주거나 조정해 

주고, 학교 관계자들 간의 관계를 촉진하는 한편 변화를 주도함으로

써 학교의 운영에서 중추적인 지도자의 역할을 한다. 관리자로서의 

역할 또한 중요하지만 지도자로서의 책임 보다는 아래에 있다. 

• 학교들이 고립된 상태가 아닌 협력하며 일한다. 교장들 간의 협동은 

학교 간의 협력을 위한 중추가 된다. 

• 교사들이 팀 별로 일할 동기를 부여 받는다. 지식의 추구와 비판적 

사고의 촉진에 관여하는 교직원, 관리자, 학생들로 구성된 진정한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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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자 공동체가 존재한다. 학교 조직은 모든 교직원들이 자신들의 영

역에 내재한 “집단적 역량”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다시 말해 사

회적 자본이 지적 자본의 성장을 자극한다. 

중등교육 개혁의 주요 동향들을 요약한 이와 같은 특징들은 “성공적

인” 학교들의 실제 경험에 대한 조사들로부터 발견된, 철저한 경험적 근

거를 갖고 있다(Sharan, Shachar, & Levine 1999). 그렇다고 해서 이 목

록이 결코 완벽하다거나 어디에나 적용되어야 할 성공적 변화를 위한 제

언이라는 의미는 아니다. 변화된 체계의 방향과 특징, 내용은 각 국가의 

특수한 사회경제적 상황과 교육체계의 변화에 대한 유발 및 흡수 역량에 

따라 달라진다. 변화된 체계의 최종 형태는 관련된 집단들의 이행 능력, 

변화에 대한 수용도 및 저항도, 제안이 행사되는 방식 등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주
1) 중등학교의 시간표가 일주일에 다섯 번씩 하루 6시간의 수업으로 채워지

는 것은 보기 드문 일이 아니다. 이에 대한 변형 형태 중 하나인 시간 통

합 운영방식(block scheduling)에서는 일간시간표 중 일부 수업 시간이 통

합되어 편성되기도 한다.    

2) 이 항(項)은 Wohlstetter & Mohrman(1996)이 실시한 학교중심 운영체제

에 대한 평가 내용을 각색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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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에필로그

중등교육의 재고
무지한 국가들은 항상 노예가 되고, 피상적으로 교육받은 국가들은 통

제하기가 어려우며, 제대로 교육받은 국가들은 자유롭다.

-Angel Ganivet, Cartas Finlandesas (1898)

...개혁 전략을 수정하는 것이 해결책이 될 수는 없다. 개개의 혁신안이

나 정책을 아무리 여러 번 정교하게 다듬는다 해도 결코 일이 바로잡아

지지는 않을 것이다. 기본적으로 변화를 받아들일 만한 여건이 조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개혁안을 하나씩 시행하는 것이 가능하리라 기대하는 것

은 매우 비현실적이다... 이런 상태에서 개혁을 추진하는 것은 개혁에 대

한 평판만 악화시킬 뿐이다.  

-Michael Fullan, Change Forces (1993), 3

등교육의 개혁이 합법성을 갖추고 장기간 지속되기 위해서는 강력

한 정치적 지도력, 일관성, 투명성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이는 이 

보고서가 의뢰한 배경 보고서에서 브라질, 칠레, 핀란드, 홍콩, 한국, 스

웨덴 등과 같은 국가들의 중등교육 개혁안들을 검토한 결과 도출된 주요 

교훈점이다.1) 모든 개혁들이 직면하고 있는 가장 큰 도전은 교육 공동체

의 내외에서 발생하는 정책 관행 및 현재의 생각들을 좌우하며 교육 지

배구조에 깊이 뿌리 박혀 있는 정신모형(mental model)을 변화시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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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또한 이러한 종류의 변형 또는 원형은 중등교육의 조직 및 학습 구

조에 절실히 요구되는 혁신안들을 추진하는데 막대한 지장을 주기도 한다. 

1980년대와 1990년대 많은 국가들에서 초등 및 기초교육, 심지어는 중

등교육의 확대를 성공적으로 뒷받침했음이 증명된 다양한 제도적 모형들

은 빠르게 변화하는 현대 사회의 교육적 요구들을 처리하는 데는 더 이

상 적합하지 않다. 따라서 현대 사회가 해결해야 할 과제 중의 하나는 중

등교육의 조직과 교육 관행들을 밀집, 과부하 상태의 정보 환경의 요구 

및 수요에 맞게 변화시키는 것이다. 

가까운 미래에 저소득, 중간소득, 고소득 국가들이 중등교육에서 직면

하게 될 도전들은 모두 같은 종류일까? 이에 대한 첫 대답은 아마도 “그

렇지 않다”일 것이다. 앞서 제 4장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모든 국가의 상

황에 획일적으로 적용 가능한 정통 해결책을 발견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가정에는 의문의 여지가 매우 많다. 대부분의 개발도상국들은 선진국들

에 비해 더 복잡한 도전들에 직면하게 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개발도

상국들은 교육의 공급 및 질의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를 

심각한 재정적, 제도적 제약 아래서 해결해야만 한다는 이중부담을 안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 앞선 질문을 동일한 증거들을 근거

로 볼 때는 절대적으로 “그렇다”고 답할 수 있다. 선진국들처럼 개발도상

국들도 국경을 초월한 새로운 과학적 발견이나 기술적·조직적 혁신안들

에 의해 영향을 받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결코 약해지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모든 국가의 교육체계는 자국의 요구와 더불어 세계적 수요에 맞

게 더욱 풍부한 유동성과 민감한 반응성을 갖출 수 있도록 재조직돼야만 

할 필요가 있다.

중등교육의 접근성을 확대하고 질을 개선시키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정

책 결정 방식과 제도적 관행들을 변화시켜야만 한다. 중등교육의 기회 확

대를 가속화할 것에 대한 요구와 세계화로부터 새로운 압력들이 발생하

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중등교육의 정책이 중등교육만의 주요 핵심적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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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들을 목표로 하지 않는 경우, 그 성공 가능성은 제한적이 될 수밖에 없

다. 다른 말로 하자면 별 다를 바 없는 똑같은 정책들을 가지고서는 중등

교육이 직면하고 있는 도전들을 해결할 수 없다는 뜻이다. 

관행을 계속할 것인가? 

중등교육의 정책 및 관행의 개혁 사례
구조적 관점에서 볼 때 중등교육의 확대에 초등 또는 기초교육에서 사

용된 모형들을 그대로 사용해도 될 것인가? 중등교육의 접근성 확대 및 

질과 적합성의 개선을 지향하는 정책들은 같은 교육을 더 많이 공급하는 

것과 동일하게 취급되어도 될 것인가? 중등교육 구조의 특이성으로 인한 

여러 이유들-구조, 전달 방식, 교육과정, 지배구조, 재정 방식 등-을 고려

할 때 이에 대한 대답은 당연히 “그렇지 않다”고 할 수 있다. 중등교육의 

독특한 특성들에서 기인하는 정책적 어려움들은 다음과 같다.

• 재정 방식. 과거 초등교육 진학률의 개선 시도에서 얻은 교훈들을 중

등교육에 적용하기란 불가능하다. 무엇보다도 많은 국가들의 경우 초등

학교가 모든 학년을 다 제공하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중학교의 

접근 가능성이 초등학교가 널리 확산된 것을 따라갈 수는 없기 때문이다. 

(ADE-KAPE 2003과 같은) 일부 연구 결과들은 직접비와 기회비용이 초

등학교의 진학률보다 중등교육의 재학률에 대해 더 강력한 방해물의 역

할을 한다고 지적하였다. 중등교육에서 이들 비용은 초등교육보다 10배

가량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중학교 재학률을 가속화하기 위해서

는 공급측면과 수요측면의 개입을 결부시킬 필요가 있다.

• 중등교육의 구조적 특성. 개발도상국들에서 초등교육과 중등교육의 

구조적 차이는 대다수의 학생들이 살고 있는 도시 지역의 교원 선발과 

임용을 보면 한눈에 알 수 있다. 일부 연구결과들에 의하면 초등학교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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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들은 대부분 현재 살고 있는 지역출신들이 많은 반면에, 중등학교의 경

우는 꼭 그렇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중등학교의 교원 부족현상

이 훨씬 더 심각한 경우가 많으며 이로 인해 장기 결근율, 교실 과밀화, 

또는 일부의 경우 교사의 부적격성이 더욱 심각해지기도 한다. 이러한 문

제들은 중등교육의 대표적인 공급측면의 문제들이라 할 수 있다. 

• 중등교육 교육과정의 차별화. 중등학교 교육과정의 다양화는 학생들

을 학교에 붙잡아 두기 위한 주요 요소 중의 하나이다. 뿐만 아니라 중퇴

를 방지하고 적합성을 보장해 주기도 하며 인력시장으로의 진입과 추가

적인 교육 및 훈련 기회에 필요한 중요한 자격이나 승인을 얻게 해주기

도 한다. 중등교육의 기본적, 필수적 특징인 교육과정의 차별화에는 재정

적 의미가 내포되어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학교와 교사들에게는 더욱 효

율적이고 다양한 외부 지원을 제공하고, 학생들에게는 더 전문적인 상담

과 지도를 제공하기 위하여 더욱 복잡한 관리 및 운영 방식이 요구된다.

• 방법론 및 교수법의 이슈. 저소득 국가들이 중등교육의 접근성을 확

대하기 위해서는 대대적인 교육 서비스의 제공 방식의 개혁이 수반되어

야만 한다. 중등교육의 제공 방식을 선택하는 것에는 불가피하게 질과 형

평성의 문제들이 연루된다. 

• 정치적 고려. 중등교육의 개혁을 위해 정치적 합의를 이루는 것은 초

등 또는 고등교육의 확대 및 개혁에 관한 합의를 유도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일이다. 더욱이 다른 교육 단계들과는 달리 중등교육은 국내 

옹호세력이나 강력한 국제 로비가 부족하다는 문제점 또한 안고 있다.

이러한 모든 이유들로 인해 기존의 교육 정책의 틀-접근성을 우선적으

로 보장한 후에 교육의 질에 대해 초점을 맞추는 순서-을 중등교육에 그

대로 적용하기란 불가능해 진다. 교육의 질이 형편없는 상태에서 문호를 

개방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으며, 오히려 부적절한 교육으로 인해 많은 

젊은이들이 중등학교를 이탈케 하는 결과가 초래될 수도 있다. 젊은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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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교육에 대한 기대가 좌절되고 이러한 실망감이 학교를 그만두는 것으

로 표현되면서 “개방된 문”은 결국 “헛도는 문”이 돼버리고 만다. 이는 

다시 교육체계 전체의 합법성에도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데 이는 

전체를 포용해야 하는 교육의 하위분야가 사실상 배제하는 것을 의미하

기 때문이다.

여태까지의 시도를 되풀이 하는 것이 재정적으로 가능하다고 할지라도, 

이러한 정책들로 교육 부강국과 교육 빈곤국 사이에서 점차 확대되고 있

는 질의 격차를 완화시킬 수가 없다. 현 시점에서 요구되는 것은 해묵은 

문제들에 대처하기 위해 새로운 방식을 강구하는 것이다. 이 새로운 접근

법들 중 한 가지는 학교의 조직방식 및 수업방식을 변화시키는 구조적 개

혁과 빈곤층 및 소외계층에 현실적 기회를 마련해 주고 이들이 최상의 혜

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는 정부의 개입을 서로 결부시키는 것이다.

중등교육 정책의 절충: 전통적 방식과 새로운 방식
중등교육은 전통적으로 정책 담론과 지각지도(mental map)를 전 세계

적으로 형성시키고 제공하는 역할을 하는 영속적인 정책 절충안들에 의

해 구성되어 왔다. 이 보고서에서는 질과 형평성, 효율성과 형평성, 일반

교육과 직업교육 사이의 조화, 중앙집권화와 분권화와 같은 결정적인 사

항들을 다소 심층적으로 살펴보았다. 오늘날 많은 국가들에서 전통적 구

조는 폐지되거나 재편되고 있다. 중등교육의 구조에는 문화적, 정치적 특

성들이 반영되며 이는 대중의 참여가 일반화되고 요구가 급증하고 있는 

중등교육의 환경에 적응하는데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본 항에서는 오랫

동안 유지되어온 절충안들의 현 위치와 교육정책 입안자들이 직면하고 

있는 새로운 대안들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질과 형평성. 전통적으로 교육정책에 관한 논쟁은 초등교육에서는 접근

성의 이슈, 고등교육에서는 질에 대한 이슈가 특히 강조되어 왔다. 중등교

육의 경우에는 형평성의 이슈가 핵심적 위치를 차지한다. 형평성은 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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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 질이 서로 교차하는 지점에 있는 정책 분야로 인식될 수 있으며, 특

히 중등교육과 가장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학생들은 중등교육 단계에 

이르면 다양한 프로그램 및 집단으로 분류, 편성되기 시작하고 자격증의 

획득이나 인력시장 및 고등교육으로의 이행을 결정하는 중대한 시험들을 

치르게 된다. 또한 이 시기의 학생들은 자신의 지적 소속과 관련하여 처

음으로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하고, 학교 입장에서는 학생의 선발뿐만 아

니라 상담활동까지 책임져야 하며, 전 세계의 부모들은 자녀의 성적 향상

을 위한 개인 과외에 기꺼이 막대한 자금을 투자하기도 한다(Bray 1999).

많은 국가들의 경우 형평성의 거대한 분수령이 되는 시기는 중학교에

서 고등학교로 진학하는 시기이다. 예를 들어 중국의 2003년도 자료에 

의하면 중학교 재학률은 88.7%이었던데 반해 고등교육의 재학률은 43.0%

로 급격히 감소되었음을 볼 수 있다. 이런 점을 볼 때 중등교육의 형평성

과 관련한 논쟁이 핵심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전혀 놀라운 일

이 아니다. 

효율성과 형평성. 대중 중등교육으로의 발전을 위해서는 부족한 재정적 

자원과 인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사회복

지사업의 비효율적인 공급은 주로 빈곤층과 약자들에게 해를 입힌다(세

계은행 2003f). 따라서 중등교육의 민주화를 위한 의제는 자원을 효율적

으로 배분하고 형평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신중하고 상세한 분석을 기

초로 해야 한다. 

일반교육 및 직업교육의 조화. 지식 및 혁신의 활용으로 빠르게 변화하

는 환경에서, 역량과 기술은 바로 전 과거에 비해 훨씬 더 빨리 가치가 

떨어지거나 부적합해지곤 한다. 이로 인해 과거에는 뚜렷이 구분되었던 

일반적 기술과 직업적 기술 사이의 경계는 지식 및 정보 집약적 기술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면서 점차 변화하거나 모호해지고 있다. 

중앙집권화와 분권화. 교육 서비스를 효율적이고 빠르게 전달하기 위해

서는 학생들과 더 밀접히 연관된 의사결정과정이 요구된다. 융통성과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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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성을 갖춘 교육 서비스는 학교중심의 의사결정과정에 유능하고 전문성

을 갖춘 직원들을 참여시킴으로써 촉진될 수 있다. 또한 국가적 요구와 

일치하고 이에 부응하는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중앙 또는 국

가 주도의 체계와, 명료성과 투명성을 갖춘 법률 및 규정에 대한 정치적 

합의, 감시능력, 전문적 지원 등이 필요하다. 간단히 말하면 분권화를 향

한 진보가 계속될수록 국가의 적극적 역할은 과거 여느 때보다도 더욱 

중요해진다고 할 수 있다.      

과거의 절충안들이 현 시대에는 더 이상 적합하지 않게 되자, 현대 중등

교육의 사고방식과 의사결정과 관련하여 비교적 새로운 정책적 딜레마들

이 출현하게 되었다. 그 중 몇 가지 중요한 사항들을 아래에 요약하였다. 

경쟁력과 포용성. 국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수단으로서 교육의 중요

성이 부각되자 중등교육의 선별 및 분류 기능이 더욱 강화되고 있다. 그

러나 이러한 추세는 교육의 포용성에 큰 타격을 입힐 가능성이 있다. 이

러한 딜레마는 시민성의 함양과 교육체계의 확실한 지속 가능성을 위해 

중등학교의 포용성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에 발생하곤 한다. 

교육과정의 현대화와 교사의 직업적 정체성. 정보 집약적 사회가 필요

로 하는 새로운 역량들을 중심으로 교과목들을 현대화해야 한다는 여론

의 요구는 여전히 전통적 교육방식으로 정의되고 형성되고 있는 중등학

교 교사들의 직업적 정체성이 변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학교의 소규모화와 교육과정의 광범위화의 경향. 꾸준히 제시되고 있는 

작은 중등학교의 학업성적과 학생복지와 관련한 유익한 효과들은 더욱 

광범위하고 다양한 교육과정을 통해 학생들의 요구에 부응해야 하는 학

교의 책무와 서로 상충하고 있다.     

지역 및 교실 중심의 평가와 공공·국가시험. 경쟁력과 포용성 사이의 

긴장은 학업성취도의 평가에 대한 상반된 견해들에 그대로 반영된다. 교

육 지향적이자 학습자 중심적인 학업평가의 형태로서 교실 중심의 평가

제도가 장려되고 있는 반면에, 중대한 국가시험들 또한 교육체계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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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위한 관리 도구이자 학생, 부모, 교사, 관리자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동기 또는 유인책으로서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  

성과 및 효과에 대한 강조. 최근 들어 중등교육의 질을 개선시키기 위

한 투쟁은 자원중심의 정책적 접근법에서 성과중심으로 변화되고 있다. 

최근 많은 국가들은 교육의 질을 평가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으로 표준화

된 시험의 결과들을 매우 중요시 여기고 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성과에 

대한 지나친 강조는 중등교육이 복지와 관련된 주요 요소들에 어떤 영향

을 미치는지를 강조하면서, 이 요소들에 대한 평가의 압력을 부각시키는 

새로운 양상으로 변화될 수 있다. 이러한 평가 요소들에는 건강, 수입, 시

민성, 생산성, 취업능력, 권한이양, 공동체 발전, 민주주의의 강화 등이 

포함될 것이다.

저급기술 또는 고급기술 방식의 교재. 저소득 국가들은 교과서와 같은 

기본적인 교재들을 제공할 필요성과 기술력을 보강해야 하는 두 가지 압

력이 동시에 증가하면서 갈등에 직면해 있다. 이 두 가지 압력은 정보사

회와 e-development 방식을 추구하는 국가 전략과 뒤쳐져서는 안 된다는 

긴급한 문제로 인식된다. 정책 담당자들은 이 분야에 기꺼이 막대한 자금

을 투자할 채비가 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ICT가 한 단계를 뛰어 넘을 잠

재력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증폭되고 있다. 

중등교육 변화의 정치적 측면
상대적으로 정보가 부족한 사회에서 발달한 확고하고도 고질적인 중등

교육 제도의 구조(Lundgren 2002)는 특정한 행정부가 정권을 장악할 수 

있는 4~5년의 기간 동안 전환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변화에는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변화의 성공을 위해서는 교육체계의 내외에 작용하는 

강력한 세력들을 잘 결합시킬 수 있어야만 한다. 

기존의 교육정책들은 중등교육의 확대를 점진적이고 획일적인 과정으

로 간주해 왔고, 젊은이들의 교육적 요구에 대해서는 정해진 순서에 입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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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1차원적인 학습 경험을 제공하는 폐쇄적인 방식으로 대응해 왔다. 

이러한 정책들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중등교육의 수요 증가율이나 

젊은이들의 다양한 관심, 견해, 사회적 배경, 적성 등은 거의, 또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심지어 이들은 교육의 기회가 초등교

육 이후에는 확대되지 못하도록 제한해 왔다. 따라서 정책 담당자들은 혁

신적 정책을 통해 젊은이들에게 입학 또는 졸업과 관련한 다양한 선택권

을 여러 측면에서 제공하고, 여러 방식으로 기술 및 역량을 평가하는 다

양성과 융통성을 갖춘 중등교육의 체계를 정립할 수 있도록 모든 관심을 

쏟아야 한다(OECD 1999). 교육에 대한 이러한 일반적인 비전은 전화의 

과정을 이끄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비전 안에 보편

적으로 타당한 정책 보고를 총망라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이 보고서의 작성을 위해 최근의 중등교육 개혁안들을 검토한 결과, 

정책담당자들이 중등교육의 기구와 관행을 변화시키고, 이를 위해 조직 

전반에 걸쳐 정책들을 계획하고 실행하기 위해 명심해야 할 주요 전략적 

정책 태도들이 다음과 같이 확인되었다. 

1. 개선을 위한 방법은 한 가지 이상 존재한다. 중등교육의 개혁과 관

련하여 일반적인 공식이나 묘안 따위는 존재하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국

가가 어떤 상태나 도전에 직면해 있는지에 상관없이 언제든지 적용 가능

한 해결책, 또는 최상의 수단이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등교육의 확대와 질의 개선 과정에서는 몇 가지 공통된 교훈

점들이 발견되고 있으며, 이들은 국가의 정책 토론 및 대화를 계획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2. 교육체계의 내외에 있는 여러 가지 수단들을 통해 에너지를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교육 체계의 내외에 있는 담당자들이 각자 전환 과정의 

담당 분야를 함께 추진할 때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개선을 이룰 가능성은 

월등히 더 높아진다. 예를 들어 학교의 외부에서 발생하는 책무성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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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와 내부에서 발생하는 자율권에 대한 요구는 모두 유능하면서 높은 

기술력을 갖춘 교육전문가라는 공통된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3. 개혁의 과정에는 리더십, 정치적 지원, 여론 형성, 에너지, 자원 등

이 지속적으로 요구된다. 정부 고위층에서의 빈번한 인사이동은 진행 중

인 개혁 사업들에 방해가 되므로 개혁 시도의 연속성과 성공을 위해서 

비전공유를 위한 교육 지도성의 강화와 끊임없는 여론형성이 뒷받침되어

야 한다. 

4. 개혁 과정에 관련된 지역, 지방, 학교 및 학생들에 대한 자료가 지

속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제도 개선을 위한 도구로서 감시 및 평가제도

가 필요하며, 이는 교육 현실의 장단점을 파악하는 데 도움을 준다. 한편 

의사결정자, 교육 지도자 및 전문가들이 학생들이 접할 수 있는 최상의 

교육을 계획할 수 있도록 반드시 이들에 대한 역량 강화를 실시해야 하

며, 이를 위해 이들에게 입수 가능한 자료와 증거들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

5. 학교들은 각기 다른 상황에서 운영되기 때문에 유사한 정책에 대해 

대응하는 방식도 저마다 다르다. 학교에 대한 외부적 지원들은 목표의식

과 다양성, 융통성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교육 개혁은 최우수 학교들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한 시도(발전)와 효율성이 가장 낮은 학교들과 가장 

높은 학교들 간의 격차를 좁히기 위한 시도(표준 개선)를 총망라해야 한

다. 중등학교 학생의 다양한 수준 차를 감안할 때 이는 학교와 교사가 해

야하는 일이기도 하다.   

6. 새로운 정책을 성공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주요 운영 전략 중 하나

는 교실의 교수 및 학습을 개선하는데 공동의 노력을 집중시키는 것이다. 

이러한 노력에 대한 가장 주요한 수단은 명확하고 지속적이며 일원화된 

교사의 전문성 개발이다.

오늘날 모든 국가들은 문제 식별능력과 해결능력, 그리고 일생동안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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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에 기여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갖춘 중등학교 졸업생들의 수를 늘리기 

위해 애쓰고 있다. 현대 교육 이론은 서로 다른 학업 목표에는 서로 다른 

학습 방법이 요구된다는 점을 기본 신조로 내세운다. 교육에 대한 새로운 

목표들은 교육의 기회를 개선시킬 것을 요구하고 있다. 미시적 정책 또는 

학교의 관점에서 볼 때 개혁의 주요 원리들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 학습자 중심의 원리. 모든 결정에서 학습자가 중심적 역할을 하게끔 한

다. 학습 활동이 발생하는 교육 환경의 개혁은 청소년들의 관심사와 흥

미, 요구 등을 만족시킬 것을 최우선적인 과제로 삼아야 한다. 학습자

인 학생들에게 초점을 맞춤으로써 교수 및 학습에서 실제적인 변화가 

촉진될 수 있다. 

• 포용성의 원리. 모든 학생들의 흥미에 맞춰 교육을 실시하되, 저소득 

가정의 학생, 여학생, 소수 집단 등이 동등한 교육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특별 프로그램을 실시하는데 각별한 관심을 기울인다. 

• 융통성과 최적화의 원리. 학생들의 특수한 상황과 요구에 맞는 융통적

이고 최적화된 방식으로 수업내용을 전달해야 한다.

• 상황화(contextualization)의 원리. 개혁이 발생하는 정황에 특별한 관심

을 기울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학교와 지역사회 간에 튼튼한 관계가 

구축되어야 하며, 교사와 학생들 간에 유대감이 형성되어 있어야 한다.

정책담당자, 전문가, 연구 기반의 정책 고문들은 교육개혁에 매우 중요

하고 필요한 요인들이다. 그러나 개혁의 최종적 내용은 연속성과 지속 가

능성을 보장하기 위해 지역사회 중심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이는 개혁 과

정에서 시민참여와 변화를 유도하기 위해 지역의 조사 능력과 관리 구조

를 바탕으로 지역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함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개혁을 위한 노력들은 절대로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다. 오

히려 “비밀스런 교육정책"(Kivirauma, Rinne, & Seppänen 2003)의 형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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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용하는 경우가 많다. 이 비밀 정책에 의해 교육과정, 자원분배, 재정, 

관리 구조에서 작지만 상호 연관된 변화들이 연속적으로 발생하게 되며, 

이는 다시 전혀 새로운 행동방침을 낳게 한다. 개혁 전략의 가장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는 모든 이해당사자들이 참여하는 격렬한 정책 논쟁을 부

추김으로써 비전 공유를 창출하는 것이다. 다른 국가들의 경험과 조사 결

과들은 논쟁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이 정책 보고서도 바로 그러한 데 도

움을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본 보고서는 개발도상국이 중등교육에 대한 외부적 지원 방식을 재편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전략적 목표들을 제시하고 있다. 부록 J에서는 중등

교육 프로젝트 및 프로그램과 관련한 세계은행의 최신 전략 및 지원 활

동의 개요를 보여주고 있다. 교육 현실의 장래를 위해 이 보고서가 제시

한 제안들을 따른다면 중등교육과 관련한 프로젝트 및 프로그램들을 전

략적으로 조정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주
1) 배경 보고서는 Aho & Pitkänen(2003); Cox(2004); Kim(2002); Lundgren 

& Román(2003); Souza(2003)에 의해 작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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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UNESCO-IAU (http://www.unesco.org/iau/cd-data UNESCO, 1999 통계연감 
(http://www.uis-unesco.org/en/stats/statistics/yearbook/tables/ ed.htm); 세계은행, 2003 세계
개발지표(World Development Indicators 2003) (1997학년도 기준); 세계은행, 통계정보관리분석
(Statistics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 SIMA). 
주: —,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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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B  표본 국가의 소득 수준과 성별에 따른 학년별 이수율
그림 B.1 이집트의 소득수준과 성별에 따른 학년별 이수율, 1995-6

출처: Filmer 2000. 

그림 B.2 차드(Chad)의 소득수준과 성별에 따른 학년별 이수율,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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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B.3 인도네시아의 소득수준과 성별에 따른 학년별 이수율, 1997

출처: Filmer 2000. 

그림 B.4 인도의 소득수준과 성별에 따른 학년별 이수율,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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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B.5 콜롬비아의 소득수준과 성별에 따른 학년별 이수율, 1995

출처: Filmer 2000. 

그림 B.6 터키의 소득수준과 성별에 따른 학년별 이수율,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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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B.7 우즈베키스탄의 소득수준과 성별에 따른 학년별 이수율, 1996

출처: Filmer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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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학년 이수 5학년 이수 9학년 이수

나라 빈곤층 중산층 부유층 빈곤층 중산층 부유층 빈곤층 중산층 부유층

차드, 1998 47.7 61.4  75.5 11.2 24.3 59.0 0.2 2.4 17.0 
니제르, 1997 25.0 30.4  70.1 18.8 25.1 62.5 0.7 2.1 18.7 
우간다, 1995 86.7 93.2  93.6 43.2 58.2 78.1 2.4 6.3 24.1 
인도네시아, 1997 97.1 99.2  98.9 81.3 92.1 97.0 25.2 48.0 69.0 
필리핀, 1998 96.3 99.8  99.1 77.1 95.8 97.5 21.0 55.9 70.5 
인도, 1992–93 65.0 86.8  96.6 53.4 79.3 94.6 21.6 45.6 75.1 
파키스탄, 1990–91 50.8 76.6  92.4 39.6 66.1 88.3 10.9 29.0 60.5 
이집트, 1995–96 86.5 96.2  99.0 74.2 83.1 94.3 47.0 64.2 80.7 
모로코, 1992 55.2 89.0  98.0 34.9 70.9 89.4 5.0 19.8 43.3 
브라질, 1996 89.9 97.7  99.0 40.3 75.0 87.4 5.8 23.4 32.9 
브라질(북동부), 1996 83.3 95.1  97.1 28.6 67.2 70.0 3.0 18.2 19.0 
콜롬비아, 1995 91.6 98.9  99.0 58.8 89.7 97.0 11.9 39.4 60.3 
터키, 1993 97.4 97.9  99.7 95.5 95.4 99.0 20.9 41.1 56.6 
우즈베키스탄, 1996 99.4 99.6 100.0 98.7 99.0 99.7 77.2 83.7 90.5 

부록 C  표본국가의 소득 수준과 성별에 따른 교육 성취도
표 C.1 소득 수준에 따른 15~19세 남성의 교육 성취도 

출처: Filmer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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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학년 이수 5학년 이수 9학년 이수

나라 Poor Middle-inco
me Rich Poor Middle-inco

me Rich Poor Middle-inco
me Rich 

차드, 1998 17.1  30.4 58.7 1.3 5.4 35.0 0.0 0.4 5.9 
니제르, 1997 7.2  13.5 54.9 4.5 10.2 49.5 0.1 0.5 11.5 
우간다, 1995 70.3  81.1 92.5 35.0 48.6 75.6 3.0 5.6 25.0 
인도네시아, 1997 96.6  98.9 99.9 83.5 92.1 96.9 25.9 47.5 70.3 

필리핀, 1998 97.6  99.6 99.1 89.5 98.0 97.7 39.4 68.3 65.8 

인도, 1992–93 29.3  65.1 94.3 21.7 57.2 91.8 6.1 26.7 71.0 
파키스탄, 1990–91 12.2  45.4 87.0 8.3 37.5 81.9 1.5 12.5 49.4 

이집트, 1995–96 60.9  89.3 96.5 50.4 80.9 92.7 31.3 61.5 78.8 
모로코 1992 21.1  66.2 85.4 9.5 49.3 77.6 1.1 13.0 40.7 

브라질, 1996 95.3  99.5 99.4 51.9 85.3 91.6 10.2 32.1 43.3 

브라질(북동부), 1996 93.4  98.4 96.4 41.5 76.7 81.9 6.5 26.1 29.0 
콜롬비아, 1995 96.5  99.0 98.7 67.7 91.4 91.8 17.3 48.7 55.0 

터키, 1993 89.4  92.7 97.7 88.5 91.2 95.9 9.2 33.4 47.4 
우즈베키스탄, 1996 98.6 100.0 99.5 98.3 99.4 99.5 80.0 83.5 90.7 

표 C.2 소득 수준에 따른 15~19세 여성의 교육 성취도

출처: Filmer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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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D  국가별 교육 피라미드
제 3장에서 논의한 중등교육의 성취도를 참조할 것. 피라미드의 하단

은 초등교육, 중간 단은 중등교육, 상단은 고등교육을 의미한다. 

그림 D.1 15세 이상 인구의 교육 성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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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장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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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D.1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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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r(세계가중평균=67)

낮음 높음

학
업
성
취
도
⁀
세
계
평
균
∥
6.
5
‿

낮

음

제1구역
♠기니-비사우

♠말리li

♠니제르

♠수단

♠감비아

♠베냉

♠시에라리온

♠네팔

♠세네갈egal

♠르완다

♠방글라데시

♠탄자니아

♠파루아뉴기니

♠말라위

♠토고

♠과테말라

♠우간다

♠카메룬

♠파키스탄

♠가나

♠케냐

♠레소토

♠도미니카공화국

♠인도네시아

♠인도

♠엘살바도르

♠터기

♠짐바므웨

♠잠비아

♠시리아

♠스와질란드

■코스타리카

♠파라과이

■쿠웨이트

♠중국

♠베네수엘라

제2구역
■브라질

♠튀니지

♠자메아카

♠콜롬비아

♠이란

♠알제리

♠이집트

♠태국

♠볼리비아

■포르투갈

■모리셔스

■바레인

■남아프리카공화국

■보츠와나

부록 E  소득 수준별 총재학률 및 학업 성취도
표 E.1 소득수준별 총진학률 및 학업 성취도,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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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r(world weighted average=67)

낮음 높음

학
업
성
취
도
⁀
세
계
평
균
∥
6.
5
‿

높

음

제3구역 제4구역
■말레이시아

♠스라랑카

♠요르단

●이탈리아

■멕시코

●스페인

■칠레

■우루과이

♠페루

■크리니다드 및

 토바고

●프랑스

♠필리핀

●오스트리아

♠파나마

■그리스

■바에이도스

■아르헨티나

●아이슬란드

■헝가리

■슬로바키아공화국

●네덜란드

●영국

♠불가리아

●일본

■체코

♠루마니아

■이스라엘

●덴마크

■폴란드

●핀란드

●독일

●스위스

■한국

●호주

●스웨덴

●캐나다

●뉴질랜드

●노르웨이

●미국

♠ = 저소득        ■ = 중간소득        ● = 고소득(WEF 분류)

표 E.1 계속

출처: 통계정보관리분석(SIMA, Statistical Information Management and Analysis) 데이터베이
스, 세계은행. 
주: GER, 총진학률; WEF,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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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적 영역(professional domain)에서의 역량
전문가답게 비판적으로 행동할 것, 개인의 역할 수행 시 지식 또는 문화의 목표를 
이해할 것.
 • 학생들이 의미 있는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과목별 지식의 핵심 이슈 및 중심축(개념, 

기본원리, 방법론)을 확인할 것.

 • 이미 가르친 과목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거리를 둘 것.

 • 지정된 교육과정에 포함된 문화적 배경과 학생들의 문화적 배경을 잘 융합할 것.    

 • 다양한 견해들에 대해 개방적인 수업이 되게 할 것.

 • 각 개인의 출신과 문화적 관습, 사회적 역할에 주의 깊게 관심을 기울일 것.

 • 다양한 분야의 내용지식(subject matter knowledge) 간에 관계를 확립할 것. 

전문성 개발을 위해 개인 또는 공동 프로젝트에 참여할 것.
 • 스스로의 역량을 평가하고, 이용 가능한 자원들을 이용하여 역량을 더욱 발전시킬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것.

 • 동료 교사들과 적절한 교수 방식에 대한 아이디어를 교환할 것. 

 • 자신의 경험을 반성하고, 그 결과를 실행할 것.

 

 역할 수행 시 윤리적이고 책임감 있게 행동할 것. 
 • 자신의 행위가 관련된 문제의 중요성을 인식할 것. 

 • 민주적인 학급 운영을 장려할 것. 학생들에게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베풀 것. 

 • 높은 기대감을 유지할 것. 모든 학생들이 학업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교사들은 이들을 

성공적으로 가르칠 능력과 책임이 있음을 확신할 것. 

 • 학업 또는 교육과 관련하여 결정된 사항들을 투명성과 책무성에 입각하여 설명할 것.

 • 직업적 기밀사항들을 존중할 것. 

 • 학생, 학부모, 동료 교사들에 의한 어떠한 형태의 차별도 하지 않을 것. 

 • 직업과 관련된 법률 및 권한 체제를 현명하게 이용할 것. 

부록 F  지식기반 중등학교의 교사 역량 로드맵
Martinet, Raymond, Gauthier(2001)은 교원 연수 프로그램의 개발에 유

용한 지침이 될 수 있는 교사 역량에 대한 로드맵을 개발하였다. 이들의 

제안은 최근에 본(本) 정책 보고서가 실시한 교수법에 관한 연구로부터 

얻은 결과와 증거들에 의해 수정 및 보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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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 영역에서의 역량
교과과정이 추구하는 역량을 계발하고자 하는 목표에 입각하여 학생과 교과 주제에 
적합한 교수 및 학습 환경 조성. 
 • 다른 사람을 이해시킨다는 명확한 목표를 갖고 교과내용의 전달 및 체계화 방식을 습

득할 것. 

 • 어떤 학습 토픽을 쉽거나 어렵게 하는 원인이 무엇인지 이해할 것. 또한 다양한 배경

과 연령대의 학생들이 가장 자주 배우게 되는 학습 토픽이나 이슈에 대해 갖고 있는 

개념과 선입관을 이해할 것. 

 • 학생들이 교과내용과 관련하여 갖고 있는 잘못된 생각들을 분석할 것. 

 • 교수 및 평가의 절차를 계획하고, 교과내용 및 학습과정의 논리를 유념할 것. 

 • 학생들의 사회적 차이(성별, 인종적 태생, 사회경제적 차이, 문화적 차이 등), 요구, 특

별한 관심사 등을 기억할 것. 

 • 교육과정에 포함된 역량들을 발달시킬 때 다양하고 적절한 교수방식을 선택할 것. 

 • 다양한 상황에서 역량의 통합을 가능하게 하는 학습 환경을 예측할 것. 

 

교육과정의 목표와 부합되는 역량들을 발달시키기 위해 해당 학생들과 교과내용에 
적합한 교수-학습 환경을 조성할 것. 
 • 학생들이 특정 상황이나 문제, 중요한 토픽, 프로젝트 등에 동참할 수 있는 여건을 조

성할 것. 학생들의 인지적, 정서적, 사회적 특성들에 유의할 것. 

 • 선행 조직자(advance organizer) 또는 시강 등을 통해 강의 및 활동을 시작함으로써 

강의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할 것. 

 • 설득력 있는 아이디어를 중심으로 구축된 지식 네트워크를 통해 교과내용을 전달할 

것. 

 • 학생들이 제시된 학습 환경에서 필요한 자원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 

 • 학생들에게 배움의 기회를 부여할 것. 가능한 모든 시간을 교과활동에 할애할 것.  

 • 설득력 있는 아이디어를 중심으로 구성된 일관된 강연에 학생들을 참여시키도록 요청

할 것. 

 • 학생들이 이용 가능한 정보들을 선별, 해석, 이해할 수 있도록 지도할 것. 

 • 적절한 전략과 수단, 질문, 피드백 등을 자주 사용하는 학업을 구성하여 학습의 통합

과 전이를 촉진할 것.  

 • 학생들이 배우고 있는 것들을 실습하고 적용할 수 있는 기회와, 발전 지향적인 피드백

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갖도록 할 것. 

교과내용의 이해에 대한 학업 성취도를 평가하고 필수 역량들을 습득할 것. 
 • 학생들의 문제점과 어려움을 극복하고 학업 성취도에 맞춰 수업을 수정 및 적용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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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도록 학습 환경의 정보를 관리할 것. 

 • 공식적인 시험과 수행도 평가, 또는 비공식적인 학생의 수업 기여도 평가, 과제에 대

한 평가 등을 이용하여 학업 성취도를 감시할 것. 

 • 역량과 기술의 습득 및 진도를 평가할 수 있는 도구를 마련하고 사용할 것. 

 • 학습이나 역량의 습득 과정에서 학생 및 학부모들과 그 성과와 피드백에 대한 의견을 

분명하고 명확하게 교환할 것. 

 • 교육 주기의 바람직한 순환과 진행 절차를 결정하기 위해 교직원들과 협력할 것. 

학생의 학습 및 사회화를 촉진할 수 있도록 집단 또는 학급의 운영 방식을 계획, 조
직, 감독할 것. 
 • 일상적인 교실 활동에 효율적인 운영 체계를 정의하고 적용할 것. 

 • 바람직한 학교 및 사회 행동의 요건들을 학생들에게 분명히 전달하고, 이를 받아들이

게끔 할 것. 

 • 함께 생활하고 활동하는 학급 규정을 제정하는 데 있어 학생 집단 또는 개인의 참여

를 유도할 것. 

 • 부적절한 행동이 우발적으로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한 전략을 마련하고, 만일 그러한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효과적으로 개입할 것. 

학생의 다양화에 맞게 수업을 개선할 것. 
 • 학생의 잠재력과 성격에 맞는 학습 과제를 계획할 것. 

 • 학업능력에 따라 서로 다른 학습 순환(learning rhythm)을 조직할 것. 

 • 이질적 집단을 조직하여 학생들이 그 안에서 학습할 수 있게 할 것. 

 • 학습 또는 행동 장애를 가진 학생들이 사회에 융화될 수 있게 도울 것. 

 • 학생의 요구와 일치하는 정보를 추구할 것. 

 • 수행안의 계획안을 위한 준비 과정 및 그 시행에 참여할 것. 

정보통신기술을 교수 및 학습 활동의 준비와 개발, 학급 운영, 전문성 개발 등과 융
합시킬 것.
 • 교수 및 학습 또는 사회 사이의 매개자인 ICT의 장단점에 대해 비평적이고 분명한 근

거에 입각한 태도를 나타낼 것.     

 • ICT의 교수법적 잠재성을 평가할 것. 

 • 의사소통을 위해 다양한 멀티미디어 도구를 활용할 것. 정보의 조사, 해석, 교환과 문

제 해결을 위해 ICT를 효과적으로 이용할 것. 

 • 가르친 과목, 또는 실제 교수와 관련된 정보통신망을 구축하기 위해 ICT를 효과적으

로 이용할 것.

 • 학생들이 학습 활동에 ICT를 활용할 수 있도록 돕고, 그 활용 정도를 평가하며, 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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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를 통해 수집한 정보들을 꼼꼼히 분석할 것.

교직과 관련된 다양한 상황에서 구두 또는 문서로 분명하고 정확하게 의사를 전달할 것.  
 • 학생, 학부모, 동료들과 대화할 때 적절한 언어를 사용할 것. 

 • 학생, 학부모, 동료들을 대상으로 한 문서 작성 시 규정된 언어를 사용할 것. 

 • 조리 있고 공손하며, 효과적·건설적으로 자신의 태도를 나타내고, 생각을 주장하며, 토

론을 진행하는 법을 터득할 것. 

 • 질문을 통해 학생들을 자극하여 그들이 수업 내용을 검토 및 숙고하고, 주요 사상들 

간의 관계와 함축된 의미를 이해하며, 수업내용에 대해 비평적으로 사고하고, 이를 문

제 해결 및 의사 결정, 기타 고차원적인 문제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할 것. 

 • 생각을 정확하게 표현하고, 정확한 어휘와 올바른 문장을 사용할 것. 학생들이 대화나 

작문에서 저지르는 실수들을 교정해 줄 것. 구술 및 문서 표현을 향상시키도록 꾸준히 

노력할 것.    

학교 영역에서의 역량 
학교의 교육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교직원, 학부모 및 다양한 사회 구성원들과 협
력할 것. 

 • 목표의 설정과 교육사업의 계획 및 시행 시 다른 교직원들과 협력할 것. 

 • 학부모들에게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고 참여를 유도할 것. 

 • 학교 운영 및 활동, 프로젝트 등에 학생의 참여를 장려할 것. 

교과 역량의 개발과 평가를 위한 업무에서 다른 교직원들과 협력하고, 학생들의 요
구를 기억할 것.  
 • 교수 및 학습 환경의 설계 및 수정 또는 학업 평가의 시행 시 어떤 상황에서 교수 팀

의 다른 멤버들과 협력해야 하는지 이해할 것.

 • 교직원들과 필요한 합의에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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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G  중등교육에서의 민관협력
교육 분야에서의 민관협력(public-private partnerships, PPP)에 대한 많

은 논의들은 이를 공공분야와 민간분야 간의 일반적인 협업(collabora- 

tion) 형태로 다루고 있다. 실제로 이러한 교육의 PPP에 관한 논의들은 

여러 곳에서 찾아볼 수 있다(http://www2.ifc.org/edinvest/public.htm; 

Wang 2000a, 2000b). 그러나 사실상 이러한 협력들은 대부분 더욱 관례

적인 형태인 지불보증제도나 교육자원의 전통적 외부조달(outsourcing), 

민간 분야의 자선 활동이나 “사회적 책임”을 위해 체결되는 공공 및 민

간 분야 간의 자유로운 협력 등의 형태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유형의 PPP들 중 일부는 효과적일 수 있지만, 이들 모두를 민관협력이라 

부르는 것은 엄격한 정의를 통해 강화시킬 수 있는 혁신적인 성격들을 

모호하게 만들기도 한다. 

민관협력의 더욱 정확한 정의는 1980년대 영국에서 처음으로 현대적

으로 구체화 되어 차기 정부에 의해 지속 유지된 특수한 형태의 협력과 

관련이 있다. 사실 영국에서 PPP 방식은 보수당 통치 때 보다는 노동당 

시대에 더 많이 행해졌다. 이후 PPP는 호주, 캐나다, 아일랜드와 같은 영

어권 국가들을 중심으로 매우 빠르게 확산되어 나갔다. 미국에는 엄격한 

의미에서의 PPP가 존재하긴 하지만, 대부분 자유로운 의미에서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저소득 국가들 가운데서는 아마도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가장 엄격한 

PPP 방식을 정의한 국가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재무

부의 PPP 가이드라인은 다음과 같이 규정돼 있다.

PPP는 민간단체가 정부부서의 서비스 제공 또는 행정적 기능들 중 일

부를 수행하고, 그와 관련된 위험을 떠맡도록 하는 계약상의 협정이다. 

이에 대해 민간단체는 미리 규정된 다음과 같은 수행 기준(performance 

criteria)에 따라 보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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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를 사용 경비 또는 서비스 요금으로부터 

• 전체를 부서 또는 기타 예산으로부터

• 위 사항들의 결합. 

이와 더불어 많은 위험요인들이 민간단체로 전가되어야 하는데, 그렇

지 않을 경우 거래가 차용의 형태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다. 

PPP 협정이 정부에 의한 공공 서비스의 직접 제공과 구별되기 위한 

필수적 요소는 다음과 같다. 

• 사용될 자산이 아니라 제공될 서비스에 초점을 맞춤. 

• 서비스의 제공과 관련된 활동에 있어 위험과 책임을 민간 제공자에

게로 전가.

PPP의 가장 단순한 형태는 서비스 계약이다. 이 계약을 통해 정부 부

서는 명확한 세부 지침을 기준으로 민간단체에게 보통 1년에서 3년간 특

정한 서비스를 수행할 권리와 의무를 부여한다. 정부는 모든 설비, 자산, 

부동산의 소유권을 보유하고 관리한다. 사업권 방식(concessions)이나 

BOT(build-operate-transfer, 건설-운영-이전) 방식과 같이 더욱 복잡한 

PPP 협정의 대표적 특징은 제한된 자원을 기초로 민간 자금을 동원한다

는 것이다. 전자(前者)인 사업권 방식에서 민간 사업자는 막대한 자본 투

자가 필요할 수도 있는 시설의 유지, 회복, 개선, 강화 등에 대해 책임을 

지게 된다. 후자인 BOT 방식에서 민간단체는 특정 기간 동안 주어진 사

회 기반 시설에 대한 재정, 건설, 운영 및 유지 등을 책임지게 한다. 이러

한 협정들은 민간분야로부터의 막대한 자본 투자를 요구하기 때문에 계

약은 대부분 장기간(25년)으로 체결된다.  

PPP에 의한 서비스 제공을 통해 서비스의 전달 방식이 바뀌기는 하지

만, 서비스가 제대로 제공되도록 해야 할 정부 부서의 책임은 변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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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다. 정부의 초점은 자원의 관리에서 성과의 관리로, 즉 자원 관리자라

기보다는 계약 관리자로 변화하고 있다.

PPP의 잠재적 이점은 다음과 같다.

• 정부가 세입을 사용 또는 차용하거나 기다릴 필요 없이 즉각적으로 사

회 기반시설을 구축할 수 있게 해 준다.  

• 정부 외의 기관들과 계약적 관계를 맺을 필요성은 정부로 하여금 설비

에 필요한 서비스의 흐름을 더욱 구체적으로 설명하게끔 할 수 있다.

• 전문 민간단체가 운영하는 대규모 프로그램들을 통해 규모의 경제가 

실현될 수 있다. 

• 경쟁이 발생하고 보상이 계약상 다년간의 실적 흐름과 연관되어 서비

스의 유통 및 유지에서 인센티브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민간 분야가 

공공 분야에 비해 건설 및 유지 분야에서 더욱 효율적일 수 있다. 

• 설비와 관련된 위험들(예를 들어 불충분한 이용도)은 대부분 계약 관계

가 연루될 때 더욱 면밀히 분석된다. 분석이 완료되면 위험들은 정부

와 민간분야에 효과적으로 분담될 수 있는데, 대부분 민간분야가 정부

에 비해 특정 위험들을 더 많이 떠맡을 능력이 있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고려해야 할 단점, 또는 문제점 또한 존재한다.

• PPP가 장기적으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장시간에 걸쳐 재정을 책임질 수

단과 능력을 갖춘 성숙한 민간분야가 필요하다. 이는 PPP가 개발도상

국 전체보다는 중간소득 국가들을 위해 더 적합한 선택 방식임을 의미

한다.

• 위험의 분석과 계약 내역의 작성을 위해서는 상당한 수준의 기술적, 재

정적 정교함이 요구된다. 

• 기반시설을 무조건적으로 건설할 수 있을 경우에는, 정부가 임대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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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불하거나 정기적으로 금액을 납부하는 개념에 대해서 이념적, 또는 

정서적인 반감이 생길 수 있다. 

선진국에서의 PPP 사례로는 최근 영국에서 실시된 미래학교건설법

(Building Schools for the Future, BSF)을 들 수 있다. BSF를 통해 현재 

영국에서는 200여개의 중등학교들이 기본모델 기반의 여러 변화된 형태

로 건설 또는 개조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민간부문은 장기적 재정지원 

및 건설에 대해 책임을 짐과 동시에 학교가 장기적으로 인프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한편 학교들은 교육의 전

달 기관으로서 교육 당국에 의해 관리된다. 이와 유사한 방식을 통해 과

거 500여개의 학교들이 혜택을 받은 바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이 항

상 순탄했던 것은 아니다. 융통성 없는 처리로 인해 불만들이 생겨났고, 

비용절감이 항상 실현되지는 않았으며, 건설물들의 유지에 대한 인센티

브 부족으로 문제들이 발생하기도 했다. 더 최근의 BSF 안은 1990년대의 

PPP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다양한 조달 매체들을 혼합하여 활용하게 되

었다. 그 결과 지역교육협력(Local Education Partnerships, LEP)과 같은 

다소 복합적인 접근 방식들이 테스트를 받고 있는 중이다. 민간 제공자들

이 여전히 건설 분야를 관할하기는 하나 교육 관련 이익집단들이 그 설

계에 관여하고 있으며, 더욱 광범위한 교육 개발 목표의 틀 안에서 건설 

형태가 정해지고 있다. 

개발도상국의 경우 교육에 대한 PPP는 아직 초기 단계에 있다. 따라서 

그 수가 상대적으로 적고 일부 사례들의 기간도 짧다. 그러나 그 내용은 

혁신적인 경우가 많다. 이들 국가들의 PPP가 항상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재무부가 정한 엄격한 정의를 따르는 것은 아니지만, 몇몇 사례에서는 실

제적인 효과들이 나타나고 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수도산림부(Department of Water Affaris and 

Forestry)와 교육부(Department of Education), 그리고 민간 수도 사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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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vate water utility)가 참여한 협력 사업을 통해 학교 운동장들에 전통

적인 회전목마와 유사한 회전 펌프들을 설치했다. 아이들이 펌프를 회전

시키면 우물에서 물이 뿜어져 나와 저수탱크로 흘러들며, 이를 통해 지역

에 용수가 공급된다. 펌프는 또한 회전 광고판으로 활용되어 광고비를 벌

어들이기도 한다. 한편 Free State와 Mpumalanga 주에서는 학교들을 개

선시키기 위해 보다 대규모적이고 장기적인 사업들을 고려하고 있다. 이

를 위해 우선 예비조사를 끝냈으며 아직 집행 고문들을 임명하지는 않은 

상태다. 즉 이러한 대규모 사업들에 대해 상당한 정도의 분석력을 투입하

고 감정 절차를 완료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아직 실행되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할 수 있다.  

Free State의 학교 건설을 위한 PPP는 인종차별정책의 시대가 남긴 사

회 기반시설 미해결 과제를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민주정권은 재정적으로 부담이 되긴 하지만 이 잔재를 해결해

야만 했기 때문에 당장은 민간분야로부터 재정자원을 도입한 후, 향후 

20년에 걸쳐 공공분야가 되갚는 방안을 생각해 냈다. 건설 분야에 대한 

민간재원의 투입으로 여유가 생긴 단기적인 공적 자금은 기존 자산의 유

지보수에 사용될 것이며 이를 통해 품질저하를 감소시키게 될 것이다. 

PPP 방식에는 민간분야로 어느 정도의 위험을 전가시키는 것이 포함되

기도 한다. 왜냐하면 이 PPP의 계획 자체에 점유의 위험성(인구의 변동

으로 인해 정부가 떠맡을 때에는 불필요하게 될 가능성)을 어느 정도 전

가시키기 위한 목적이 있기 때문이다. 이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

서는 여전히 논의가 지속되고 있으며, 전가를 위한 세부 조항들은 아직 

완성되지 못한 상태이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PPP는 다른 분야(감옥, 건

강관리 시설)에서는 진지하게 시작된 반면에 교육에서의 적용은 다소 지

연되고 있다. 

전통적인 장기 투자의 관점에서 PPP는 중간소득 국가들에 가장 적합

하다. 그러나 단기적 요구에 대해서는 오히려 더 어려운 상황에서도 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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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다. 전쟁에서 복구중인 시에라리온은 학교들을 회복시키기 위해 

광범위한 의미의 PPP를 활용하고 있다. 민간 파트너가 자금을 제공하지

는 않으며(이는 세계은행이 지원하고 있음.) 그 기간은 엄격히 규정된 

PPP들만큼 장기적이지도 않다. 오히려 PPP는 정부와 비정부 관계자들 

사이의 공식적, 계약상의 관계로서 특정한 성과를 달성하기 위한 의도를 

갖고 있다(때로는 다양하고 포괄적인 성과를 목표로 하기도 함). 계약적 

관계에 있는 관계자들은 자신들이 가장 잘 할 수 있는 분야에만 집중한

다. 비정부 관계자들로는 교회 단체나 비정부 기구 등을 들 수 있으며, 

누가 파트너가 될 지에 대해서는 (역량 이외에는) 별다른 제한을 두지 않

는다. 이 사업은 현재 진행 중에 있다.

콜롬비아의 수도인 보고타는 학교를 건설하고 그 운영권을 민간 기구

들로 임대함으로써 민관협력을 구축했다. 이 계약은 장기적이며(15년) 교

육 서비스의 제공에 국한된다. 민간 기구들은 학생 일인당 고정비를 기준

으로 비용을 상환 받는다. 한편 정부는 건설을 위해 자금을 제공한다. 왜

냐하면 이 방식은 자본의 지출을 감소시키거나 공적 자금의 투입을 통해 

건설을 촉진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2003년 당시에 약 277개

의 양도 계약이 체결된 바 있으며, 현재 양도 및 보조금을 통해 공적 자

금을 지원 받은 사립학교들의 재학생 수는 전체의 25%에 달하고 있다. 

사실 콜롬비아는 오랜 기간 동안 이러한 방식을 시험해 왔으며 융통성을 

강화시켜 왔다. 이미 1930년대에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사립학교에 입학

하는 아동들에게 장학금을 제공하는 지불보증제도를 시행한 바 있기 때

문이다. 

고등교육에 대한 사업이긴 하지만 중등교육에 적용할 수 있는 특징들

을 갖고 있는 사례는 인도에서 찾아볼 수 있다. 시킴(Sikkim)은 인도에서 

가장 빈곤한 주 중의 하나이다. 1996년 주 정부는 민관협력의 하나인 

Sikkim Manipal of Health, Medical and Technological Science (SMU)를 

설립했다. 그 목적은 시킴에 최초의 기술교육 대학교를 설립하여 외딴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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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의 주(州)에 거주하는 학생들에게 새로운 직업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었다. 주 정부는 기술교육 대학교를 운영하기에는 제한된 자원과 경험을 

가지고 있음을 인식하고 인도의 주도적인 사립대학 그룹인 Manipal 그룹

과 협정을 체결하여 공동으로 SMU를 설립하고 운영했다. 초기 출자의 

형태로 주 정부는 대지와 종합병원(정부위탁병원, Central Referral 

Hospital)을 제공하고, 이를 SMU 의대 부속 병원으로 운영했다. Manipal 

그룹은 현재 SMU의 재정 및 교육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을 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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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H  중등교육의 포뮬러 펀딩: 국가별 사례
1990년대부터 21세기 초반까지 많은 개발도상국들은 포뮬러 기반의 

펀딩을 실험해 왔다. 본 항에서는 칠레, 니카라과,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서 진행된 포뮬러 펀딩에 관한 실험들을 검토해 보고 세 가지 종류의 접

근법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지방자치제를 시행중인 칠레는 정부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을 지원하는 방식을 따르고 있다. 칠레의 공립학교

들은 높은 수준의 학교 자율권을 누리지 못하며 사립학교들과 경쟁해야 

하는 위치에 있다. 학교 자치제 모형을 따르는 니카라과는 중앙 당국으로

부터 공립학교들로의 직접 지원을 강조한다. 한편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중앙 정부가 포뮬러를 통해 각 지방으로 재정을 지원하고, 각 지방이 또 

다른 개별적인 포뮬러를 통해 비교적 자치적인 학교들로 자금을 지원하

는 2단계 제도를 갖고 있다.

칠레
칠레의 학교는 시립(공립)학교, 보조금이 없는 사립학교, 보조금을 받

는 사립학교로 구분된다. 공립학교나 보조금을 받는 사립학교는 포뮬러 

펀딩을 통해 자금을 제공받는다(또는 공립학교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자금을 제공받는다). 포뮬러 펀딩은 화폐단위로 표시되는 기본 총액에서 

시작하여 인플레이션에 따라 조정된다. 그런 다음 학교의 유형과 수준에 

따른 보조금, 소규모 농촌 학교들에 대한 지원금은 이 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표시된다. 이 비율은 일반 중등학교보다 특별한 요구를 지닌 아동

들을 위한 중등학교와 전문 중등학교에서 더 높다. 작은 학교들은 농촌 

지역에 위치한 경우에만 추가 보조금을 받는데, 이는 학교의 성적이 좋지 

않아 진학생 수가 감소하는 학교들에 대해 자금을 지원하게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이다. 자금의 규모는 측정된 출석생 수를 기본으로 하며, 

출석생 수를 잘못 명시할 경우에는 벌금을 부과 받게 된다. 따라서 단순



부록 H

361

화시킨 총 지원금의 크기는 자금 총액에 학교의 수준과 유형에 맞는 비

율을 곱하고 여기에 다시 재학생 수를 곱한 값이 된다. 

보조금을 지원 받는 사립 중등학교 또는 공립학교들은 제한적으로 등

록금을 부과하면서 동시에 보조금을 받을 수도 있으나, 이럴 경우 보조금

의 크기는 감소된다. 등록금을 부과하는 학교들은 가정 형편이 어려운 정

도에 따라 일정 비율의 학생들에 대해서는 등록금을 면제해 주어야만 한

다. 보편적인 인식에도 불구하고 칠레의 시스템은 공공 분야에 대한 진정

한 의미의 지불보증제도라고 볼 수는 없는데, 왜냐하면 공립학교들이 지

방자치단체에 의해 직접 운영되고 제공되기 때문이다. 포뮬러 펀딩은 학

교들에게 막강한 인센티브를 제공하지는 않으며, 재정이나 자원 구매와 

관련된 교장들의 재량권도 그리 높지 않다. 칠레의 시스템은 공식 재정 

체계의 일부분으로서가 아니라 특별 프로그램을 통해서만 가난한 학교들

에게 추가 자금을 제공한다. 

니카라과
니카라과의 학교들은 포뮬러 펀딩 기반의 학교 자치 모형에 따라 여러 

가지 자원 구매 또는 운영상의 결정과 관련하여 높은 수준의 경영 자율

권을 누린다. 이런 점에서 니카라과 자치 학교의 학부모들은 본 항에서 

분석 중인 다른 두 국가들 및 세계 여러 지역에 있는 학부모들에 비해 

훨씬 더 많은 권한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니카라과는 비대칭적 분권화 

시스템을 통해 학교 자치권을 부여하고 있다. 모든 학교들이 자치권을 갖

지는 않으며 자치권을 부여받기 위해서는 심사 과정을 거쳐야만 한다. 자

치 학교들은 학교의 규모(작은 학교들에서 학생 일인당 보조금의 크기가 

더 크다.)와 단계(중등학교들이 더 많은 보조금을 제공 받는다.)를 고려한 

포뮬러 펀딩을 통해 자금을 지원받는다. 칠레에서와 마찬가지로 포뮬러 

펀딩의 기본 요소들은 초등학교나 중등학교에서 모두 동일하나, 학생당 

보조금은 중등학교에서 약간 더 높다. 또한 더 높은 비율의 중등학교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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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이러한 학교들은 학부모들에게 등록금을 

부과하고 있다. 등록금을 부과하는 학교의 수는 초등학교들에 비해 중등

학교들에서 더 많을 뿐만 아니라, 등록금 수입 대 포뮬러를 통한 보조금 

수입의 비율 또한 중등학교에서 더 높다. 사실 등록금은 엄밀히 자발적이

지는 않지만, 이에 대한 압력의 정도는 중등학교 단계에서 더 높다. 작은 

학교들은 학생 대 교사의 목표 비율을 더 낮게 잡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규모에 기초한 형평성 증진의 목적으로 제공되기 때문에, 아마도 빈곤층

을 위해 제공되는 경우가 많을 것이고 이를 위해 더 많은 지원을 받을 

것이라 예측할 수는 있지만, 포뮬러에 겉으로 드러난 빈곤층을 위한 요소

는 전혀 명시돼 있지 않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주들은 “공정한 분배” 포뮬러를 통해 자금을 제

공받고 있다. 이 포뮬러는 각 주가 받아야 하는 자금의 절대적 액수를 규

정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총 지출에서 주가 차지하는 비율만을 결정한다. 

이 비율은 주의 상대적 요구에 의해 결정된다. 포뮬러는 몇 가지 요구 수

단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 중 하나는 약 40% 가량의 비중을 차지하는 교

육이다. 따라서 각 주의 교육에 대한 상대적 요구는 전반적인 상대적 요

구에 대해 약 40% 정도 기여한다고 볼 수 있다. 상대적 교육의 요구는 

1/3의 비중을 차지하는 재학생 수와 2/3의 비중을 차지하는 취학 연령 

인구의 수에 의해 결정된다. 인구수가 매우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이유는 

포뮬러가 요구에 맞추는 것을 지향하며, 과잉 진학을 방지하도록 설계되

기 때문이다. 

주(州)가 자금을 제공 받고 나면, 그 중 40%를 반드시 교육에 지출해

야 하는 것은 아니다. 공정한 분배의 체계는 포괄적 보조금의 형태로 제

공된다. 주 정부에 의한 학교비는 국가재정규범에 의해 결정되는데, 이는 

분배상의 필요조건을 명시하기는 하나 학생 일인당 고정 비용을 부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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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는 않으며, 인사 외적 자금 및 교원들에만 적용된다. 이 필요조건들은 

자금의 60%를 하위 40%의 극빈층 아동들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는 것과 

같이 단순한 내용들을 담고 있다. 한편 포뮬러는 매우 누진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데, 예를 들어 하위 20%에 속하는 극빈층 아동들이 중간계층의 

아동들에 대한 자금의 135%를 지원받고, 상위 20%에 속하는 부유층 아

동들은 중간계층 아동들의 약 5%에 해당하는 자금만을 지원받도록 규정

하고 있다. 이와 같이 이 정책은 절대 수치가 아닌 수혜율을 명확하게 제

시하고 있다. 주에 대한 정부의 자금 제공은 절대적 액수가 아닌 분배의 

형식으로 진행되며, 학교에 대한 주의 재원 할당도 역시 마찬가지이다. 

니카라과의 경우와 같이 어떤 학교들은 다른 학교들에 비해 더욱 높은 

자율권을 누리기도 하므로 자율권은 비대칭적이다. 

교원들은 학교에 물질적으로 제공되나 학생 수와 교과목 선택에 의해 

결정되는 포뮬러를 기반으로 제공된다. 교원들이 전체 이용 설비에서 차

지하는 비중은 매우 높은 편이며, 그 비율은 인사 부문 외의 자금에 사용

된 것과 같은 빈곤 프로필에 따라 배정된다.  

빈곤과 관련하여 중등학교는 초등학교와 동등하게 취급되므로 누진성

의 기준들은 서로 일치한다. 그러나 어떤 주가 학생당 1인 비용을 기준으

로 중등학교에 더 많은 금액을 지원하기로 결정하는 경우에는 누진성의 

기준들은 더 높은 일인당 비용으로 적용된다.

마지막으로 사립학교들 또한 빈곤층 지원을 근거로 보조금을 할당받기

도 하는데, 학교가 등록금을 더 많이 부과하는 경우 이 보조금은 감소된

다. 여기서도 역시 사립 중등학교 및 사립 초등학교의 학생 일인당 비용

을 절대적 수치를 기준으로 정책적으로 명확히 규정하진 않지만, 사립학

교들에 대한 보조금은 공립학교에서의 학생 일인당 비용에 고착한다. 즉 

공립 중등학교의 학생 일인당 비용이 공립 초등학교에서보다 높아지면, 

사립 중등학교에 대한 보조금도 자동적으로 더 높아진다. 또한 모든 것은 

비율과 할당량으로 표시된다. 이러한 절차는 각 주의 자치권을 증대시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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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로비나 지대추구를 감소시키고, 재정적 현실에 맞춰 비용을 더 손쉽

게 조정할 수 있게 해준다.    

출처: 전문가 및 각 국가의 공무원들과의 대화를 통해 저자가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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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I  콜롬비아와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비대칭적 분권화
비대칭적 분권화란 모든 분권적 단위, 즉 도(provinces), 주(州), 시(市), 

구(區)) 및 학교들이 동시에 모두 똑같은 기능, 의무, 권한을 부여받지 않

는 상태를 말한다. 사실상 모든 국가들은 정치적, 또는 행정적으로 어떤 

형태로든 간에 비대칭적 분권화의 양상을 띠고 있다. 콜롬비아는 교육 재

정을 지방자치단체들로 분배하는데 있어 비대칭적 분권화의 사례를 보여

주며,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학교에 대한 교육비 분배에서 비대칭적 분권

화의 사례를 보여준다.

비대칭적 분권화는 상대적으로 더 뛰어난 능력을 갖춘 학교나 지역들

로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불균형의 심화라는 위

험을 수반할 수 있음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고 해서 형평성의 이

유만으로 누가 봐도 더 우수한 운영 능력을 갖춘 학교나 지역들에 자치

권을 부여하지 않는 것도 합리적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더 

유능한 학교와 지역들에 대해서는 분권화를 추진하는 동시에 역량이 부

족한 학교와 지역들에는 능력 강화를 위한 충분한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적절한 타협안이라 볼 수 있겠다. 달리 말하자면 비대칭 모형에서 교육체

계의 목표는 더 많은 학교들을 분권화의 틀 속으로 끌어들이는 것이 되

어야 한다. 이는 아래서 설명하고 있는 체크리스트나 증명서 등을 이용한 

역량의 측정과 관리자 훈련을 담당하는 부서나 기타 기관들에서 수집된 

정보의 전달 사이에 피드백 회로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역량이 부족한 

학교나 지역들이 필요한 교육을 받고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도록 보장해 

줄 때 가능할 수 있다. 또는 관리자 훈련 계획의 일환으로 멘토링 과정을 

정착시켜 선진 학교나 지역들이 개발의 과도기에 있는 학교나 지역의 직

원들에게 현장 교육을 실시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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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롬비아
콜롬비아의 국토는 현(縣, departments) 단위로 구분된다. 현 내의 지방

자치단체는 정치적·행정적 문제들을 처리하는 기본적 실체이다. 각 지자체

는 일반 투표로 선출되며 운용 및 사업을 감독하는 시 의회를 갖는다. 

Law 715(2001)는 콜롬비아 교육 분권화의 주요 측면에 대한 새로운 

규정들을 제시하였다. 비대칭의 개념은 승인 과정을 통해 시행된다. 지방

자치단체들은 특정한 기능들을 수행하도록 승인 받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승인은 인구가 10만 명 이상인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하

고는 각 현(department, 지방자치단체의 상위 지역)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데, 10만 이상인 경우 2003년 이전까지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국가

가 승인하였으나 현재는 단순히 규모에 따라 승인이 이루어지고 있다. 만

일 지방자치단체가 승인을 요청하였음에도 해당 현이 6개월 이내에 승인

하지 않는다면, 지방자치단체는 이에 대해 국가에 항의할 수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승인의 요구조건들을 이행하지 못한다면 승인 자격을 박

탈당할 수 있다. 한편 국가는 국가보다 낮은 단계에 있는 지방자치단체나 

지역들이 주요 의무조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할 경우 어느 지역에건 개

입할 수 있다. 

승인에는 다양한 교육적 의미들이 함축되어 있다.

• 미승인 지역들에서 교육은 보통 현의 역량에 의해 좌우된다. 이런 의미

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승인을 받지 못하면 교육은 효과적으로 분권화되

지 못한다.

• 승인된 지방자치단체들에 대한 행정적, 재정적 감독은 국가에 의해 수

행되지만, 미승인 지방자치단체들에 대해서는 그 권한이 현에게 그대로 

유지된다. 그런 의미에서 승인된 지방자치단체들은 현이 갖고 있는 것

과 유사한 의무 및 권한들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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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승인 지역들의 국가 교육 정책에 대한 순응도 평가는 현에 위임된다.

• 승인된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로부터 직접 할당 받은 교육재정을 자체적

으로 운영할 수 있으며, 같은 지방자치단체에 속한 학교들에게 학교비

를 분배할 수도 있다. 미승인 지역들의 경우에는 주요 자금이 현에 의

해 학교로 배분되며, 국가 재정은 현에서 제공 받는다. 

• 승인된 지방자치단체가 할당된 재정을 통해 인사 비용을 감당할 수 있

다면 교원들을 임용할 수 있다. 미승인 지역들은 교원을 임용할 수 없

으며, 이는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감독하는 현에 의해 수행된다. 그러나 

미승인 지역들도 교사들을 다른 학교로 전근시킬 수는 있다.  

• 승인된 지방자치단체는 교육의 제공을 위해 공인된 민간단체들과 계약

을 체결할 수 있으며, 학생 일인당 비용이 공립학교의 학생 일인당 비

용보다 크지 않은 경우 이를 위해 국가 재정을 사용할 수 있다. 만약 

학생 일인당 비용이 더 높다면 지방자치단체는 계약을 유지할 수는 있

지만 국가 재정이 아닌 기타 자금을 이용해야만 한다.

인구 10만 명 이하의 지방자치단체들에 대한 승인 기준 및 절차는 현

재 개발 중에 있으며, 아래와 같은 내용들을 포함할 것으로 예상된다. 

• 개발안은 국가 정책을 따르며, 접근성, 질, 형평성의 목표를 명시하고, 

투자 계획안을 포함시킨다.

• 직원 및 교원 배치 계획은 국가 지침을 따른다. 만약 조정이 필요하다

면 정부의 가이드라인을 따라 준비된 기술 제안서에 의해 뒷받침되어

야 한다. 승인에 의해 직원들은 정식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다. 

• 정보 시스템의 운영을 위한 제도적 역량은 정부가 제공한 가이드라인

을 기초로 한다. 

• 승인의 요구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한 기술적 지원에 대한 공식 요청은 

각 현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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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아프리카 공화국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교육 정책은 정부에 의해 마련되지만, 교육 예

산은 주(州, province) 차원의 의회 및 각료에 의해 결정된다. 각 주는 공

평한 분배 포뮬러에 의해 결정된 여러 분야를 포함한 포괄적 정부 보조

금(multisectoral block transfer)을 제공받는데, 이는 대부분 인구 중심적

이다(부록 H 참조). 국가는 일반적으로 특정 주가 교육 운영에서 실패하

는 경우에 개입할 수는 있지만, 교육과 관련하여 여러 주를 대하는 데 있

어 비대칭적이지는 않다. 학교는 각 주에 의해 운영되지만(예를 들어, 교

원들은 주와 계약을 맺고, 주에서 학교에 교원을 공급함.), 학교들 또한 

등록금 부과, 추가 교원 및 직원의 추가 임용, 주 정부에서 학교로 위임

된 직원의 선발 등과 같은 상당한 자율권을 누린다.    

비대칭은 오히려 학교 차원에서 두드러진다. 일부 학교들은 다른 학교들

에 비해 더 자율적이거나 또는 더 분권화 되어 있을 수 있다. 더 많은 자

율권을 지닌 학교들은 더욱 많은 의무와 권한을 갖기도 한다(또는 할당받

는다). 이러한 학교들은 특히 다음과 같은 권한 및 의무를 가질 수 있다.

• 학교 자산의 유지 및 보수를 책임진다.

• 주의 전반적인 교육과정 정책에 일치하는 경우 학교 외 교육과정과 

과목의 선택을 결정한다.  

• 교과서, 교재, 학교 장비 등을 구매한다.

• 서비스에 대한 비용을 학교에 지불한다.

• 학교 외부에 성인교육센터를 독립 기구의 형태로 운영한다.

• 주에서 학교 계좌로 직접 일괄 입금되는 비인사부문의 자금을 제공 

받는다.  

• 주에서 받은 일괄 자금에 대한 지출의 우선순위를 자체적으로 결정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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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권한들을 요청하지 않은 학교라 할지라도 주의 판단에서 이 

기능들을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보이면 주의 행정적 편의를 위해 권한을 

위임받기도 한다. 또한 기능들은 부분적 또는 전체적으로 위임될 수 있

다. 비인사부문의 일괄 자금을 포괄적 보조금의 형태로 부여받기 위한 기

량은 관리 능력에 대한 체크리스트에 의해 결정된다. 강력한 자치권을 지

닌 학교의 수는 학교들이 자금의 운영 능력을 습득해 감에 따라 매년 증

가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관리 능력의 체크리스트는 주마

다 서로 다르다. 일례로 콰줄루나탈(Kwazulu-Natal) 주에서 사용된 체크

리스트는 다음과 같은 주제들을 포함한다.

• 학교 이사회가 구성 및 진행과 관련하여 제 기능을 다하고 있으며, 

법을 준수하고 있는가?

• 이사회가 학교의 재정, 자산, 교육과정, 교재 등과 관련하여 적절한 

기능을 다하고 있는가? 이러한 기능들을 위해 소위원회가 존재하고 있으

며, 교장에 의해 지휘되고 있는가?

• 이사회가 필요한 횟수만큼 소집되는가? 회의록을 작성하는가? 이사

회는 모든 학부모들에게 보고를 얼마나 자주, 얼마나 잘 하는가? 

• 이사회가 연간 예산안을 개발하고 제출하는 데 있어 합리적인 절차

를 따르며, 더욱 다양한 학부모 집단과 상담을 거치는가?

• 이사회에 의해 채용된 추가 직원들은 적절한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가? 학교는 고용주로 등록되어 있는가? 고용에 대해 적절히 기록하고 있

는가?

• 학교는 학생, 재고품 목록 및 이와 유사한 것들에 대해 적절히 기록

하고 있는가?

• 학생의 등록금 면제를 위한 적절한 절차가 존재하며 이를 준수하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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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체크리스트는 매우 자세한 내용을 담고 있다. 여기에는 학교 계

좌의 서명인 수, 모든 지불에 대한 영수증의 발급 여부, 위탁 등록서의 

유지 여부 등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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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J  세계은행의 중등교육을 위한 지원
이 부록에서는 개발도상국 및 과도기 국가들의 중등교육 개혁을 위한 

최근 세계은행의 지원 사업을 요약하고 중등교육의 발전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기본 틀을 제공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는 세계은행의 운

영평가부(Bank's Operations Evaluation Department, OED)가 발간한 1990

년에서 2002년 사이의 세계은행의 중등교육을 위한 대출 포트폴리오

(portfolio review of World Bank lending for secondary education)를 참

고하였다. 

운영평가부(OED)는 세계은행의 집행이사회(Board of Executive 

Directors)에 직접 보고를 하는 은행에 내에 있는 독립적인 기구이다. 

OED는 제 기능을 다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이 무엇인지, 차용자는 프

로젝트를 운영하고 유지하기 위해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세계은행

은 한 국가의 전반적인 발전에 어떠한 지속적인 기여를 해왔는지 등을 

평가한다. 이러한 평가의 목표는 경험을 통해 교훈을 얻고, 은행 업무의 

결과에 대한 객관적 평가 기준을 마련하며, 은행의 목표 달성에 대한 책

임제를 실시하기 위해서이다. 또한 경험에서 얻은 교훈들을 규명하고 유

포시킴과 동시에 결과에서 도출된 권고 사항들을 구체화시킴으로써 은행 

업무를 개선시킬 수도 있다.

세계은행의 중등교육에 대한 경험 평가, 1990-2002
세계은행의 교육 대출사업은 1963년에 시작되었다. 그 이후로 세계은

행은 개발도상국들의 중등교육 확대와 제도 및 프로그램의 질 강화를 위

한 시도들을 돕는 데 있어 주도적 역할을 해 왔다. 중등교육을 위한 신규 

대출은 1990년 $1억4천8백만에서 2004년 $2억5천만으로 증가했다. 중등

교육 대출은 1995년 $3억7천6백만으로 최고점을 기록하기도 했다. 세계

은행은 현재 71개국에서 중등교육 개발을 위한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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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국가별 프로젝트 목록, 2002~2005년 동안 중등교육에 대한 세계은

행의 분석 작업 개요, 중등교육에 관한 세계은행 출판물 목록 등은 본 부

록의 끝에 있는 표를 참조할 것.) 개입의 형태나 일반적인 목표는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중등교육의 재학률이 높은 국가들의 경우
• 직업 중등학교의 지원을 통해 졸업생들의 취업 능력 및 생산성을 향

상시킬 것. 특정 분야의 직업 및 기술 인력이 불충분한 것으로 판명

된 국가들에 더욱 집중함.

• 일반 중등교육의 질을 강화하여 노동력의 전반적인 생산성과 교육 

가능성을 향상시킴으로써 국가 경쟁력을 증대시킴.

중등교육의 재학률이 낮은 국가들의 경우
• 공공 및 민간 분야에서 특정 인력의 부족 현상을 해소할 수 있도록 

중등교육의 졸업률을 증대시킬 것.

• 빈곤층의 사회적 상태를 개선시키고 중등교육의 접근성을 확대시킴

으로써 불평등성을 감소시킬 것.

1980년대까지 세계은행의 중등교육 지원 사업은 필요한 노동력의 충

족을 위해 주로 학교 건설 및 설비에 대한 투자를 지원하고, 이를 통해 

학교의 수용 인원 및 진학생 수를 증가시키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 

그러던 중 1980년도 분야별 정책 보고서가 발표되면서 세계은행의 지원 

사업에서 변화가 발생하기 시작했다. 이 보고서는 만족스러울 만큼 낮은 

단위 비용으로 적정 수준의 교육의 질에 도달한 국가들에 대해서 세계은

행은 교육의 질과 내부 형평성을 위해 자금을 지원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지난 20여 년간 세계은행은 초등교육의 보편화를 이미 달성한 국가들

을 위주로 중등교육에 대한 대출을 장려해 왔다. 세계은행의 1986년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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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보고서에서는 중등교육 장려책의 일환으로 장학생 선발 제도를 동반

하는 원가회수법(cost recovery)을 추천하고, 경쟁을 통해 교육의 질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사립학교 및 지역사회 학교를 장려할 것을 제안했

다. 이러한 견해는 1995년 전략 보고서(세계은행 1995)에서 승인되기에 

이르렀는데, 이 보고서는 개발도상국들 가운데 사회 수익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추정되는 국가들에 대해 특정 국가의 공공지출 우선권을 결정할 

때에는 비용편익분석(cost-recovery analysis)을 따라야 하며, 초등교육에 

대한 우선권을 강화시켜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또한 전문 직업 

중등학교의 수익률보다 일반 중등학교의 수익률이 더 높다는 사실도 지

적했다. 관심의 대상은 기존의 초등교육에서 대부분의 경우 중학교 과정

을 포함하는 기초교육으로 옮겨졌다.

직업 중등교육 및 일반 중등교육과 관련하여 세계은행은 1980년대 이

후로 더욱 명확하고 확고한 자세를 유지해 왔다. 높은 단위 비용과 성공

과 실패가 엇갈리는 성과들로 인해 직업학교 프로그램들의 비용 효율성

은 낮을 수밖에 없었고 고용 기회로의 연결성 또한 미약한 상태에 있었

으며 이로 인해 세계은행의 직업 중등교육에 대한 지원은 실망만을 남기

게 되었다. 교육분야전략보고서(The Education Sector Strategy)(세계은행 

1996b)는 범분야적 견지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더욱 전체론

적인 접근법을 주장하였다.

· 개별적 상황에 맞는 개혁안 정립

· 개혁안의 도입을 위한 감시 및 경험적 연구 강화   

· 참여 및 client ownership 강조

· 지원 활동에 대해서는 선택적이면서도 포괄적인 분석

·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로의 지속적인 변화를 통해 질을 강조

· 개발 및 빈곤의 영향을 집중 연구

· 지식 경영

· 제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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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스 J.1 지역별 중등교육의 이슈 및 우선순위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지역
원격 교육; 중등교육의 수학 및 과학

동아시아 및 태평양 지역
형평성 및 질; 국가의 상황에 맞는 다양한 전략에 대한 요구

유럽 및 중앙아시아 지역
시장의 수요를 재조정하기 위한 조직 개혁; 운영상의 개혁; 효율성, 질, 지속가능성 강화

라틴아메리카 및 카리브 해 지역
중등교육의 접근성 개선을 위한 대안 및 세계경제와의 적합성 증대를 위한 교육과정 개혁 

중앙아시아 및 북아프리카 지역
중등교육의 적합성 개선, 의무 이후 교육 참가율에 대한 성(gender)적, 사회적 격차 해

소, 시장 경제의 요구사항들을 충족시키는 직업교육

그러나 사실 이 보고서는 중등교육에 대해서는 별다른 주의를 기울이

지 않았다. 1999년 분야별 지원 사업 구성안에서는 지역별 변동 사항 및 

우선 사업을 발표한 바 있다(박스 J.1 참조). 

세계은행의 중등교육 관련 포트폴리오에 대한 OED의 평가서는 교육 

분야별 전략을 준수하는 사업의 목표 및 구성 요소 간의 균형에서 변화

가 발생했음을 발표했다. 그 변화는 교육의 질, 분야별 관리, 빈곤 이슈에 

대해 더욱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그 결과 사립학교의 육성 

또는 장학금 제도와 결합된 원가 회수법(cost recovery)과 같은 교육 분

야별 전략의 기타 요소들은 포트폴리오 내에서 별다른 주목을 받지 못했

다. 아프리카 및 저소득 국가들, 그리고 인구가 적은 국가들에 대한 중등

교육 지원 사업들은 대부분 초등 및 고등 교육 분야에 대한 보조 수단으

로 포함되는 경우가 많았다.

1990년대 중반 이후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요인들로 인해 일반 중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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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에 대한 대출 비율은 급속히 증가하게 되었다. 첫째, 초등교육 이수

율이 증가하자 중등교육에 대한 요구가 급증하게 되었다. 둘째, 중등교육

에 대한 공평하고 지속 가능한 재정 지원 및 경영에서 심각한 도전에 직

면하게 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저소득 국가들의 경우 더욱 심각했다. 셋

째, 경제 및 사회 발전을 위한 중등교육의 역할이 세계화의 맥락과 정보

화 시대의 경쟁력에 맞추어 재평가되고 있다. 넷째, 과학기술 및 인력시

장의 신속한 변화에 의해 중등교육의 개혁이 추진되고 있다. 

세계은행이 후원한 중등교육 프로젝트의 목표는 6가지 범주로 구분될 

수 있다. (a) 중등교육의 확대, (b) 빈곤 및 형평성 중심, (c) 성별 중심, 

(d) 중등교육의 질적 향상, (e) 물리적 설비의 복구 및 (f) 중등교육의 효

율성과 관리의 개선 등이다. 

1990년대 이후 세계은행의 중등교육 지원 사업은 다음과 같은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1. 높은 초등교육 진학률을 나타내는 중간소득 국가들은 다른 교육 단

계들에 비해 중등교육 단계를 위해 대출한 경우가 많았다. 평균적으로 중

등교육을 위해 대출을 신청한 국가들은 다른 교육 단계를 위해 대출을 

신청한 국가들에 비해 초등교육의 총진학률이 높았으며, 강력한 정책 및 

제도적 규정을 갖추고 있었고, 일인당 소득이 더 높았다. 젊은 층의 문자 

해독률로 측정되는 초등교육의 효율성이 중등교육을 추진하는 데 방해가 

된다고 밝혀진 바는 없으나, 중등교육 전용 프로젝트를 위해 대출을 받은 

국가들에서 젊은 층의 문자 해독률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 및 

재학률은 더 높으나 정책적, 제도적 규정이 미약한 국가들은 세계은행에 

대출을 신청하지 않았다. 

2. 국가별 인구 규모는 제 2의 요인인 것으로 보인다. 인구가 많은 국

가들이 중등교육 프로젝트를 위해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가 더 많았다. 중

간 규모 또는 비교적 적은 인구를 가진 국가들은 기타 교육 단계를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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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 수단으로 중등교육 관련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았다. 

3. 아시아 및 라틴아메리카 지역에서 중등교육에 대한 대출 국가 선정

은 기타 다국적 개발 은행들의 활동에 의해 영향을 받기도 했다.  

  

평균적으로 볼 때 중등교육 프로젝트는 전반적인 교육 포트폴리오에 

대한 투자보다는 주로 건설에 대한 지출이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설비가 

뒤를 이었고 교과서, 연수, 기술적 지원 등에 대한 지출은 상대적으로 작

았다. 그러던 중 1990년대 후반 대출 활동의 중심은 평가 체계, 경영 정

보 체계, 재정 분야의 개혁, 분권화, 학교 차원의 운영, 지역사회의 참여 

등을 목적으로 한 사업들로 이동되었으며, 그 외에도 노동시장 정보 및 

고용 사업에 대해 더욱 많은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변

화하는 세계 환경에 대한 직접적인 대응이었으며, 교육에서의 과학기술 

사용의 증가를 의미하였고, 지식 및 평생 학습, 노동 시장을 위한 기술 

등을 집중적으로 추구하였다. 

중등교육 프로젝트의 성과. 잘 알려진 바와 같이 교육 분야의 특징은 

분명한 성과가 드러나기까지 오랜 숙성 기간을 갖는다는 점이다. 따라서 

점증적이고 실제적인 성과들을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집중적이고 지속적

인 노력이 필요하다. 지난 20여 년간의 경험을 살펴보면 국가의 상태는 

프로젝트의 성과를 좌우하는 매우 중요한 요인이었다. 또한 중등교육 프

로젝트의 성과는 국가의 소득 수준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 세계은행

의 프로젝트 완료 평가 보고서는 프로젝트의 시행 시 국가의 소유권이나 

정부의 참여, 이행 능력의 강화 등이 도움을 주어 좋은 성과들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칠레의 중등교육 프로젝트에서 밝혀진 바와 같

이 상향식 방식과 결합된 하향식 방식(교육과정 및 평가, 자원의 공급)과 

학교가 발전 자금을 직접 운영하거나 교과서를 직접 선정하는 것과 같은 

수요자 중심의 개입은 교육의 질과 형평성의 개선을 위한 주요 요소들로 

판명되었다.    



부록 J

377

정책 개혁. 세계은행의 분야별 전략서는 정부가 공약을 통해 공평하고 

지속적인 자금의 지원이 보장되도록 관심을 기울인다면 효과적인 정책 

개혁이 가능할 것임을 언급했다. 이를 위한 한 가지 접근 방식은 공립학

교에서 장학생 선발 제도나 원가 회수법을 실시하고 이어 더불어 사립 

중등학교를 보급하는 것이다. 일례로 모리셔스에 대한 세계은행 프로젝

트에는 사립학교의 확산을 위한 대출 및 기타 인센티브가 포함되었다. 그

러나 정부의 노력 부족으로 이 사업은 제대로 지원되지 못했다. 중국과 

한국은 제안된 개혁을 이행하려는 지속적인 정부의 노력으로 비용 절감, 

원가 회수 및 사립 부문의 참여 증대 등에서 일부 진전을 나타내기도 했

다. 이러한 바람직한 결과들은 고용주들을 직업 중등학교의 교육과정 개

혁 과정에 참여시킴으로써 현실화될 수 있었다. 

접근성 증대. 한 프로젝트 또는 프로그램을 통해 새로 건설된 학교의 

수, 건설 및 설비의 질과 효율성, 진학률, 이용률 등을 구체화하고 측정하

는 것은 매우 단순한 일이다. 그러나 이런 모든 측정치들을 보고하는 것

은 매우 도전이 되는 일이다. 서비스가 원활하지 못한 지역에서의 건설 

및 설비 융자와 같은 대리지표(proxies)가 빈곤이나 형평성의 목표에 대

한 발전 정도를 측정하는 주요 수단이 되어왔다. 그러나 이를 통해 생산

성 또는 사회적 지표에 대한 영향을 추적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인력 시장에 대한 적합성. 인력 시장의 요구 사항에 맞게 중등교육의 

적합성을 개선시키려는 다양한 움직임들은 끊임없는 도전들에 직면하고 

있다. 교육의 질과 적합성을 향상시킴으로써 변화하는 인력 시장의 요구

를 만족시키고자 하는 일반 중등교육의 프로젝트는 교육 분야 밖에 있는 

결과들에 주목해야만 한다. 졸업생 취업률과 추적 연구는 교육 및 인력 

시장의 요구 사이의 관계를 연구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다. 생산성 측정

에 대한 연구에는 인력 시장 지향적인 거시경제학적 조사들이 포함되어

야 한다. 이러한 모든 고려사항들로 인해 일반 중등교육의 정책 개혁에 

대한 유효성 평가에는 더욱 긴 시간이 소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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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의 질. 교육의 성과 또는 영향은 질의 개선이라는 목표에 대해 성

취도 평가를 추진해야 한다. 훈련 받은 교원 또는 제공된 교과서의 수를 

측정하는 자원 중심의 측정법들은 프로젝트나 프로그램의 성과를 단기적

으로 평가하는데 도움을 주긴 하지만 학업 성취도나 인력 시장과의 적합

성과 관련하여 자원이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를 분석하는 데에는 적절한 

방법이 될 수 없다. 여기서 다시 영향 평가에 소요되는 자원 및 시간 지

연은 프로젝트나 프로그램 개입의 효과를 완벽히 분석하는 데 문제를 발

생시킨다. 질의 목표에 대한 정의는 모호해서는 안 되며, 관찰 가능하며 

구체적이고 예상되는 혜택들과 더욱 밀접히 연관되어 있어야 한다. 이는 

특히 제안된 교육과정의 개혁이나 교원 연수의 분야에서 더욱 그러하다.  

감시 및 평가와 제도적 역량과의 관련성. 검증 받은 감시 평가의 기준

들에는 모든 프로젝트나 프로그램의 활동을 시행 기간 전반에 걸쳐 평가

할 수 있는지, 시행 중반에 수정은 용이한지, 지역 또는 학교에 의한 유

포나 상승효과는 어떠한지, 위험 상태에 있는 학교나 형평성을 감시하기 

위해 시험 결과를 이용할 수 있는지 등이 포함된다. 칠레의 중등교육 프

로젝트는 이와 같은 접근법의 좋은 예가 된다. 칠레의 견고한 제도적 역

량은 프로젝트 및 프로그램의 효과적인 감시 및 평가를 가능하게 한 주

된 요인이다. 또 다른 예로는 앙골라를 들 수 있다. 앙골라는 극도로 어

려운 제도적 여건, 사회 갈등, 거시경제적인 불안정의 상태에서 

Education I 프로젝트를 시행한 바 있으며, 교육부의 지속적인 노력을 통

해 비교적 훌륭한 감시 및 평가법을 보여주었다. 프로젝트의 성과는 프로

젝트를 채택한 학교와 그렇지 않은 학교에서 진급률 및 이수율, 또는 4년 

내에 기초적인 읽고 쓰는 능력과 수리 능력을 습득한 학생의 수, 만족스

러운 학업 수준에 도달한 학생의 수 등에서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를 

비교함으로써 측정되었다. 또한 수혜자 평가를 통해 프로젝트 학교의 교

육의 질에 대한 인식이 밝혀지기도 했다. 이러한 측정법들은 대출의 효과

에 대한 실제적인 평가가 현실적으로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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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와 효율성. 중등교육 제도의 효율성 증대를 평가하는 여러 가지 측

정법들의 기본 요소들에는 하위분야의 지출에 대한 상세한 분석, 단위비

용, 비용 효율성 등이 포함된다. 이와 더불어 원가 회수(cost recovery), 

2부제, 낙제생이나 유급생을 줄이기 위한 조치, 규모의 경제 및 범위의 

경제를 구축하기 위한 학교 통합, 기숙사가 차지하는 공간의 축소, 교원 

활용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내부 효율성을 측정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러

나 자금이 투여된 프로젝트의 활동과 정책 평가는 계획된 바대로 시행되

어야 하며, 그 결과에는 비용 분석이 수반되어야 한다. 

계획 및 운영 능력. 제안된 교육, 기술적 지원, 연구 등을 계획된 대로 

이행하는지 실제로 추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계획 및 운영 능력과 연관

된 목표, 또는 하위목표들의 업적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프로젝트와 프로

그램 활동의 효율성에 대한 확실하고도 독립적인 평가가 필요하다. 이러

한 독립적인 평가의 의도는 대부분 경영 정보 체계나 교육과정 개발, 평

가체계, 분권화, 예산 편성 능력, 경제적·재정적 분석, 계획, 정책 개발 등

을 지원함으로써 계획 및 운영 능력에 대한 목표들을 달성하기 위한 것

이다. 

매우 만족스러운 성과는 프로젝트에 대한 철저한 준비에서 비롯된다. 

이를 위해서는 국회로부터 승인을 확보(한국의 두 가지 유사한 프로젝트

의 사례)하거나, 지역 기관들이 프로젝트 이행의 책임을 이양 받을 수 있

도록 시기적절한 기술적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반면에 정부 또

는 국가의 소유권 결여와 제도적 제약에 대한 과소평가나 부적절한 평가

는 만족스럽지 못한 성과를 유발하는 요인들이라 할 수 있다. 이를 방지

하기 위해서는 프로젝트에 대해 분별 있고 현실적인 시각을 갖고, 프로젝

트를 비교적 단순하게 설계하며, 법률 및 규정을 변화시킬 필요성을 예기

하고, 이해관계자들을 적절히 평가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하며, 참여 전략

을 마련함으로써 프로젝트의 성과를 개선시키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이 

외에도 프로젝트의 이행 능력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 정치적 공약이나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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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회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사전 대책 마련, 조달 절차 및 재무 관리 

능력의 개발, 수요자 측의 요구에 대한 적절한 조사, 비용 효율성, 재무 

능력의 향상 등도 프로젝트의 이행을 강화하고 긍정적인 성과를 유도하

는데 도움이 된다. 

일반 중등교육의 발전 방향
중등교육의 발전에 대한 이슈들은 중등교육의 구조, 교육과정, 재정(경

상비용 및 재정의 지속 가능성), 또는 국가의 개별적 상황에 맞는 인적, 

사회적, 경제적 개발 목표에 대한 관리 등과 관련되어있다. 따라서 중등

교육에 대한 세계은행의 지원 분배와 이로 인한 빈곤층의 영향을 주의 

깊게 평가하는 것과 더불어 이러한 이슈들에 대해서도 체계적이고 일관

된 방식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중등교육에 대한 지원이 일반화되기 위

해서는 국가의 경제, 재정, 제도, 사회 및 인력 시장의 상태에 대해 더욱 

광범위한 분석을 실시함으로써 분석적 토대를 강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제도적 역량이 미약한 저소득 국가들은 중등교육의 발전에 대한 도전

들에 대처하기 위해 특별한 대체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밀레니엄 

개발 목표(Millennium Development Goals, MDGs)와 모든 이를 위한 교육

(Education for All, EFA)의 현재 주안점은 초등교육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것으로 재확인되었으나 중등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또한 향상

된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는 지식 경제와 평생 

학습의 목표는 초등교육과 고등교육 사이의 가교로서 중등교육이 맡아야 

할 중대한 역할과 융통성 있는 기술을 습득하기 위한 인력 시장과의 적

합성에 주시하고 있다.  

향후 중등교육의 프로젝트는 더욱 광범위하고 면밀한 국가 차원의 분

석을 필요로 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프로젝트의 예상 성과와 

경제 성장, 사회 발전, 빈곤 퇴치와의 명확한 관련성을 규명해야 하며, 둘

째, 특정 프로젝트의 목표가 빈곤 퇴치가 아니라 할지라도 분배가 빈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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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치는 영향을 감시해야 하며, 셋째, 현실상의 제약과 기회를 평가하고, 

넷째, 프로젝트의 우선순위 및 설계가 지역에서 인식하는 우선순위 및 제

도적 역량과 조화를 이루도록 해야 하며, 다섯째, 국가의 경제, 재정, 제

도, 사회적 상태를 광범위하게 평가함으로써 중등교육에 대한 지원을 일

반화시킬 수 있는 분석적 토대를 마련하는데 집중해야 하며, 마지막으로 

인력 시장의 현황과 이것이 빈곤 및 형평성에 미치는 영향과의 관계를 

사전에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그 진행 상태를 추적함으로써 중등교육에 

대한 세계은행의 지원을 강화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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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지역

동부유럽 및 
중앙아시아 
지역

라틴아메리카 
및 카리브 해 
지역

중앙아시아 및 
북아프리카 
지역

남아시아 
지역

동아시아 및 
태평양 지역

중등교육의 
확대

빈곤퇴치 및 
형평성 중심

성 불균형의 
완화

질의 개선

물리적 
설비의 복구

효율성 증진 
및 
관리 개선

앙골라
보츠와나
부룬디
에티오피아
가나
모리셔스
탄자니아

에티오피아
가나
케냐
모리셔스

탄자니아

앙골라
보츠와나
부룬디
에티오피아
케냐
모리셔스
르완다
탄자니아
토고

보츠와나
가나
르완다
탄자니아

앙골라
부룬디
가나
케냐
모리셔스
르완다
탄자니아
토고

터키

알바니아
헝가리
터키

헝가리
터키

알바니아
터키

칠레
아이티

칠레
자메이카

아르헨티나
바베이도스
브라질
칠레
아이티
자메이카
멕시코

바베이도스
브라질
멕시코

아르헨티나
바베이도스
브라질
칠레
아이티
자메이카
멕시코

요르단
모로코
오만
예멘 공화국

모로코
오만

오만

요르단
모로코
오만
예멘 공화국

예멘 공화국

요르단
오만
예멘 공화국

몰디브
파키스탄

몰디브
파키스탄
스리랑카

몰디브
파키스탄

몰디브
스리랑카

몰디브
스리랑카

몰디브
파키스탄
스리랑카

중국
말레이시아
파푸아뉴기니
솔로몬 제도
바누아투

중국
바누아투

중국
인도네시아
한국
말레이시아
파푸아뉴기니
솔로몬 제도
바누아투

중국
한국
파푸아뉴기니

중국
인도네시아
한국
말레이시아
솔로몬 제도
바누아투

표 J.1 세계은행의 중등교육 발전을 위한 목표별, 지역별 지원 사업, 
1990~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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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및 
지역 

Title 
회계
연도 

출판 
형태 

아프리카 
중등교육 및 중등 교원연수 전략 계획(Secondary and 
Secondary Teacher Education Strategic Plan) 

2004 보고서 

우간다 
(AFR) 

후기초등교육 분야 연구
(Postprimary Education Sector Work)

2003 보고서

브라질 
(LAC) 

브라질 동북부 교육 분석 및 자문 활동
(Brazil Northeast Education Analytical and 
Advisory Activities) 

2003 보고서

우크라이나 
(ECA) 

교육 분야 연구(Education Sector Note) 2003 
정책
보고서

아제르바이잔 
(ECA) 

교육 분야 연구(Education Sector Note) 2003 
정책 
보고서

인도 (SAR) 국가 교육 개혁(State Education Reforms) 2003 
정책 
보고서 

인도 (SAR) 
Andhra Pradesh 교육 전략
(Andhra Pradesh Education Strategy)

2003 
정책 
보고서 

요르단 
(MNA) 

요르단 교육 분야 회담
(Jordan Education Sector Dialogue) 

2003 
국가
보고서

필리핀 
(EAP) 

필리핀 인력 개발 분야 연구
(Philippines Human Development Sector Study) 

2003 보고서

이집트 
(MNA) 

이집트 교육 분야 정책 회담
(Egypt Education Sector Policy Dialogue) 

2003 
정책
보고서

티모르 
(EAP) 

교육 분야 연구(Education Sector Study) 2003 보고서

브라질 
(LAC) 

브라질 정책 노트 교육
(Brazil Policy Notes Education) 

2003 
정책 
보고서 

필리핀 
(EAP) 

필리핀 교육 정책 개혁 회고(Philippines 
Restrospective on Policy Reform in Education) 

2003 
정책 
보고서 

베트남 
(EAP) 

베트남 빈곤층을 위한 사회복지사업의 비용
(Vietnam Cost of Social Services for the Poor) 

2003 
정책 
보고서 

인도 (SAR) 
중등교육 정책 노트
(Secondary Education Policy Note) 

2003 
정책 
보고서 

표 J.2 세계은행의 중등교육 분석 자료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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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 

(AFR) 

아프리카는 인력 개발에 대한 국제적 목표에 도달할 수 

있는가?(Can Africa Reach International Targets for 

Human Development?)

2002 
정책 

보고서 

아프리카 

(AFR) 

기초교육을 위한 지역사회 지원

(Community Support for Basic Education) 
2002 

정책 

보고서 

슬로바키아 

공화국(ECA) 
교육 노트(Education Note) 2002 

정책 

보고서 

아프리카 

(AFR) 

생활 개선을 위한 기술 및 읽고 쓰기 교육

(Skills and Literacy Training for Better Livelihoods)
2002 

정책 

보고서 

루마니아 

(ECA) 
교육 정책 노트(Education Policy Note) 2002 

정책 

보고서 

카리브 지역 

(LAC) 
교육 달성(Education Achievements) 2002 

정책 

보고서 

이집트 

(MNA) 

이집트 교육 전략: 발전과 전망(Egypt Education 

Strategy: Progress and Prospects)
2002 

정책 

보고서 

에리트레아 

(AFR) 

에리트레아 교육 분야 노트

(Eritrea Education Sector Note) 
2002 보고서

인도 (SAR) 카르나타카 교육 연구(Karnataka Education S셔요) 2002 보고서

요르단 

(MNA) 

교육 지출의 비용 효율성

(Cost-Efficiency of Education Spending) 
2002 

정책 

보고서 

키르기즈 공

화국 (ECA) 

교육 분야 노트 및 기술적 지원

(Education Sector Note and Technical Assistance) 
2002 

정책 

보고서 

필리핀 

(EAP) 

필리핀의 Out-of-School 청소년

(Philippines Out-of-School Youth) 
2002 보고서

러시아 연방 

(ECA) 
교육 정책 노트(Education Policy Note) 2002 

정책 

보고서 

태국 (EAP) 
태국 취업을 위한 중등교육 

(Thailand Secondary Education for Employment) 
2000 보고서

자메이카 

(LAC) 

"Main Report,"vol. 1“자메이카의 중등교육: 질의 개선 

및 접근성의 확대(Jamaica Secondary Education: 

Improving Quality and Extending Access)" 

1999 보고서

주: AFR,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EAP, 동아시아 및 태평양; ECA, 유럽 및 중앙아시아; LAC,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해; MNA, 중동 및 북아프리카; SAR, 남아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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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제목 연도
보고서 
번호

China: Challenges of Secondary Education 2001 22856 

Hungary: Secondary Education and Training 2001 22855 

Romania: Secondary Education and Training 2001 22857 

Linking Science Education to Labor Markets: Issues and Strategies 2000 21800 

Secondary Education in El Salvador: Education Reform in Progress 1999 20963 

Los insumos escolares en la educaci�n secundaria y su efecto sobre 
el rendimiento acad�mico de los estudiantes: Un estudio en Colombia 

1998 20934

Background Notes: El Salvador Secondary Education Project 1997 18952 

Voucher Program for Secondary Schools: The Colombian Experience 1996 16232 

Investing in Junior Secondary Education in Indonesia: Rationale and 
Public Costs 

1996 18813 

Public and Private Secondary Schools in Developing Countries 1994 13672 

Public and Private Secondary Schools in Developing Countries: What 
Are the Differences and Why Do They Persist? 

1994 21194

The Costs of Secondary Education Expansion 1994 17674 

Environmental Issues in Secondary Education 1994 17293 

Equipment for Science Education Constraints and Opportunities 1993 17346 

How to Raise the Effectiveness of Secondary Schools? Universal and 
Locally Tailored Investment Strategies 

1993 17673

Secondary Education in Developing Countries 1993 17668 

Reforming Higher Secondary Education in South Asia: The Case of 
Nepal 

1993 IDP109 

Social Gains from Female Education: A Cross-National Study 1992 WPS1045 

World Bank Lending for Secondary School Science: A General 1992 11401 

표 J.3 발행 연도별 세계은행의 중등교육 관련 출판물



세계화와 중등교육의 새로운 아젠다

386

Operational Review 

Secondary Education in Developing Countries: Annotated Bibliography 1992 11312 

Secondary School Science in Developing Countries: Status and Issues 1992 17347 

The Empty Opportunity: Local Control of Secondary Schools and 
Student Achievement in the Philippines 

1992 WPS825

World Bank Policy Research Bulletin (3, 1) 1992 18062 

What Causes Differences in Achievement in Zimbabwe’s Secondary 
Schools? 

1991 WPS705 

Vocational Secondary Schooling in Israel: A Study of Labor Market 
Outcomes 

1989 WPS142 

Student Performance and School Costs in the Philippines’ High 
Schools 

1988 WPS61 

Curriculum Diversification, Cognitive Achievement and Economic 
Performance: Evidence from Colombia and Tanzania 

1987 EDT80

The External Efficiency of Diversified Secondary Schools in 
Colombia 

1987 EDT59 

Diversified Secondary Curriculum Projects: A Review of World Bank 
Experience 1963–1979  1987 EDT57 

Cost-Effectiveness Analysis of an In-Service Teacher Training 
System: Logos II in Brazil  

1981 DPH8140 

Why Males Earn More: Location, Job Preferences and Job 
Discrimination among Brazilian Schoolteachers

1981 DPH8121

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문서는 영어로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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