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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교육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안』의
정책의제 형성과정 분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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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부터 2014년 2월 20일까지를

이 연구는

약
연구대상 기간으로 삼아 박근혜정부의 사교육

『
』
『
』 『
에관한특별법안』과 『선행교육규제에관한특별법안』이 병합된 것으로 관련 문헌 분석을 통해

비 경감 방안인 공교육정상화법 의 정책의제 형성과정을 동원모형과 외부주도모형을 토대로
제기-구체화-확산-진입단계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공교육정상화법 은 공교육정상화촉진
전자는 정책결정체제내의 최고책임자의 관심을 받아 의제로 설정되는 동원형의 모델을, 후자는
정부 밖의 외부집단인 사교육걱정없는세상에 의해 주도되는 외부주도모형을 따르고 있음을 보
여주었다. 그러나 이 두 법안은 추구하는 목적이 같으나 쟁점사안이 다르다는 배경 때문에, 주

도집단과 관련 이해집단이 서로 다른 활동(전략)을 통해 서로의 핵심 쟁점을 최종법안에 담고
자 노력 하였으나 종국에는 동원형 주도집단의 쟁점사안이 주로 받아들여지고 외부주도형의
핵심 사안은 배제되는 모습으로 병합되어 공교육정상화법 으로 완성되었다.

『

：

』

「공교육정상화촉진에 관한 특별법안」 「선행
」 「공교육정상화법」

주제어] 정책의제형성, 외부주도형, 동원형,

[

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안

,

,

I.

서 론

사교육비를 경감하고 공교육을 정상화시키겠다는 방안은 역대 정부의 핵심 정책이었
다. 박근혜 정부 또한 예외는 아니어서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인수위 시절부터 이와 관

련된 공약을 해왔다.『공교육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공교육정상화법』)은 이러한 공약의 결과물이다.『공교육정상화법』의 주 내용은 공교

육 내에서 선행교육을 일으키는 여러 가지 유발요인을 규제함으로써 사교육비를 경감하
고, 궁극적으로 공교육을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 이 법안은 과거 사

▣ 접수일(2015.08.18), 심사일(2015.09.16), 게재확정일(201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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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 경감정책과 초점이 다른데 그것은 사교육을 활성화시킨 요소를 공교육 내부에서
찾고 있기 때문이다. 선행교육과 선행학습으로 대변되는 사교육 유발요인을 공교육이

제공함으로서 사교육비가 감소하지 않고 있다고 보는 것이다. 따라서 공교육내의 사교

육 유발요소를 규제하면, 공교육의 정상화가 이루어질 것이며, 이는 자연히 사교육문제
및 사교육비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사교육비 문제는 오래 전부터 새로울 것도 없는 그리고 해결하기 어려운 사회문제였
다. 이러한 문제를 박근혜 정부는 새로운 각도에서 다루고 있다. 그렇다면 사교육비 문

제는 어떻게 또 다시 새로운 정책으로 등장하게 되었을까? 누구에 의해서 주도되었으
며, 어떠한 전략을 이용하여 정책의제로 설정되었을까? 즉『공교육정상화법』은 누가
주도하여 어떠한 과정을 거쳐 하나의 정책으로 형성되었을까 하는 것이 본 연구가 찾고
자 하는 논의이다.

이 연구는 『공교육정상화법』의 정책의제 형성과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지금까지

동법과 관련된 논문은 세편정도이다. 이중 두 개는 석사논문으로, 정효진(2015)의 논문
에는 『공교육정상화법』이 무엇인지 대략적인 설명을 반 페이지 분량정도에 싣고 있으
며, 김태호(2014)는 그의 논문에서 선행학습의 금지가 과연 공교육의 정상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 그 해법을 찾아가는 방안 마련에 주목하고 있다. 동법과 관련된 학술지 논문
은 1편으로
다루고

18대 대통령 후보자의 교육정책 공약을 비교하는 수준에서 선행학습 문제를
있다(김경회, 2013). 따라서 동법이 어떻게 하나의 정책으로 형성되었는지 그 과

정을 분석한 논문은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현 시점에서 동법의 태동을 가져온 정책의제
형성과정을 연구하는 것이 시기 적절한 것으로 생각된다.

『공교육정상화법』은 본래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선행교육금지

법』)과 『공교육 정상화 촉진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공교육촉진법』으로 발의된

·

두 법안이 국회에서 병합 처리되어 만들어진 것이다. 이 연구는 『선행교육금지법』을
이끌어낸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걱세’)이 사교육 문제에 있어서 선행학습과 선행
교육이라는 문제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시점을

2009으로

추정하고1) 동법이 국회를 통

2014년 2월 20일까지의 기간을 분석기간으로 삼았다. 연구는 관련문헌분석에
의존하였다. 사걱세의 자료집과 인터넷 자료(사걱세 홈페이지 및 사걱세 선행교육금지법
제정운동 홈페이지),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심사 및 검토 보고서, 국회법안심사
보고서, 국회 회의록, 의안전문, 정책토론회 자료, 성명서, 교육부 보도자료, 국회의원 인
터넷 자료(강은희의원 홈페이지), 일간신문, 학술지에 발표된 논문, 정책관련 통계자료,
학원단체 자료 등을 수집하여 Cobb, Ross & Ross(1976)가 제시한 모형에 기반을 두고
『공교육정상화법』을 제기-구체화-확산-진입이라는 4가지 단계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과를 한

1) 사걱세가 선행교육금지법 제정운동을 시작한 시기는 2012년부터이나 사걱세가 제공한 자료집
을 통해 2009년으로 추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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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적 배경

정책의제가 형성되는 과정을 설명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 모형이 존재한다. 어떠한
환경에서 사회적 이슈가 정부의 공식의제로 채택되느냐 하는 측면에 초점을 맞춘 모형
을 가지고 설명할 수 도 있으며, 주도적인 역할을 누가 담당하며 어떠한 전략을 사용하

2003). Cobb·
[그림 1]과 같이

여 정부의 공식의제로 채택되는지에 초점을 맞추는 모형도 있다(노화준,

Elder(1972)는

하나의 사회문제가 정부의 공식의제로 채택되는 과정을

제시하고 있다.

사회문제

⇨

사회적 이슈
논제)

(사회적

그림

[

1]

⇨

공중의제

⇨

공식의제

(정부의제)

정책의제 설정과정

Cobb·Elder(1972)의 모형을 따라 공식의제로 되는 것은 아니
다. 정일환(2000)과 김종길·엄기형(2013)은 정책의제 설정과정의 다양한 유형을 제시하고
있다. 어떠한 사회문제는 바로 정부의 공식의제가 되기도 하며(사회문제 ➞ 공식의제),
그러나 모든 사회문제가

어떤 사회문제는 사회적 이슈에서 공중의제를 거치지 않고 정부의 공식의제로 되기도
한다(사회문제 ➞ 사회적 이슈 ➞ 공식의제). 또한 어떤 사회문제는 사회적 이슈과정을
거치지 않고 공중의제에서 공식의제가 된다(사회문제 ➞ 공중의제 ➞ 공식의제).

Cobb, Ross & Ross(1976)는

의제 설정을 주도하는 집단이 이들의 논제가 공식의제로

채택되도록 접근하는 방식에 따라 세 가지 모형(외부주도형, 동원형, 내부접근형)으로 나
누고 이 때 사회문제가 어떻게 전개하고 확산되어 정부의 공식의제로 채택되는지 그 과
정을 4단계(제기➞구체화➞확산➞진입)로 나누어 정책의제 형성과정을 설명하고 있다2).
¡ 제기(Initiation) 단계
제기단계에서 외부주도모형(Outside

(예를

Initiative Model)은

공식적인 정부구조 밖의 집단

들어, 비정부조직, 이익집단 등)의 불만이나 고충이 사회 속에서 드러나 하나의

구별되는 범주로 인식되는 단계이다. 반면에 동원모형(Mobilization

Model)에서는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통령과 같은 정책결정자 또는 정책지도자에 의해서 정부의 새
로운 정책이나 프로그램이 발표되는 단계이다. 이때 발표된 정책 또는 프로그램은 발표

2) 내부접근모형(Inside Access Model)은 정책결정체제 내부의 의사결정자들에게 접근할 수 있
는 영향력 있는 집단들이 정책을 주도하여 이들의 논제가 대중에게 확산될 필요를 느끼지 않
아 공중의제 단계를 거치지 않고 바로 정부의 공식의제가 된다. 본 연구는 공중의제 과정이
없는 내부접근모형과 어울리지 않아 내부접근모형은 다루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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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동시에 자동적으로 공식의제가 되며, 많은 정치적 체제에서 이러한 발표는 공식적
정책결정 국면의 종결을 의미한다(Cobb,

Ross & Ross, 1976: 132).

¡ 구체화(S pecification) 단계
구체화 단계에서 외부주도형 모델은 드러난 사회적 불만과 고충을 다양한 방법을 통
해 구체적 요구로 전환하는 시기로 대중의 관심과 참여도가 점차 높아지게 된다. 이 단
계에서는 주도집단과 뜻을 같이 하는 다른 이익집단이나 정당 등도 사안에 대하여 같은
불만과 고통을 표출하여 문제해결을 요구한다. 동원형의 경우, 구체화단계는 정책결정자

와 정책집행자에 의해 새로운 정책이 발표되고 난 후, 제안된 정책에 대해 공중의 반응
을 통해 구체적인 세목을 탐색하고 결정하는 시기이다(Cobb,
환,

2000).

Ross & Ross, 1976;

정일

¡ 확산(Expansion) 단계
확산 단계에서 외부주도모형의 주도집단은 논제가 공중의제로 전환될 수 있도록 지속
적인 활동을 통해 정책결정자의 관심과 압력을 이끌어 내려고한다. 또한 사회 내의 다
른 집단에게 이 논제를 확산시키려 노력한다.

Cobb·Elder(1972: 116)은

논제가 사회적으

로 중요한 것으로 정의될수록 좀 더 많은 대중의 관심을 끌 가능성이 있다고 말하고 있
다. 이 과정에서 논제를 제기한 집단(group)의 역할은 이 논제에 관심을 보이며 공중의
제(public

agenda)로 이끌어 줄
얻을 수 있다.
동원형의 경우, 외부주도형과

수 있는 영향력을 가진 집단(예를 들어, 정당)의 지지를
마찬가지로 정부의 주도집단들이 대중의 관심을 이끌어

내기 위해 논제를 확산시키려 노력한다. 정부는 정부가 발표한 새로운 정책에 대한 집
행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련 공중에 대하여 그 프로그램의 유용성 등을 홍보하
고 확산시켜 나간다(최봉기,

1988).

¡ 진입(Entrance) 단계
외부주도형의 경우, 진입단계에서는 공중의제가 된 논제가 성공적인 확산을 통해 공

식의제(formal

agenda)가 되는 단계로 정책결정자에 의해서 쟁점사안에 대한 진지한 심
사숙고가 이루어진다. 공식의제로 전환되는 이 과정은 정치적 체제에 따라 또는 논제가
가진 문제의 심각성에 따라 다양하게 펼쳐진다. 동원형의 경우, 이 단계에서는 정부가
제안한 공식의제가 정책의제로 전환되는 과정으로 대중이 애초의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정책으로 인지하게 되는 단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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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의 틀

Cobb, Ross & Ross(1976)이
설정하였다. 외부주도형과 동원형을

『공교육정상화법』의 정책의제 형성과정 분석을 위하여
제시한 세 가지 모형 중‘외부주도형’과 ‘동원형’을

설정한 이유는 동법의 모태가 되는『선행교육금지법』이 정부 밖의 집단인 사걱세에 의
해서 주도되어 시작되었기 때문이며, 이에 반해『공교육촉진법』은 정부의 최고결정권
자의 관심아래 집권여당과 교육부에 의해 주도되었던 점을 감안하였기 때문이다. 즉
『선행교육금지법』의 주도집단은 정부 외부의 집단에서 의제가 제기되기 시작하여 공
중의제로 발전하였고,『공교육촉진법』은 정부, 새누리당과 교육부에 의해서 주도 되었
다. 이러한 이유로 두 법안은 공중의제과정을 거치지 않는

Cobb, Ross, & Ross(1976)가
제시한 ‘내부접근형’의 모형과는 어울리지 않아 내부접근형은 배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Cobb, Ross, & Ross(1976)가 제시한 ‘외부주도형’과 ‘동원형’의 모형을
가지고 정책의제 형성과정의 4가지 단계 - 의제제기단계, 구체화단계, 확산단계, 진입단
계를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공교육정상화법』의 정책의제 형성과정의 분석틀은 [그림
2]과 같이 구성하였다.
[선행교육금지법

외부주도형]

:

주도집단: 사걱세

↓

주도집단: 사걱세, 민주당

↓

사회문제

↓

↓

사회적 이슈화 및 공중 의제화

↓

↓

→

제기단계
↑

구체화단계

↓

→

확산단계

↑

사회문제
공식의제로 채택

공식의제화

↓

→

↑

공중의 반응탐색 및 정책의 유용성
홍보 및 확산, 공중의제화 형성

↑

진입단계
『공교육정상화법』

↑

↑
정책의제화

↑

주도집단: 정부, 새누리당, 교육부

[공교육촉진법

:

그림

[

2]

동원형]

『공교육정상화법』정책의제형성과정의 분석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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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1.

『공교육정상화법』정책의제 형성과정 분석

의제의 제기(I nitiation) 단계

사교육 문제 특히 사교육비 경감에 대한 해결방안 모색은 『공교육정상화법』이 만들
어진 직접적인 배경이 된다. 『선행교육금지법』이나 『공교육촉진법』 모두 사교육과
사교육비를 양산하는 요인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마련된 법안이다. 사교육비는 오랜
기간 동안 해결되지 않는 사회문제로 지난 정권들이 해결하고자 노력해왔던 의제였다.

사걱세는 정부 밖에 존재하는 교육시민단체를 표방하는 비정부조직이자 이해집단이
다. 이 단체는 사교육으로부터 자유로운 교육을 지향하며, 사교육의 폐해를 줄이고자 애
쓰는 집단이다. 『선행교육금지법』의 경우, 사걱세는 선행학습과 선행교육을 사교육 확

산의 주요인으로 인식하고 이 요인을 제거해주어야 한다는 의식을 표출함으로써 시작되
었다. 『공교육촉진법』은 정권의 변경시기와 맞물려 새롭게 형성될 정부에 의해 사교

육비 경감이 정책공약으로 선정됨으로써 공식의제로 채택되었다. 주도집단의 상이함 즉
정부 밖의 외부집단과 정부내부의 정책결정자라는 차이는 사교육비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동종 사안에 대한 해결책 마련을 위해 하나는 외부주도모형을 다른 하나는 동원모
형의 경로를 걷게 되는 주요한 단초를 제공해 준다.
가. 사교육비에 대한 문제의식
사교육비 문제는 역대정부 모두가 정부주도로 해결하고자 한 교육정책의 핵심 사안
중 하나였다. 박정희정부의 ‘과외전면금지정책’을 시작으로, 문민정부의 ‘과열과외비 경
감대책’, 국민의정부의 ‘과열 과외 예방 및 공교육 내실화 방안’, 참여정부의 ‘공교육 정
상화를 통한 사교육비 경감대책’, 이명박정부의 ‘사교육비 절반 5대 프로젝트’에 이르기

까지 사교육비 문제는 국민에게 오래 전부터 그 공감대가 형성되어왔던 사회문제였다.
이 문제는 이미 사회적으로 그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존재해 왔으나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는 주요한 공공문제였다.

<표 1>과 [그림 3]은 2000년대 후반 이후 우리나라 사교육비의 현황에 대해 알려주고
있다. <표 1>에 따르면 2007년부터 2013년까지 학교급별 총 명목상 사교육비는 감소하
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지난 6년간 총 사교육비 규모는 별반 줄지 않아 2013
년에도 19조원에 육박해 사교육시장은 여전히 강세를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면모는 [그
림 3]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2010년과 2012년 사이 초등학생 1인당 사교육비(24.5⇾21.9)
는 줄었으나 중학생(25.5⇾27.6)과 고등학생(21.8⇾22.4)에서는 오히려 늘고 있음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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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다. 특히 교육부(2013.2.7)가 초등학생 사교육비 감소는 방과후학교 참여율의 증
가에 기인하고 있다고 발표하고 있기에 방과후학교 참여비율을 사교육비로 감안한다면
실질적 의미에서 사교육비 감소로 이어졌다고 보기에는 한계가 있다.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는

2013년 2월 ‘2012년

사교육비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

의 의식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는데, 조사결과 사교육 참여율은 과거에 비해 크게 줄지

· ·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급별 초 중 고등학생들의 사교육 참여율은

69.4%였으며,

로

80.9%,

초등

·

중등

70.6%,

고등

·

50.7%의

2012년

전체적으

학생들이 사교육을 받고 있으

며, 과목별 참여율도 기본 영 수 과목에서 국어 예능과목으로, 그리고 전 과목으로 확대
해 가는 현상과 추세는 여전하였다. 따라서 사교육비 문제는 여전히 해결해야하는 중요
한 사회문제로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

1>

(단위 :

학교급별 총 사교육비<명목>(’07~’13)

구 분
전 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년

년

2007

년

2008

2009

년

2010

년

2011

년

년
증감률

209,095

216,259

208,718

201,266

190,395

185,960

102,098
56,120
42,181

104,307
58,135
46,652

102,309
62,656
51,294

97,080
60,396
51,242

90,461
60,006
50,799

77,554
61,162
51,679

77,375
57,831
50,754

그림

[

%)

2013

2012

200,400

자료: 교육부 보도자료(2014.2.28)에서 편집

억원,

△2.3
△0.2
△5.4
△1.8

인당 사교육비와 방과후학교 참여율

3] 1

자료: 교육과학기술부 보도자료(2013.2.7)

나.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선행학습과 선행교육에 대한 인식
사걱세는 교육시민단체를 표방하는 비정부기관(NGO)이다. 사걱세는 그들의 사명선언

문에서 ‘비교육적입시 사교육 부담의 근본원인을 제거함으로써 행복한 교육을 만들고자,
국민들 스스로가 전개하는 자발적 대중운동’임을 강조하며, 사교육계와 대척점에 있는
대립적 운동이 아닌 ‘사교육걱정을 유발하는 제도, 의식, 환경을 고치는 것’3)에 관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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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음을 표방하고 있다.

2008년

초에 만들어진 이 단체는 현재까지 사교육을 부추기는

모든 사안에 관심을 두고 대안마련이나 해결방안을 찾기 위한 활동을 지속해오고 있다.

사걱세는 선행학습과 선행교육에 대한 인식을 오래전부터 해 왔던 것으로 보인다. 사

2009년 8월에 「국민이 길 찾다 자료총서2: 선행학습 실상과 효과를 따져묻다」
를 발간하였다. 이 자료에는 3회의 걸친 토론회 내용(1회 “선행학습 효과를 따져묻다
(2009.08.12)”, 2회 “왜 학원은 선행학습 중심으로 운영될까(2009.08.19)”, 3회 “수학 선행
학습의 실상을 말한다(2009.08.26)”)이 실려 있으며, 사걱세는 이 자료를 통해 선행학습
은 실질적으로 학생들의 실력향상에 도움을 주지 못하며, 선행학습이 사교육 시장을 유
지시키는 요인이 될 수밖에 없는 내부 상황을 진단하고 있다. 즉 선행학습이 사교육비
지출증가를 불러일으키고 있는 요인임을 명확히 하고 있다.
이 토론회에 사걱세는 다른 집단들, 예를 들어, 행복한교육연구소, 와이즈멘토, 교컴,
타임교육, 스터디 코드,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좋은교사운동 등 에 소속된 구성원
들을 참여시킴으로써 선행학습이 사교육 문제의 유발요인임을 알리고 있다.
걱세는

다. 박근혜 대통령 후보 선거 정책공약

「공교육 정상화 촉진 특별법」제정 약속

:

사교육비를 줄이고 공교육을 정상화시키겠다는 방안은 지속적으로 시도되어왔던 정부
주도 정책이었다. 박근혜정부 또한 대통령 인수위 시기부터 이와 관련된 공약을 해왔다.
새누리당은

18대

대통령선거를 위한 이들의 정책공약 자료집을 통해 ‘중산층

70%

재건

프로젝트’의 세 번째 주제인 ‘교육비 걱정덜기’에서 사교육비 부담완화를 주요 주제로
다루고 있다. 박근혜후보는 교육은

“행복공동체를

위한 가장 중요한 토대이며, 미래를

준비하는 국가정책의 으뜸”이기에 학생들은 자신의 타고난 적성과 꿈을 찾아갈 수 있도
록 입시와 과열경쟁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여 학생 각자의 꿈과 끼를 끌어내는 행복교육
을 주창한다. 박근혜 후보가 사교육비 경감으로 제시한 선거공약은 다음과 같다.
ù
ù
ù
ù
ù

·

「공교육 정상화 촉진 특별법」을 제정해서, 각종 학교 시험과 고교 대학입시에서 학교
교육과정을 넘어서는 문제 출제를 금지하고, 위반시 강력한 불이익 조치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의 학교별 다양화를 추진하고, 초등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무상화
수시는 학생부 또는 논술 위주, 정시는 수능위주로 대입제도의 단순화 추진
수능과 논술시험을 교과서 중심으로 출제하여 학교 공부만으로 대학 진학이 가능한 체
제 구축
EBS 차세대 교육서비스 체제 구축을 통해 국어 영어 수학 등 주요 교과의 수준별 영역
별 프로그램 다양화

자료:「제

· ·

18대

대통령 선거 새누리당 정책공약」자료집

3) 자료: http://about.noworry.kr/

47·227

·

쪽에서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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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후보자의「공교육 정상화 촉진 특별법」의 제정 약속은 동원모형의 제기단계
에서 교육결정체제내부의 핵심 정책결정자에 의해 사회문제가 공식의제로 결정되는 특
징을 잘 보여주고 있다.
2.

구체화(S pecif ication) 단계

구체화단계에서 사걱세는 선행교육과 선행학습에 대한 규제가 필요함을 역설하면서
선행교육을 금지하는 법 제정을 요구하는 구체적 활동을 펼치는 단계로 나아간다. 특히

정권변화기를 맞이하여 국회, 언론, 야당 지도자 및 다른 이해집단의 관심을 얻음으로써
문제해결을 위한 이들의 요구가 구체화되고 있다. 반면에, 교과부는 정부가 공식의제로
채택한 특별법안을 위해 실태조사, 캠페인, 컨퍼런스 개최 등을 통해 공중의 반응을 살

피고 이 법안이 어떠한 내용으로 이루어져야 하는지 구체적인 검토를 하고 있다. 특히
정부의『공교육촉진법』준비예고는 정부안을 좀 더 구체화하는 방안으로 사용되고 있
다.

『

』

가. 선행교육금지법 추진 주도집단의 활동
1)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선행교육금지법 제정운동 시작
사걱세는

2012년 4월 24일

선행교육금지법 제정운동, 입시사교육 제로

선포를 위한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사걱세는
지법 제정을 위한

(국회

앞

100일

·

6회

7대

5-7월에

선행교육금

연속 토론회 개최하고, 선행학습금지법4) 제정을 위한

릴레이), 시민들이 국회의원 지역구 사무실에 동법 제정

특별공약

1인
요구하기,

시위
선행

학습금지법 온 오프라인 동시 청원 및 서명운동하기, 선행학습금지법 제정 촉구 신문광

·

고 하기, 선행학습 피해자 발굴 및 상담하기, 선행학습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학부모 교

·

·

사 선언하기, 선행학습금지법을 찬성하는 의원 및 정부 교육청 언론 인사 등과 협의하기
등과 같은 다각적인 활동을 펼치고 있다.

6회에 걸친 연속토론회5)를 통해 선행학습이 사교육 시장뿐만 아니라
학교 교육의 현장, 교육과정, 그리고 방과후학교 수업에서도 자리를 잡고 있음을 지적하
고 있다. <표 2>는 사걱세가 주장하는 선행학습 유발요인으로, 사걱세는 3가지로 분류
특히 사걱세는

4) 이 시기 사걱세는 선행교육금지법과 선행학습금지법을 혼용해서 쓰고 있다.
5) 연속토론회 주제는 ‘선행교육금지법 제정의 필요성과 선행교육의 전반적 실태분석’(1차
2012.5.15), ‘수학선행학습 실태와 바람직한 규제방안’(2차 2012.6.1), ‘조기영어교육 실태와 바
람직한 규제방안’(3차 2012.6.8), ‘선행교육 금지하는 해외 각국의 사례’(4차 2012.6.14), ‘선행교
육실태 전국조사결과 발표와 유발원인 해소를 위한 제도적 대책’(5차 2012.6.21), 그리고 ‘선행
교육금지 특별법 시안 발표 공청회’(6차 2012.7.5)(자료: 사걱세 선행학습 토론회 통합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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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그 유발요인을 설명하고 있다. 정책 및 제도요인은 개별학교 수준과 정부수준으로

·

나누어져 있는데, 이 요인에는 교육과정을 벗어나는 시험, 속진형 교육과정 운영, 고입

대입의 입학전영, 상대 평가 등이 포함되어 있다. 다른 요인으로는 사교육 시장의 마케

팅 효과와 수요자 의식으로 사걱세는 교육 수요자의 심리까지도 선행학습 유발요인으로
분류함으로써 대중에게 선행학습이 교육현장에 미치는 영향력과 그 파급이 어느 정도인
지 이해를 돕고 있다.

이러한 활동 외에도, 사걱세는 선행학습을 규제하는 법을 만드는 것에 대한 법률적

검토(3차에 걸친 법률자문회의 개최)를 통해 『선행교육금지법』의 향후 중점 논란이

되는 쟁점 규제(선행학습의 의미, 단속방법, 단속 및 처벌의 수위, 단속 대상 기관의 범
위 등)를 담은 시안을 발표하였다. 이러한 활동들은 정부에게『선행교육금지법』제정에

·

대한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직 간접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사걱세의 일련의 활동은 외부주도모형에서 주도집단이 의제를 구체화하여 공중의제화
하기 위하여 취하는 전략적 행위 또는 활동으로 설명될 수 있으며, 특히 제기단계보다

좀 더 많은 집단과 성원(영재과학전문학원 원장, 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유아정책연
구소, 서울시 교육연구정보원,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정책연구소‘미래와 균형’, 참여연
대 등)이 참여하여 대중의 관심과 참여를 고조시키고 있다.
표

<

2>

선행학습 유발요인

선행학습 유발요인

내

용

비고

교육과정을 벗어나는 학교 시험
개별 학교의 속진(速進)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정책 및 제도 요인

정상적인 교육과정 수준을 뛰어넘는 대학별고사와
대입전형
양과 난이도가 높은 국가 수준 교육과정
점수 위주의 높은 변별력을 요구하는 수능제도와
대입반영 방식
상대평가 내신제도에 따른 획일적인 평가

개별 학교
수준의 정책
및 제도 요인
정부 수준의
정책 및 제도
요인

사교육 시장의
마케팅 효과

수요자의 경쟁과 불안 심리를 자극하여 선행학습
수요를 조장하는 마케팅

-

수요자의 의식

경쟁과 불안 심리 등

-

자료: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선행학습 연속토론회 통합 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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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재인 대통령 후보의 지지 발언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통령 후보는 혁신교육간담회 모임6)에서

“예체능

등 적성을 찾

기 위한 사교육은 필요할지 몰라도, 아이들이 선행학습을 위해 과외 하는데서는 벗어나

6) 「연합뉴스」(2012.10.18) 문재인 “선행학습 과외, 법으로라도 규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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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한다”라며 “아이들(아동) 인권법의 형태로라도 선행학습을 규제할 필요성이 있어 보

인다”라고 말했다. 야당 후보의 선행학습 규제에 대한 발언은 선행교육금지법안을 추진
하고 있는 사걱세의 주장에 힘을 불어 넣어 주었을 뿐만 아니라 동법에 대한 대중의 관
심을 끌어 올리는 역할을 했다.
나.

『공교육촉진법』추진 주도집단의 활동

교과부는 구체화단계에서 선행학습에 대한 실태조사, 캠페인, 영향평가, 국제 컨퍼런

스 개최, 그리고 정부가 추진하는『공교육촉진법』에 대한 준비예고를 통해 정부가 발
표한 공식의제에 무엇을 담을 것인지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
정부안에 대한 공중의제 형성에 노력하고 있다.
1) 교육과학기술부의 활동

2012년 9월

· ·

· ·

교과부는 초 중 고 학생들의 국 영 수 과목 선행학습에 대한 사교육 현황

조사를 바탕으로 선행학습으로 인해 학생들의 인지적, 정서적, 교육적 측면에서 문제점
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이를 해소하는 차원에서 몇 가지 중점 추진과제

를 마련 한다고 발표하였다. 이 과제에는 선행학습에 대한 인식전환을 위한 학부모 및
교원 교육 강화, 사회적 캠페인 전개, 교육과정 운영 점검단을 통한 선행학습 유발학교

·

선정 및 제재, 대입과 고입 전형에서 선행학습 영향평가 실시, 전국단위에서 국세청 공

·

정위 경찰청과 업무협조를 통해 선행교육 학원에 대한 실태점검 강화 등과 같은 활동을
포함하고 있다. 교과부의 이러한 활동에는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기관을 포함하는 사교
육기관의 실태조사도 포함하고 있어 정부가 추진하는 법안에 무엇을 담아야 할 것인지
그 내용에 대해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9월 24일 한국뇌연구원의 개원에 맞추어 ‘학생정신보건 국제컨퍼
런스’를 열었다. 이날 발표된 ‘선행학습과 뇌 발달’의 주제는 선행학습이 학생들의 뇌 발
달에 폐해를 준다는 분석 결과를 내 놓았다. 이러한 결과는 선행학습 규제에 대한 과학
적·실증적 근거자료로 정부 법안의 정책배경으로 사용되었다.
이외에도 교과부는

2) 대통령의 관심 표명과 『공교육촉진법』준비예고

2013년 4월 23일

박근혜 대통령은 교과서 밖에서 시험문제를 내지 말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주문하였다7). 즉 학교 교육과정을 넘어서는 선행교육형 내신시험이나 입시를

금지 할 것임을 명확히 하였다. 이와 더불어 교육부와 새누리당(강은희 의원)은 선행학

습 내용을 담은 시험문제 출제를 금지하는 ‘공교육정상화촉진 특별법안’을 준비하고 있

7) 「매일경제」(2013.04.24) 朴 대통령 “교과서 밖에서 시험문제 내지 말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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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을 발표하였다. 이 법안은 사교육기관에 대한 규제보다는 공교육 틀 안에서 선행학습
유발요인을 제거하는 것에 집중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고교입시와 대학입시와

같은 각종 입시전형에서 철저하게 선행학습을 배제하는 것과 이를 위반 할 때 규제를
가할 수 있는 내용이 이 법안의 주요한 내용에 포함될 것으로 언론은 보도하고 있다.
3.

확산(Expansion) 단계

이 단계에서 외부주도모형과 동원형의 주도집단들은 각자의 논제가 확산되도록 지속
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사걱세는 그들의 논제를 공중의제로 이끌어 줄 수 있는 민

주통합당의 지지를 받아 법안을 국회에 발의 할 수 있었다. 교육부와 새누리당도 자신
들의 법안을 국회에 발의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양진영의 추구하는 쟁점사안들은 언론

에 자연스럽게 노출되어 더 많은 사회적 관심을 이끌어내었다. 주도집단들은 각자의 법
안에 대한 정책의 유용성 및 효율성을 홍보하면서 서로의 법안이 사교육 문제해결을 위
한 가장 적합한 대안임을 주장하고 있다.

『

』

가. 선행교육금지법 추진 주도집단의 활동
1)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의 국민여론조사: 사교육기관 규제 선호

2013년 4월 30일

사걱세는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에 의뢰한 선행교육금지안에 대

한 국민여론조사8) 결과를 발표하였다. 조사결과 조사대상 성인

63.8%와 초중고 학부모
71.3%가「선행교육금지법안」을 찬성하였다. 또한 선행학습 유발요인은 ‘대입시험 등 상
급학교 입시에서 학교 진도를 벗어난 어려운 문제출제(38.1%)’, ‘선행학습을 부추기는 사
설 학원의 홍보와 선전(27.1%)’, ‘학교의 수업진도가 정상진도보다 빠름(12.0%)’, ‘학교의
중간·기말 고사에서 진도보다 빠른 문제 포함(11.2%)’ 순으로 나타나 사걱세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이 조사에서 조사대상자들은 교육부와 새누리당이 준비하는「공교육
정상화촉진특별법안」도 사교육기관의 선행교육 프로그램 및 홍보에 대한 규제를 해야
한다는 의견에

69.9%의

찬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서 사걱세는 궁극적

으로 사교육기관의 선행교육 규제를 하지 않고서는 사교육을 잡을 수 없고 공교육을 정
상화 할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주고 있다.
2) 야당의 관심과 『선행교육금지법』국회 법안 발의

2013년 4월 4일

사걱세는 민주통합당의 이상민의원과 “선행학습 실태와 바람직한 규

8) 2013년 4월 27-28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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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방안에 관한 교육정책토론회”를 공동주최하였다. 이상민의원은 토론회의 인사말을 통
해‘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오랜 동안 고민하고 연구한 내용을 국회에서 법으로 담고자하

며 이러한 내용들이 언론을 통해 국민들에게 잘 전달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토론회를
준비하였다’고 인사하고 있다. 사걱세의 대표는 현직의원이『선행교육금지법』의 법률제
정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동법의 입법추진 역할을 감당해 주겠다는 쉽지 않은 결정을 내
려 주었음을 치하하였다. 특히 이 토론회에서는 여당이 마련하고 있는 특별법이 사교육

기관을 규제하지 않고 있어, 향후 여당의 법안이 제대로 된 사교육기관을 규제할 수 있
도록 법률을 보완하고 제정하는데 민주당과 함께 적극 협력할 것임을 시사하였다.

이상민의원은 『선행교육금지법』이 포함하고 있는 내용 즉 선행학습에 규제에 대한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학교 내 시험 및 방과후 교실에서 진행되는 선행교육 프로그
램, 상급학교 진학을 위한 입학전형시험, 그리고 학원에서 진행되는 선행교육 프로그램

모두를 규제해야 한다는 관점을 이해하고 동법의 입법을 위해 앞장서 주기로 하였다.
이 토론회에는

EBS사장,

교육부, 전교조, 교총, 학부모, 교사, 교육개발원 등이 지정토론

자로 참여하여 이전보다 선행교육금지에 대한 공중의 관심이 확산되었음을 알 수 있다.

2013년 4월 16일
하였다.
나.

이상민의원 외25명은 “선행교육규제에 관한 특별법안”을 국회에 발의

『공교육촉진법』추진 주도집단 『공교육촉진법』국회 법안 발의
:

2013년 4월 30일 새누리당은 교육부와 협의를 통해 만든『공교육촉진법』을 국회에
발의(강은희의원 외 65명) 하였다. 새누리당은 이 특별법안을 제출하면서 선행학습은 학
부모에게는 경제적 부담을 주고, 학생들 사이에서는 학교 밖에서 미리 교과내용을 배워
온 학생과 그렇지 않은 학생 간에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하며, 교사들에게
는 미리 교과과정을 학습한 학생과 그렇지 않은 학생을 한 교실에서 가르쳐야 하는 환
경을 조성하여 교사의 정상적 수업을 방해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특히 사교육 경험을

전제로 한 교육과정에서 벗어난 범위와 수준에서의 시험 출제, 이러한 시험결과에 따른

내신기록, 그리고 이를 기본으로 이루어지는 입시전형에서의 차이가 학교교육을 비정상

적으로 이끈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공교육촉진법』은 학교 안에서 정상적인 교육
과정에 따라 교육이 이루어지게 하는 공교육 정상화를 실현하고자 함에 그 목적을 두고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안에는 사교육기관의 선행학습을 금지하는 조항이 포함되어있지 않다.

·

이 법안을 대표 발의한 강은희 의원은 사교육기관에 대한 규제는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로 규제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정부는 법안발의를 계기로 동 법안
에 대하여 교육현장과 전문가들의 연구 및 의견수렴을 통해 구체적인 시행령을 마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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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로 하였으며, 각 급 학교에 세부시행지침을 보낼 준비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
안은 사교육기관의 규제를 포함하지 않음으로써 사교육기관규제 포함 여부를 둘러싼 각
종 논쟁으로 인해『선행교육금지법』과 더불어 공중의 관심을 좀 더 불러오는 계기를
만들었다.

『선행교육금지법』과『공교육촉진법』의 주요 쟁점사안 비교

다.

확산단계에서 두 법안은 공통적으로 공교육정상화 도모 및 실현을 주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둘을 구별하는 쟁점사안들로 인해 주도집단 간 첨예한 시각차를 드러내고
있다.

<표 3>은

이러한 차이를 비교 분석한 것으로, 『선행교육금지법』은 유치원 및

사교육기관을 교육관련기관 대상에 포함하고 이를 제재하는 방안을 포함하고 있으나,
『공교육촉진법』은 이를 배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쟁점사안에 대한 갈등은

오히려 선행교육과 선행학습에 대한 대중의 이해를 끌어올리고 두 법안에 대한 대중의
관심을 높여 주었다.
표

<

3>

『선행교육금지법』과 『공교육촉진법』의 주요 쟁점사안
『선행교육금지법』

·

「유아교육법」,「초 중등교육법」
교육부장관이 정한 교육과정 및 이에 근거하여
운영되는 유치원 초 중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앞서서 교육관련기관이 제공하는 교육

· · ·

vs.
‘선행교육’
정의

‘선행학습’

유치원, 학교, 대학
학원 교습소 및 개인과외 교습자

‘교육관련
기관’

· ·

유치원, 초 중 고등학교 및 방과후 교육과정
학원 교습소 및 개인과외 교습자에게서 선행교
육 및 선행학습 유발 행위 규제

·

적용법

학습자가 학교교육과정에 앞서서 하는 학습

·

『공교육촉진법』
「초 중등교육법」

·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이 정한 초 중등 교
육과정과 이에 근거하여 편성 운영되는 단
위학교 교육과정에 앞서서 편성 또는 제공
하는 모든 교육

·

-

정의

· ·

초 중 고등학교 및 대학

· ·

교육관련
기관
규제내용

초 중 고등학교 정규 교육과정 및 방과후
교육과정에서 선행교육 금지

교육관련기관의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유발행
위 조사권

위원회
역할

선행교육 방지에 관한 주요사항 심의, 선
행학습 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학원 교습소 및 개인과외 교습자 광고 및 선전
금지

광고 및
선전

-

사교육(학원설립 운영자, 교습자 및 개인과외교
습자) 및 교육관련기관

행정처분의
대상

교육관련기관

행정처분의
방법

심의 거쳐 시정명령, 관련교원 및 기관 징
계요구, 해당학교 재정지원 중단 삭감,
대학의 경우 재정지원 중단 및 삭감, 학생
정원 감축

·
·

·

·

학교 설립자 경영자, 학교의 장: 시정명령, 징계
또는 학생정원감축, 학급 학과의 감축 폐지, 학
생 모집정지
학원의 경우: 등록말소 및 교습정지,
교습소의 경우: 교습소폐지, 교습정지,
개인과외교습자의 경우: 과외교습중지

·

·

·

『공교육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안』의 정책의제 형성과정 분석

『선행교육금지법』
「영재교육진흥법」에 따른 영재교육
학생이 교육관련기관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학습하는 행위

·

선행교육에 적용되지 않는 교육과목: 예능 체능
및 기술 가정 제외

·

자료: 『선행교육금지법』(의안

4.

4535)과

203

vs.

『공교육촉진법』

적용배제
대상

「영재교육진흥법」에 따른 영재교육
「조기진급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조기
진급 또는 조기졸업 대상자

적용배제
교과목

국가, 시 도, 및 학교 교육과정상 체육 예
술(음악 미술) 교과(군), 생활 교양교과(군),
전문교과

『공교육촉진법』(의안

·

4745)의

·

·

·

의안전문을 통해 구성

진입(Entrance) 단계

두 법안은 발의된 이후 국회에 상당기간 계류하게 된다. 언론은 선행학습 제한을 두고

대통령 교육공약이 나온 후 8개월이 흐르도록 논의조차 되고 있지 않다고 지적하고 있
다. 「중앙일보」는

2013년 6월

법안소위에 상정된 후 여야 대치로 논의가 중단되었다고

말했으며, 「조선일보」는 여야의 입장이 달라 타협이 불투명하다고 보도하고 있다9).
이 기간 동안 두 법안의 주도집단 간에는 쟁점사안(<표

3>

참조)에 대한 논쟁을 첨예

·

하게 하고 있다. 이들은 쟁점사안에 대한 지지확보를 위해 장 내 외에서 자신들의 주장
을 관철하기 위한 시도를 지속하였다. 이러한 논쟁은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하

‘교문위’)

·

에서도 여 야 의원들 간에 다시 한 번 논의의 과정을 거친 후 두 법안을 페기

·

하고 하나의 대안으로 병합 처리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이 과정에서 민주당과 사걱세
가 주장하는 핵심 쟁점사안들이 배제되고 정부안의 내용이 좀 더 포함되어『공교육정상
화법』으로

2014년 2월 20일

국회를 통과하였다. 진입의 단계에서 드러나는 이러한 과

정은 사교육비 경감이라는 문제 해결을 위해 외부주도형의 주도집단이 내세우는 내용과
쟁점사안 보다 동원형의 주도집단이 주장하는 방향으로 추의 무게가 옮겨갔음을 알 수
있다.
가. 국회 심의 과정에서의 쟁점논쟁

·

국회 교문위 소속 여 야 의원들은 두 법안에 대한 심의를 통해 각 당이 밀고 있는 법
안의 쟁점사안에 대한 첨예한 논의를 하고 있다. 국회에서 논의된 사항은 다음과 같다:

 공교육의 정의; ‚ 선행학습과 선행교육의 정의; ƒ 선행의 범위; „ 교육관련기관

·

에 유치원 포함 여부; … ‘초 중등 교육법’의 강행규정으로 규제되어 있는 학교 교육

과정을 새로운 법안으로 규제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 사교육기관을 규제하는 광

9)「중앙일보」(2013.12.23)“선행학습제한”대통령 교육공약 국회서 8개월째 논의조차 안 돼”;
「조선일보」(2013.12.23) 政爭에 밀려 잠자는 '선행학습 금지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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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및 선전의 모호성; ‡ 행정처분에 대한 법적 실효성; ˆ 적용 배제대상과 배제교과
로 인한 일반학생들의 학습권 침해 및 형평성 논란; ‰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권 및
학원 등의 영업의 자유권 제한 가능성; Š 교육과정운영심의위원회의 월권 가능성 등.

·

이러한 논의 중 사교육기관의 광고 선전의 규제 모호성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들여다
보면 국회에서의 논의가 어느 정도 첨예하게 이루어 졌는지 가늠해 볼 수 있다. 다음은
위원들 간의 질의와 답변 일부분을 법안소위원회 의사록(2014.2.18)에서 인용한 것이다.

정진후 위원: 간단하게 선행교육 규제와 관련해서 광고만 못한다고 그랬는데 장관님, 이
법에 의하면 초등학교 6학년 졸업생들이나 중학교 3학년 졸업생들을 대상으
로 해서 학원에서 ‘중1 예비반 모집’, ‘고1 예비반 모집’이런 광고는 규제대상
이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교육부장관 서남수: 그것은 법에 의하면 대상이 됩니다.
주호영 위원: 대상이 안 돼야지요.
교육부장관 서남수: 광고를 하는 것은
주호영 위원: 아니, 자꾸 말이 길어지는데 고1 예비반이라고 하는데 중3이 왔다. 그게 선행
학습 광고한 겁니까? 자기가 중3으로서 그냥 고1 반에 온 것뿐이지 우리는
고1 예비반 하겠다고 광고를 한 건데 그게 어떻게 선행 광고가 되는 겁니까?
교육부장관 서남수: 단순한 제목으로는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요. 실제
주호영 위원: 이게 지금 처벌 규정이 있지요? 처벌 규정 있습니까, 없습니까?
교육부장관 서남수: 이 부분에서는 포함돼 있지는 않습니다.
주호영 위원: 처벌 규정이 없는 금지가 무슨 효력이 있습니까? 그러면 아무 효력이 없는
법이지.
교육부 장관 서남수: 저희가 적극적으로 행정지도를 통해서

····

····

⋮

····

주호영 위원: 그런 정책적인 수단이 필요하다는 것은 제가 인정합니다. 그런데 이 법의 규
정형식이 너무 성글고 이걸 대응하는 공권력의 행사방식이 눈에 보이듯이 뻔
하게 그런 방식으로 행사하는 것에 제가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 ‘4학년 때부터 시작해야 늦지 않습니다.’ 저는 그것 선행학습 광고
로 보이지 않거든요. 4학년 때부터 열심히 공부해야 된다는 뜻으로 보일 뿐
이지 그게 어떻게 선행학습 광고로 보입니까? 그래서 법률상 금지 규정의 구
성요건이라는 게 명확해야 되는데 지금 그냥 가벼운 생각으로 이것 해 놓으
면 금지될 줄 아는데 저는 단속도 애매할 거라고 봅니다.

····

나. ‘사교육기관규제’에 관한 주도집단 간 논쟁
1) 법제처 의견서: 정부안 지지

2013년 6월 「한겨례」10)는 법제처가 교육부와 국회에 보낸 양 법안의 검토의견서를
보도하였다. 법제처는『선행교육금지법』의 경우 “학원·교습소 및 개인과외 교습자에 대
해 동 법을 적용하는 것은 직업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은 아닌지 검토가 필요

10) 「한겨레」(2013.06.12.) 법제처 “학원규제하면 강사 등 직업자유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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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고 밝혔다. 법제처 관계자는 헌법재판소 판례를 인용하면서 직업의 자유는 직업선
택의 자유 및 직업수행의 자유까지도 포함하는 등 그 해석이 광범위하기 때문에 『선행
교육금지법』의 주장이 지나치다고 설명하였다. 반면에 『공교육촉진법』의 경우, 공교

육 과정에서 선행교육만 규제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실효성과 형평성에 문제가 있을 가
능성이 존재하나 공교육과 사교육의 헌법적 평가가 다르고, 가능성이나 효율성을 고려

하면 평등의 원칙에도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혀 법제처가 정부안을 지지하고 있
음을 보여주었다.

2) 교육부 장관의 인터뷰

2013년 7월 8일

서남수 교육부장관은 「뉴시스」와 인터뷰11)를 통해, ‘사교육기관을

직접 규제하는 것은 개인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며 이 때
문에 『공교육정상화법』에 이러한 조항을 삽입하는 것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하였
다. 이러한 발언은 교육부가 법제처와 마찬가지로 공식적으로 사교육 기관에 대한 규제
를 반대하고 있음을 명확하게 해주는 것으로. 사교육시장을 규제하지 않고는 선행학습
의 실효성을 거둘 수 없다는 교육단체들의 주장과는 반대의 입장에 서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3)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반박 보도문

2013년 7월 9일

사걱세는 사교육기관을 직접 규제하는 것은 개인의 기본권을 과도하

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교육부장관의 발언을 두고 반박보도문을 발표하였다. 사걱세
는 두 가지 요인(2009년
에 합헌판결을 내렸던
는 것 자체가 위헌이

10월 헌법재판소가 학원에 밤 10시 이후 영업시간을 규제한 것
것과 2000년 4월 과외금지 위헌 판결에서 고액과외교습을 금지하
아니라, 고액과외교습을 억제하기 위한 방법의 선택이 잘못되어

고액과외교습의 위험성이 없는 과외교습까지도 광범위하게 금지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
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위헌성이 있다고 판시한 결정12))을 근거로 들어 사교육기관 규제
가 직업선택의 자유를 규제하여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며, 사회적 폐단이
심각한 선행교육을 규제하는 것이므로 합헌적 성격이 짙음을 강조하였다.

특히 사걱세는 사교육기관의 선행교육 상품 모두를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이 스

스로 하는 선행학습은 허용하고 있으며, 예체능 등의 교습과 영재학교의 경우는 적용하

지 않으며, 대학입시가 임박하여 선행교육을 할 수 밖에 없는 고등학생에 대한 선행교
육은 제외하여 침해를 최소화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이러한 발표는 『선행교육금지

11) 「뉴시스」(2013.07.08) 서남수 교육 “사교육기관 선행학습 규제는 기본권 침해”
12) 판결문제목: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22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제청, ‘학원의설립운영
에관한법률’ 제3조 등 위헌 확인 판례번호 : 98헌가16, 2000.4.27

206

교육행정학연구

법』의 주도집단으로서 이들의 쟁점사안을 고수하고 동법이 공식의제로 채택되기를 강
력히 피력하는 것이다.
다. 학원단체의 반발
한국학원총연합회 산하 학원단체들은 선행학습과 선행교육 규제를 통해 사교육 문제
를 해결하고자 사교육기관을 규제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에 대해 반대 입장을 고수해 왔

·

·

다. 특히『선행교육금지법』이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에게 행정처분을 가할 수 있
다는 내용은 지나치게 급진적인 법률안이라며 반대의사를 명백히 하였다. 이에 학원총
연합회는

100만

학원가족 및 학부모, 일반인을 대상으로 ‘선행교습금지법안 반대 서명운

동’을 전개하는 협조요청문을 발송하고13), 국회 교문위를 방문해 선행학습금지법안 제정
에 반대하는 서명부를 제출했다. 이들은

“선행학습 금지가 오히려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고 음성적 고액 과외를 양산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14). 학원단체들은 두 법안
중 선택해야 한다면 차라리『공교육촉진법』이 더 형평성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주장은 이들이 정부안에 좀 더 우호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라.

『공교육정상화법』으로 병합 처리 및 국회 통과

양 진영의 주도집단들이 벌인 논쟁에도 불구하고, 두 법안은

·

육정상화법』으로 병합 처리되어 국회를 통과하였다.

<표 4>는

2014년 2월 20일『공교
국회 교문위 법안심사소

위원회 회의록(2014.2.18)을 통해 두 법안의 쟁점사안 중 어떤 것이『공교육정상화법』
에 포함되어 있는지를 설명한 것이다. 최종안에는『선행교육금지법』이 필수적으로 반
영하고자 했던 내용들, 예를 들어 유치원 및 사교육기관에 대한 규제 및 행정처분이 내

용에서 배제되고, 광고 및 선전에 대한 규제도 최소한으로 반영되었으며, 위원회의 선행
교육에 대한 조사권도 반영되지 않는 등 사걱세와 민주당의 주장이 상당 수 포함되지
않았다.
이와는 달리 『공교육촉진법』의 내용은 최종안에 좀 더 포괄적으로 포함되는 모양새
를 갖추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동원모형을 따르고 있는 주도집단의 주장에 좀 더 무게
가 실린 것으로 결론을 내릴 수 있다.

13) 자료: 한국학원총연합회 홈페이지 자유게시판: 이상민 의원 「선행교육 규제 특별법안」 반
대서명 협조요청(2013.04.26):
http://www.kaoh.or.kr/index.php?mid=kaoh_free&page=11&document_srl=56534
14) 「연합뉴스」(2013.05.24) 학원연합회 선행학습금지 반대서명 국회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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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법안의 쟁점사안 중 최종 공교육정상화법 에 포함된 내용

쟁점사안

“선행학습”정의
“교육관련기관”
“교육관련기관”
규제 내용
광고 및 선전
위원회 역할
행정처분의 대상 및
방법
적용의 배제
적용의 배제 교과목

최종안『공교육정상화법』

· “선행학습” 정의적용, 『선행교육금지법』반영
· 유치원 및 사교육기관 제외됨, 『공교육촉진법』반영
· 초·중·고등학교 정규교육과정 및 방과후 교육과정의 선행교육 및 선
·
·
·
·
·
·
·

행학습 유발하는 평가 등의 행위금지. 『공교육촉진법』적용
『선행교육금지법』을 최소 수준에서 반영

·

위원회 성격을 심사 의결기구로 정함
『선행교육금지법』의 선행교육에 대한 조사권 반영하지 않음.
『선행교육금지법』안의 사교육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항목 배제함
‘행정처분’의 용어를 ‘시정 또는 변경명령’으로 변경
『공교육촉진법』안 반영
『선행교육금지법』과『공교육촉진법』안 반영

자료: 『공교육정상화법』(의안

9450)의

의안전문과 국회 교문위(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록(2014.2.18)을 가

지고 구성

V.

결론

본 연구는 정책의제 형성과정에 초점을 두어 『선행교육금지법』과 『공교육촉진법』
이『공교육정상화법』으로 만들어져가는 과정을 외부주도모형과 동원모형을 토대로 의
제의 제기단계, 구체화단계, 확산단계, 진입단계로 살펴보았다. 두 법안은 우리나라의 과
도한 사교육비의 지출이 학교교육의 정상적 수준을 벗어난 선행학습과 선행교육에 있으
며, 학교교육(공교육)의 정상화를 도모해야한다는 기본적인 인식에서 출발하였다는 공통
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인식을 완성해 하나의 정책으로 만들어 가는 방법에
있어,『선행교육금지법』은 정부 밖의 외부집단인 사걱세의 주도로 의제가 제기되고, 문
제 해결을 요구하는 이 집단의 전략적 활동을 통해 구체화와 확산단계를 거치면서 선행
교육금지법 제정운동으로 전개되고 민주당의 지지를 얻어 국회 법안발의에 이르는 외부
주도모형을 따르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반면에『공교육촉진법』은 대통령 후보의 공약으로 단숨에 정부의제로 채택된 후 정
부와 새누리당의 주도로 선행학습과 선행교육이 불러오는 문제점을 인지적, 정서적, 교
육적 측면에서 살펴보고, 이를 해결하고자 정부차원의 추진과제를 통해 공중에게 이들
이 주도하는 의제를 구체화하고 확산시키는 과정을 거쳐 국회 법안 발의에 이르는 동원
모형을 따르고 있다. 그러나 두 법안은 진입단계에서 서로의 쟁점사안에 대해 팽팽히
맞서며, 동원모형을 따르는 법안의 내용이 좀 더 많이 수용되고, 외부주도형을 따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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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안의 내용이 상당수 배제되는 형태로 병합 처리 되어『공교육정상화법』으로 국회를
통과하였다.
본 연구는

Cobb, Ross & Ross(1976)가

제시한 정책의제 형성과정의 4단계를 통해 외

부주도모형과 동원모형을 동시에 살펴볼 수 있는 좋은 사례이다. 특히 주도집단이 누구
이며, 이들이 어떠한 전략을 사용하여 정책의제에 이르는지를 살펴볼 수 있다. 그러나
동시에 본 연구의 이러한 장점은 주도집단만을 주 대상으로 삼아 분석을 하고 있으며
정책형성 과정을

Cobb, Ross & Ross(1976)이

제시한 4가지 단계로 단순히 적용하고 있

는 것이 아닌가 하는 한계점으로 비추어질 수도 있다. 이러한 한계점은 얻을 수 있는

·

자료의 부족에서 기인한다. 권순성 김재웅(2010)은 교육정책의 과정을 연구하는 것은 쉽
지 않다고 하였다. 그것은 정책이 만들어지는 일련의 과정이 모두 공개되는 것이 아니

기 때문에 정책에 참여하지 않은 연구자가 눈에 드러나지 않는 정책 행위자들 간의 일
련의 정치적 활동에 대한 내용을 아는 것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선행교육금지법』의 경우, 연구자가 알고 싶었던 사걱세의 법률 시안이 민주당의 안

으로 옮겨가는 정치적 과정이나, 두 법안이 하나의 최종안으로 합의되는 과정에서, 국회
라는 장 밖에서 정책 행위자들 간의 정치적인 합의의 과정이 있었을 것으로 유추되나
이러한 과정을 살펴보는 것은 어려웠다. 이러한 이유로 본 연구도 정책형성 과정의 정
태적 분석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공교육정상화법』은

2014년에

법률로 만들어져 같은 해 9월부터 정책집행이 이행된

신생 정책이다. 그러나 교육부는 올해 3월 동 법안에 대해 입법 개정예고를 발표하였다.
이러한 이유는 동법이 방과후학교에서 선행교육을 규제하도록 정하고 있지만 이러한 조

·

항이 오히려 방과후학교 참여율을 감소시켜 중 고등학교의 경우 사교육비가 증가한 것
으로 조사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한국교육개발원(2013)은 동법의 국회 통과

3개월

전에

발표한 연구보고서에서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주된 요인은 학교 안보다는 학교 밖에 존
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러한 요인에는 ‘학벌사회에 대한 인식’

및 ‘학부모인 어머니의 교육수준’ 등이 포함되어 있어 선행학습 요인이 학교 내부뿐만

아니라 학교 밖에도 존재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이것은 형성된 정책이 원래 만들
어진 의도에서 벗어나는 결과를 초래하고, 정책 형성 과정에 포함되어 논의되지 못한
사안들이 있었음을 의미한다.

향후 『공교육정상화법』에 대한 개정 및 재개정이 이루어지고 이 법의 적용사례를
통한 정책 집행에 대한 연구가 진행될 것이라 생각한다. 그러므로 앞서의 언급한 점을
감안하여 좀 더 심도 있는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이와 더불어

두 법안이 병합 처리될 때 동원형을 따르는 정부안의 쟁점사안이 외부주도모형을 따르
는 주도집단의 쟁점사안보다 상대적으로 많이 포함되는 형태로 법안이 마련되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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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한 과정은 정책형성과정에서 쉽게 찾아 볼 수 있는 예는 아닌 것으로 생각된다. 이지

·

호 이덕로(2013:

78-79)는

후발민주주의국가의 의제설정 과정의 모형은 선진 민주주의 국

가의 모형과 다른 길을 걷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우리나라와 같이 권위주의 통
치를 경험하고 민주화를 성취한 후발민주주의국가의 경우 콥(Cobb)이 제시한 의제설정

모형에 정확히 들어맞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즉 초기 정책형성과정은 동원형이라 할지
라도 법 개정단계는 외부주도형으로 나타난다는 것이다. 따라서 향후 『공교육정상화

법』의 정책 형성과정을 새로운 시각으로 연구하거나, 정책집행을 둘러싸고 일어나는
일련의 법 개정 문제를 다룸에 있어 이들이 주장하는 모형으로 연구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이러한 과정이 선진 국가에서는 사례가 없는지 우리와 같은 후발민주주의
국가에서만 일어나는 현상인지에 대한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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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 stract

An Analysis of

the Process of

Policy Agenda Building:

The Case of Special Law about the Regulation of Prior Education

and the Facilitation of School Education Normalization

(Korea University)

Lee, Kyung Og

This study analyzed the policy agenda building process of the Special Law about
Regulation of Prior Education and Facilitation of School Education Normalization15), the
new education policy designed to reduce the private education fees by the current
government. This law was scrutinized by focusing on the specific time period from
the year 2009 to Feb. 20th in 2014 when it was enacted, and using the four major
stages (Initiation, Specification, Expansion, & Entrance) of the Outside-Initiated model
and the Mobilization model proposed by Cobb, Ross & Ross(1976).
The law was formed from a combination of two other bills, ‘the special law of
Facilitation on School Education Normalization’and ‘the special law of Regulation on Prior
Education.’ Through the research, the former initiated by the top decision-maker
inside the formal governmental structure was described in the framework of the
Mobilization Model. On the other hand, the latter initiated by the non-governmental
group ‘No-Worry of Private Education’ was explained by the Outside-Initiative
Model. Since the two bills share the same purposes but have different controversial
issues, initiating groups on each side have used various strategies to put their core
issues in the final version. The study showed that the law was finally made in the
process of where the central issues of the Mobilization Model were excluded, but
those in the other were mostly accepted.
[Key words] policy agenda-building, outside-initiative
the special

law of

mobilization

model,

Regulation on Prior Education, the special

law of

Facilitation on S chool

model,

Education Normalization

15) It was designed to keep students from learning school subjects a semester earlier than
the time in the scheduled national curriculum, and hardly allow teachers/schools to teach
any contents that will be covered the following semester. This regulation will help
students refrain from taking any private education lessons in advance and possibly
reduce private education fees, which ultimately facilitates school education to be
normaliz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