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주제 교육정치학의 연구방법론

제 2주제 발표

미국 연방정부의 확대로 살펴본 중앙집권과 지방분권 사이의 정치학
박대권(서울대학교)

1. 들어가며: 미국의 연방주의와 헌법

미국의

교육지방분권화(Decentralization)와

연방정부의

집권화

(Centralization)은 그 출발점에 있어서 우리나라와 다르다. 그 출발의 전제는
주는 연방정부의 창조물이 아니고 그 자체의 헌법에 의해서 존재한다는데 있
다. 대한민국의 광역 및 기초지역단체는 대한민국 정부가 만든 행정단위라면,
미국의 주는 미국이라는 국가가 탄생하기 이전부터 존재했던 독립체(Entity)이
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광역 및 기초지역단체는 대한민국에 의해서 만들어진
하부 단위라면, 미국의 주는 미합중국을 건국 이전부터 구성하고 있고, 연방
주의에 의하여 묶여있는 하부단위라고 할 수 있다 (Henig, 2004).

이 때문에 미국 연방정부의 역할은 지극히 한정적이다. 각 주가 자신들이
지니고 있던 힘을 사회계약설에 의거하여 어느 정도 위임하여 옥상옥식으로
만든 연방국가가 미합중국이고, 그 행정부가 연방정부이기 때문이다. 미국 연
방헌법 1조 8항은 연방 정부의 역할을 화폐 제조, 세금 징수, 우체국 및 도로
건설, 과학의 증진, 전쟁 선포, 군대 양성, 주간 및 국제무역 규제, 조약 관장
및 외교 정책 수행 등으로 제한하고 있다. 즉, 주간의 교역 촉진에 도움이 되
고, 외교, 국방과 관련된 사안에만 연방정부에 그 권한을 부여한 것이다. 우리
나라의 외교통상부에 해당하는 외교를 담당하는 부서를 국무부(Depar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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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State)라고 부르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또한 1791년 12월 15일 비준된 수
정헌법 10조에는 “헌법에 의해서 미합중국(연방정부)에게 위임되지 않거나,
주에게 위임하도록 연방정부에 의해서 금지되지 않은 권한은 주와 주민들에
게 귀속된다”고 명시함으로써 연방정부의 역할을 매우 제한하고 있다. 1868년
7월 9일 비준된 수정헌번 14조에는 주와 지장정부가 시민들의 생명, 자유, 재
산권이 공정성이 결여된 절차를 통하여 침해받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러한
조항은 미국 수정헌법의 첫 10개조인 권리장전(Bill of Rights)가 모든 주에 적
용될 수 있는 근거가 되며, 미국 교육에 있어서 인종적 차별을 금지한 1954년
브라운 평결(Brown v.Board of Education)의 결정적 근거가 되었다. 미국의
연방정부가 교육에 개입할 수 있는 근거가 바로 이 조항이기에, 교육에 대한
연방

정부의

역할을

집권화(Centralization)이라고

하기보다는

개입

(Intervention)으로 보는 것이 적당하다고 할 수 있다.

2. 연방정부의 개입시작 (1950-70): 형평성의 시기
1)브라운 평결(1954)
연방차원의 교육에 대한 최초의 개입은 행정부보다 대법원에 의해 먼저 이
루어졌다. 1954년 연방대법원의 ‘Brown v. Board of Education’ 평결을 통하
여 교육이 자유로운 시민의 기본권이자 사회 정의의 필수적인 요소임을 법적
으로 보장하였다. 그때까지 미국을 지배했던, ‘흑백이 분리는 되지만 동등한
권리를 가짐(separate but equal)’이라는 원칙이 헌법적으로 위배되기 때문에,
인종에 근거한 차별을 없애라는 내용의 판결은 그야말로 ‘상징적’이라고 할
수 있다. 상징적이라고 할 수 밖에 없는 중요한 이유는, 일단 언제까지 또한
어떤 수단으로 그 목적을 달성할지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것이다. 1955년 제2
Brown 평결에서 빠른 속도를 주문하였지만 적절 규모의 흑백 통합 프로그램
은 결국 1960년대 후반에서야 시작된다. 또한 실제로 시정된 정책을 시행해야
하는 주에서는 브라운 평결이 연방 헌법과 주법에 배치된다는 논거 하에 남
부를 중심으로 주와 지역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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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7년 냉전체제 중 소련(당시)이거센 항의가 계속 되었기 때문이다.

2) 국가국방교육법 (National Defense Education Act)

인공위성 스푸트니크를 발사하자, 첨단 기술이 경쟁국가에 뒤처지는 것에
대한 우려가 만연하며 교육을 국가 안보의 중요성과 관련시켜 생각하기 시작
하였다. 1958의 법은 연방정부가 주에 항목별 예산 (categorical aid)을 지급하
여 수학, 과학, 외국어 교육을 증진토록 하여서, 연방정부 차원에서 교과목에
대한 최초의 지원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법을 통하여 예산의 증액이 이루어졌
음에도 불구하고 총 교육비 중 연방 정부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2%에 불과했
다.

3) 초중등교육법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Act: ESEA)

케네디 대통령의 후임인 존슨(L. Johnson)대통령은 ‘위대한 사회(Great
Society)’를 표방하며 빈곤과의 전쟁을 선포하였다. 1964년 민권법 (Civil
Right Act)을 통하여 존슨 대통령은 “직업과 돈이 부족한 것은 빈곤의 이유가
아니라 빈곤의 증상”이라고 언급하며, 빈곤의 증상이 아닌 원인치료를 천명하
였다. 그는 교육에 있어서의 연방정부의 역할을 과거 뉴딜 정책의 연장선이라
고 천명하며, “다섯 번째 자유는 무지로부터의 자유”라고 선포(1968)하며 적
극적인 연방정부의 개입 추진하였다.
원래 제안된 초중등교육법의 성격은 그 자체가 재분배적 성격을 띠고 있어
서, 교육적으로 소외된 학생들을 위한 선별적 지원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지원의 구체적인 방법은 간 소득 2000달러(당시) 이하의 저소득층 밀집 거주
지역의 학생들에 대해서 1인당 지출을 늘리는 것이었다. 그러나 실제로 확정
된 법은 정치적 타협의 결과로 그 성격이 조금 바뀌게 된다. 분배 및 재분배
적 성격을 지니게 되고, 대상 학군의 수를 최대한 늘리는 것이 그 목적이 된
다. 그러다보니, 94%의 학군이 예산지원을 받았고, Title1이 저소득층학생 지
원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쓰이는 것을 허용하게 되었다. 즉, 연방정부의 개입
에 대한 주와 지방의 저항과 타협하기 위해서, 저소득층에 대한 조준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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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rgeted) 지원만을 목표로 했다가 교육 예산 자체를 늘리는 쪽으로 변하게
된 것이다.
국가국방교육법과 초중등교육법 등의 영향으로 연방정부의 교육예산은 1958
년과 1968년 사이 3억 7500만 달러에서 45억 달러로 증가하게 되었고, 학교예
산에서 차지하는 연방정부 지원금의 비율도 3%이하에서 10% 가까이로 증가
하게 되었다. 초중등교육법을 두고 공화당과 민주당은 빈곤 및 교육 불평등의
원인에 대한 시각 차이로 서로 다른 처방을 주장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정책
의 본래 목적은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이었으나 그러지 못하
고 예산을 확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수층이 가진 결핍적 관점은 저소득층
학생들은 빈곤의 문화에 졌어있기 때문에, 중산층의 가치를 교육에 도입하면
그들의 삶이 나아질 것이라는 생각이었다. 이에 비하여 진보측이 가진 구조적
관점은 저소득층 학생들이 재원이 부족한 학교에 다니기 때문에, 예산을 증가
시키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더욱 본질적인 문제는 교육철학의 혼선에 있었다. 즉, 빈곤과의 전쟁이라는
정치적 선언을 충족시켜야한다는 정치적 목적과 당위성은 있었지만, 그러한
정책적 실행이 정말로 빈곤을 없애고 저소득층의 교육을 향상시킬 것인지에
대한 확신이 없었던 것이다. 즉, 빈곤과의 전쟁을 실행하는 방법과 저소득층
학생을 위한 최선의 방법에 대해 구체적이지 못하고 불확실하게 초중등교육
법의 실행이 진행된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학교에서 실행되는 여러 프로그램
(기존 및 신규)에 대해서 연방 정부의 예산을 사용하게 되었다. 교수방법개선,
문화향상, 사회적 개선 프로그램, 도서관 개선, 학부모 참여, 영양 증진 프로
그램, 사회 및 의료 서비스 등 초중등교육법의 Title I과 전혀 관련이 없는 사
업에까지 연방정부의 예산이 지원되게 되었다. 물론, 초중등교육법의 예산은
일반예산 지원이 아니라 저소득층 학생들에 대한 항목별 예산만 지급하는 것
이었고, 이러한 항목별 예산 지급은 연방 정부의 교육관련 기관의 역할을 정
보 수집 및 제공에서 장학으로 전환시키는 효과를 가져오기도 했다. 그러나
연방정부의 교육관련 개입에 대한 정치적 반대를 고려하여 법령을 강제하거
나 일괄적으로 따르도록 하는 장치를 마련하지는 못 했다. 연방 정부의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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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의 경우 계획은 연방정부에서 이루어지더라도, 그 실제적인 실행은 주와
지역 정부에서 이루어진다는 현실의 벽을 넘지 못한 것이다. 이러한 타협은
닉슨과 카터 행정부를 거치면서 계속되고, 연방정부는 Title I에 100개 이상의
새로운 항목별 프로그램을 추가시키게 되었다. 이렇게 계속된 연방정부의 예
산 증액 및 프로그램 증가로 결국 1979년 연방정부에 교육부가 신설되기에
이른다.

3. 레이건 대통령 시기;
본격적인 정치화의 시작 (1980-1987): 수사적 정책
1965년부터 초중등법과 관련된 연방교육정책이 진행됨에 따라 연방교육정책
에 대한 두 가지 큰 불만이 나타났다. 하나는 연방정부의 정책이 지나치게 처
방적이고 간섭적이어서 주와 지역 정부의 자율권을 침해한다는 것이었다.
Title I이 재분배적 기능이 있다하더라고, 다른 Title에 의한 예산 지원과 직업
훈련 등에 대한 지원 등이 고소득층 밀집 학군으로 지원되면서 원래 의도했
던 정책효과가 반감하게 된 것이다. 다른 하나는 연방정부가 학교의 질을 높
이고 학생들의 성과를 높이는데 비효과적이라는 것이었다. 연방정부의 지원이
주나 지역에서 이미 시행되던 교육프로그램으로 집중되어 학생들의 성과 향
상에 별 효과를 가져오지 못했다는 것이다. 위대한 사회의 많은 프로그램들이
빈곤층을 도와서 경쟁력을 가지게 하려는 것이었으나 실질적으로는 복지후생
계획에 불과하게 되어 “경쟁을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되고, 하지도 않을”
빈곤층을 만들어버렸다는 비판에 직면하게 되었다 (Kaplan and Peggy,1986).
또한 1960,70년대 지속되었던 스쿨버싱정책의 이 두 가지 불만을 증폭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공화당은 연방정부의
간섭이 미국 학교의 성과 저하를 가져왔다는 보고서들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
하였고,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1980년 책 강령(Republican Platform)에 “연방
정부의 교육에 대한 규제완화와 연방정부의 교육부 폐지”를 삽입하기에 이르
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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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권 후 1981년 공화당은 레이건 대통령의 ‘신연방주의(New Federalism)’의
모토아래 교육 통합 및 향상 법(Education Consolidation and Improvement
Act)을 통과시켜 연방정부의 교육예산 20% 삭감, 연방정부의 교육관련규제
85% 감축을 목표로 하고, 이 법을 통하여 교육정책의 방향을 형평성이 아닌
민영화, 선택 그리고 경쟁으로 계획하였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1983년에
탄생한 것이 그 유명한 ‘위기의 국가: 교육개혁에의 명령(Nation at Risk :
The Imperative for Education Reform)’ 보고서이다.
이 보고서는 그 내용과 작성과정에서 교육을 둘러싼 각 이해집단의 역할과
그 역학관계, 또한 교육의 정치성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었다. 국가교육수월
성위원회(National Commission on Excellence in Education)이 작성한 본 보
고서에 원래 레이건대통령이 기대했던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즉, 그 이전까
지의 형평성 시대와 전혀 다른 수월성이라는 개념을 초중등교육에 도입하면
서 다음의 다섯 가지 의제가 희망했던 것이다. 1) 공립학교 교실에서의 기도
를 부활하여 개신교적 전통이 이어지도록 2) 사립학교 진학 증진을 위한 세금
감면제도 확대 3) 바우처제도 지원 4) 교육의 기본 책임을 정부가 아닌 학부
모에게로 5) 연방 교육부의 폐지가 그것이다. 그런데 이를 담당했던 교육부의
테렐 벨 (Terrell Bell) 장관은 이와는 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벨은 공
화당 주류의 입장과는 달리 학교에 대한 지원을 지지하여 연방 교육부 폐지
에 반대하는 입장이었다. 이에 따라, 기존의 학교가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공화당 중심의 보수 진영이 생각하는 과격한 개혁은 필요 없다는 보
고서가 나오기를 기대하면서 해당 국가교육수월성 위원회의 위원을 임명한
것이었다.
여기에 교육과 관련된 정책의 ‘철의 삼각(iron triangle)’이 활발하게 움직이
게 된다. 교육부라는 연방 차원의 부처를 가지게 된 관료, 독립된 행정부처를
감시하는 의회 상하원의 교육관련 위원회, 그리고 교육관련 시민단체, 교육학
자들이 나서서 교육부의 폐지를 막으려고 노력한 것이다. 보고서에는 이러한
정치적 역동성의 산물이 실리게 된다. 보고서는 교육은 오랫동안 주의 역할
(state’s role)이었지만, 미국 학생들의 심각한 성과 저하는 국가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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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tional problem)가 되었다고 현상을 진단한다. 국가안보적 차원에서도 과거
냉전 시대에는 스푸트니크사건이 문제였다면, 세계 경제 시대에서는 다른 경
쟁 국가들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초중등교육법의 통과 이전에 스푸트니크 발
사라는 위기 상황이 국가국방강화법으로 연결되어서 연방정부의 교육개입으
로 이어졌다면, 이 보고서에서는 교육의 질 저하가 국가경쟁력을 저하시켰다
는 위기의식의 고취로 연방정부의 교육개입을 정당화시킨 것이다. 즉, 공교육
을 강화하기 위해서 교사의 임금 향상, 교육과정의 강화, 표준화 척도 도입하
여 연방정부의 교육지원 확대를 주장한 것이다.
본인이 고대했던 내용이 담겨있지 않은 것에 실망한 레이건 대통령은 처음
에는 보고서 내용의 대통령 보고를 거부하다가 마지못해 백악관뜰에서 행사
를 갖는다. 이러한 레이건과 공화당 정부의 생각과는 다르게, 학생의 성과 및
학교 교육의 질 저하라는 보고서 내용이 미디어의 관심을 받게 된다. 즉 많은
미국인들은 교육이 주의 역할이라는 전통적인 측면보다는 국가적 문제라는
사실에 더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연방정부가 교육에 대하여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결국, 연방 교육부 폐지라는
레이건 정부의 원래 계획은 수포로 돌아가게 되었다. 물론 레이건은 뛰어난
수사와 화술로 유명한 정치인으로 유명하였던 것처럼 교육이 중요하다는 말
은 계속 하였지만, 연방정부의 교육예산은 줄이게 된다. 즉, 공화당 출신대통
령으로써 교육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기는 했지만, 공화당 대통령답게 연방정부
의 지원은 줄인 것이다. 그러나 이 시기를 통하여 교육은 연방 정부와 의회에
서 과거와 다른 비중을 가지게 된다. 즉, 교육 문제가 연방 정부 차원에서의
정치 문제로 떠오르게 되었고, 지도층과 대중이 표준화 기반의 개혁을 효과적
인 교육개혁 방안으로 인식하게 되어서 그 흐름이 지금까지 이어지게 된 것
이다.

4. 부시대통령(1988-1992): 교육을 국가적 목표로 설정
레이건 행정부의 부통령 출신인 부시대통령은 초중등교육의 개혁을 가장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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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한 국내 정책으로 생각하여, ‘교육대통령’이라는 칭호가 걸맞도록 대통령직
을 수행하였다. 분권화된 학교에 대해서 연방정부의 리더십이 역할을 하도록
법제화하고, 이에 따라서 다양한 교육 조직을 만들었다. 1989년 미국 역사상
최초로 50개 주의 모든 주지사들을 불러서 교육관련 회의를 진행하였다(이 회
의에서 부각된 주지사가 빌 클린턴 당시 아칸소 주지사였다). 표준화, 평가,
선택이 부시의 교육개혁의 핵심이었으나, 두 차례의 법제화에서 여당인 공화
당마저 등을 돌림으로써 의회의 지지를 얻는데 실패하여 성과를 거두지 못하
였다. 즉, 레이건대통령은 수사로서만 교육을 중요시하였던 것에 반하여, 후임
자인 부시대통령은 실질적으로 교육을 중요시함으로써 보수 진영의 지지를
받지 못한 것이었다.
부시대통령은 개혁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정치적 지지를 얻는 데는 실패했
지만, 전임자와 마찬가지로 학교의 위기와 교육개혁에 대한 미디어와 대중의
관심을 모으는 데는 성공하였다. 실질적으로 나타난 가장 큰 변화는 교육이
주와 지역의 임무라는 ‘지역 통제(local control)’의 전통에서 지역적 통제와
국가적 성과와의 균형으로 역사적 전환을 실행했다는 것이다. 아울러, 투입
중심의 교육개혁에서 성과 중심의 교육개혁으로의 전환하였고, 예산 지원 중
심의 교육개혁에서 구조 개혁 중심의 교육개혁으로의 전환했다는 것이 가장
큰 의미라고 할 수 있다. 즉, 교육개혁이 교육과정의 개혁이 아니라 교육제도
의 개혁으로 패러다임이 바뀐 것이다.

5. 클린턴 대통령 이후: 중도주의적 정책의 시작 (1992-)
클린턴 대통령은 주지사 시절부터 과거 민주당의 전략과 사뭇 다른 중도적
인 입장을 취하여 집권에 성공하였다. 집권 초인 1993년 정치적인 영향력 확
대를 꾀하며, 전임자 부시가 의안을 제출했다가 실패한 교육관련 법안인
America 2000의 내용을 재포장하여 Goals 2000을 의회에 제출하여 통과시켰
다. 이 법은 연방정부의 역할을 저소득층 학생들의 형평성에 대한 초점에서
모든 학교와 학생들의 학업 성취를 향상시키는 것으로 전환시키는 것이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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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목적이자 성과라고 할 수 있다. Goals 2000이 America 2000의 복사수준이
라고 폄훼당하기도 하지만 표준 개발에 있어서의 연방 정부의 역할을 강조하
고, 사립학교보다는 공립학교 선택을 통한 학교 향상에 대한 비중을 두었다는
것이 의미를 지낸다고 하겠다.
클린턴과 민주당의 성공은 교육이 국가적 차원의 과제이자 민주당이 교육
에 있어서 연방 지출증가와 교육개혁을 추진하는 정당임을 국민들에게 인식
시켰다는 것이다. 클린턴 행정부는 Goal 2000에 기초하여 초중등교육법의 개
정(별칭: Improving America’s Schools Act, IASA)을 시도하였다. 1994년
ESEA의 가장 큰 의미는 연방정부의 예산을 교육개혁과 연결시킨 데 있다.
즉, 과거의 연방교육이 소외된 계층의 어린이에게 초점을 맞추었다면 1994년
의 새로운 교육법은 ‘모든’어린이의 교육의 향상에 초점을 맞추었다는 것이다.
공화당과 민주당 양당 일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수완으로 법안을 통
과시켰다. 그 주 내용은 표준화, 평가, 학습기회, 학교선택, 교정지원, 유연성
등인데 훗날 조지 부시 대통령이 통과시킨 No Child Left Behind의 중요내용
은 표준화(standards), 평가(assessment), 연간 적정 향상(adequate yearly
progress), 학교 성적표(school report card), 교정 프로그램(corrective action)
등은 1994년 법에 이미 표현되었던 내용이다.
그러나, 1994년 공화당 혁명으로 하원의회를 40년 만에 장악한 공화당의
반격으로 클린턴 행정부의 야심찬 계획은 난항을 겪게 되었다. 공화당은 과거
이루지 못했던 연방 교육부 폐지, 연방 교육예산 감축, 교육 예산의 사립학교
바우처 지원및 블록 그랜트로의 전환을 주장하는 제안서 작성하여 클린턴 행
정부를 위축시킨다. 그러나, 이러한 공화당의 전략은 “교육을 등한시 하는 정
당”이라는 낙인과 함께 국민적 저항을 초래하여 1996년 선거에서 공화당 후
보가 참해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1996년 대통령선거에서 교육은 가장 중요하
게 여겨지는 31개 이슈 중 2위를 차지하였는데, 공화당의 Dole 후보(30%)는
클린턴 후보(적합도: 59%)에게 교육 이슈에서는 29%나 뒤지게 된다. 결국 클
린턴 2기 정부의 출범과 함께 연방정부의 교육개입에 있어서는 “정책의 창”
이 열리는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어 양당의 중도적인 지향아래 연방정부의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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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 지향적인 정책이 시작되었다.
공화당은 대선패배의 원인을 여성들이 가장 중요시하는 이슈인 교육에서
졌기 때문이라고 판단하였다. 남성표에서는 49대 39로 이겼으나, 여성표에서
29대 52로 패배했기 때문이었다. 즉, 교육부 폐지, 연방정부의 교육 불개입 등
의 보수적 정강정책으로는 더 이상 유권자를 납득시킬 수 없다고 판단하여,
공화당이 다수인 의회에서 클린턴행정부가 요구한 예산보다 증액해서 예산을
통과시키는 변화를 가져온다. 이 때문에 1960년대 이후 가장 기록적인 연방정
부의 교육관련 예산이 증가하게 되었다. 아울러, 기업인들의 연방정부차원의
표준과 시험에 대한 요구가 공화당으로 하여금 연방정부의 교육개입을 부추
기게 하였다.
민주당은 예산증가가 필요조건이지 충분조건은 아니라는 인식이 생기게 되
어 과거 예산 증액 일변도의 교육정책을 수정하게 되었다. 소수자 그룹과 유
권자 사이에서 의미있는 개혁이 요구되어, 투입과 형평성 중심에서 표준, 책
무성, 학교선택으로의 정책변화를 가져오게 되었다. 2000년 4월 클린턴 대통
령은 인터뷰에서 “책무성을 묻지 않는 교육투자는 돈낭비에 불과하다. 그러나
투자없는 책무성의 강요는 헛수고일 뿐이다. 우리의 학생들이 더 배우도록 하
기 위해서, 우리들은 둘 다 모두를 해야 한다”고 하여, 과거 보수와 진보가
중요시하던 가치들 모두가 중요하다는 것을 시인하였다.

6. 조지 W. 부시 대통령: 국가 개입의 제도화 (2001-)
부시 대통령은 텍사스 주지사 시절인 1996년 민주당 클린턴 후보에게 공화
당 돌 후보가 패한 이후부터 온정적인 보수주의를 주장하여 “공화당은 보수
적 철학에 온정적 얼굴을 가져야 한다. 우리가 사람을 중요시한다는 것을 보
여줘야 한다. 공화당이 친교육적이라고 말해야한다”고 주장하였다 (워싱턴포
스트 1996.11.27.). 부시후보는 2000년 대통령 선거의 보도 자료 중 가장 많은
38%를 교육에 할애하여, 자신과 공화당이 교육을 중요시한다는 것을 과시하
였다. 전통적으로 교육을 중요시하는 민주당의 고어후보는 세금이 1위,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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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2위이었다. 결국 두 후보 모두 교육을 중요시하여 미국 대선 역사상 처음
으로 교육이 제일 중요한 이슈로 떠올랐고, 부시의 이와 같은 노력은 공화당
의 교육이슈에 대한 지지도를 41%로 끌어올려, 민주당에게 불과 3%뒤지는
결과로 나타났다 (그전 선거에서는 29% 뒤짐). 출구조사에서, 교육을 가장 중
요한 후보선택 기준이라고 응답한 15%의 유권자중 52%가 부시지지, 44%가
민주당의 고어후보 지지를 나타내는 일이 일어나기까지 했다.
부시대통령은 당선 직후부터 교육을 국내 정책의 최우선으로 두고, 초중등
교육법의 개정을 시도하였다. ‘낙오어린이 방지법No Child Left Behind Act’
이라는 별칭으로 더 유명한 초중등교육법의 2002년 개정판은 클린턴 대통령
때부터 시행된 중도성향의 교육개혁으로 민주당의 정책과 비슷한 성격을 지
녀서 양당 모두의지지(bipartisan support)를 받는데 성공하게 된다. 양당의 협
상과정을 통하여 바우처 제도 비실시, 정액 교부금제도 일부 시범실시, 시험
제도 실시 등을 통해서 결국 초당적 법안을 만들어서 의회를 통과하게 된다
(하원: 찬성 384, 반대 45. 상원: 찬성 91, 반대 8). 그 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
과 같다.
연례 평가: 2005-06년까지 각주는 3-8학년 학생에 대해서 읽기와 수학 시험
을 시행해야 함. 2007-08년까지 각주는 초, 중, 고 한 학년씩에 대해서 과학
시험을

시행해야함.4학년과

8학년의

학생

일부는

국가시험(National

Assessment of Educational Progress, NAEP)에 참가하여, 그 결과를 각 주의
평가의 비교 지표로 삼아야 함.
학업 향상: 각 주는 12년 내에 모든 학생들이 학업적 숙달을 달성하도록 해
야함.
시정조치: 학교가 2년 연속 적절한 연간 향상(Adequate Yearly Progress:
AYP)에 실패한 경우, 학교는 지역교육청으로부터 기술적 지도를 받고 학교선
택을 제공해야 함. 3년을 실패한 경우, 학생들에게 학원 수강을 포함한 보충
교육 프로그램 (Supplemental Education Service)을 제공해야 하고, 지역교육
청은 교직원을 교체하던지 새로운 교육과정을 시행해야함.5년 실패시, 학교는
협약학교로 전환되거나 운영권한을 주로 넘겨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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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표: 2002-03학년의 시행과 함께 주와 지역 교육청은 다양한 정보를 담은
성적표를 제공해야 함.
학교의 질: Title I을 받기위해서, 모든 교사들은 교사자격증을 소지하던지
해당과목에 대한 높은 수준의 능력을 보여야 함.
읽기 우선: 2002년 9억달러의 예산으로 과학적인 연구에 기초한 읽기 프로
그램을 유치원에서 3학년 학생들에게 제공함.
양도가능: 주와 지역 교육청은 예산을 50% 범위 내에서 ESEA 프로그램으
로 양도 가능함.
유연성: 150개의 지역교육청은 연방교부금을 범주 예산이 아닌 정액 예산으
로 받을 수 있음. 7개 주도 ESEA관련된 예산을 통합할 수 있음.
공립 협약 학교: 2002년 3억 달러의 예산은 주와 지역이 협약학교를 지원하
는데 사용함.
2002년 개정된 초중등교육법인 NCLB는 미국 연방 교육 정책의 목적과 수
단을 근본적으로 바꾸었다는 평가를 받는데 1965년 원래의 법안과 비교해보
면 다음과 같다.

교육개혁의 목적
1965년

사회적으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ESEA

학생들의 형평성과 접근성 증진

2002년
NCLB

정책결정 수단
연방정부의 주 및
지역 정부의 정책
과정에 대한 강제
연방정부의

과정

및

대한

투입에

영향감축
모든 항생의 교육을 향상

학교의

책무성 강화
주는 표준 및 평
가에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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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교육에 있어서 지역 자치(local control)을 중요시하여 연방정부의 개입
의 규모와 성격에 대하여 엄격하던 미국의 역사는 NCLB의 시작과 함께 종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미국 연방 교육부는 각 주의 교육개혁 노력을 감시하
고, 만족할만한 성과를 제 시간에 내지 못하는 경우에 경제적 재제와 법률적
시정조치로 처벌하는 역할을 가지게 되어 교육이 연방정부의 역할이 아니라
는 헌법적 전통과 정서는 과거의 일이 되고 말게 된 것이다.

- 77 -

한국교육정치학회 제33차 학술대회

7. 마치며
서두에 언급했던 것처럼 미국에서 연방정부의 교육에 대한 개입은 정치적
계산과 타협의 결과로 이루어졌다. 헌법에서 명기하고 금과옥조처럼 중시되오
던 지역통제(Local Control)의 전통은 외부적 요소(소련의 스푸트니크 발사,
세계적 경제 전쟁)와 내부적 요소(민권운동, 여론의 변화) 등을 둘러싼 여러집
단의 역학관계에 의해서 결국 과거의 유산으로 남고 현실과 이별을 하게 되
었다.
연방교육예산 확대를 통해서 저소득층의 교육향상을 꾀한 최초의 초중등교
육법이 6,70년대를 계속 이어져 내려온 것은 당시 민주당이 계속하여 의회를
장악했던 것과 맥을 같이한다. 우리나라에서도 어느 장관이 용어를 사용하여
문제가 되었던 선심정치(pork barrel politics) 덕으로 교육예산이 늘어난 것이
다. 연방교육부가 생긴 것이나 존속된 것도 철저한 정치적 계산과 역학관계에
서 일어난 것이지, 그 속에 교육적인 배려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철학적,
전통적인 이유로 교육부를 폐지하려고 했던 레이건 대통령도 여론 앞에서는
어쩔 수 없이 교육부를 존속시키도록 하였다.
즉, 미국이라는 나라의 교육정책을 살펴보아도 우리가 생각하는 ‘백년지대
계’나 장기적 계획과는 거리가 먼 계획임을 알 수 있다. 지금은 제도화되다
시피한 수월성 중심의 교육정책도 마찬가지다. 공화당과 민주당의 정책이 비
슷해져가는 과정에서는 부자 부시대통령과 클린턴대통령 사이의 징검다리식
정책 협조 및 교환을 통해서 가능해진 것이지, 의도적 계획에 의한 것이 아니
라는 것이다.
미국의 이러한 연방교육정책과 우리나라 중앙정부의 교육정책을 비교해보면
오히려 우리나라의 정책이 더 계획적이고 장기적이라 하겠다. 그러나, 미국의
교육정책을 많은 사람들이 좀더 매끄럽고 괜찮은 정책으로 이해하는 이유는
그러한 정치적 타협의 결과를 미국인들이 거부감을 갖기보다는 당연시하기
때문인 것 같다. 우리가 ‘졸속’, ‘야합’이라고 평가할만한 정책들을 ‘주어진 한
계 속에서 최선을 다한’, ‘양당의 협의’이라고 간판만 바꿔 달았다는 느낌이다.
우리도 교육 정책과 관련하여 교육적 의미만을 생각하지 말고, 정치적 타협에
도 비중을 둔다면 교육에 대해서 조금 다른 시각을 갖게 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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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교육정치학이 할 수 있는 중요한 일은 바로 일반인들이 인식하기
힘든 차이를 발견해내고, 수사 뒤에 몸을 숨기고 있는 이익집단의 생각들을
밝혀내는 것이라 것을 학자들은 잊어버려서는 안 될 것이다. 양당이 합의한
법률을 두고 샴페인잔을 기울이고 있을 때, 그 정책의 예상되는 결과를 보도
자료에 근거하여 기자들이 기사를 쓰고 있을 때, 그 법률 통과와 정책 집행의
문제점부터 비판적으로 생각하고 찾아내는 게 교육정치학자들의 역할이 아닐
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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