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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
Since the establishment of modern public education system, the right to receive education
equally without discrimination has secured as the basic principle of education. However,
neoliberalism—an ideology emerged for educational reform among OECD countries since 1980s—
has been influencing restructuring of education system significantly. Neoliberalism, which
considers education as a kind of service that can be purchased at a market. As a result, such
market forces have been criticized that its high dependency on individual consumer choices and
market competition among suppliers may increase the impact of socioeconomic status on access to
education. This has been evidently found in previous studies on many countries. However, the UK
broadly guarantees the parental right to select schools for their children’s primary and secondary
education. Educational reform that expands school choice of parents is called “parentocracy” or
“the third wave”. In the case of the US, it is rather a “regulated school-choice system” as they
make it a rule to allocate a student within a school district while associating school selection with
race, equal opportunity among different income groups, and accountability. On the other hand,
neoliberal discourses in Japan’s educational reform are restricted to compulsory education. Korea’s
case is distinctive from other countries that diversification of high schools is understood as an
attempt of neoliberalism. This study compared histories and arguments on school-choice systems
of those four countries, and further proposed strategies to secure equal opportunities of
compulsory education and its implications for the Korean education policies.
Key words: Criticisms of school choice system, neoliberal educational reform,
restructuring of education system, challenges of compulsory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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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근대 공교육 체제의 완성 이후 모든 국민이 차별을 받지 않고 균등하게 교육을 받는 것은 공교육
의 조직 원리로서 정치적, 사회적, 제도적 유효성을 확보하여 왔다. 그런데 1980년대 이후 OECD 국가
를 중심으로 교육개혁의 이데올로기로 등장한 신자유주의(neoliberalism)는 공교육 체제의 재구조화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자율과 경쟁, 선택을 중시하는 신자유주의는 교육서비스도 소비자가 시장에
서 상품처럼 구입할 수 있도록 하므로 교육의 공공성을 축소한다. 그러므로 소비자의 선택과 공급자
의 경쟁에 의존하는 시장원리는 사회경제적 배경에 의하여 좌우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각국에서
비판을 받고 있으며, 이에 대한 증거 또한 여러 국가의 선행연구에서 확인되고 있다. 그런데 본 연구
의 대상인 영국, 미국, 일본, 한국의 학교선택제는 방향성과 내용에서 각각 다른 특징을 가진다. 영국
은 초중등교육 전반에서 학부모가 자녀의 학교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폭넓게 보장하고 있다. 학부
모의 학교선택을 확대하는 교육개혁에 대하여 학부모주의(parentocracy), 제3의 물결(the third wave)
등으로 부른다. 미국은 통학구역 내 학교배정을 원칙으로 하면서, 학교선택을 인종, 소득계층의 기회
균등, 교육기관의 책무성(accountability) 등과 연계하고 있다는 점에서 '통제된 선택제'라고 할 수 있
다. 한편 일본의 신자유주의 교육개혁은 의무교육학교인 공립 소․중학교에 국한하여 논의되고 있으
며, 신제도 출발부터 선택제를 채택한 공립고교는 논외로 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사립고교를 중심으로
한 고교다양화를 신자유주의 교육개혁으로 비판한다는 점에서 다른 나라와는 차이가 있다. 본 연구에
서는 이념적 공통점과 제도적 차이점을 가지고 있는 네 나라에서 신자유주의 교육개혁이 추진된 경위
와 학교선택제의 비판 논점을 비교 고찰하고 앞으로 의무교육의 기회균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과 우
리나라 교육정책에 주는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주제어: 학교선택제 비판, 신자유주의 교육개혁, 공교육 체제의 재구조화, 의무교육의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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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980년대 이후로 세계 각국은 공교육의 조직 원리를 재구조화하는 교육개혁을 활발하게 추진
하고 있다. 공교육 조직 원리의 ‘재구조화’란 모든 국민에게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교육
결과의 평등까지도 실현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하는 근대 공교육의 조직원리가 새로운 이념의
출현으로 인하여 수정 내지는 재해석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새롭게 출현한 이념이 근대
공교육의 조직 원리를 전면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긍정하면서도 공교육의 운영상 나타나는 문
제점들을 전면에 부각시켜 그 대안을 찾는 방안으로서 주장되고 있다는 점에서 점점 유효성을
획득하고 있다. 이러한 새로운 이념은 1980년대 이후 각국의 교육개혁을 구성하고 있는데
(Davies ＆ Bansel, 2007), 공교육 체제를 다양화하고, 선택과 경쟁 등을 통하여 교육수요자와
교육기관이 그 결과를 책임지도록 하는 '책무성'을 중시한다.
교육개혁에 있어서 이러한 새로운 이념이 왜 도입되었는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교육에 대한
정확한 현상인식이 전제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교육에 대한 정치, 경제, 사회 각 영역의 현상인
식이 그간 각국의 교육개혁에 이념적 근거를 제공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교육에 대한 현상
인식은 그 자체가 공교육의 재구조화를 촉진하는 요인으로 이해하여도 무방하다. 이러한 요인
으로는 첫째, 급속한 글로벌화의 진전으로 인한 공교육의 역할 변화 필요, 둘째, 교육의 양적
성장이 마무리된 정체기에 양적 성장에 대비하여 조직된 공교육 체제의 효과성 저하, 셋째, 국
내 정치 및 사회체제의 민주화에 따른 국가의 역할 변화, 넷째, 교육수요자의 권리의식의 확대
등 다양한 진단이 가능하다.
그렇지만 무엇보다도 공교육체제의 재구조화를 가속화하는 가장 큰 요인 중 하나로 1960년대
에 정치․경제 개혁논리로서 등장하여 1980년대 이후 정치주도의 교육개혁 논리로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는 신자유주의(neoliberalism)를 들 수 있다. Harvey(2005)가 신자유주의를 "강력한
사적소유권, 자유시장, 자유무역“을 특징으로, "개개인의 기업 활동의 자유와 능력이 무제한으로
발휘”되도록 하는 정치경제적 철학으로 정의한 것처럼, 신자유주의는 국가의 역할 최소화와 시
장의 역할 최대화를 원리로 하고 있다. 전통적으로 국가의 통치성과 교육의 공공성을 중시하였
던 서구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교육을 시장에서 거래가 가능한 공공서비스로 취급하여 경쟁과
책무성, 계약에 의한 성과목표의 달성 등을 중요시하게 되었다(Peters, 1999). 따라서 교육에서
의 시장주의․소비자주의, 교육의 민영화 등 교육의 공공성과 정면으로 대치되는 이념의 도입
이 근년의 교육개혁의 특징이다.
각국의 교육개혁에 많은 영향을 끼친 신자유주의가 동일한 시기에 도입된 것도 아니고, 개념적
으로 동일성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다. Flew(2014)에 의하면 신자유주의는 특정한 이데올로
기라기보다는 현재 상황을 비판하는 '카테고리'일 수 있으며, '현재 상황' 그 자체일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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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세계 각국은 어떤 형태로든 신자유주의의 영향 하에 놓여 있으며, 교육개혁 주체의 개
혁 논리로서 정당성을 확보해 가고 있다는 점에서 연구의 필요성이 크다.
본 연구는 1980년대 이후로 신자유주의 교육개혁을 추진하였던 몇 개의 국가를 비교 대상으로
하여 신자유주의의 이데올로기가 교육개혁에 어떤 경로를 통하여 수용되었으며, 왜 비판을 받
는지에 대하여 고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비교대상 국가는 영국, 미국, 일본, 한국 네 나라이다. 본 연구에서 네 나라를 비교대상 국가로
선정한 이유는 네 나라 간에는 교육개혁의 경로가 상당부문 연계성을 갖기 때문이다. 영국의
보수당 대처 정부는 신자유주의 교육개혁을 1988년 교육개혁법으로 완성하였으며, 미국의 레이
건 정부도 이념적 노선이 크게 다르지 않았다. 그리고 우리나라와 일본의 교육개혁에도 직․간
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우리나라의 학교운영위원회 제도는 영국의 학교 이사회(school
governing body)1)가 모델이 되었으며, 일본의 학교운영협의회도 학교 이사회를 참고로 하여 도
입한 제도이다(金子, 2002). 그러므로 영국, 미국, 한국, 일본은 교육개혁의 노선에서 공통점이
많다. 아울러 한국과 일본의 공교육제도는 미국의 제도를 근간으로 하여 완성되었다. 따라서 미
국과 한국과 일본의 공교육제도는 이념적 동일성이 존재한다. 그러므로 네 나라의 교육개혁 동
향과 개념적 특징을 비교할 연구적 의의는 충분하다고 본다.
본 연구에서는 네 나라에서 추진된 교육개혁의 노선과 신자유주의 교육개혁이 어떻게 연계성
을 갖는지를 살펴보고, 신자유주의 교육정책 중 공통적으로 도입한 학교선택제를 비교 대상으
로 하여 논점과 우리나라의 교육에 주는 시사점 등을 밝히는 것을 연구과제로 한다.

Ⅱ. 이론적 배경
각국의 교육개혁에서 이념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근년의 교육개혁에서 교
육의 기회균등을 중시하는 '평등주의'를 이념적 가치로 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자유'와 '경
쟁', '선택' 등을 중시하는 "자기책임의 원리'를 이념적 가치로 할 것인가, 또는 서로 가치가 상
반되는 이념을 어떻게 조화할 것인가는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그런데 1900년대 후반에 서구에서 근대 공교육제도가 완성된 이후 모든 국민이 평등하게 교육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는 ‘기회균등 원리’는 공교육의 조직 원리로서 정치적 합의를 획득하였으
며, 1940년대 이후에는 각국에서 법적 권리로 제도화되었다(미국의 Civil Rights Act, 한국․일
본의 헌법 및 교육기본법). 이처럼 교육의 기회균등 원리가 법적․제도적으로는 정통성을 확보
1) 영국의 'school governing body'가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학교운영위원회’로 번역하여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영국의 'school governing body'는 우리나라의 ‘학교운영위원회’가 심의기구(사립학교는 자문)
로서 기능하는 것과는 달리 학교경영에 관한 의결기구(stake-holder model)이다. 그러므로 본 논문에
서는 ‘학교이사회’로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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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지만 실질적으로 교육기회의 평등에 기여하고 있는지에 대한 유효성은 논란이 되어 왔다.
그런데 근년의 교육개혁에서 자율과 경쟁, 선택을 중시하는 신자유주의의 이데올로기가 일정
부분 정당성을 확보해 감에 따라 상반되는 이념적 가치는 양자택일 내지는 공존적 재구조화에
직면하고 있다.
학교선택제가 도입된 배경에 대하여 Levin(1990)은 세 가지를 들고 있다. 첫째, 부모는 자녀의
교육을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가 있다는 점이다. 19세기 중후반에 서구에서 공교육제도가 완성
될 당시에도 부모가 가진 자녀 교육권을 국가가 행사하는데 대한 논란이 있었다2).
둘째, 부모가 자녀에게 가장 적합한 학교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부모는
자녀의 자질과 능력, 필요를 누구보다도 가장 잘 알고 있으므로 자녀의 교육을 부모가 선택하
는 것은 당연하다고 보는 견해이다
셋째, 학교선택은 학생 간의 경쟁과 학교 간의 경쟁을 촉진하여 학생의 학력 향상을 물론 학교
의 개선에도 효과적으로 작용한다는 점이다. 즉 黒崎(2006)의 주장처럼 선택 확대나 경쟁의 도
입에 의해 학교선택에 참가하는 자들은 최적의 학교를 선택할 수 있으며, 학생들이 빠져나간
공립학교도 경쟁압력을 받으므로 학교개선의 중요한 수단이 된다고 보는 견해이다. 그러나
Machin, McNally 와 Wyness(2012)는 학교경쟁과 학생의 교육적 성취와의 사이에는 인과관계
가 없다고 지적한다. 한편 학교선택제는 다음과 같은 비판도 받고 있다.
첫째, 개인적 속성에 의한 교육격차 확대 비판이다. 공교육 제도가 완성된 이후부터 교육의 기
회균등에 대하여 비판적인 검토도 있어 왔다. 그런데 학교선택제 도입을 전후로 하여 종전의
교육의 불평등 논점이 확대 재구조화되었다. 예를 들면 학교선택 단계에서 학부모의 사회경제
적 배경 등 개인적 속성이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고 이러한 선택의 결과는 교육의 성취
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쳐 최종적으로는 사회이동이 제약될 것이라는 비판이다(Gewirtz, Ball
＆ Bowe, 1995; Allen, Burgess ＆ Mckenna, 2014; 藤田, 2007; 오욱환, 2008). 평등한 취학이
보장되었던 학교선택제 도입 이전과는 다른 논점이다.
둘째, 학교선택제로 인하여 생길 수 있는 교육의 부정적 효과에 대한 비판론이다. 이 비판은
실패한 공립학교에 남아 있는 학생에게는 최적 이하의 교육경험이 제공되고, 학생이 빠져나간
공립학교는 교육재정의 감소에 따라 교육에 불가결한 비용을 줄이는 등의 예상할 수 없는 교육
적 결과를 비판한다. 선행연구에서는 학생들을 다른 학교에 뺏긴 공립학교의 교육적 자원의 감
소 가능성(Fiske ＆ Ladd, 2000), 낮은 수준의 학업성취, 학교에 대한 보호자의 무관심 (Epple
＆ Romano, 1998), 하강 악순환(downward spiral)(Egalite, 2014) 등을 지적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각국에서 어떠한 경로를 통하여 신자유주의 교육개혁이 수용되었으며, 어떤 점이
2) 19세기 초반에 미국에서 의무교육 논의가 한창일 때 토마스 재퍼슨(Thomas Jefferson)은 빈곤계층을
지원하는 공립학교 설립은 지지하였으나 의무교육은 반대하였다. 재퍼슨의 반대는 부모의 자녀에 대한
교육을 정부가 실시한다면 부모와 자녀간의 밀접한 관계가 침해된다는 이유였다(Rothbard,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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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판을 받는지에 대하여 비교교육학적 관점에서 고찰하고자 한다.

Ⅲ. 각국의 교육개혁
각국의 교육제도는 역사적 발전과정, 정치적 합의, 사회제도의 특성 등과 깊은 관련이 있으므
로 국가마다 제도적 고유성을 가지고 있다. 신자유주의 교육개혁도 각국이 개혁의 방향성과 개
념적 동일성을 가지지 않는다(Davies ＆ Bansel, 2007).
영국은 1988년의 교육개혁법에서 학부모에게 자녀의 학교선택권을 강화하였다. 그러나 미국은
원칙적으로 통학구역 내의 학교에 배정하는 방법을 채택하고 있지만 학교를 다양화하는 방법
(magnet schools, charter schools)과 학교의 책무성 실패에 대한 네거티브 수단(교육 바우처,
NCLB법)으로 학부모에게 교육선택권을 부여하고 있다. 이른바 효율성을 중시하는 교육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은 1947년 학교교육법 제정 이후 무상의무교육학교인 공립 초중학
교와 의무교육에 속하지 않는 공립고교가 각각 다른 제도 선택을 하고 있다. 즉 의무교육학교
인 공립 초중학교는 통학구역 내의 학교 배정이 원칙이었으나 공립고교는 선택과 경쟁을 근간
으로 제도 설계가 되었으므로 조기 입시경쟁이 논란이 되어 왔다. 일본에서 신자유주의 교육개
혁은 의무교육학교인 공립 초중학교 선택제를 의미한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앞의 세 나라와 다
른 제도적 특징을 가지고 있다. 제도적인 측면만 보면 교육의 기회균등 원칙에 가장 적합한 모
델이다. 사립중학교까지 무상의무교육학교이며, 도시권의 사립 일반계고교는 평준화정책에 포함
되어 있으므로 공립고교와 동일한 취급을 받고 있다. 이 점은 우리나라만의 제도적 특징이기도
하지만 비교교육학적 관점에서 보았을 때 우리나라의 사립학교는 학생선발권, 수업료 책정권
등 자주성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1. 영국의 교육개혁
영국은 1870년 교육법 이후 의무교육제도가 도입된 이래 1944년 교육법에서 무상의무교육기간
이 15세로 확대되었다(Shaw, 2011). 영국의 교육개혁 이념은 교육기회의 평등에서 능력주의
(meritocracy)로,

능력주의에서

평등주의(egalitarianism)로,

평등주의에서

학부모주의

(parentocracy)(Brown, 1990)3)로 이어지는 경로를 가지고 있다. 영국에서의 신자유주의 교육개
혁은 학부모의 교육선택을 전면 개방한 이른바 ‘학부모주의’이다.
3) 심성보(2008)는 ‘parentocracy’를 ‘학부모 통치 이데올로기’ 사용하고 있다(민주화 이후의 공동체 교
육, 살림터). 그러나 ‘parentocracy'는 본래 ‘학생의 능력이나 노력보다는 학부모의 부와 희망 등이
자녀교육에 영향을 미치는 현상’을 설명하는 용어이므로, 본 연구에서는 ‘능력주의’와 대조되는 개념으
로 ‘학부모주의’를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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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능력주의의 도입이다. 1870년 교육법(the Education Act of 1870, 일명 Forster Act)이후
1902년의 교육법(Balfour Act)에 의거 지방의 교육행정에 관한 권한과 책임을 가지는 지역 교
육국(Local Education Authorities)이 설립되었다. 그리고 1944년 교육법(the Butler Education
Act of 1944)에 의하여 11세 단계의 시험결과에 의거 세 종류의 학교(grammar schools,
secondary modern schools, secondary technical schools)로 선별되는 교육시스템(the tripartite
system for secondary education, 이하 학교 선별제)이 도입되었다.
둘째, 평등주의로의 전환이다. 전술한 학교 선별제가 교육기회의 확대를 의도하였지만(Shaw,
2011), 노동당 집권기인 1960년대부터 학교 선별제는 교육의 평등이념에 위반한다는 비판과 아
울러 1967년의 프라우덴 보고서(the Plowden Report)를 계기로 대부분의 지방교육국에서는 이
제도를 폐지하고 종합중등학교(comprehensive schools)로 전환하였다. 그러나 1970년 노동당이
보수당에게 선거에 패함으로써 영국 전역에서 11세 시험을 폐지하는 데는 실패하였다(Machin
et al, 2012). 지금도 잉글랜드와 북아일랜드의 일부 지방에는 학교 선별제가 남아 있다.
셋째, 신자유주의 교육개혁으로 학부모주의로의 전환이다. 영국의 보수당 대처 정부는 1980년
의 교육법과 1988년의 교육개혁법에서 순차적으로 학부모의 학교선택권을 대폭 확대하는 개혁
을 단행하였다. 영국의 사회학자 Brown(1990)은 아동의 능력과 노력보다는 부모의 부와 열망에
의하여 교육이 좌우되는 것을 학부모주의(parentocracy)로 규정하고 이러한 변화에 대하여는 제
3의 물결(the third wave)로 개념 지었다4). 신자유주의 교육개혁으로 1944년 교육법 이후 거주
지 통학구역 학교 배정제도(Brighouse, 2010)는 선택제로 변경되었다. 제도의 변경뿐만 아니라
학부모의 의식도 바뀌어 영국 학부모의 72%가 학교선택을 위한 기본적인 권리를 가져야 한다
고 믿고 있다(Allen et al, 2014).
보수당 대처 정부 이전의 노동당 집권기에도 신자유주의 교육개혁을 예견하는 움직임이 있었
는데 1976년에 노동당의 캘러헌(Leonard James Callaghan) 수상의 반 케인즈 주의 선언이다
(Flew, 2014). 1988년 교육개혁법에서는 국가 중핵 교육과정의 제정, 학교이사회에 재정운영에
관한 권한 부여, 부모에 대한 학교선택권 확대, 지방교육국의 감독을 받지 않는 공립학교의 허
용, 런던 교육국의 폐지 등이었다(Edwards, 1989; Shaw, 2011). 1988년 교육개혁법 이후 지금까
지 영국(주로 잉글랜드)에서는 교육개혁과 교육정책에서 시장에 대한 의존도가 증가하고 있다
(Machin et al, 2012).

2. 미국의 교육개혁
4) Brown(1990)에 따르면 첫 번째의 물결은 19세기 후반 노동자 계급에 대하여 교육이 대중화된 시기이
며, 두 번째의 물결은 개인의 능력을 기반으로 교육이 조직화된 것을 말한다. 부모의 교육권이 보장된
1988년의 교육개혁법 이후를 세 번째의 물결로 개념 짓고 이 시기의 특징으로 교육의 불평등이 강화
되고 확대될 수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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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1850년 매사추세츠 주와 코네티컷 주를 시작으로 1900년까지는 거의 모든 주에서 의무
취학제도를 도입하였다(Rothbard, 1999). 미국 교육제도는 스푸트닉 충격 이전까지는 기회균등
을 기조로 하는 평등주의 이념이 지배하였으나, 스푸트닉 충격으로 개인의 자질과 능력을 주시
하는 능력주의로 전환되었다. 그리고 1964년의 공민권법(Civil Rights Act) 이후에는 공공서비
스에서의 차별금지 등 평등정책이 강조되었으나 1983년의 위기에 선 국가(A Nation at Risk)
공표 이후에는 교육의 수월성이 강조되었다. 미국에서 신자유주의 교육개혁은 1980년대 후반
학교를

다양화(Charter

Schools)하여

학부모의

선택을

확대하고

교육기관의

책무성

(accountability)을 강화하기 시작한 레이건 정부의 교육정책이다(Haydon, 2010).
첫째, 스푸트닉 충격으로 인하여 1958년에 제정한 국가방위교육법(National Defence Education
Act)에서 수학과 과학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재편하는 등 능력주의가 중시되었다. 이 법의 특징
은 우수한 학생에 대하여는 특별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장학금 제도를 확충하는 등의 정책을
실시하였다는 점이다(National Defence Education Act Title Ⅴ, Sec. 501-511). 이 법의 제정은
미국 국민의 대학진학률을 급격히 증가시키는데 기여하였다.
둘째, 1964년 공민권법(Civil Rights Act)의 제정에 따라 인종, 종교, 성별, 출신국 등에 의한 차
별을 금지하는 정책을 채택함으로써 평등주의 이념으로 전환하였다(Civil Rights Act Title Ⅳ,
Sec. 401-410). 이 공민법과 1964년의 경제 기회법(Economic Opportunity Act)에 의거 헤드 스
타트(Head Start) 프로그램이 추진되어 경제적, 문화적으로 충분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아동에
대한 교육기회를 확대하였다(Part C, Sec. 220). 1960년대부터 사회문화적 배경에 의한 교육기
회 격차 감소노력은 인종차별적 학교분리 현상을 극복하기 위한 제도로서 마그넷 스쿨(Magnet
Schools)을 설립하는 계기를 만들었다.
셋째, 위기에 선 국가의 발표이다. 1983년에 국립 교육달성도 평가(National Assessment of
Educational Progress, NAEP) 결과의 추락 등이 원인이 되어 위기에 선 국가(A Nation at
Risk)가 발표되었다(Peterson ＆ West, 2003). 따라서 교육정책은 인종 통합적 평등정책에서 교
육의 수월성을 중시하는 정책으로 변하고 학교의 책무성을 한층 강조하게 되었다(ibid). 그러나
1960년대 이후의 교육이념은 평등이념만을 추구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수월성 위주의 정책만
을 추진한 것도 아닌 두 가지의 요소를 가진 정책이 공존하였다는 점이다.
넷째, 레이건 정부 말기인 1980년대 후반부터 학부모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학교의 책무성을 보
다 강화하기 위한 교육개혁이 실시되었는데 교육소비자의 교육선택권 확대 등 시장원리 교육정
책을 채택하였다는 점에서 신자유주의 교육개혁에 속한다. 이 시기에 도입된 대표적인 교육정
책으로는 차터 스쿨(Charter Schools)과 교육 바우처(school vouchers)이다. 특히 1980년대 이후
미국의 교육개혁은 학생들의 학업성취 결과를 학교가 책임을 지도록 하는 교육기관의 책무성
확보와 연동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예를 들면 공립학교가 2년 연속 일정 등급 이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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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를 받을 경우 재학생이 사립학교에 전학할 수 있는 교육 바우처를 들 수 있다.
다섯째, 2000년에 접어들어 낙오학생방지법(No Child Left Behind Act)이 제정되어 국가의 교
육조건 정비 책임과 교육기관의 책무성이 한층 강화되었다. 예를 들면 공립학교가 연간 학업성
취 향상도(Adequate Yearly Progress)에서 2년 이상 일정 수준에 미달하는 경우(실패한 학교),
실패한 학교에 재학하는 학생들은 통학구역 내의 다른 공립학교로 전학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
진다(Peterson ＆ West, 2003). 이와 같이 미국의 신자유주의 교육개혁은 교육의 효율성을 중시
하는 점에서 특징을 가진다.

3. 일본의 교육개혁
일본은 1890년의 소학교령에 의거 소학교 의무교육을 도입한 이래 1907년에는 의무교육기간을
6년으로 연장하였으며, 1946년의 헌법 및 1947년의 교육기본법과 학교교육법에 따라 의무교육
기간이 중학교 3년까지 9년으로 연장되었다. 일본은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미국의 교육제도에
많은 영향을 받았으므로 모든 국민에게 무차별 평등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공교
육의 조직 원리로 하고 있다5).
일본의 교육개혁은 잦은 정부 교체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이념의 동일성이 유지(대부분의 기간
을 자민당이 집권)되고 있으므로 교육개혁 노선에 큰 변동이 없다는 점이 특징이다. 신자유주의
교육개혁 이전까지 일본의 공교육 체제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었다.
첫째, 무상의무교육학교에 속하는 공립 소․중학교에 대하여는 평등주의 이념을 중시하였다.
교육의 기회균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소학교와 중학교에 입학하는 학생은 지방의 교육위원회가
통학구역 내의 학교에 배정하는 지정교 제도를 채택하였다. 의무교육학교 교직원 급여의 3분의
1(의무교육비 국고부담법 제2조, 2006년에 교육재정 분권 개혁으로 국가의 부담률이 2분의 1에
서 3분의 1로 변경)을 국가가 부담하고 있으며, 의무교육을 실시함에 있어서 교육조건의 표준화
등 국가의 교육조건 정비는 교육기회의 균등에 크게 기여하였다(苅谷, 2009). 그러나 교육의 균
질․균등 정책은 교육행정의 수직계열화, 교육의 국가관리 강화 등이 비판이 되었다. 이러한 의
무교육제도의 조직 원리는 신자유주의 교육개혁 이전에 각국에서 크게 다르지 않았다.
둘째, 의무교육학교가 아닌 공립 고교는 학생의 선택권과 학교의 선발권, 그리고 학교 간의 경
쟁에 의한 서열화 등 능력주의를 도입하였다. 그러므로 신자유주의 교육개혁 이전의 영국의 제
도와는 구분되며, 현행 원칙적으로 통학구역의 학교에 학생을 배정하는 미국과 우리나라와도
5) 일본 헌법 제26조제1항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능력에 따라 동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및 교육기본법 제4조제1항 “모든 국민은 동등하게 능력에 따라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져야 하며, 인종, 신조, 성별,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또는 출신배경에 의하여 교육상 차별받지 않
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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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제도적 특징을 가진다.
일본에서 신자유주의 교육개혁은 1984년 나카소네(中曽根) 내각총리의 교육자문기관으로 설치
된 임시교육심의회가 교육의 자유화와 다양화를 강조한 것에서 기인한다(藤田, 2007; 藤田․大
桃, 2010). 임시교육심의회가 실제 교육개혁을 추진한 것은 아니지만 교육의 재구조화를 위한
서막이 되었다는 사실은 일본 학계의 일반적인 견해이다.
일본에서는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을 신보수주의적 성격이 강한 애국심, 국기(國旗)․국가(國歌)
를 강제하기 위한 교육기본법 개정(2006년)으로 이해하는 견해(藤田, 2007)가 있으며, 학교선택
제, 교원의 성과주의 관리, 비정규 고용, 저임금 고용의 도입(佐貫, 2012), 공립 중고일관교의 설
치, 소․중학교 학교선택, 능력별 지도, 통일 학력테스트 실시(大内, 2007) 등 2000년대 이후 추
진한 개혁적인 정책 대부분을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으로 보고 있다.
이하에서는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으로 추진한 학교선택제의 경과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1996년 12월에 행정개혁위원회는 '규제완화의 추진에 관한 의견(제2차)' '창의로 만드는 새로운
일본'에서 “학교선택의 탄력화 등 학교선택기회의 확대”를 제언하였다. 이어서 1997년 1월 문부
성은 '통학구역의 탄력적 운용에 관한 통지'에서 “지역의 실정에 맞도록 보호자의 의향을 충분
히 배려하여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였다.
2000년에 접어들어서는 '교육개혁국민회의'가 '교육을 생각하는 17 제안'(2000년 12월)에서 “통
학구역을 한층 탄력화”할 것을 제안하고, 2001년 12월에는 '종합규제개혁회의'의 '규제개혁 추
진에 관한 제1차 답신'에서 “보호자와 학생의 희망에 따라 취학할 학교의 선택을 적절하게 촉
진한다는 관점에서 학교선택제의 도입”을 제안하였다.
이와 같은 경위를 거쳐 2003년 3월에는 학교교육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학교선택제 근거 조
항을 신설하였다.6) 학교교육법 시행규칙 개정 이후에도 규제개혁․민간개방 추진회의는 2005년
12월의 '규제개혁․민간개방 추진에 관한 제2차 답신'에서 학교선택제 도입 시에 "학생과 보호
자를 포함한 지역사회의 의향을 충분하게 검토"하고, "취학할 학교의 지정변경이 상당하다고 인
정되는 구체적인 경우에는 미리 명확히 하여 공표” 하도록 하는 의견을 제안하였으며, 교육재
생회의도 2007년의 제1차 보고 '사회 모두의 힘으로 교육재생을'에서 "교육위원회, 학교는 지역
의 실정에 유의하면서 학교선택제를 도입하는 등 아동에게 맞는 교육내용과 교육방법을 보호자
가 선택"하도록 제안하는 등 학부모의 교육선택권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4. 한국의 교육개혁

6) 학교교육법 시행규칙 제32조 제1항 “시정촌 교육위원회는 학교교육법 시행령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취학예정자가 취학할 수 있는 소학교 또는 중학교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보호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의견청취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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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1949년 교육법의 제정으로 교육의 기회균등을 조직원리로 하는 민주적 제도가 도
입되었다. 그리고 1953년에는 의무교육 완성 6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1959년에 초등학교 의무교
육을 완성하였다. 1985년에는 도서․벽지 지역부터 연차적으로 중학교 의무교육을 실시하였다
(2004년 중학교 의무교육 완성). 1968년에는 전체 중학교를 대상으로 무시험 중학교 입시제도
개혁방안을 발표하고, 1974년부터 서울․부산 등 대도시 지역을 시작으로 전국 주요 도시의
국․공․사립고교를 대상으로 고교평준화 정책을 추진하였다.
이와 같이 1970년대 중반까지 교육정책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교육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의무교육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고등학교 단계에서는 학교 간 서열을 완화하여 중등교육기회
의 확대를 기하기 위한 기회균등 정책이 중심이 되었다. 1980년대 이후에는 평준화제도의 보완
책으로 과학고교와 외국어고교가 설립되었다. 그러나 교육과정의 특수 분야의 전문적인 교육을
실시하는 학교라는 점에서 신자유주의 교육개혁과는 의미가 다르다 할 수 있다.
그런데 전술한 바와 같이 영국, 미국, 일본 등지에서 1980년대에 신자유주의 교육개혁을 추진
하거나 공감대를 마련하였던 것처럼 우리나라도 시기적으로는 다소 늦지만 새로운 이데올로기
의 사정권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이하에서는 신자유주의 교육개혁의 시점과 내용에 대하여 살
펴보고자 한다.
첫째, 신자유주의 교육개혁의 시점이다. 여기에 대하여는 경제학자, 사회학자, 교육학자 간의
다소 관점의 차이가 있다. 경제학자의 경우에는 안정화 정책이 시작된 1979년부터 외환위기가
터진 1997년까지의 기간(지주형, 2013), '김영삼 정부가 수립한 신경제계획'(홍준형, 2011)7) 등의
견해가 있다. 한편 사회학자 등은 "보수파의 신자유주의적 프로젝트의 개혁적 자유주의의 수용
형태가 「5․31 교육개혁안」"(김종엽, 2009), "5․31 교육개혁안"(임재홍, 2012) 등의 견해를 가
지고 있다8). 그리고 교육계는 1995년의 5.31 교육개혁(이병식, 2008; 신혁석․이준희․정용주,
2013; 김소영, 2011; 강창동, 2011), 김영삼 정부 시기(김대현, 2001) 등 다소 견해를 달리하고 있
다. 다만 경제부문과 사회변동 등과 교육개혁이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 점을 고려한다면 '5․31
교육개혁'을 신자유주의 교육개혁의 시작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둘째,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의 내용이다. 여기에 대하여는 자립형 사립고, 파트타임과 순회교사
제, 학교와 교육청 평가(김대현, 2001), 대학설립준칙주의나 대학정원 자율화, 학교운영의 자율
성과 책무성 강화, 고교유형의 다양화와 특성화(김종엽, 2009), 학교운영위원회(김용일, 2009),
자율과 책무성에 방향을 둔 학교운영, 교육공급자에 대한 평가 및 지원체제 구축, 능력중심 승
7) 신경제계획은 1993년 김영삼 정부가 들어서면서 수립한 경제계획으로, "① 산업의 경쟁력 강화, ② 사
회적 형평의 제고와 균형 발전, ③ 국제화 및 자율화의 추진과 통일기반 조성"이 중점목표였다(홍준형,
2011).
8) 우리나라가 언제 신자유주의 체제로 전환하였는가는 사회제도의 변동을 이해하는데에 매우 중요하다.
우리나라 사회변동을 설명하는 담론으로써 '분단체제론' '53체제론' '61체제론' '87년 체제론' '97년 체
제론' '2008년 체제론' 등이 있다. 위의 체제론에 대하여는 김종엽 편 『87년 체제론』(창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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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수 체계(신현석 외, 2013) 등을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으로 분류하고 있다. 한편 문민정부
이후의 개혁적 교육정책 대부분을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김소영, 2011).

Ⅳ. 각국에서의 학교선택제에 대한 논점
1. 영국에서의 학교선택제에 대한 논점
영국에서는 교육의 평등 또는 불평등을 측정하는 방법으로 전문적 직업을 가지는데 영향을 미
치는 사회적 이동을 중요시한다. 근년에는 유복한 가정이나 부모의 전문적 지위로부터 얻을 수
있는 이점, 즉 엘리트 사립학교나 유명대학에 입학하는 등의 이점이 감소하지 않고 오히려 증
가하는 등 사회적 이동성이 제약되고 있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Haydon, 2010).
영국은 1988년 교육개혁법에서 학부모에게 자녀의 학교를 선택할 권리를 보장하고, 1991년에는
부모 헌장(Parents Charter)을 제정하여 학부모의 자녀 교육에 관한 권리를 재확인하였다. 학교
선택제가 도입된 이후 비판론이 우세하며, 비판론의 내용은 ① 학교선택제에 의한 사회계층 간
의 격차 확대 비판, ② 학교선택제에 의한 공립학교 간 분리 비판, ③ 학부모가 전적으로 자녀
에 대한 선택권을 행사하는 것에 대한 비판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학교선택제는 사회계층 간의 격차를 확대한다는 비판이다. 영국은 각 사회계층 간의 학
교선택행동이 정형화되어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즉, 전통적으로 상류계층은 명문 사립학교
(independent schools)를 선택하므로 학교 선택권 확대에 따른 공립학교 선택 문제는 중간 계층
이하의 문제로서 다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Gewirtz 등(1995)는 영국에서 부모들의 학교선택
을 분석한 후에 특권적․숙련된 선택자('privileged or skilled' choosers), 반 숙련된 선택자
(semi-skilled choosers), 별로 교육을 받지 못한 국외 선택자(the least well-educated or
'disconnected' choosers) 등으로 구분하여 학교선택과 사회계층 간에 관련성이 크다는 점을 지
적하였다. 여기에 대하여 Brighouse(2010)는 Gewirtz 등의 연구에서 사용한 데이터는 교육개혁
이 있은 바로 다음인 1991-1994년의 데이터로, 교육개혁의 효과가 정착하기 이전의 것이므로
과도기적 현상이라고 지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경제적 배경이 낮은 계층은 학교 선택
시 정보 획득 능력이 뒤쳐지고, 교통비 부담 등의 문제로 원거리의 좋은 학교를 선택할 수 없
는 점 등의 제한으로, 낮은 사회적 배경을 가진 가정은 학교선택제에 의하여 더 낮은 계층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 지적된다(Allen et al, 2014).
둘째, 학교선택제의 도입으로 사회계층에 의한 공립학교 간의 분리현상을 비판한다. 영국과 미
국의 교육제도를 연구한 Brighouse(2010)는 높은 사회계층은 자녀가 입학할 최적의 학교가 있
는 지역에 주택을 구입하고, 주택가격을 높여 낮은 사회계층의 입학을 제한함으로써 결국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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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계층이 다니는 좋은 학교가 있는 통학구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이 분리된다는 점을 지적한
다. Allen 등(2014)도 선행연구결과를 토대로 학력이 우수한 학교는 도시지역의 주택가격에 공
헌하고 있다고 한다. 아울러 Key Stage 2에 있어서 표준달성목표(Key Stage 2 Standard
Attainment Tnagets, SATs) 점수와 소득계층과의 관련성을 연구한 Hatcher(2000)는 성적 상위
10위안의 지방교육행정당국은 무상급식을 받는 아동이 평균 10% 미만이지만, 하위 10위안의
지방교육행정당국은 평균 51%라는 점을 확인하였다.
셋째, 학부모가 전적으로 자녀의 학교 선택권을 행사하는 것에 대한 비판이다. Ball(1995)은
학교선택제가 신자유주의 소비자주의와 사회생활의 기본적 구성으로서 가족을 강조하는 신보수
주의의 결합이라고 지적한다. 그리고 보호자에 의한 학교선택이 진보주의와 구성주의와 같은
아동중심의 교육학, 루소와 듀이의 철학, 프라우덴 보고서(The Plowden Report)의 문맥인 진보
주의자의 교과서를 공격하는 것이 분명하다고 비판한다.
영국에서 신자유주의 교육개혁은 이처럼 많은 비판에 직면해 있지만, 학교선택제는 크게 수정
되지 않고 유지되고 있다. 다만, 학교가 학생의 사회계층을 고려하여 선택권을 행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부 지방교육국에서는 추첨제를 도입하는 등 교육기회 균등책을 마련하고 있
다. 향후 교육의 기회균등을 확보하기 위한 국가 등 교육행정의 관여와 학교의 정책 선택이 주
목되는 점이다.

2. 미국에서의 학교선택제에 대한 논점
영국이 학부모에게 자녀의 학교 선택권을 대폭적으로 보장하는데 반하여 미국은 원칙적으로
통학구역 내의 학교에 배정되거나 통학구역 내의 학교를 선택할 자유가 인정되므로 영국에 비
하여는 제한적인 학교선택제라 할 수 있다. 미국에서도 사회경제적 계층에 의한 교육격차 확대
등이 비판되고 있는데 특히 교육적 효과에 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미국의 학교선택 방법은 선택제 학교인 차터 스쿨, 실패한 공립학교에 재학하는 저소득층 등이
사립학교에 진학할 수 있는 교육 바우처, 실패한 공립학교에 재학하는 학생들이 동일한 통학구
역 내의 공립학교로 전학할 수 있는 NCLB법에 의한 선택 등이 있다. 이하에서는 차터 스쿨과
교육 바우처에 대하여 간단히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차터 스쿨은 공설민영학교(quasi-autonomous)이며, 1990년대부터 현저하게 증가하였다.
최초의 차터 스쿨은 1992년 미네소타 주에서 설립되었으며, 현재는 전국 약 6,400개의 차터스쿨
에 250만 명의 학생이 재학하고 있다(CREDO, 2015). 미국 전역의 42개주와 콜롬비아 특별구는
이미 차터 스쿨법을 제정하였다. 차터 스쿨은 통학구역이라는 장소적인 제한은 있지만 통학구
역 내에서는 학교 선택이 제한되지 않는 자유선택 모델이다(Brighouse,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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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교육 바우처 제도로 1955년 Friedman의 보고서 『교육에서 정부의 역할』(The
Role of Government in Education)에 의하여 영향을 받은 제도이다. 1991년부터 연방정부 주도
로 극빈가정 등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입학을 희망하는 사립학교 수업료를 공공재
정으로 지원함으로써 학교간의 경쟁을 통하여 학생의 학업달성을 향상하는 한편 교육비용의 감
소도 고려하여 고안한 제도이다. 실제 운영은 실패한 공립학교에 다니는 일정 소득에 미달하는
가정의 자녀가 사립학교룰 선택할 수 있는 제도로서 운영하고 있다. 최초 도입한 주는 위스콘
신 주이며 1989년에 밀워키 학교구에서 저소득층 가정의 학생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도입한 이
래 2013년 현재 13개의 주와 콜롬비아 등 일부 지역에 도입되어 있다(National Conference of
State Legislatures). 위의 학교선택제에 대하여는 긍정적 효과론과 부정적 효과론이 있다.
첫째, 학교를 선택한 학생들의 학업성취가 높게 나타난다고 하는 '긍정적 효과론'이다. 차터 스
쿨의 학업성취에 대하여 CREDO(2015)는 "도시지역의 차터 스쿨은 도시 지역의 전통적인 공립
학교에 비하여 평균적으로 수학 및 읽기 성적에서 상당한 성장"을 거둔다고 확인하고 있다.
Tooley(2010)도 교육 바우처의 효과에 관한 선행연구를 분석한 다음 학교 선택에 참가한 학생
들은 어느 정도 이익을 얻는다고 결론짓고 있다. 또한 Greene 등(1996)은 밀워키의 교육 바우
처에 의하여 3년 또는 3년 이상 사립학교에 재학한 학생은 평균적으로 공립학교의 통제 집단에
비하여 표준화 시험성적을 잘 성취하였다고 하고 있다.
둘째, 학생 및 학부모의 선택 행동으로 다른 학교에 학생들을 빼앗긴 학교에 대한 '부정적 효
과론'이다. 예를 들어 미국의 일부 주에 도입되어 있는 교육 바우처를 이용하여 공립학교 재학
생들이 사립학교를 선택하는 경우 학교 재정 수입이 감소하여, 비용이 드는 교육 프로그램을
줄이고 저비용의 프로그램을 제공할 가능성(Fiske ＆ Ladd, 2000), 공립학교가 사립학교에 학문
적, 사회적 자본을 뺏겨 하강 악순환(downward spiral) 가능성(Egalite, 2014), 격심한 경쟁을 경
험한 공립학교에서는 낮은 수준의 학업성취 및 보호자의 학교관여가 낮아질 것(Epple ＆
Romano, 1998) 등이 비판되고 있다. Muriel ＆ Smith(2011)는 리그테이블(league table)의 공표
에 따라 각 학교는 폭넓은 교육을 도외시하고 학생의 능력을 넓히는 교육보다는 시험 중심의
쉬운 코스를 선택할 가능성이 영국과 미국의 연구에서 지적되었다고 한다(Machin et al, 2012).
그러나 Egalite(2014)는 인디아나 주와 루이지애나 주가 도입한 교육 바우처가 학생들을 잃은
공립학교의 성적에 악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을 신증분석을 통하여 확인하였다9).
셋째, 학교선택제가 교육의 기회균등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이다. 즉 학교 선택 행동이 특정 사
9) 루이지애나 주의 The Louisiana Scholarship Program(LSP)은 성적이 좋지 않은 저소득층 가정의 고
등학교 학생 자녀에 대하여 사립학교에 입학할 수 있도록 재정을 지원하고 있다. 교육 바우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연방 빈곤 가이드라인(the federal poverty guideline)의 250%를 넘지 않아야 하며,
평가 일정등급 이하의 공립학교에 재학하여야 한다. 2012-2013학년도는 9,831명의 학생이 교육 바우
처 자격을 얻었으나 이 중 4,954명이 사립학교로 전학하였다. 인디아나 주도 The Indiana Choice
Scholarship Program(ICSP)에 의해 교육 바우처를 제공하고 있다(Egalite,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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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층에 집중되고 있는지, 또는 낮은 사회계층이나 불리한 개인적 속성을 가진 그룹(장애자,
소수그룹 등)이 학교 선택행동에서 제한을 받고 있는지가 논쟁점이다. CREDO(2015)가 미국 41
개 주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23개 주에서 전통적인 공립학교는 차터 스쿨에 비하여 빈곤가
정의 학생이 더 많이 재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Henig ＆ MacDonald(2002)는 영리법인
인 EMOs는 차터 스쿨을 학보모의 주택 보유율이 높은 지역에 둘 가능성이 높고, 교육자, 비영
리그룹 등이 운영하는 차터 스쿨은 교육적 필요가 높은 아동에게 관심을 기울일 가능성을 지적
하고, Ertas ＆ Roch(2014)는 차터 스쿨이 전통적인 공립학교와의 경쟁을 유리하게 하기 위하
여 학업성적이 낮은 공립학교가 있는 지역에 소재할 가능성을 지적한다.

3. 일본에서의 학교선택제에 대한 논점
일본에서는 신자유주의 교육개혁에 관한 비판론이 활발하지만 학교개선과 공교육의 문제를 시
정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지적하는 견해도 있다. 일본의 공립의무교육학교 선택제는 2003년의
학교교육법 시행규칙의 개정에 의하여 제도화되었다(1990년대 후반부터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도입). 학교선택제를 채택할 것인가 여부는 지방교육행정의 판단에 의하므로 지방의 정치구조,
지자체장의 교육에 관한 신념 등 교육이 정치적으로 영향을 받을 가능성도 있지만, 지역의 정
치계, 교육계, 학부모단체, 시민단체, 교원단체 등 다양한 관계자들이 교육 거버넌스를 통하여
지역의 실정에 가장 적합한 제도를 선택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2003년에 학교선택제 도입 이후 15% 정도의 지방자치단체가 학교선택제를 도입하고 있다. 그
러나 일부 지방에서는 학교선택제를 폐지하거나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는 사례도 있는데 폐
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학부모의 의견을 배제하는 등 행정의 투명성이 지적되기도 한다.
먼저 신자유주의 교육개혁 비판은 ① 교육격차 확대, ② 주민에 대한 네거티브 행정수단 가능
성, ③ 국가의 교육관리 강화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학교선택제에 의하여 교육격차가 확대된다는 비판이다. 시장주의 사회는 우승열패의 사
회(佐和, 2003), 강자의 논리에 의해 교육시스템을 복선화하고, 교육제도를 차별화하려는 의도
(藤田, 2007), 학교선택의 자유는 교육의 개선보다는 일본의 교육을 떠받쳐 왔던 기반을 무너뜨
리는 것(藤田, 2011) 등이 있다.
둘째, 주민에 대하여 네거티브 행정수단으로 작용될 가능성이다. 佐貫(2012)는 학교선택제에 의
하여 만들어진 학교간 격차는 결국에는 학교통폐합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비판한다. 이 비판은
지역에서 학교의 정신적․문화적 가치를 중시하므로 네거티브 적인 행정수법을 사전예방하거나
사후 교정하는 논리로 작용하고 있다. 최근에 長崎市와 前橋市 등이 학교선택제를 폐지한 배경
에는 '학교와 지역사회 간의 연계 희박'이 문제시 되었다(長崎市教育委員会, 前橋市教育委員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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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국가의 교육 관리를 강화하는 '신보수주의'라고 비판한다. 시장적 경쟁시스템이 포함된
교육평가는 강력한 국가적 관리시스템의 형성(佐貫, 2012), 2006년 개정 교육기본법을 "도덕교육
과 애국심 교육을 철저히 한 국가주의(大内, 2007)로 비판한다. 그리고 志水(2012)는 橋下 오사
카 시장의 주도로 추진된 교육개혁을 "무반성의 신자유주의와 노골적으로 드러낸 신보수주의의
합체"라고 비판한다.
한편 학교선택제에 대한 전망과 기대도 있다. 경제학자인 安田(2010)는 “경쟁에 의한 학교서열
화는 동경 23구에서 일어나지 않고 있다”고 하여 2000년 중반 교육학계의 주장과는 다른 연구
결과를 제시하였다. 藤原(2005)도 선택제 중학교의 교장 경험을 토대로 학교선택제는 기회의 평
등에 해당되어 필요하다고 하고, 若林(2007)도 학교선택제가 학교간의 경쟁을 만들고 부모와 학
생에 대하여 학교선택의 자유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한다. 한편 교육학자인 黒崎(2006)는 학교선
택제가 “의욕적이고 선진적인 교직원에게 창조적이고 실험적 활동의 자유를 보장”하고 이러한
선진적인 학교교육활동의 성공은 다른 동료전문가의 활동의 질을 높이는 자극이 된다고 하였
다. 그러나 학교선택제가 학교교육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을 입증할 실증연구는 충분하지 않다.

4. 한국에서의 학교선택제에 대한 논점
한국에서는 사회체제의 변동과 교육개혁의 관련성을 해석하려는 견해, 이른바 '87년 체제', '97
년 체제', '2008년 체제' 등이 있으나, 신자유주의 교육개혁의 기점을 1995년에 발표한 '5․31
교육 개혁'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한국의 신자유주의 교육개혁은 본 연구의 대상 국가들과는 그 내용에서 차이점이 있다. 먼저
영국, 미국, 일본의 신자유주의 교육개혁은 의무교육기관인 공립 초․중학교를 선택하는 제도적
특징을 가지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의무교육단계의 학교는 학교선택을 허용하지 않고, 고등학교
를 다양화하여 선택의 범위를 확대하는 정책을 채택하였다는 점이다.
한국에서 고교다양화 정책은 두 가지의 정책적 목표를 가지고 있었다.
첫째, 1974년에 대도시부터 실시한 고교평준화 정책을 보완하기 위하여 1980년대부터 설립되기
시작한 과학고와 외국어고등 특수목적고 정책이다. 과학고는 1984년의 3개교에서 2014년에는
26개교로 급증하였으며, 외국어고는 1992년 11개교에서 2014년에는 31개교로 증가하였다. 그리
고 2000년에 처음 설립된 국제고는 2014년 7개교로 증가하였다(통계는 각 연도의 교육통계연보
를 참고. 1982년 이전에도 체육고 및 예술고 각 5개교가 운영됨). 그런데 특수목적고 정책은 고
교평준화에 대한 보완정책이기도 하지만 특수 영역에 적성을 가진 학생을 대상으로 맞춤형 교
육과정을 제공한다는 제도적 특징을 가지고 있으므로 수월성 정책에 해당되어, 일반고교에 무
한 경쟁을 통하여 입학하는 학교 선택과는 구분된다. 1970년대에 설립되기 시작한 미국의 마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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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 스쿨과 유사한 제도적 특징을 가지므로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으로 보기는 어렵다.
둘째 '5․31 교육개혁' 이후 제도화된 자립형 사립고 및 자율학교(전국 또는 광역단위 학생 모
집)와 2008년 고교다양화 정책으로 탄생한 자율형 사립고 정책이다. 2002년에 처음 자율형 사립
고가 3개교 설립되었으나 2008년의 고교다양화 정책의 효과로 자율고교가 164개교(자율형 사립
고 및 자율형 공립고)로 증가하였다(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2014).
한국에서도 자율형사립고 도입을 전후로 하여 학교선택제에 대한 찬반 논의는 극명하게 대립
되었다. 찬성론은 '탈학교 현상', '조기유학 열기' 등 당시 교육병리현상을 치유하는 수단, '사립
학교의 특성 구현'(강영혜, 2000), '평준화 정책의 획일성 극복'(강상진, 2010) 등이 있었다. 반면
반대론은 '입시교육기관으로 전락 가능성'(강정명신, 2000), '교육불평등 조장'(전교조, 2001), '
계층차별적인 학교정책'(김용일, 2009) 등을 쟁점화하였다. 학교선택제 반대론은 '교육의 공공성
을 축소시킬 가능성'(김대현, 2001), '사회경제적 불평등이 학교교육에서 재생산 초래'(오욱환,
2008), '개인과 학교서열화로 인한 비개인화 초래'(강창동, 2011), '교육의 양극화 현상'(김소영,
2011) 등의 신자유주의 교육개혁 비판론과도 공통점이 있다. 다만 정책효과에 대한 실증 분석이
충분하지 않다는 내재적 한계가 있다.

Ⅴ. 논의 및 고찰
본 연구가 대상으로 하는 네 나라는 신자유주의의 교육개혁을 통하여 교육수요자의 선택권을
확대하는 학교선택제를 도입하였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개혁의 배경이나 범위, 논점 등에서는
많은 차이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학교선택제 도입 배경이다. 영국 보수당 대처 정부의 학교선택제 실시는 소비자인 부모
의 학교선택을 확대하여 다양한 요구를 교육에 반영함으로써 학교간의 경쟁을 통하여 교육의
질을 향상하고자 함에 있었다(Ball, 1995; Edwards, 1989). 비슷한 시기에 미국 레이건 정부도
교육에 시장원리(market forces)를 도입하여 학교 간 경쟁을 촉진하여 교육의 질을 향상하는데
에 있었다(Haydon, 2010). 레이건 대통령이 연설(Remarks on Receiving the Final Report of
the National Commission on Excellence in Education, April 26, 1983)에서 “경쟁을 확대하고
부모의 선택을 강화하여 교육의 질 회복"을 강조한 것에서도 개혁의 방향을 잘 알 수 있다(The
American Presidency Project). 한편 일본은 1970년대 이후 학교제도의 획일성, 폐쇄성 등이 교
육병폐로 지적되고 1984년에 설치된 임시교육심의회에서 ‘교육의 개성화’, '개성 중시 교육' 등
이 교육개혁의 이념으로 공론화된 후(教育政策研究会, 1987), 오랜 논의를 거쳐 2003년에 학교
선택제가 제도화되었다. 우리나라는 김영삼 정부가 '5․31 교육개혁'에서 '학습자의 다양한 개
성을 존중'하기 위한 방안으로 '학생 선발방식의 개선'과 '자립형 사립고' 등이 제안하였다(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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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개혁위원회, 1995). 그러나 '학생 선발방식의 개선'은 강제 배정의 문제점을 시정하여 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조치이며, 신자유주의의 이데올로기가 반영된 정책은 '자립형 사립고
'이다. 즉 영국과 미국의 학교선택제 도입배경이 학교 간 경쟁을 통한 학력 향상이었다면 일본
과 우리나라는 학교교육의 획일성을 시정하기 위한 측면이 강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우리나
라의 경우 사립학교가 본래 가지는 자율성을 고려하였다는 특징이 있다.
둘째, 학교선택의 범위이다. 영국은 초중등교육 전 단계에서 학부모에게 폭넓은 선택권을 부여
하였다. 1991년에 부모의 자녀교육 선택권을 선언한 학부모헌장(the Parents Charter)의 제정
등 학부모의 자녀교육 선택권을 크게 확대하였다. Brown(1990)은 1988년 이후 영국의 교육개혁
을 학부모주의, 제3의 물결로 불렀다. 미국은 원칙적으로 통학구역 내의 학교에 배정되며, 차터
스쿨이 있는 지역도 통학구역 안에서만 선택이 가능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마그넷 스쿨처럼 인
종 통합을 목적으로 하거나 저소득층도 사립학교를 선택할 수 있는 교육 바우처 등과 같이 효
율성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일본은 1947년 학교교육법 이후 선택제를 채택하고 있는 공립고는
신자유주의 비판에서 논외이며, 의무교육학교인 공립 소․중학교의 선택제가 논점이 되고 있다.
우리나라가 일반고교의 학교선택제를 신자유주의 교육개혁으로 논의하는 것과 비교하면 매우
대조되는 점이다.
셋째, 학교선택제의 논점이다. 전국 단위의 학교선택이 가능한 영국에서는 교육에 시장원리가
폭넓게 작용하여 사회경제적으로 유리한 계층이 불리한 계층보다 좋은 교육을 차지하게 되는
것을 우려한다(Gewirtz et al, 1995; Hatcher, 2000; Brighouse, 2010). 반면 낮은 계층은 아무리
좋은 교육이 있다 하더라도 통학비용을 감수하면서까지 원거리 지역의 학교를 선택할 수 없다
는 점이다(Allen et al, 2014). 비록 학부모의 72%는 학교선택권을 가져야 한다고 믿지만, 실제
학교선택에 참가하는 학생들은 초등학교 1%, 중등학교 3% 수준으로 높지는 않다(Allen et al,
2014). 미국은 학교선택이 원칙적으로 주(州) 단위이므로 학교선택제의 논점은 지역 내 학생들
의 학력과 학교의 변화를 중요시하고 있다. 선택행동을 한 학생들의 학업성취에 긍정적인 영향
을 주기도 하지만(Green et al, 1996; Tooley, 2010; CREDO, 2015), 학생들이 떠난 학교의 교육
자원의 저하, 낮은 학업성취, 하강 악순환 등 부정적 효과도 지적되고 있다(Epple ＆ Romano,
1998; Fiske ＆ Ladd, 2000; Machin et al, 2012).
일본에서 신자유주의 교육개혁은 의무교육학교인 공립 소․중학교 선택제가 논의의 대상이 되
어 있다. 그러므로 학교선택제의 주된 비판은 '교육의 기회균등'에 대한 부작용, 즉 '교육격차
확대론'이다(佐和, 2003; 藤田, 2011; 佐貫, 2012), 한편 학교선택제를 '교육개선의 수단'으로 전
망하는 견해도 적지 않다(藤原, 2005; 黒崎, 2006; 安田, 2010). 또한 일본 특유의 논점으로 '학
교와 지역사회와의 연계' 논리가 학교선택제 비판 및 폐지론이 되고 있다. '가정, 학교와 지역
사회 간의 연계'는 그간의 교육개혁에서 중요한 과제로 다루어졌다(中央教育審議会 1971. 6. 11
答申, 2005. 10. 26 答申). 일본의 지자체 중 일부만이 학교선택제를 도입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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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와 지역사회 간의 연계 희박'이 학교선택제를 폐지하는 중심 논리로 발전해 가고 있다.
우리나라에는 선택제 고교인 과학고, 외국어고 등 특수목적고가 있지만 신자유주의 교육개혁으
로 비판받는 정책은 자립형 사립고에 집중되었다. '우리 교육의 심각한 위기 극복'(허병기,
2003) '평준화제도 보완'(강상진, 2010) 등과 같이 교육 문제의 처방전으로 보는 견해도 있지만,
'입시교육기관화'(강정명신, 2000), 교육 불평등(김대현, 2001; 전국교직원노동조합, 2001; 오욱환,
2008; 김소영, 2011) 등 도입 저지 또는 개혁 비판론이 우세하였다. 학교선택권 확대 및 사립고
교의 자율성 보장이라는 개혁의 배경보다는 일반고교에 비하여 3배에 이르는 높은 등록금은 개
혁 거부감 또는 저지로 이어졌다. 1960년대의 중학교 평등 정책 및 1970년대의 고등학교 평준
화 정책을 통하여 국민들에게 교육의 평등문제는 교육제도의 가장 중요한 가치로 이해되었으므
로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논점이다.

Ⅵ. 결론 및 시사점
본 연구의 비교대상 국가들은 신자유주의 교육개혁으로 학교선택제를 도입하였지만, 학교선택
제는 다른 교육정책에 비하여 찬반 논쟁이 많았다. 학교선택제가 한편으로는 학부모, 학생 등이
능력에 따라 교육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될 수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교육에서 노력과 능력보다는 부모의 재산과 관심 등 사회경제적 배경에 의하여 교육의 불평등
이 심화될 가능성이 더 크다. 영국, 미국, 일본, 한국 네 나라에서 학교선택제 도입을 전후로 제
기되었던 찬반 논점이 크게 다르지 않는 것도 각국의 공교육제도가 내용에서 차이가 있지만 보
통교육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조직 원리를 '교육의 기회균등'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학교선택제 도입 이후 각국에서 수차례 정권이 교체되었지만 신자유주의 교육이념이
단절되지 않고 노선이 계속 유지되고 있다. 영국과 미국이 교육개혁에서 신자유주의를 포기하
지 않고 있으며(Haydon, 2010), 일본도 ‘55년 체제’ 이후 대부분의 기간을 집권하고 있는 자민
당의 교육정책 노선도 교육의 자유화․다양화를 견지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5․31 교육개혁’
이후 정책노선은 이명박 정부의 ‘고교다양화 300 프로젝트’로 맞닿아 있다(임재홍, 2012).
신자유주의 교육개혁 노선은 공교육의 재구조화를 재촉하고 있다. 그러므로 현 단계에서 교육
의 기회균등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교육의 공공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는 매우 중요하다.
이하에서는 의무교육을 중심으로 과제와 시사점을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현행 헌법 및 교육기본법 등에서는 공교육체제의 근간이 되는 조직 원리로 '교육의 기회
균등'을 명문화하고 있다. 교육의 기회균등이란 "사회적 지위에 대한 경쟁에서 잠재성을 가진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기회가 보장"되어야 하며, "특정한 지위를 수행할 수 있는 속성을 가진 누
구에게나 똑같이 기회가 부여’되어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Roemer, 1998). 교육의 기회균등을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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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하기 위해서는 사회경제적 배경, 성별, 인종, 거주 지역 등과 같이 교육격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개인적․지역적 속성이 통제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불리한 배경을 가진 자에 대하여는 더
많은 지원과 정책적인 고려를 통하여 교육기회를 동일하게 만들어주어야 하는 것이 필요하다.
공교육제도가 사회제도 가운데 장기간 정통성을 유지하는 이유는 국가가 교육조건을 표준화하
고, 도서․벽지 지역, 저소득층 등을 대상으로 한 보상교육 등 교육의 기회균등을 실현하기 위
하여 정책적 고려를 하는 등 교육의 공공성을 중시하였기 때문이다.
그런데 학교선택제는 교육의 기회균등에 기여하였다기보다는 유리한 자는 더 유리해지고 불리
한 자는 더 불리하게 되는 교육의 불평등 확대에 기여하였다. 영국에서 학교선택제 도입 이후
소득계층에 따른 학교 분리가 나타나고(Brighouse, 2010), 미국에서도 학생들이 빠져 나간 학교
의 교육력 감소 등 하강악순환이 지적되고 있다(Egalite, 2014). 일본도 학교선택제 도입 이후의
실증연구에서 학생이 많이 지망하는 학교일수록 교육력이 높다고 밝히고 있다(上野, 三野, 小塩
와 佐野, 2007; Yoshida, Kogure 과 Ushijima, 2009 )10). 우리나라에서도 선택제 고교와 일반고와
의 학력격차가 현실화되고(강상진, 2010), 상위계층이 명문대학에 진학을 많이 하는 선택제 고
교에 몰리는 경향도 밝혀졌다(김희삼, 2015). 위의 연구들은 학교선택제 도입 당시 개혁저지론
또는 개혁 부정론 정도로 취급되었던 논점이 현실적인 문제로 되었다는 점이다. 의무교육단계
에서 학교선택제가 도입되면 동일한 현상이 반복 재생산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둘째, 국가가 의무교육에 대하여 일정한 책임을 지는 것이다. 신자유주의는 국가의 역할을 축
소하여 시장의 규제를 완화하는 것으로 일본에서는 지방분권개혁으로 이어졌다. 그 도달점은
의무교육비 국고부담비율의 축소라는 결과를 가져왔지만 국가의 의무교육에 대한 책임은 의무
교육비 국고부담제도를 통하여 견지되고 있다. 신현식 등(2013)은 한국의 신자유주의를 "국가주
의와 결탁한 방식의 신자유주의"로 "국가주의적인 모습을 강화시키는 결과"를 지적하였다. 하지
만 국가의 교육 관리는 지방교육행정과 학교에 대한 관여가 아니라 의무교육을 최적의 조건으
로 만들기 위하여 국가가 재정적으로 책임을 지는 것이라고 본다. '의무교육비 국가부담제도'의
마련도 검토되어야 한다.
셋째, 공교육의 개선을 위한 다양한 정책적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교육의 평등이념 하에서
는 획일화된 교육, 폐쇄된 교육환경이 만들어지기 쉽다. 영국과 미국이 학교선택제를 추진한 배
경에는 교육기관의 경쟁력을 높여 학력향상을 기하기 위함이 있었다. 의무교육단계에서 학교선
택제를 도입하는 것은 교육의 기회균등을 해하므로 찬성하지 않지만, 현행 제도 하에서도 학교
교육의 책무성을 확보하는 방법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한 가지 전략으로 학부모와 지역사회 인
10) 上野 등(2007)은 도시지역인 위치하는 한 개의 지자체 소학교 6학년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및 학력
조사 결과를 토대로 학교선택제와 학교규모, 학력조사와의 관계를 검증하였다. 그리고 Yoshida 등
(2009)은 東京都 足立区의 학력 데이터를 이용하여 足立区에서 실시된 공립중학교의 선택제가 학생들
의 학교 선택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검증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고소득층의 자녀는 선택제 공립학
교를 지원하기보다는 사립중학교에 진학하는 경향이 강하다고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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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가 학교교육의 운영과정에 참여하도록 제도화한 학교운영위원회를 활성화하는 것이다. 그간
의 학교운영위원회 연구에서는 위원의 대표성 결여와 전문성 부족 등이 부정적 측면으로 지적
되었다(김병찬, 2007). 우리나라의 학교운영위원회제도는 국공사립 초중고교에 설치가 의무화되
어 있으므로 다른 나라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는 확고한 교육 거버넌스이다. 획일화된 제도 속
에서 공교육이 안주하지 않고 개선 노력을 해 나가도록 교육적 자원을 결집하여 협력해 나가는
'교육개선의 중추기구'로서 학교운영위원회가 역할을 하여야 한다. 의무교육단계에서 학교선택
제는 정답이 될 수 없다. 현행 제도를 잘 활성화한다면 학교교육의 개선을 통한 공교육의 정상
화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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