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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육모델 대안 탐색을 위한 소고:
아프리카교육 문제와의 비교를 기반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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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교육모델은 세계성을 갖출 수 있을 것인가가 본 논문의 질문이다. 이 논문에서
는 질문에 대한 답을 위해 기존 설명방식을 검토하고 특히 당면한 아프리카교육의 사례와 비
교를 통해 그 한계점과 대안을 탐색하였다.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현재까지 밝혀져 온 한국

교육발전의 요인들로서는 첫째 역사문화적 요인으로서 교육열과 숭문주의, 둘째 정책적 노력
요인으로서 저비용 양적성장정책, 셋째 초등학교에서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그리고 대학으로

순차적인 단계를 밟은 발전 전략, 넷째 사립학교와 민간재원 의존 전략이 가장 대표적이다.
대한민국의 교육발전모델은 아직 그 설명이 완성되지 않은 상태이다. 위 네가지 요인들은 그
동안 연구를 통해 밝혀져 온 대표적인 예에 불과하다. 본 논문에서는 선행연구들이 주로 교
육외변인 관점에서 설명해 온 것에 비해 교육내변인이 대한민국 교육발전에 관여했을 수 있

었는가를 검토해보았다. 그 첫째는 교수학습미디어인 한글과 문맹퇴치 모델이며, 둘째는 자영
적경제체로서의 교육산업 모델이며, 셋째는 지방교육자치 모델이며, 넷째는 교육기회균등 모
델이다.

：

주제어] 한국교육, 교육발전모델, 아프리카교육, 교육내변인, 교육외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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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교육이 국가와 경제 발전의 원천이 된다는 것은 재론의 여지가 없는 사실로 수용되고

OECD는 21세기
제정책으로 선언하였다.
있으며

경제를 지식경제시대로 선언하고 회원국들의 교육혁명을 제1경
그러나 근대산업시대가 열린 이후 인류는 전무후무할 경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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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영을 이루었음에도 전세계

70억

인구간,

200여개

국가간의 불평등은 더욱 커졌다. 더

욱이 불평등과 가난을 극복하기 위한 많은 처방들과 막대한 원조자금이 투자되었지만
해결의 기미는 보이질 않고 있다.

Mills(2011)는 [아프리카는

왜 가난한가]라는 그의 저

서에서 아프리카의 빈곤은 아프리카의 정치지도자들이 국제원조의존형 가난의 영속화를
그들 스스로 선택했다고 비판하고 있다.

21세기는 4차 산업혁명의 시대로 진입하고 있고
Long tail 법칙(Anderson, 2006)으로 빈부간 격차는

선진국의 부는 더욱 치솟을 것이나
더 커지고 가난은 항구화되고 있다.

대안으로 제안된 교육은 그래서 오히려 면책용 회피전략으로까지 비판받고 이미 실패로
판명된 공산주의적 혁명론과

IS와

같은 종교적 극단론까지 등장하고 있다. 사실 이러한

1960년대 이른바 교육주의(educationism)라는 풍조
로스바드(Rothbard, 1960)가 자유주의자들을 비판하

교육발전 전략에 대한 비관적 견해는
로 비판받기까지 했다. 교육주의는

면서 사용한 개념인데, 그에 의하면 많은 자유주의자들이 열심히 지식을 가르치면 세상
이 변할 것이라는 ‘순진한’ 생각으로 국가권력의 문제를 어떤 방식으로 바라볼 것인가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고 비판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국가발전전략으로서의 교
육에 대한 희망은 여전히 포기되고 있지 않으며,
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Angus Deaton에

의해 다시 한번 상기

UN이 2012년 교육최우선선언(Education First)을
하고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의 제4목표로 양질의 교육
(Quality Education)을 설정한 것도 결국 후진국 발전문제가 세계문제이며 교육은 불가
결의 수단임을 말해준다.
관건은 과연 세계, 특히 발전도상국들의 미래 인구가 대한민국의 경우에서처럼 양질
의 생산성을 가진 인적자본으로 전환될 수 있을 것인가이며, 결국 아프리카를 비롯한
이러한 세계적 조류에 부응하고자

대부분의 발전도상국들이 대한민국에서와 같은 교육발전을 이룩해낼 것인가 하는 점이
다.

UN을 비롯한
Development Index)의 개선을
그래서

모든

국제기구들은

한결같이

인적자원지표(Human

가장 긴요한 발전전략으로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20세기

내내 국제원조개발이나 각국의 발전경험에서 교육발전은 늘 기대에 못미쳤고, 최근 대
한민국 교육발전모델이 새로운 벤치마킹 대상으로 급속 부각되고 있다. 그러나 이미 많

은 한국 주도 국제교육개발 협력사업들이 추진된 지도 여러 해를 더해가고 있지만, 그

미래가 반드시 밝은 것만 아니다. 이유 또한 다각적으로 분석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므로 대한민국 모델 또한 서구모델에서처럼 같은 실패로 귀결될 수도 있다는 점을
우선 인정해야 한다. 이 경우 실패원인의 공통점은 다른 나라 다른 문화에 보편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교육발전모델의 부재이다. 따라서 먼저 그 발전모델이 일반화가 가능한
보편이론일 수 있는가 부터 확인해야한다. 그러나 사실 이러한 보편적 교육발전모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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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인지에 대한 과학적 확인이나 증명은 아직 없다고 해야할 것이며 더욱이 한국의 교
육발전모델이 한국에서 작동되었다고 해서 그것이 외국에서도 그러할 것이라고는 더더
욱 단정하기 어렵다. 실제로 한국의 교육발전모델 그 자체에 대해서도 이렇다 할 합의
가 존재하는 것도 아니다. 그러므로 우선은 한국의 교육발전모델에 대한 최선의 검토를
하고 난 후, 그러한 모델이 다른 나라의 경우 적용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해보는 작업부
터라도 시작해야 할 것이다.

이 연구는 이와 같은 실험 작업으로 이루어졌다. 즉 대한민국의 교육발전모델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었는가, 그리고 그러한 모델은 다른 나라에 적용 혹은 이식 가능한가

를 검토해보려고 한다. 이러한 논의가 의미 있는 결과로 귀결된다면 아마도 보편적 교
육발전모델을 수립하는 기초이론으로 활용이 가능할 수도 있을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첫째 그동안 한국교육발전모델에 대한
어떠한 논의가 있어왔으며 그 한계는 무엇인지를 먼저 검토해보려고 하며, 둘째 보편교
육모델로서의 대안으로서 한국교육발전모델을 구안해보고자 한다.

II.

1.

대한민국 교육발전모델에 대한 선행연구 검토

한국의 교육발전

OECD

20세기 후반 “가장 인상적으로 알려진 ”최
예시하였다. 교육 분야만 아니라 경제 사회 정치 분야

공식트위터계정이 최근 트윗에서1)

고의 교육기적국가로 대한민국을

를 망라한 전 분야에서 이루어진 대한민국 기적이라는 국가발전사는 인류사에서 매우
이례적인 기적으로 회자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명희(2014)는 이를 교육혁명모델로

명명했다. 즉 현대 서구 선진 국가들이 일반적으로 산업혁명과 시민혁명을 거쳐 근대국
가를 건설했지만 대한민국의 경우는 교육혁명을 통해 산업혁명과 민주혁명을 거쳐 근대
국가를 건설했다는 것이다. 대한민국의 기적적 발전과정에 대해 세계가 주목을 하기 시
작한 것은

1980년대

이른바 신흥산업국가(NICs;

아시아의 네 마리 용으로
는

20세기

Newly Industrialized Countries)
한국, 대만, 싱가폴, 홍콩과 함께였다. 특히나 대한민국의

또는
경우

전반 식민과 분단과 전쟁을 겪고 세계 최빈국가였음에도 불구하고 한 세대도

지나기 전에 일약 중진국으로 급부상하였으며, 무엇보다도 불과

10여년까지만

해도 원

1) http://oecdeducationtoday.blogspot.kr/2017/01/who-are-winners-and-losers-of-expansion.html
?utm_content=buffer37f32&utm_medium=social&utm_source=twitter.com&utm_campaign=buff
er(2017.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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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를 해주던 이웃 동아시아국가들을 훌쩍 뛰어넘어버렸다는 사실이다. 특히

1960년대

이후 성립된 인간발전이론은 원천자본이 절대 빈약한 국가와 개인은 교육을 통해 인간
자본을 축적하여 성장과 발전을 이룩할 수 있다는 가설에 입각했는데, 대한민국은 가장
신뢰롭고 타당한 증거로서 채택되었으며 많은 연구들이 이어졌으며(T.

Harbison&Myers, et als, 1964), 가장 최근에는 2016 노벨경제학상
Deaton(2015)이 그의 저서 '위대한 탈출'에서도 명확하게 언급하였다.

Shultz, 1974,
수상자인 Angus

대한민국 교육발전사를 설명하려는 시도는 교육내 변인이 교육외 변인과 관계를 설정
함에 있어 그것이 선행변인인가 후행변인인가를 먼저 규명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1980년대

한국이

NICs의

일원이 되었을 때 경제발전을 교육외 변인을 통해 온 전통적인

설명체제인 물적 자본 선행이론의 대안으로서, 인적 자본이라는 변인에 기초한 새로운
설명체제가 등장하였다. 즉 교육발전이 경제발전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른바
인적자본이론의 등장이다. 물론 이후로 아직까지도 원인이 아닌 결과로 인식되고 설명되

는 경우도 그 반대의 경우와 비교하여 사실상 대소나 정부를 가릴 수 없다. 다시 말해서
한국교육의 발전이 경제발전의 원인이 되었다는 것은 그렇게 볼 수 있는 측면이 있다는
것이지 반드시 꼭 그렇다고는 할 수 없으며 그 반대로 경제발전의 과실로서 교육이 발전
되었다는 설명 또한 상당한 설득력을 가지고 있다. 굳이 타협적이라면 양자 간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는 교차적 진행이 있었다고 하는 편이 가장 안전할 것이다.

다만 이 논문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절반의 관점인 인적자본론적 곧 교육발전
이 경제발전의 선행변인이 된다는 것을 수용할 경우에 후속되는 질문, 곧 '그렇다면 교
육발전의 선행변인은 무엇인가?'를 설정하고 그에 대한 해답을 찾고자 하는 것이다. 이
경우 그 해답을 찾는 데 있어서 당연히 경제발전을 포함한 교육외변인도 그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나, 그보다는 교육내 변인에 대한 탐색의 필요성이 대두된다. 왜냐하면 그
러한 변인들은 교육발전의 주체인 '교육체제'가 자체적으로 통제 및 동원 가능한 요인이
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선행연구들이 탐색하여왔던 교육발
전요인들이 교육체제 스스로 통제 및 동원 가능한 교육내 변인이었는지를 검토해보고자
하며, 만약 그 가능성이 불분명하다면 어떤 대안이 가능할지를 탐색해보려고 한다. 본
논문에서는 이렇게 해서 새로 찾아진 교육내 변인들에 입각한 교육발전모델을 대한민국
교육발전모델로 설정해보려고 한다.
2.

한국교육발전에 대한 대표 선행 연구 검토

대한민국 교육발전사를 설명하려는 시도는 교육 변인이 교육외 변인과 관계를 설정함
에 있어 그것이 선행변인인가 후행변인인가를 먼저 규명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2).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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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현재까지 밝혀져 온 한국교육발전의 요인들로서는 첫째 역사
문화적 요인으로서 교육열과 숭문주의, 둘째 정책적 노력요인으로서 저비용 양적성장

정책, 셋째 초등학교에서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그리고 대학으로 순차적인 단계를 밟은
발전 전략, 넷째 사립학교와 민간재원 의존 전략이 가장 대표적이다.

첫째 교육열과 숭문주의는 한국의 교육과 교육적 성장 및 발전을 설명하는 가장 대표
적이면서 공고한 이론이며 담론이다.

2009년 취임 첫 해부터 줄곧 미국 오바마 대통령
은 한국의 교육발전을 수차례 거론했으며, 양국 상호교환 방문 때 마다 만나 이에 대한
질문을 받은 이명박 한국대통령은 솔직히 그 비결을 ‘교육열’이 외에는 달리 설명할 길
이 없었음을 고백했다3). 교육열에 대한 연구는 많은 학자들에 의해 이루어져왔으며, 그
대표 저자는 이종각(2011)이라고 할 수 있다. 속칭 치맛바람이라고도 하고 맹모삼천지교
로도 비교되는 대한민국 학부모들의 교육열은 고려 시대 혹은 이미 삼국시대 때부터 국
가엘리트 충원체제로서 확립되어 온 과거제도의 역사적 문화적 유산이기도 하다. 교육

열은 사회적 교육수요로 나타났으며 건국 이후 급속한 교육팽창의 분명한 이유이다. 그
런데 문제는 이러한 교육수요를 교육내변인으로서, 곧 통제와 조절이 가능한 변인은 아
니라는 데 있다. 즉

1968년의

중학교 무시험 입학 정책의 예에서와 같이 팽창된 수요에

대한 공급의 확대를 한다거나 상급학교 입학제도나 교육비를 조절하여 수요를 억제하여
일시적 진정 효과(cooling

down effect)를

가져올 수는 있지만 이미 문화적 변인으로 내

재되어 있는 통제 불가능한 전제 조건인 것이다. 그러므로 대한민국 교육성장을 설명하
는 제일 요인인 교육열은 다른 나라에서의 발전 전략으로 활용될 수 있는 일반적 그리
고 보편적 모델은 아니다.
둘째 저비용 양적성장 정책은 교육열 요인 못지않게 널리 받아들여져 온 설명 기제이
다. 소위 콩나물시루 교실과 2부제 수업으로 대표되는 한국 학교의 질적 낙후성은 오랜

동안 경제적 빈곤으로 인한 양적 교육성장의 희생물이었다고 해석된다. 김종철(1989)의

대표 저작인 [한국교육정책연구] 이후 수많은 연구자들이 다각적인 방면에서 실증적으
로 밝혀왔을 뿐만 아니라 실제 교육정책 장면에서도 끊임없이 교육투자 확대의 근거 논
리로 활용되어왔다. 그렇다면 이러한 ‘질을 대가로 한 양적 성장 전략’은 교육내 변인,
곧 교육발전을 목표로 해서 통제와 조절이 가능한 변인인가? 일견 그렇다고 볼 수 있
다. 그러나 이는 앞서 검토되었던 교육열로부터 연원하는 교육수요가 선행변인으로 전
제되어야만 가능하며, 결국 그 또한 근본적 차원에서는 교육내 변인은 아닐 것이다.

2) 최근 대한민국 교육발전사를 종합적으로 조망하려는 연구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져왔는데 대표
적인 연구물 몇 편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이종재,김성열,Don Adams(편,2010).한국교육60년. 서울대학교출판사.
오성철 외. 대한민국교육70년.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이돈희 외.(2014). 대한민국교육70년. 한국학중앙연구원.
3) http://www.dailian.co.kr/news/vie/184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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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순차적 발전 전략론은 이종재(2009)에 의해 최초로 제기되었고 이후 여러 학자

들이 후속 연구를 통해 발전시켜온 이론이다. 즉 몇몇 실패한 나라들에 비해 대한민국
의 교육발전 과정에서는

1980년대

1950년대

초등학교

1960년대

중학교

1970년대

고등학교 그리고

고등교육에 이르기까지 순차적으로 선행 하급 단계 교육부터 보편취학율을 달

성하고 그 졸업자들이 후행 상급 단계 교육으로 진학하고 순차적으로 보편취학을 완성
해왔다는 것이다. 사실 서구형 근대공교육제도의 발전은

17세기

베스트팔렌체제에 따른

국민국가시대가 열리면서 초등국민의무교육 제도의 성립으로부터 시작된다고 볼 수 있
을 것이다(천세영,

2013).

그러므로

1088년

볼로냐대학의 설립으로 시작되었다고 보는

(Ruegg, 1992) 대학제도가 교육제도 발전사적 관점에서 보면 초중등학교제도보다는
행되었으며, 이후 대학은 고등교육으로 초중등학교는 기초교육으로 개념화되었으며,

선
전

자는 국가엘리트인재의 양성 기능을 담당하고 후자는 국민기초교육 기능을 담당해온 것
으로 이해되어왔다. 그런데 후에 탄생한 대부분의 국가들의 교육발전과정에서는 양자간
의 균형발전 문제는 쉽지 않은 선택지였으며, 대한민국의 경우 그것은 결과론적으로 볼
때 기초교육이 선행하고 고등교육이 후행하는 것이었다.

한편 2차세계대전 이후 폭발적으로 탄생한 신흥 독립국들은 특히나 미소 중심 동서냉

전체제로 접어들면서 개별국가간은 물론 세계체제간 발전 경쟁의 주역이 되어야 했다.
이른바 발전연대(developmental

decades)가 1960년대

이후 본격적으로 열렸으며, 다양한

발전전략이 모색되는 가운데 새로 등장한 인간자본론은 축적된 자본이 부재했던 신흥국
가들로서는 획기적인 대안이었다.
인적자본론의 확립과 더불어 무엇보다도 교육은 인적자본 축적 기제로 인식되었고 그
것을 경제학적으로 증명하려는 움직임은 학교단계별 교육투자수익율 분석 기법으로 발
전되어왔다. 이 과정에서 각 나라들의 경제문화 사정에 따라 초중등교육과 고등교육의

상대적 투자수익율 크기 측정이 정부정책 결정과정에서 중요한 도구가 되었다. 각 나라
의 사정에 따라 때로는 고등교육의 투자수익율이 높게 나타나는 이유에서이건 혹은 학
교단계별 적정 비중에 대한 논의들이 이루어지면서 한국에서처럼 하급단계 완전취학 후
상급단계로 이행하는 모델은 쉽게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므로 대한민국 교육발전 과정
에서 뚜렷하게 나타난 순차적 발전 현상은 분명 그에 합당한 이론적 실천적 검토가 필
요하다. 왜냐하면 그것이 과연 그런 선택이 선행된 이후 결과였는지 블랙박스와 같은

모습으로 채택되어 결과가 그리 나타난 공공선택이었는지는 분명치가 않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행이론이 부재한 상황에서 이러한 순차적 교육발전모델은 분명히
교육내 변인모델로서 한국교육발전의 중요한 특성으로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사립학교와 민간재원의 참여는 분명 매우 독특한 한국교육발전의 추동 요인이었
다. 김기석(1994)은 대한민국 교육 발전의 특징적 현상으로 유상중등교육의 팽창’으로

한국교육모델 대안 탐색을 위한 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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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하면서 서구근대공교육의 발전사가 공공재원에 기반한 것임에 비해 한국의 그것은
민간재원에 기반한 것임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물론 이는 현상을 설명함에 있어서 이론
의 여지가 없는 객관적 사실이며, 초중등교육의 보편취학이 완성된
서 경제성장이 본격적으로 도약기에 들어서는

1980년대에

1970년대를

넘어서

들어 대대적인 공공교육재정

의 확대가 이루어지면서 더욱 그 사실이 선명해진 측면도 부인할 수 없다. 무엇보다도
공공재로서의 교육의 기회보장 이념과 무상의무교육 혹은 무상공교육이 당연하게 받아
들여져 온 서구중심적 교육발전모델에서 경제적 조건이 허락하지 않은 모든 개발도상국
들에서는 막대한 재정 소요를 수반하는 교육성장이 결코 쉬운 과제가 아니었다. 그러나
대한민국에서는 대대적인 사립학교의 참여가 전국민적으로 폭발된 교육수요에 부응함으
로써 교육기회 공급과 확장을 가능하게 했으며, 특히나

1949년에

단행된 농지개혁은 마

땅한 산업적 활로가 없는 상태에서 전통적인 대지주들의 교육사업투자(‘육영사업’이라고
불림) 기회를 만드는 계기가 되었다4). 그런데 이러한 민간재원 변인 또한 앞서 두 번째

의 양적성장 정책과 세 번째의 순차적 발전전략에서와 마찬가지로 상당 부분은 결과론
적인 해석일 수가 있다. 즉 교육내 변인으로 선행하였기보다는 확장된 수요에 부응하는

공급확대를 마치 사전에 통제하고 선택한 전략과 변인으로 치환하였다고도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많은 후진국들이 쉽사리 교육에서의 민간참여를 정치사회적
합의의 부재로 인해 쉽사리 수용하지 못하는 경우와 비교해본다면 분명 이는 지금이라
도 한국에서와 같은 민간참여전략을 수용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열려있다. 실제로 공교육
기회의 제공과 발전 전략으로서의 민간의 역할에 대한 인식은

1980년대

이후

World

Bank
1990년대 OECD등이 가세하면서 민관협력모
델 PPP(public-private-partneship)이라는 매우 보편적인 교육발전전략으로 진화하였다.
이렇게 보면 대한민국은 PPP기반 교육발전모델의 대표적 성공사례를 보여주었다고 볼
수 있으며, 실제로 사립학교가 상대적으로 큰 역할을 한 미국과 일본의 사례는 물론 최
근 중국과 베트남, 타이완과 칠레의 사례 또한 충분한 증거가 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대한민국의 교육발전모델은 아직 그 설명이 완성되지 않은 상태이다. 위 네 가지 요
인들은 그동안 연구를 통해 밝혀져 온 대표적인 예에 불과하다.
등에 의해서 최초로 제기되었으며5)

4) 토지개혁과 사립학교의 팽창에 관해서는 아직 충분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지않으나, 가장
대표적인 연구로는 다음 참조: 오성배,강태중(2002). 토지개혁과 대학 팽창의 연계와 그 의미.
중앙대학교 한국교육문제연구소. 한국교육문제 17호, 159-174.
5) 초창기 연구는 세계은행 국제교육개발협력 사업 추진 과정에서 수행되었으며 가장 대표적인
연구는 다음 참조: Tan, Jee Peng et als.(1984). User Charges for Education: The Ability
and Willingness to Pay in Malawi. World Bank Staff Working Papers No. 661
[micro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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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1.

한국교육발전모델의 대안 탐색

사례 검토: 아프리카 교육의 발전 과제

정말 교육은 답일 것인가? 만약 그렇다면 한국교육의 경험은 외국에서도 가능할 것인

가? 한국의 교육발전모델은 한국에서만 적용 가능하고 다른 나라에서는 적용 불가능하

다면 적어도 해외 특히 한국의 경제적 발전을 뒤따라 잡으려는 개발도상국들로서는 무
의미할 것이다. 이는 결국 대한민국 교육모델은 아프리카 최빈 국가들에게 과연 이식
가능한가라는 질문으로 바꿀 수 있을 것이다.

2차

대전이 끝나고 유럽의 식민모국들은

아프리카 신흥독립국들의 교육발전을 위해 수많은 돈과 노력을 투자했지만 이젠 그 실
패를 인정해야 하며 최근에 들어서서 그 핵심 문제가 언어장애였음을 인식하게 되었다.
그러나 그것은 모국어와 영어를 동시에 구사하는 교사를 채용하고 교재를 만들어서 보
급할 수 있을 때 가능한 일이다. 물론 쉽지 않은 일이다. 최근에 개최된 아프리카부흥회
의(ICEA2017:

International Conference on the Emergence of Africa:
http://www.africa-emergence.com/)에서는 2000년대 이후 오랜 동안이 내전 종식이 가
시화되고 남아프리카공화국에 이어 르완다와 모리셔스, 이디오피아 등 대표적 선도국가
들을 중심으로 경제발전이 발동되었다는 사실을 주목하였다. 이에 따라 이제는 더 이상
'저발전 혹은 발전도상(least developed or developing)'이 아닌 '부흥(emergence)'이라는
새로운 프레임으로의 전환을 촉구한 바 있다. 이와 같은 아프리카적 전환은 특히 20세
기말 베트남 인도네시아 태국을 위시한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부흥으로부터 크게 자극을
받은 것도 사실이지만 무엇보다도

20세기

세계 각국의 발전사에서 부인할 수 없는 핵심

변인이 인적자본이었다는 것에 대한 각성에 기반한다. 물론 인적자원의 개념과 그 형성

과정에 대한 많은 해석이 따르지만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확실한 변수는 '젊은 인구층

(young population)'의 절대량이었으며 이는 최근 국제적으로 인구배당금(demographic
dividend)으로 설명되고 있다6). 이 인구배당금 가설은 대한민국 대만 홍콩 싱가폴 네
마리 아시아의 용의 경우는 말할 것도 없이 최근 베트남, 중국, 인도의 부상에서도 명료
히 드러나고 있다. 내전의 종식에 이어 현저히 개선된 의료환경과 기초식생활 조건은
아프리카가 이제부터는 세계에서 가장 젊은 대륙이 될 것이며 젊은 인력은 풍요한 인적
자본이 되어 경제부흥의 원천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단순히 젊은층 인구 증가만으로 성장이 견인되는 것은 아니며, 그것이 생산성

을 갖추게 된다는 조건을 수반하는데,

Index)7)는

바로 이러한 조건을

UN의 인간개발지수 HDI(Human Development
의미한다. 참고로 UN이 발표한 2016인간개발지수에 따

6) https://en.wikipedia.org/wiki/Demographic_divid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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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면 아프리카 전체평균이

0.530인데

HDI

0.901이며, 산식을 구성하는 중요
전체평균이 10.1년임에 비해 한국은 16.6년

비해 대한민국은

교육지표인 국민의 기대교육연수는 아프리카
으로 보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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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차는 결국 경제발전수준의 격차를 의미할 것이며 아프리카

와 같은 후진지역의 발전모델 수립을 위한 선행 요인으로서 대한민국의 교육발전모델에
대한 탐구를 할 수밖에 없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앞서 검토한 바와 같이 대한민국 교육
발전을 설명하는 보편적이고 일반화 가능한 가설은 아직 불분명하다. 따라서 여기서는

아프리카 교육발전 과제를 사례로 하여 한국의 교육발전모델이 접목 가능한지를 검토해
봄으로써 대안적 설명모델을 탐색해 보고자한다.

우선 먼저 아프리카가 당면하고 있는 교육문제를 총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하여 [그림

1]의

아프리카지역 취학율 곡선을 유형별로 검토해보려고 한다.

그림

[

자료:

1]

아프리카 지역의 학교급별 취학률 곡선 유형

http://www.create-rpe.org

[그림1]에서

보는 유형별 취학률 곡선은 비단 아프리카에서만 발견되는 것은 아니며

7) HDI는 UN이 사용 중인 인간개발지수로서 아래와 같은 산식으로 측정된다.
(https://en.wikipedia.org/wiki/Human_Development_Index)
HDI = (1/3)×(소득지수) + (1/3)×(기대수명지수) + (1/3)×(교육지수)
(소득지수) = (구하려는 나라의 소득 - 최저치)/(최고치 - 최저치) × (각 수의 log값)
(기대수명지수) = (구하려는 나라의 평균수명 - 최저치)/(최고치 – 최저치)
(교육지수) = (2/3) × (성인문자 해독률)[1] + (1/3) × (학교등록률)[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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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 개발도상국들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것이며, 사실상 선진국을 비롯한 대한
민국의 경우에서도 이러한 과정을 모두 거쳤다고 하는 편이 옳다. 우선 제1유형은 남아
공 나미비아 보츠와나의 경우에서처럼 초등학교는 보편취학을 달성했고 아직 중등학교

50%를 넘어서고 있는데, 이는 가장 양호한 유형으로 분류된다. 제2유
형은 말라위, 우간다, 케냐에서처럼 초등학교 저학년에서는 학령초과 취학률이 200%를
넘고 있으나 고학년 이후 급격히 탈락율이 높아지고 중등학교 취학률은 당연 50%를 밑
돈다. 제3유형은 가나와 잠비아와 같이 대부분의 많은 개발도상국들에서 일반적으로 나
타나는 유형인데 초등학교 5-6학년 이후에 급격히 탈락율이 떨어져서 중등 교육으로의
진학률이 낮아지고 있다. 제4유형은 많이 최저 발전국들인 프랑스어 사용국가들로써 초
등 저학년에서부터 보편 취학율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다.
아프리카 뿐만이 아니라 지난 20세기 동안 이와 같은 교육저발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
한 많은 노력들이 있었으며, 당연 왜 그런가에 대한 설명 노력들도 있었다. 그러한 설명
에서는 이제 마악

방식들은 본 논문에서 취하고 있는 교육내변인과 교육외변인의 두 관점으로 대별된다고
볼 수 있다. 우선 후자의 관점에서 보면 높은 탈락율과 낮은 취학율의 원인을 교육외적

요인에서 찾는 접근방식인데, 가정의 경제적 빈곤과 인근 지역 학교의 부재, 그리고 전
통적으로 여학생이 안고 있는 불리한 사회문화적 조건과 농촌지역 문제로 귀인하는 방
식이다. 특히 이러한 귀인방식은 초등학교 고학년때부터 맞게 되는 사춘기 청소년기 취
업문제와 겹치면서 더욱 학교이탈은 가속화된다는 이론이다. 사실상 이러한 설명 방식

은 경제사회적 발전이 선행되기 전에는 교육발전은 불가능할 것 같은 비관론으로 흐르
게 되며 지난 세기 내내 대한민국과 아시아 몇 개국을 제외한 대부분 발전도상국들에서
는 아직도 반복되는 현상이다. 그러므로 똑 같이 경제사회적 불리한 조건하에서도 교육
발전을 성공시킨 대한민국과 아시아 국가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교육외변인
관점으로는 불가능하다.
2.

교육내 변인 기반 한국교육발전모델의 대안 탐색

교육내 변인으로 설명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돈이나 사회문화적 조건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또 다른 장애요인이 교육체제 내 곧 학교 안에 존재할 수 있다는 관점에서부터 출
발해야한다. 그것은 다름 아닌 ‘학습의 흥미 상실’이라는 조건이다. 최근 미얀마 교육발
전전략연구 보고서(2013)에 따르면 미얀마 학생들의 중도탈락 요인 중 경제적 빈곤에
버금가는 중요한 요인으로서 학습흥미의 상실이 보고된 바 있다8). 즉 학생들은 학부모

8) ADB(Asian Development Bank).2013. Myanmar Comprehensive Education Sector Review
(CESR) Phase 1: Rapid Assessment Final version (revised 7 March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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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교육비 부담능력 부족과 가사노동보조를 이유로 학교를 그만두기도 하지만 그에 못
지 않게 초등학교 고학년 이후 스스로 학습 흥미를 지속하지 못하는 것도 중요한 이유
가 된다는 것이다. 이를 대한민국의 교육발전사와 비추어 볼 때, 학부모의 교육열만이
아니라 학생의 학습열도 교육수요 팽창의 중요 요인이 되었을 수도 있었다는 것을 의미
한다. 한편 교육내 변인으로 학습자 변인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은 교수자 변인이다. 학생

들의 학습흥미 상실은 다른 말로 하면 교사들의 교수능력 부족을 의미한다. 즉 대한민
국의 교사들은 학생들이 학습흥미를 잃지 않도록 상대적으로 잘 가르쳤을 것이라는 가
설이다.
본 논문에서는 이와 같은 두 가지 탐색적 가설에 입각하여 어떠한 교육내변인이 대한
민국 교육발전에 관여했을 수 있었는가를 검토해보려고 한다. 그 첫째는 교수학습미디

어인 한글과 문맹퇴치 모델이며, 둘째는 자영적경제체로서의 교육산업 모델이며, 셋째는
지방교육자치 모델이며, 넷째는 교육기회균등 모델이다.
첫째 한글은 비록

1446년

세종대왕에 의해

500

여 년 전에 발명되었지만

1945년

해방

이전까지 공식 문자로 사용되지 않았다. 그러나 그 과학성과 위대함은 한글이 공식문자
로 사용되자마자

10년도

안되는 짧은 기간 안에

75%를

넘던 문맹률이

25%

아래로 떨

어졌다. 특히나 농촌의 여성들 또한 대부분 문맹을 벗어났으며 무엇보다도 이들이 자녀
들의 언어를 가정에서 가르칠 수 있는 엄마들이라는 점이 중요했다. 문맹퇴치 운동은

교육정책만이 정치문화정책으로도 대대적으로 이루어졌으며, 기독교 교회를 통한 한글
성경읽기도 큰 기여를 한 것으로 짐작된다. 사실상 그동안 한국교육발전 과정에서 문맹
퇴치 과정에서의 한글의 역할과 힘, 그리고 초등교육 보편화의 결정적 선행변인으로서

의 전국민 문해와 특히 엄마로서의 여성 문해가 끼쳤던 역할과 힘에 대해서는 상대적으
로는 소홀히 취급되어왔다. 이는 아프리카를 비롯한 대부분의 개발도상국 학생들의 중
도탈락 요인인 학습흥미 상실이 사실상은 가정 언어와 학교 언어가 상이한 데서부터 비
롯된다는 점을 상기할 때 대한민국의 그것과는 결정적 차이를 드러내고 있음을 반증한
다. 최근에 들어서야 교육발전에 있어서 결정적 변인으로서 언어문제가 새롭게 부각되
고 있는 까닭이기도 하다. 요컨대 한국의 교육발전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교수학습언어
가 결정정 변인의 하나였음을 말해주는 것이며 전세계 개발도상국들의 낮은
육문제를 해결하는 핵심요인임을 말해준다.

HDI와

교

둘째 교육산업이 자가발전적 혹은 자영적 경제주체의 하나였다는 가설이다. 우선 대

한민국 교육발전 과정에서 민간재원과 사립학교의 역할은 사실 이중적 잣대로 다루어져
왔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기회확대에 참여한 공은 인정하면서도 동시에 공
공재화로서의 교육이 민간섹터에 과도하게 의존함으로써 오늘날 한국교육에 나타나고
있는 여러 가지 모순적 문제들의 원인이 되었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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립학교와 민간재원의 참여없이 한국의 급속한 교육팽창은 불가능했을 것이라는 데에 대
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사립학교의 참여를 촉발한 최초의 계기는

1949년의

대대적

인 토지개혁이었다. 유상몰수유상분배 원칙에 의해 국가대개혁으로 시행된 토지개혁에
서 대지주들은 자신들의 재산권을 최대한 보호하려고 했었으며 이 과정에서 사립학교법
인에 출연하는 통로가 마련되었다. 이는 상대적으로 팽창하고 있는 교육수요를 국가재
정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소위 육영산업이라는 형태의 사립학교 설립운동이
자연스럽게 응대를 하게 된 것이었다. 더군다나 그 어떤 산업적 기반도 마련되어 있지
않는 경제구조내에서 이러한 사립학교 법인들은 학교 시설 건설, 교직원 채용, 교과서

출판이라는 연관산업 증대 효과를 내기에 충분했다. 말하자면 교육체제는 독립적인 산
업이며 경제주체로서 그 스스로의 크기 증대를 위해 교육공급의 확대를 통해 새로운 교
육수요까지 창출해냈다고도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림
이후에도

OECD

2]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2000년

국가들 가운데 아직도 대한민국은 가장 큰 사립학교 섹터를 가지고 있

으며, 이러한 교육모델은 반듯이 교육이 공공섹터로서만 존재하지 않아도 됨을 역으로
증명하고 있다고 해야 할 것이다.

그림

[

자료:

2]

사립학교 교육비의 국가별 비중 비교

OECD database

셋째 모델은 지방교육자치모델이다. 대한민국의 교육자치는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어

려운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고 있다. 이른바 특별자치단체로서 지방광역자치
에서 법적으로는 일반자치단체장의 감독하에 있지만 사실적으로는 재정적 행정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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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한 독립을 이루고 있다. 이로 인해 교육자치단체들은 법정 재원인 지방교육재정교
부금을 독립적으로 운용해왔는데, 특히 이러한 재원은

1980년대

경제성장의 결실로 확

보된 안정적 재정을 교육발전을 위해 전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한국의 지방
교육자치제가 이러한 독자성을 갖게 된 것은 미국형 교육자치제가 오롯하게 이식된 미
군정사의 한 페이지가 작용한다. 대한민국 교육재정의 핵심적 근거라고 할 수 있는 지
방교육재정교부금제도가 미군정기에 소위 ‘교육자치3법’으로 잉태되었다는 사실이다. 미
군정3년은 대한민국 교육의 원형이 만들어지는 매우 중요한 시기였는데 그 가운데 핵심
과제 중의 하나는 지방교육자치제의 완성이었으며 이를 두고 많은 논의가 진행되었으며

8.15

건국 직전까지도 해결이 안되자 당시 미군정사령관 딘(W.F.Dean)소장은 “한국인을

위한 선물”이라는 표현을 써가며 이른바 교육자치3법(교육구의 설치, 교육구회의 설치,
공립학교 재정경리)을 8월

12일에

발표해버렸다9). 이는 향후

1949년

교육법상의 교육자

치제 골격을 이루고 많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도 안정적 교육재원의 확보에 큰 기여를
하게되었다.

1948년

교육자치3법에서 천명된 공립학교회계령에 따르면 교육재정의 운영

이 교육자치구회의 완전한 자율영역에 속해야한다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건국초기부터

교육자치제의 발전 과정이 순탄치 않았던 것은 곧 바로 광역단위인 시도교육청과 기초
단위인 시군구교육청의 재정운영자율성 확보 또한 만만치 않았음을 말해준다. 그렇지만
궁극적으로는

1958년

의무교육교부금법의 제정을 시작으로

1971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의 완성에 이르는 과정에서 각 시도와 각 시군에 교육비특별회계를 두고 교육재정
운영만큼은 일반 자치단체로부터 철저히 독립시킬 수 있었던 것은 분명히 대한민국 교
육발전의 중요한 원동력이었음은 분명하다.

넷째는 지나치리만큼 고집스럽게 지켜온 기회균등의 원리 모델이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1968년의

중학교 무시험 정책이며 이어서 단행된

1974년의

고교평준화정책이었다.

이른바 대한민국 교육정책의 해묵은 수월성-평등성 논쟁은 결과적으로는 목표된 교육과

정 성취기준의 달성과 엘리트인재 양성보다는 한 학생이라도 더 많이 상급학교 교육기
회를 제공하는 교육모델을 만들어냈다. 또한 대부분의 선진국들에서는 당연한 대학들의
고유한 권한인 입시제도마저도 국가가 강력한 통제를 통해 대학의 학생선발권보다는 국
민의 교육기회균등권을 더 강조하여왔다.

이상 네 가지 대안적 가설들은 현재로서는 시론적 탐색에 머무른다. 그러나 대한민국

교육발전 모델을 세계사적 관점에서 재조명해본다는 측면에서 지속적인 재검토가 필요
할 것이며, 무엇보다도 그것이 후발국들에게 적용 가능해야한다는 준거하에서 검토되어
야할 것이다. 본 논문에서 대안으로 제시된 네 가지 가설들의 경우 첫째 교수학습언어

9) 미군정초기의 교육자치제 성립에 관해서는 정태수의 연구를 통해 많은 역사적 사료가 집적되
었는데, 그의 연구는 또한 오천석(1975), 이성호(1954), 김종철(1989)의 연구 결과들에도 힘입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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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관점에서의 한글은 비록 그 시사점은 분명하는 한 나라의 언어정책이 교육정책을
너머 정치사회문화적 맥락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신중히 접근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둘째 독자적 교육산업모델은 결국 민간교육체제의 수용을 의미하는데 공교육이념이 워
낙 공고히 확립되어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또 다른 거대한 장벽이며, 셋째 정치행정적
으로 중립되고 독립된 지방교육자치제의 확립은 정치적 의지만 있다면 상대적으로 쉽게
수용될 수 있지만 현재 대한민국에서 나타나고 있는 교육체제의 경직성을 사전에 예방
할 수 있는 지혜도 함께 구해져야한다. 마지막 넷째 교육기회균등 우선주의는 양적성장
에 도움이 될 수도 있으나 질적 성장에는 분명 암적 요소가 많이 있음을 대한민국 교육
의 현재가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IV.

결론

대한민국의 교육모델은 세계성을 갖출 수 있을 것인가가 본 논문의 중심주제이다. 다
른 말로 하면 개발도상국들에서 늘고 있는 젊은 인구가 대한민국의 경우에서처럼 양질
의 생산성을 가진 인적자본으로 전환될 수 있을 것인가이며, 대한민국에서와 같은 교육

발전을 이룩해낼 것인가 하는 점이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첫
째 그동안 한국교육발전모델에 대한 어떠한 논의가 있어왔으며 그 한계는 무엇인지를
먼저 검토해보고, 둘째 보편교육모델로서의 대안으로서 한국교육발전모데을 구안해보고,
셋째 한국교육발전모델이 후발도상국들에서 적용가능할 수 있는가를 검토해보았다.

여러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현재까지 밝혀져 온 한국교육발전의 요인들로서는 첫째
역사문화적 요인으로서 교육열과 숭문주의, 둘째 정책적 노력요인으로서 저비용 양적성
장정책, 셋째 초등학교에서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그리고 대학으로 순차적인 단계를 밟
은 발전 전략, 넷째 사립학교와 민간재원 의존 전략이 가장 대표적이다. 대한민국의 교

육발전모델은 아직 그 설명이 완성되지 않은 상태이다. 위 네가지 요인들은 그동안 연
구를 통해 밝혀져 온 대표적인 예에 불과하다.

본 논문에서는 선행연구들이 주로 교육외변인 관점에서 설명해 온 것에 비해 교육내
변인이 대한민국 교육발전에 관여했을 수 있었는가를 검토해보았다. 그 첫째는 교수학

습미디어인 한글과 문맹퇴치 모델이며, 둘째는 자영적경제체로서의 교육산업 모델이며,
셋째는 지방교육자치 모델이며, 넷째는 교육기회균등 모델이다.

이상 네 가지 대안적 가설들은 현재로서는 시론적 탐색에 머무른다. 그러나 대한민국

교육발전 모델을 세계사적 관점에서 재조명해본다는 측면에서 지속적인 재검토가 필요
할 것이며, 무엇보다도 그것이 후발국들에게 적용 가능해야한다는 준거하에서 검토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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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할 것이다. 첫째 교수학습언어라는 관점에서의 한글은 비록 그 시사점은 분명하는 한
나라의 언어정책이 교육정책을 너머 정치사회문화적 맥락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신중히
접근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둘째 독자적 교육산업모델은 결국 민간교육체제의 수용을
의미하는데 공교육이념이 워낙 공고히 확립되어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또 다른 거대한
장벽이며, 셋째 정치행정적으로 중립되고 독립된 지방교육자치제의 확립은 정치적 의지
만 있다면 상대적으로 쉽게 수용될 수 있지만 현재 대한민국에서 나타나고 있는 교육체
제의 경직성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지혜도 함께 구해져야한다. 마지막 넷째 교육기
회균등 우선주의는 양적성장에 도움이 될수도 있으나 질적 성장에는 분명 암적 요소가
많이 있음을 대한민국 교육의 현재가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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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 S T R ACT

An Explorative Essay about the Korean Model
Educational
Comparative Work

of

Development:

with regard to African Education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Chun, S e Yeoung

The main question of this article is about the possibility of Korean model of
educational development as a universal theory to be appliable to other countries. To
find the answer, major literatures in this field were reviewed and particularly
discussed with regard to African issue of emergence and its educational prospect,
and followed by the alternative explanatory model building of Korean education.
Four factors have been suggested as its contributors: first, education fever and
inherited culture of literacy; second, low cost approach of quantity expansion at the
risk of quality; third, sequential expansion of school opportunities from elementary
thru secondary even to tertiary educaion; fourth, private schools’ participation and
role of private expenditure. However these models are not yet fully convinced with
a firm and scientific investigation. Alternative factors are discussed from the point of
within education variable compared with the external one. These factors would be
integrated into the Korean model building of educational development; they are,
Hangul and its literacy power as the instructional medium; educational system as a
self-grown industry; strong and autonomous local governance of education;and, equal
opportunity oriented growth of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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