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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 연구는 평생직업능력개발 체제라는 새로운 직업능력개발 패러다임에

적응하기 위한 기술계 학원의 형태변환 양상을 밝히고 그 특성을 명확히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기술계 학원은 해방 이후 수십 년 간 실용지

식 분야에서 산업인력 양성을 수행해 온 민간의 직업능력개발 기관이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 지식기반 경제의 등장 등 경제사회적 패러다임의 변

화로부터 촉발된 산업 노동 구조의 연쇄적인 변화로, 직업능력개발의 패러

다임이 평생직업능력개발 체제로 전환되면서 기술계 학원을 둘러싼 직업능

력개발 환경이 크게 변화하였다. 평생직업능력개발 체제는 변화된 경제사

회의 특성을 반영하여, 평생학습의 개념을 기반으로 평생에 걸쳐 필요한

직업능력 수준을 유지 강화할 수 있도록 직업능력개발을 수평적 수직적으

로 확장하였으며, 고숙련 고역량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자 한다는 특성을

갖는다. 따라서 주로 고등학교 졸업자를 대상으로 기술기능 자격증 취득을

위한 단기 교육을 실시해 온 기술계 학원은 점차 수요자들의 외면을 받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상당수의 기술계 학원들이 폐원이나 휴원을 택하였다.

반면 일부 기술계 학원은 평생직업능력개발 체제의 특성에 적응하고 수

요자들의 요구를 충족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형태변환을 시도하였다. 이

과정은 직업능력개발과 고등교육, 그리고 평생학습의 기능과 제도를 융합

하는 방식을 활용하여 전개되었다. 그러나 지금까지 정책 및 관심에서 배

제되어 온 민간 사설학원인 기술계 학원의 특성 상 이 집단에 초점을 맞추

는 연구는 많지 않았으며, 평생직업능력개발 체제에서의 변화 형태에 주목

한 경우도 찾기 힘들었다.

이에 본 연구는, “기술계 학원은 평생직업능력개발 체제에서 어떠한 방

식으로 형태를 변환해 왔는가”라는 연구문제를 설정하고, 기술계 학원의

변환형태 및 과정을 확인하기 위하여 서울에 위치한 B 항공직업전문학교

(구 A 항공학원)를 대상으로 사례연구를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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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항공학원은 1990년에 설립된 기술계 학원이다. 항공 관련 직업에 진

입하기 위해 필요한 단기 자격증 프로그램을 운영해왔다. 고등학교를 졸업

하고 직업을 얻기 위해 학원을 찾는 수요가 많았고, 자격증만으로도 평생

직업을 얻을 수 있었기 때문에 꾸준히 인기가 있었다. 그러나 1990년대 중

반부터 수요자의 요구가 변화하고 경쟁기관이 부상하면서 수강생 모집에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평생직업능력개발 체제에서는 고숙련의 지식을 필

요로 하여 자격 취득 목적의 단기교육을 운영하는 기술계 학원의 매력이

떨어졌고, 고등교육이 보편화되면서 고등학교 졸업 후 입직을 원하는 수요

자체가 줄어들었으며, 직업능력을 학력으로 인증하고자 하는 욕구가 높아

져 학원에 대한 선호가 낮아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의 지원을 받는 고

등교육 기관이나 직업능력개발 기관은 점차 경쟁력을 갖추어 나갔다.

A 항공학원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단계적으로 변화하여 나갔다. 학

점은행제를 도입하여 고등교육의 학위 부여 기능을 갖추고 2-3년의 장기

교육과정을 운영하였으며, 기술계 학원에서 직업전문학교로 전환하여 B 항

공직업전문학교가 되면서 ‘학교’라는 명칭을 획득한다. 또 평생교육원을 설

립하여 직업전문학교와 함께 운영하는 방식으로 한 기관 당 이수학점의 제

한이 있는 학점은행제를 보완하여 통합적인 학사관리 체제를 만들었다.

이 같은 과정을 통하여 A 항공학원은 기술계 학원으로서 평생직업능력

개발 체제에서 가지고 있었던 한계점을 극복해 나갔다. 교육과정 면에서는

학점은행제라는 평생학습의 제도를 도입하여 단기 자격증 취득 위주의 프

로그램을 학위과정과 자격과정을 연계하는 프로그램으로 전환하였다. 기관

의 명칭도 학원에서 학교가 되었기 때문에, 수강생 인식의 측면에서 고등

교육 기관과 유사한 형태를 확보하였다. 그리고 평생교육원을 함께 운영하

여 학위를 부여하는 체제를 갖추어 갔다.

즉, A 항공학원의 변화는 평생직업능력개발 체제의 특성에 적응하는 방

식으로 이루어졌다. 평생학습의 제도를 도입하여 고등교육의 학위를 부여

하고, 직업전문학교로 전환하는 방법으로 학교라는 형태를 입혔으며, 평생

교육 기관을 활용해 이 형태를 완성했다. 이는 직업역량을 고등교육의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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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 인증할 수 있으면서 전문성 있는 교육을 원하는 수요자들의 요구에

응답하는 변화였다. 따라서 기술계 학원이 ‘학교’가 되었다는 것은 단순히

명칭의 전환이 아니며, 기존의 제도들을 활용하여 평생직업능력개발 체제

의 특성을 이식하는 융합적 형태변환이었다.

A 항공학원의 변화는 또한 비형식 비학위과정을 제도화, 체계화, 전문

화하여 교육 생태계를 확장하였다는 의미를 갖는다. 학원 교육을 학위과정

과 연계해 제도화하고, 교육과정과 절차를 체계화하였으며 2-3년제의 교육

과정을 정착시켜 전문화시켰다. 여러 제도와 형태를 융합하여 고등교육과

직업능력개발 기관의 비형식교육 사이에 존재하는 틈을 메꾸면서 평생학습

의 형질을 획득한 것이다. 이는 이미 존재하는 제도를 융합하여 자생적으

로 변화한 것이라는 점에서 독특성을 갖는다. 즉, 기술계 학원의 변화는 여

러 가지 방식을 활용하여 자생적으로 형성된 고등평생학습의 복합체이자

교육 생태계의 확장적 형태인 것이다.

기술계 학원의 변화 과정을 밝힌 본 연구에서 직업능력개발의 평생학습

적인 형질이 드러났으나, 여전히 직업능력개발과 평생학습이 별개의 영역

으로 이분화 되어 다루어지고 있는 현실이 확인되었다. 그간 경제성이나

실용성의 측면만이 강조되어 온 직업능력개발에 평생학습적 특성과 의미가

더하여 드러남으로써, 평생학습의 관점에서 직업능력개발의 가치 지향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제시되었다. 이러한 관점의 변화는 직업능력개발의

교육과정과 내용에서부터, 전반적인 인식의 변화에까지 이르는 향후의 방

향을 제시하는 디딤돌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주요어 : 기술계 학원, 직업학원, 평생직업교육학원, 직업능력개발, 평생

직업능력개발

학 번 : 2015-215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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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배경

기술계 학원은 민간의 직업능력개발 기관이다. ○○패션디자인학원, □

□미용학원, △△토목학원 등이 바로 기술계 학원에 속한다. 기술계 학원은

자격증 취득 위주의 실용기술 교육과정을 운영하면서 직업 인력을 양성해

왔으며, 해방 직후인 1950년대부터 1980년대 중반까지 기존의 정규 교육

체제로는 대응이 어려운 직종 및 영역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프로그램을 개

발하여 제공해 왔다(정태화, 2001). 특히 기술계 학원은 “급변하는 사회변

화와 국가 발전에 필요한 직업기술인력을 양성”했고, “새로운 직업기술 분

야에 대해 사회의 필요성 여부를 검증하는 교육장의 역할을 수행해”왔으

며, “성인들이 취업, 전직, 직무능력 향상 등을 위하여 직업기술을 연마하

는 유일한 교육기관”이라고 평가받아 왔다(최돈민, 2000:30-31).

그런데 1990년을 넘어서면서 기술계 학원의 운영 구도에 큰 변화가 나

타났다. 기술계 학원을 찾는 수강생이 눈에 띄게 줄어들면서 기술계 학원

의 존립이 위협받기 시작한 것이다. 실제로 1990년대 중․후반부터 기술계

학원의 폐업이나 휴원, 전업 등이 잇따랐다고 기술계 학원 안팎에서 증언

하고 있다(신대현, 2000; 최지희 외, 2002). 당시 기술계 학원이 맞닥뜨린

위기의 원인으로는 공급경쟁의 심화, 학습자 요구 변화, 적극적인 내부 대

응 및 정부 지원의 부재 등 내·외부적인 여러 요인이 제시되었다.

그러나 기술계 학원은 해방 이후부터 수십 년 간 존속하여 온 기관이

다. 여러 위기 요인들이 한꺼번에 닥쳐왔다면 이를 추동한 핵심적인 기저

요인이 있지 않을까? 위기의 시작점인 1990년대에는 무슨 변화가 있었던

것일까? 기술계 학원이 터한 직업능력개발 환경을 둘러싼 맥락의 변화를

짚어나갈 필요가 있었다.

과거 우리나라 직업능력개발의 목표는 산업역군 양성이었다. 구체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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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는 실업계 고등학교에서 실시하는 직업교육과 공공 영역이 주도하는 직

업훈련이 중심이 되었다. 직업능력개발 기관들은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앞세운 경제 성장기에 필요한 인력을 공급하기 위한 기술 기능 교육을 제

공했다. 이 같은 직업능력개발 체제 하에서 기술계 학원은 주로 3개월 6개

월 12개월 등 단기에 자격증 취득을 목표로 구성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

하는, 기술 기능 인력 양성에 특화된 기관이었다. 이미 1950년대에 미용이

나 양복 양장, 운전기술 등을 가르치는 기술계 학원이 등장하였고, 1960년

대에는 TV나 라디오 수리, 중장비 기술, 1970년대 자동차 정비나 간호보조

원 양성, 1980년대 항공정비 등 시대와 산업의 발전 단계에 따라 발 빠르

게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해 왔다(정태화, 2001; 최돈민, 2000). 기술계 학원

의 교육 프로그램에는 1980년대 후반까지만 해도 상당한 수요가 있었다.

자격증이 있으면 취업하기 쉬웠고, 한번 들어간 직장은 곧 평생직장이 되

는 시대였기 때문이다. 특히 노동집약적 인력을 필요로 하는 산업사회와

기술계 학원은 잘 들어맞는 블록이었다. 경제개발 시기에는 산업체의 인력

수요를 빠르게 충당할 수 있도록 단기에 인력을 양성할 수 있고, 신규 영

역으로 급속히 팽창해 나가는 산업에 투입할 인력을 신속하게 양성할 수

있는 직업능력개발 기관이 필요한 때였다. 기술계 학원은 직업능력개발에

대한 이와 같은 수요를 민간 기관이 가지고 있는 융통성과 신속성이라는

장점을 잘 활용하면서 충족해 왔다.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한 것은 1990년대부터였다. 산업과 사회를 구성해

온 거시 구조가 급격하게 변화하기 시작했다. 지식기반 경제라는 패러다임

이 등장하면서 지식과 정보를 중심으로 사회가 재구조화되기 시작했다. 이

렇게 경제 인프라가 물적 기반에서 지식과 정보를 중시하는 지식기반으로

전환되어 가자, 직업 인력에 대한 요구도 변화하게 되었다. 인적자원을 핵

심 요소로 하는 지식기반 경제가 지식과 정보를 다룰 수 있는 고숙련, 고

역량의 인력을 필요로 하게 된 것이다(김장호, 2004; 이정표, 2006; 이은주,

2012). 여기에 노동의 유연성을 필두로 한 신자유주의의 바람은 상승작용

을 일으켰다. 이러한 변화는 개인의 삶에 큰 영향을 미쳤다. 평생직장의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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념이 보편적이던 과거와는 달리 직업을 갖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지식과 정

보 역량을 갖춰야 했고, 고용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끊임없이 변하는 직종

과 업무의 특성에 적응하면서 직업 역량을 향상시키는 계속적인 노력이 필

요하게 되었다.

이러한 배경에서 평생직업능력개발이라는 패러다임이 등장했다. 평생직

업능력개발은 지식기반 경제라는 경제사회적 전환을 기반으로 촉발된 직업

능력개발의 새로운 패러다임이다. 평생직업능력개발 체제는 변화된 경제사

회의 특성을 반영하여 평생학습을 기반으로 평생에 걸쳐 필요한 직업능력

수준을 유지 강화할 수 있도록 직업능력개발을 수평적, 수직적으로 확장하

며, 고숙련 고역량을 갖춘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자 한다는 특징을 갖는다

(박천수, 2014; 윤형기 이희수, 2009).

같은 시기에 고등교육에도 큰 변화가 일어났는데, 대학입학 정원이 크

게 증가하면서 고학력자들이 사회에 쏟아져 나오기 시작한 것이다. 이러한

변화를 반영하여 직업능력개발 수요자들이 괜찮은 직업(decent job)을 얻

기 위하여 필요한 것은 기술 및 기능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한 단기 교육이

아니라, 전문성을 갖춘 고역량의 직업능력이 되었다.

직업능력개발 수요자들의 요구가 달라지자, 고등교육에도 변화가 시작

되었다. 고등교육 기관에서도 직업능력개발을 실시하고, 직업능력개발 기관

에서도 고등교육 수준의 학습결과를 인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들이 나타

났다. 학점은행제는 직업능력개발과 고등교육의 학력인증 체계를 연계하는

대표적인 제도이다. 평생직업능력개발 체제에서 고등교육의 이 같은 변화

는 학습기회를 확대하고 직업지식을 전문화한다는 측면에서 그 명분이 있

으며, 학습자 개인에게는 고등교육의 학위가 본인의 직업역량을 인증해주

는 증거로써 매우 매력적이라는 점도 간과할 수 없는 유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경제사회적 거시 구조의 변화로부터 태동한 평생직업능력개발 체제가

직업능력개발 전반에 다양한 변화를 이끌어내면서, 기존에 직업능력개발을

실시해 온 기관들이 존재하는 맥락에도 큰 변화가 생길 수밖에 없었다.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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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계 학원을 둘러싼 구도가 급변한 실제적인 지점이 여기에 있었다. 기술

계 학원의 경쟁자가 되는 다른 직업능력개발 기관들이 부상하기 시작한 것

이다. 노동부 산하의 직업능력개발 시설인 직업전문학교가 IMF(국제통화

기금) 외환위기 시기에 노동부의 지원금을 받으면서 급격한 성장을 이루

고, 정규 고등교육 기관인 전문대학이나 일부 4년제 대학들도 기술 및 직

업 관련 학과를 개설하고 운영을 확장해나가면서 직업능력개발 영역에서

막강한 경쟁자로 성장했다. 이들과 기술계 학원이 다른 점은, 이들은 정부

의 적극적 지원을 받으며 평생직업능력개발 체제가 요구하는 방향으로 움

직여 나갔다는 점이다.

이런 상황에서 기술계 학원이 경쟁력을 갖추기는 쉽지 않았다. 1990년

대 중반이 지나면서 일부 기술계 학원들의 휴원이나 폐원이 늘어나기 시작

했다. 그렇지 않은 기술계 학원들도 수강생 급감에 큰 위기감을 느꼈다. 이

에 기술계 학원들은 정부에 정책적, 제도적인 지원을 요구했는데, 우선 가

장 큰 요구는 학원이라는 형태를 벗어나게 해달라는 것이었다. 학원은 공

교육 제도를 문란하게 만드는 사교육의 대표 격인 기관으로 인식되고 있는

데, 기술계 학원은 입시교육을 하지 않음에도 학원이라는 명칭이 붙어서

기관의 성격 자체를 왜곡하고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특히 기

술계 학원은 입시 학원과 같이, 사교육을 규제하기 위한 법률인 「학원의

설립 운영에관한법률(현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이하 학원법)」의 규율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직업능력개발 기관에 대한

지원이나 양성에서는 배제되고 있었다. 2000년대 초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서 실시한 기술계 학원 실태조사에도 기술계 학원들은 규제 완화 및 정부

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최지희 외, 2002). 그러나 민간의 영역

에서 주로 소규모로 운영되어 온 기술계 학원은 정부의 정책 대상에서 배

제되어 왔다.

2000년대 중반 이후 일부 제도적 변화는 있었다. 기술계 학원들은 「학

원법」을 탈피해 「평생교육법」 소관의 평생교육시설로 전환되기를 원하

고 있었는데, 학계나 정부 일각에서도 이를 뒷받침하는 주장이 나오기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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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했다. 이에 따라 2006년 개정된 「학원법」에서 기술계 학원 등 성인 대

상 학원이 평생직업교육학원으로 개칭되었고, 2008년 전부개정된 「평생교

육법」에 평생직업교육학원이 평생교육기관 으로 추가되었다. 그렇다면 기

술계 학원이 평생교육기관이 된 것일까? 법적인 변화는 사실상 평생교육기

관의 정의가 한 줄 늘어나는 데 그쳤을 뿐, 평생교육기관으로서 평생직업

교육을 실시하는 학원이 무엇이고, 어떠한 기능 및 역할을 하는지 등에 대

한 자세한 법적요건은 마련되지 않았다.

본 연구는 「평생교육법」에 정의된 평생교육기관인 평생직업교육학원

이라는 정체의 모호함에서 시작되었다. 「평생교육법」에 평생직업교육학

원을 포함하고자 한 지난 2008년의 개정 작업이 불완전하게 완료되었는데,

왜 지난 10년 간 별다른 변화의 움직임이 없었던 것일까? 현재 평생직업교

육학원은 학원일까, 평생교육기관일까? 이렇게 시작한 의문은 평생직업교

육학원의 전신으로 볼 수 있는 기술계 학원의 역사를 좇는 작업이 되었다.

그리고 의문의 정체를 밝히고자 하면서 기존의 직업능력개발 체제가 평생

직업능력개발 체제로 전환되는 변화의 장면에 도달하게 되었다. 체제 전환

의 접점에 기술계 학원이 있었고, 위기를 겪을 수밖에 없었던 필연적인 흐

름이 드러났다.

이 같은 상황에서 일부 기술계 학원은 적극적으로 변화를 시도하였다.

평생직업능력개발 체제에서 고사할지 모른다는 위기의식이 팽배해 있었고,

실제로 위기가 가시화되었지만 정책 당국의 지원이나 관심에서는 배제된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새로운 체제와 환경에 적응해나가고자 여러

가지 변화를 시도하는 기술계 학원들이 등장하였다. 평생직업능력개발 체

제와 배치되는 기술계 학원의 약점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었을

까? 이들은 어떠한 형태로 변화하여 나갔을까?

본 연구는 평생직업능력개발 체제의 특성을 확인하고 직업능력개발과

고등교육, 그리고 평생학습과의 관계 등 기술계 학원을 둘러싼 여러 측면

에 주목하면서 기술계 학원의 형태변환 과정에 깊이 접근할 것이다. 이를

통하여 본 연구는 평생직업능력개발 체제라는 새로운 직업능력개발 체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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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응하기 위한 기술계 학원의 사례를 확인하고, 그 양상과 특성을 명확히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2. 연구문제

평생직업능력개발 체제는 민간의 직업능력개발 영역에서 수십 년 간 자

리를 지켜 온 기술계 학원에 변화를 요구했다. 산업 구조의 변화, 이에 따

른 노동 및 사회 구조의 연쇄적인 변화로부터 형성된 평생직업능력개발 체

제의 속성은 다각적인 면에서 기존의 직업능력개발 체제를 해체해 나갔다.

기술계 학원은 이러한 거시적 변화의 과정을 체감하였다. 수강생이 급격히

감소하면서 휴원이나 폐원하는 기술계 학원이 생겨나고, 과거에는 직업능

력개발에 참여하지 않았던 고등교육 기관이 가세하면서 공급 경쟁이 심화

되었다. 위기를 맞은 기술계 학원은 정부에 지원을 요구했으나 정책적 관

심은 민간 영역에까지 미치지 않았다. 결국 일부 기술계 학원은 평생직업

능력개발 체제의 특성에 맞추어 학원에서 ‘학교’로1) 스스로의 형태를 바꾸

어 나가는 길을 택했다. 이 변화의 과정을 밝히기 위한 연구문제를 구체적

으로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기술계 학원은 평생직업능력개발 체제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형태를

변환해 왔는가?”

여기에서 기술계 학원2)은 사설 학원의 한 형태로, 산업기반 산업응용

1) 본고의 제목이기도 한 ‘학원에서 학교로’라는 문장에서 ‘학교’는 「교육기본법」

과 교육 관련법에서 정하는 학교가 아니라,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서 직

업능력개발 기관에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명칭’으로서의 학교를 말한다.

2) 기술계 학원은 현재 공식적으로는 없어진 명칭이지만 관련 업계에서는 여전히

보편적으로 쓰이고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도 기술계 학원이라는 명칭을 사용

한다. 단, 현재의 공식 명칭인 직업기술 분야의 평생직업교육학원이라는 용어를

반드시 써야 할 때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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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처리 기술 등의 실용지식 분야에서 산업인력 양성을 수행해온 민간의

직업능력개발 기관을 말한다. 또한 평생직업능력개발 체제는 경제사회적

패러다임 변화로부터 촉발된 새로운 직업능력개발의 패러다임으로, 직업능

력개발의 시기와 공간, 형태가 수직적, 수평적으로 확장되고 고역량 고숙련

의 인재 양성을 요구하는 등 과거와는 전혀 다른 특성을 가진 체제이다.

연구문제에 대한 답을 도출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1) 평생직업능력개

발 체제의 개념이 무엇이고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그 맥락을 전반적

으로 짚어 나가고 (2) 직업능력개발3) 제도나 규정이 어떻게 변화하여 나갔

는지 확인하고 (3) 직업능력개발과 평생교육, 고등교육 체제의 연계성을 드

러낼 것이다. 이 과정은 연구문제를 풀어가는 데에 있어서 시작점이자 마

중물이 될 것이다. 이를 기반으로 기술계 학원이 변화를 선택한 이유를 밝

히고, 어떠한 방향으로 변화가 진행되었는지 확인할 것이다.

3. 연구방법 및 절차

1) 연구방법

본 연구의 관심은 평생직업능력개발 체제에서 기술계 학원을 둘러싼 맥

락을 확인하고, 이에 적응하기 위하여 일부 기술계 학원이 형태를 변환시

켜 나가는 과정과 의미를 드러내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에 따라, 기술계 학원의 형태변환 과정과 이를 둘러싼 맥락

에 대한 실제적이고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연구방법으로

기술계 학원에 대한 사례연구를 선택했다. 사례연구는 실생활에서 벌어지

는 현재의 현상에 대하여 조사하는 실증적인 연구이며 특히, 현상과 정황

3) 직업능력개발이라는 용어는 대상 및 주체 등의 기준에 따라 직업교육과 직업훈

련으로 이분화하여 쓰였고 지금은 직업능력개발이라는 용어와 함께 혼용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주로 직업능력개발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되, 용어의 맥락에

따라 선택하여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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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조건을 연구에서 함께 다룰 때 바람직한 연구방법이다(Yin, 1993). 본

연구는 기술계 학원의 형태변환에 대한 사례의 현상과 특성이 사회적 맥락

과 밀접하게 결부되어 있어, 사례에 대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집

중적으로 연구하는 사례연구의 방식이 연구방법으로 적합하다고 보았다.

다만 사례연구는 정량적 증거와 정성적 증거를 모두 포함할 수 있는 종합

적인 연구로 볼 수 있는데(Yin, 1993), 기술계 학원의 변화라는 하나의 현

상과 사회적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대표성이 있는 사례를 선정하여 심

층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질적 사례연구 방법을 선택

했다. 질적 접근은 연구 대상으로서 사회현상이나 그 참여자들의 경험을

심층적으로 해석하는 연구로, 탐구대상을 맥락 속에서 심층적으로 탐색하

며 전체적으로 설명하고 이해하는 것을 지향하고 연구대상의 의미를 해석

할 수 있는 자료들을 수집하여 현상에 대한 이해를 시도한다는 점에서 귀

납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유기웅 외, 2012).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는 기

술계 학원의 사례를 심층적으로 연구하여 현상에 대한 이해를 시도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질적 사례연구 방식이 적합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적극적으로 형태변환을 시도해 온 기술계 학원 중

한 곳을 선정하여 심층 연구를 진행하는 단일사례 연구를 실시했다. 사례

연구는 연구대상의 수를 기준으로 단일사례(single-case) 연구와 다중사례

(multiple-case) 연구로 구분된다. 단일사례 연구는 사례가 이론을 검증할

수 있는 대표성이 있는 경우나 독특하거나 극단적일 때 사용되며, 다중사

례 연구는 반복 연구의 논리를 사용하여 이론에 대한 결과를 도출하고자

할 때 사용한다(Yin, 1993). 본 연구에 단일 사례를 연구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연구자는 연구의 선행 단

계에서 먼저 기술계 학원의 변화 과정에 직 간접적으로 참여하여 온 관련

자들에 대한 심층면담과 문헌조사를 실시하여 연구의 목적과 연구대상의

상(像)을 설정하는 연구를 진행했다. 그리고 연구대상을 탐색하는 과정에서

선정한 연구대상이 연구 목적을 선명하게 드러낼 수 있는 대표성과 전형성

을 갖추고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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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자료수집은 다층적인 방식으로 진행했다. 우선 기술계 학원

을 둘러싼 맥락적인 변화를 연구하기 위하여 관련 법령 및 제도, 선행 연

구물 등에 대한 문헌조사를 실시했다. 구체적으로는 기술계 학원에 영향을

미친 변화가 가시화되는 1990년대 초 중반부터 기술계 학원 종사자들이 직

접 생산한 1차 자료와 「학원법」, 「평생교육법」및 직업능력개발 관련

법령을 확인하고, 관련 연구자들의 연구물, 토론집, 정부 발간물 등 2차 자

료를 광범위하게 수집했다. 이들 문헌을 통해 기술계 학원 안팎의 변화를

확인하고, 이러한 변화가 기술계 학원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으며, 기술계

학원 종사자들은 이를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 파악하고자 했다. 문헌조사

를 기반으로 기술계 학원 관련 연구자 및 학원 업계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다각적인 심층면담을 실시했으며, 이를 통해 기술계 학원의 변화와 이를

둘러싼 맥락을 심층적으로 연구하고자 했다. 이러한 자료수집 과정에 따라

연구대상을 선정했으며, 연구대상이 기술계 학원을 둘러싼 직 간접적인 상

황 변화를 어떻게 해석하여 왔고 변화에 적응하기 위하여 어떠한 변모를

시도하였는지 분석하고자 했다.

연구대상에 대한 자료는 주로 심층면담을 통해 수집했으며 브로슈어나

소개자료 등 출판물을 함께 수집하여 분석 자료로 활용했다. 심층면담은 G

교육재단의 이사장이자 B 항공직업전문학교의 학장인 C 이사장과 G 교육

재단의 실무진을 대상으로 했다. 심층면담은 C 이사장에게 집중하여 실시

하였는데 그가 B 항공직업전문학교의 전신으로, 기술계 학원인 A 항공학

원의 설립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26년여의 과정을 독자적으로 이끌어 온

인물이기 때문이다. 이들에 대한 심층면담을 통해 연구대상의 형태변환 과

정과 작동 구조를 파악하였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연구대상에 대해 파악

한 결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관련 연구자나 관계자들을 대상으

로 추가적인 심층면담을 실시했다.

자료의 분석은 A 항공학원이 처한 상황과 변화의 맥락을 중심으로 주

제어(code)를 찾아내는 방법을 사용했다. 수집한 문헌자료와 전사한 면담자

료를 반복하여 읽으면서 의미 있는 주제어를 찾아내고 주제어 간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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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를 분석했다. 이 단계에서는 평생직업능력개발 체제의 특성, 기술계 학

원이 겪은 위기 및 위기의 원인, 위기 극복을 위해 A 항공학원에서 시도한

변화를 나타내는 주제어가 반복적으로 드러났다. 다음 단계에서는 주제어

를 다시 범주화하여 분석하는 과정을 통해 평생직업능력개발 체제에서 A

항공학원의 변화는 평생직업능력개발 체제의 특성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진

행돼 왔음을 발견했다. 이렇게 발견한 증거들은 추가로 수집한 자료를 통

해 다시 재범주화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보다 명확화 되었다. 이 모든 분석

단계는 연구목적에 터하여 전체적이고 종합적으로 A 항공학원의 형태변환

과정을 밝혀내는 과정이 되었다.

2) 연구대상

본 연구의 연구대상은 서울시 소재의 ‘B 항공직업전문학교(구 A 항공학

원)’이다. 연구대상 선정의 가장 큰 이유는 사례의 전형성과 대표성 때문이

다. B 항공직업전문학교는 1990년 ‘A 항공학원’이라는 이름의 기술계 학원

으로 출발했다. A 항공학원은 1993년 3월 서울교육청의 직업과정 위탁교육

과정으로 지정되었고, 1994년 3월에는 노동부의 2년제 전문과정을 인가받

았다. 1995년 12월 서울시교육감 표창, 1998년 1월 교육부장관 표창을 받고

같은 해 2월에는 학점은행제 시범교육기관으로 지정되었다. A 항공학원이

의욕적으로 사업을 진행한 기술계 학원이라는 것이 이와 같은 발자취를 통

하여 드러난다.

A 항공학원은 2001년 B 항공직업전문학교로 명칭을 바꾼다. B 항공직

업전문학교는 항공과 관련한 직업, 항공정비사, 항공조종사, 항공승무원, 항

공부사관 등을 배출하는 목적에 의하여 설립된 노동부 산하의 직업전문학

교이다. 교육부 소관의 기술계 학원에서 노동부 소관의 직업전문학교로 전

환한 것이다. B 항공직업전문학교는 과정을 이수하면 교육부 장관 명의의

전문학사 또는 4년제 학사학위 취득을 할 수 있는 학점은행제 기관으로 인

증 받은 곳이기도 하다. 따라서 B 항공직업전문학교는 지원자격을 고등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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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검정고시 합격자로 제한하여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요구하고 있다.

B 항공직업전문학교로 전환한 직후, I 평생교육원과 원격 평생교육시설

인 H 원격평생교육원도 함께 개원한다. 이들 평생교육원은 주로 학점은행

제 과목을 운영하고 있다. 이후 2010년에는 G 교육재단을 만들어 B 항공

직업전문학교 등 4개의 직업전문학교와 I 평생교육원, H 원격평생교육원을

함께 운영하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다.

주요 연구대상은 G 교육재단의 이사장이자 B 항공직업전문학교의 학장

인 C 이사장이다. C 이사장은 1990년부터 기술계 학원인 A 항공학원을 오

랫동안 운영해 왔고, 적극적으로 변화를 시도해 온 당사자이다. A 항공학

원 운영 시에는 한국학원총연합회 기술교육협의회의 임원으로 일하며 기술

계 학원의 위기 극복을 위한 제도적, 법적 변화를 주장해온 인물이기도 하

다. B 항공직업전문학교의 항공정비 전공 교수이자 G 교육재단 감사팀장

인 D는 1997년에 A 항공학원에 입사하여 학점은행제 도입 및 직업전문학

교 전환 등 20년간의 변화 과정을 지켜보았으며, 특히 교육과정의 변화를

체감하였다. 그 외 G 교육재단 직원으로 직업전문학교 운영을 지원하고 있

는 실무진 중에서는 2006년도에 입사한 학사관리팀장 E와, 2004년도에 입

사한 인사팀장 F 등 10년 이상 근속해 온 직원들을 통하여 자료를 수집하

였다.

더불어, 기술계 학원의 역사적 변모 과정을 밝히는 데 있어서 내부자들

의 시각에 종속될 가능성을 낮추고, 다양한 시각 및 균형감 있는 연구 수

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기술계 학원에 관여하였던 학계, 단체, 정책 관련자

들에 대한 면담을 실시했다. 연구 참여자는 아래 <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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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이 름

(본문표기)
성별 직 업

B

항공직업전문학교

(구 A 항공학원)

소속

F

(F 인사팀장)
남 G 교육재단 지원본부 인사팀장

C

(C 이사장)
남

전) 학원총연합회 기술교육협의회 임원 /

G 교육재단 이사장 및 B 항공직업전문학교

학장

D

(D 교수·감사팀장)
남

B 항공직업전문학교 항공정비전공 교수 / G

교육재단 감사팀장

E

(E 학사관리팀장)
여 G 교육재단 교육본부 학사관리팀장

기술계 학원 업계

권영호 남
학원총연합회 기술교육협의회장 /

태양미용직업전문학교 대표

박기용 남
학원총연합회 기술교육협의회 부회장 /

대우건축토목학원 대표

김신일 남 서울대학교 교육학과 명예교수

기술계 학원 관련

연구자

유한구 남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동향분석센터장

정태화 남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평생직업교육연구본부장

최돈민 남 상지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표 1> 연구 참여자 세부사항



- 13 -

Ⅱ. 기술계 학원에 대한 논의의 쟁점

1. 평생직업능력개발 체제

한국의 직업능력개발은 사회발전 과정과 밀접한 영향을 주고받으며 전

개되어 왔다. 급격한 산업화 배경에는 기능 인력을 양성해 낸 직업교육 직

업훈련이 자리하고 있었다. 이후 한국의 사회 경제 구조가 변화하면서 직

업능력개발 관련 체제도 함께 변화하여 평생직업능력개발 체제로 이행하는

과정을 겪게 되었다. 직업능력개발 체제의 하부 영역으로서 기술계 학원의

변화는 바로 이 구조적 맥락의 변화와 함께 한다.

그간 직업능력개발을 다루어 온 선행연구는 대부분 제도나 정책에 대한

세부적이고 실제적인 분석이나 제언에 집중하고 있다. 반면, 직업능력개발

을 체제나 구조적 관점에서 바라보고 그 자체의 변화 양상에 주목한 연구

는 많지 않다. 특히 평생직업능력개발에 대한 연구는 정책적인 측면에서

접근하는 경우가 다수였고, 그 개념이나 특성 자체에 주목한 심도 있는 연

구는 찾아보기 힘들다. 그러나 기술계 학원이 겪은 변화의 본질을 밝히기

위해서는 직업능력개발의 맥락이 평생직업능력개발 체제로 변화해 나가는

과정을 반드시 함께 연구하여야 하며, 이 점에 주목하여 선행연구를 분석

하고자 하였다.

평생직업능력개발은 현재 학계나 정부에서 보편적으로 쓰고 있는 용어

이다. 그러나 정부에서는 이 용어에 대한 개념 정의가 명확하지 않았기 때

문에 혼돈이 생겨 왔고, 이로 인해 관할 중복 등 정책적인 혼선이 빚어졌

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2006년 평생직업능력개발을 경제활동기로의 입직

직전부터 퇴직까지의 기간 동안 학교와 기업, 훈련기관 등에서 이루어지는

직업훈련 활동(윤형기 이희수, 2009)으로 정의하면서, 평생직업능력개발 체

제를 인적자본의 형성 활용 축적을 통해 기업의 생산성, 근로자의 삶의 질,

국가경쟁력을 제고하는 핵심전략(노동부 관계부처 합동, 2007:1)의 측면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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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파악하며, 인적자원 개발이나 지속성장을 위한 국가 경쟁력 향상의 의

미를 강조(박형정, 2007)하는 방향으로 정립하고 있다.

그러나 평생직업능력개발은 구체적인 현상이나 제도를 가리키는 용어라

기보다, 경제사회적 패러다임의 변화로부터 촉발된 새로운 직업능력개발

패러다임이라는 측면에서 이해되는 개념이다. 세계적인 경제사회 패러다임

은 1990년대를 기점으로 지식기반 경제로 전환되어 갔다. 지식기반 경제는

경제적 인프라의 기반이 전통적인 제조업에서 지식과, 정보로 대체되는 근

본적인 변화로 정의되는데, 지식기반 경제에서 성장의 핵심요소는 ‘브레인

(brain)’ 즉, 노동자의 지식과 정보가 된다(Neef, D., Siesfeld, G. A.,

Cefola, J., 1998). 한국에서도 이러한 특징을 지니는 지식기반 경제로의 이

행이 시작되었으며 이를 필두로 산업과 사회, 노동의 구조도 필연적으로

변화하게 되었고, 경제사회 전반의 전환기적 환경에서 경쟁력의 핵심이 되

는 고숙련 인적자원개발의 핵심적 수단이 되는 직업능력개발 체제의 패러

다임 변화가 불가피하게 되었다(김장호, 2004; 이정표, 2006; 이은주, 2012).

즉, 평생직업능력개발은 세계적으로 경제 패러다임이 인적 물적 생산요

소의 축적에 의한 양적 성장 기반에서, 지식과 정보를 기반으로 한 인적

자본 중심의 패러다임으로 전환하면서, 고급지식과 원천기술을 확보한 인

재를 양성하기 위한 관점(채창균 외, 2010)4)이 중시되고, 여기에 노동의 유

연성 및 고령화 등 한국사회에서 강하게 드러나는 경제사회적 특징을 반영

한 직업능력개발의 새로운 패러다임인 것이다. 정태화는 “평생교육 중에서

직업교육이 중요한 포션(portion)을 차지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평생직업교

육(평생직업능력개발)이라는 용어를 우리나라에서 만들어 쓰고 있는 용어”

라고 설명하는데, 실제로 평생직업능력개발을 직역하는 Lifelong

Vocational Education이라는 단어나 유사한 개념을 외국에서는 찾아보기

힘들다.

4) 채창균 외(2010:110)에서는 평생학습과 평생직업능력개발을 거의 같은 개념으로

보고 있으나, 직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직업교육 훈련을 강조하는 개념으로

평생직업능력개발을 사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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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직업능력개발의 패러다임은 그 특징을 반영하여 기존의 직업교육,

직업훈련의 구조를 재편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평생직업능력개발 체제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진다. 첫째, 기존의 직업능력개발을 평생학습의 개념

을 기반으로 수직적, 수평적으로 확장하여 전 생애에 걸친 직업능력개발을

강조하고 있다. 과거의 직업능력개발은 정규 학교교육, 또는 입직을 위한

교육 등으로 시기나 주체가 제한되어 있던 반면에 평생직업능력개발 체제

는 이러한 경계를 넘어 선다. 평생직장의 개념이 없어지면서 정규 교육 바

깥에서도 직업능력개발이 필요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직업능력개발

의 패러다임이 과거 학교에서 일터로(School to Work)에서, 일터에서 학교

로(Work to School), 그리고 다시 입직 이후 계속적인 직업능력개발을 뜻

하는 일터에서 일터로(Work to Work) 확장되었다. 둘째, 정규 학교나 훈

련시설에서만 이루어지던 직업능력개발의 방법이 형식교육, 비형식교육 등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는 특징을 가진다(박천수, 2014; 윤형기 이희수,

2009). 기존의 교육 체계만으로는 평생직업능력개발 체제에 부합하는 인재

를 기르기 어려워졌기 때문에 직업능력개발 공간과 형태가 확장되는 것인

데, 이러한 특징은 다양한 교육 기관에서 직업능력개발을 제공하는 현상으

로 나타나고 있다. 셋째로, 평생직업능력개발 체제는 고역량, 고숙련의 인

재를 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과거와는 달라진 산업 성장의 핵심요소를 반

영한다. 기업이나 산업 경쟁력의 원천이 자본과 물적 자원에서 인적 자원

으로 옮겨갔고, 지식과 정보를 기반으로 하는 사회로 변화하였으며, 이에

따라 고역량의 직업능력개발이 필요하게 된 것이다(김장호, 2006).

우리나라에서 평생직업능력개발 체제가 수립된 배경을 구체적으로 파악

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직업능력개발 체제가 변화하여 온 맥락을 살펴야 한

다. 기존의 직업능력개발은 직업교육과 직업훈련이라는 두 축으로 구분되

어 전개되어 왔다. 직업교육은 교육부가 주무부처로, 실업계고교 전문대학

산업대학 등 학교 중심의 직업교육을 통해 산업인력의 양성 기능을 담당했

다. 직업훈련은 노동부가 주무부처로 주로 취업자나 구직자를 대상으로 산

업사회에 즉시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습득시키는 데 목적을 두는 활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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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한다. 정규교육만으로는 산업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력 수요를 충족시키

지 못했기 때문이다(정택수, 2008; 강순희, 2014; 박천수 외, 2012).

이러한 구조 하에서 기존의 직업능력개발은 정규학교에서 이루어지는

한정적인 직업교육에 주목하기보다는, 실제적인 기능이나 기술을 연마하는

직업훈련에 더욱 초점이 맞추어져 왔다. 그렇다보니 그간 교육학자들의 직

업교육에 대한 연구는 중등학교의 실업교육이나 전문대학에 대한 연구에

치우쳐 있었고, 그 이외의 직업능력개발 영역에 대한 연구는 기업교육이나

교육공학적 차원의 실제적인 방법론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노동교육에 대

해서는 일부 관심을 가지고 접근한 연구들이 있었으나, 직업교육이나 훈련

의 측면까지는 접근하지 않았다. 이 같은 차원에서 오늘의 직업능력개발은

교육이 아닌 훈련으로 왜곡되어, 교육학이 대상으로 삼은 연구는 학교 교

육태에 관한 것으로 제한되었다(임해규, 2001). 평생직업능력개발 체제에서

직업능력개발의 개념은 이미 평생학습으로 확장되었지만 아직 교육학에서

는 직업능력개발에 대한 관심이 저조한 편이며, 인적자원개발 및 직업훈련

의 측면에서 연구가 주도되어 오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직업교육 훈련으로 이분화 되어 전개되어 온 직업능력개발 체제

는 1990년대부터 크게 전환되기 시작하였다. 산업구조가 노동기반 산업에

서 정보나 지식으로 빠르게 옮겨왔고 1990년대 후반부터 전 지구적 양상으

로 전개된 지식기반 경제로의 이행, 신자유주의의 확산 등은 노동 구조의

변화를 가속화했다.

이러한 맥락 하에 우리나라에서 평생직업능력개발 체제 구축에 획을 긋

는 사건은 교육개혁위원회에서 이루어졌다. 교육개혁위원회는 1996년 2차

교육개혁방안으로 ‘신 직업교육체제 구축’ 방안을 발표하면서 아래와 같이

선언한다.

교육과 노동시장 기능의 통합이라는 세계적 추세에 부응하고, 교육과 훈련

의 엄격한 분리에 따른 직업교육 훈련 지원체제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

여, 단기적으로 교육부의 기능을 평생직업교육 중심으로 개편하고, 정부의

경제 고용 정책과 교육 훈련 정책 간의 연계 기능을 제도적으로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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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1996; 임해규, 2001에서 재인용).

2 9 개혁으로 불리는 이 개혁안은 직업능력개발을 ‘국민이면 누구나 받

는 교육, 평생에 걸친 교육’으로 규정하여 평생직업능력개발의 기반을 구축

했다는데 의의가 있다. 이듬해인 1997년에 발생한 외환위기는 평생직업능

력개발 체제의 기반을 제공하였다고 볼 수 있는데, 노동과 산업 구조가 급

격히 변화하면서 기존 직업능력개발 체제의 한계가 명확해졌기 때문이다

(강순희, 2014; 정택수, 2008).

이러한 변화는 직업능력개발 방식이나 인적자원에 대한 그간의 관점을

전환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평생학습의 개념이 직업능력개발의 영

역에 등장하게 된 것도 이 때부터다. 한숭희(2001)는 구시대적이고 공급자

중심인 ‘인력개발, 교육훈련의 시대’로부터 ‘학습하는 개인과 조직의 시대’

로 옮겨가고 있다고 했다. 노동자들이 끊임없이 변하는 직종과 업무의 특

성에 적응하고 고용상태를 유지하기 위하여 직업능력개발에 참여하는 것이

바로 평생학습이며, 관리자 중심의 시각에서 노동자라고 하는 학습자의 시

각으로 옮겨온 것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직업능력개발에서의 평생학습은 인권이나 사회적 측면보다 경제

적인 측면에서 더욱 크게 주목받았다. 평생학습이 인본주의, 민주적 사회구

현과 개인의 생애 학습권 보장이라는 이념에서 출발하였으나, 점차 경제주

의적 인간개발을 강조하게 되었고 1990년대에 와서는 OECD(경제협력개발

기구) 주도 하에 경제적 경쟁력 제고를 위한 계속적 직업능력 신장을 강조

하고 있다(김경회, 2003:54)는 관점이다. 신자유주의 이론이 본격적으로 대

두한 2000년대를 전후로 하여 노동의 유연성이 강조되고, 급격한 고령화의

진행 등 사회구조의 변화가 가속화하자 이와 같은 경향은 심화되어 왔다.

노동환경의 악화는, 곧 노동자 개인의 역량 개발 경쟁을 초래하고 이것이

결국 평생직업능력개발 체제의 수립을 견인하는 주요 변인으로 작용하였

다. Jarvis(2007: 양흥권, 2012에서 재인용)는 OECD가 평생학습이라는 용

어를 전면에 내세우면서 평생학습을 생애 직업능력개발 체제로 전환시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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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며, 산업사회의 요청에 부응하기 위한 직업기술 교육과 산업인력 양성

측면을 강조하고 있다고 보았다. 월드뱅크 역시 OECD와 유사한 관점에서

평생학습에 도구적인 측면으로 접근한다. 평생학습은 지식과 정보를 업데

이트 해주는 도구이며, 지식의 생산이 빠른 지식기반 경제 사회에서 학습

자에게 이 사회가 요구하는 새로운 기술들을 익히게 하고, 이를 꾸준히 따

라갈 수 있게 하는 방법이라는 시각이 바로 월드뱅크가 보는 평생학습의

역할이다(World Bank, 2003).5)

이러한 관점은 직업능력개발이 목표가 되는 평생학습사회 구축의 필요

성을 부각하였다. 노동자가 자신이 속한 분야의 지식을 따라가기 위해 나

이에 관계없이 학습할 수 있게 평생학습 체계를 구축할 필요성이 제기되었

으며, 졸업 후에도 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도 경제적 관점에서 나왔다. 결국 더 좋은 일자리를 구하고 보다 높은

보수를 얻기 위한 경쟁력을 지니기 위하여 지속적인 직업능력개발을 해나

가야 한다는 것이다(류재우, 2001; 박래영, 2001; 최강식, 2000). 이러한 전

개에 따라 앞서 서술한 평생직업능력개발이라는 통합적 개념이 등장하게

되었다.6)

5) 직업능력개발의 측면에서 평생학습과의 결합을 통한 시너지를 강조하는 시각도

있지만 이를 경계하는 시각들도 있다. Field, J.(2002)는 그간 평생학습이 OECD

나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ion) 등을 필두로 경제적인 경쟁력

향상의 목적에서만 부각되고 있는 점은 평생학습의 인간적인 면을 강조하는 이

들에게 크게 비판받아왔으며, 여전히 많은 사람들의 삶이 지식경제에 영향을

받지 않고 과거와 같이 살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평생학습의 가치를 경제적 관

점에서만 강조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보고 있다. 한숭희 양은아(2007)는 사회

적 교환가치를 생산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자본주의의 작동방식으로 인하

여 직업능력개발 과정 역시 자본주의를 기반으로 비인격적, 비가치적인 상품성

을 띠게 된다고 했다. 따라서 직업능력개발이 강조될수록 주체적 인식과 경험

의 성장이라는 생명성을 보전할 수 있는 인문학적 ‘교육’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양흥권(2012)은 신자유주의적 세계화가 경제적 측면뿐만 아니라 교육부문에 시

장원리를 도입하게 되었고 평생교육의 영역에도 동일한 변화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직업능력개발을 비롯한 인적자원개발 관련 교육 강조와 평생

교육의 상품화 등이 주요 현상이며, 평생교육이 노동력 공급장치로 기능하여

오직 자본주의 경제구조의 작동에 필요한 노동인력을 공급하기 위하여 사회구

성원의 전 생애에 걸친 직업능력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도구로 전락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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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직업능력개발 체제는 여전히 진행형으로, 다양한 정책이나 제안들

이 나오고 있다. 제언은 아래와 같이 요약된다. 첫째로, 재직 중 근로자의

학습기회나 학습결과에 대한 보장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경험학습에 대한

평가인정이 보편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점(박천수 외, 2012)을 문제로 보

고, 전문계 고교, 전문대학, 산업대학으로 이어지는 연계교육 체제를 확대

하고, 전문대학과 산업대학의 기능을 개편하여 성인을 위한 평생직업능력

개발을 지원하고, 사전학습 결과 인정제도(RPL) 등을 도입해야 한다(정태

화, 2004)는 것이다. 이는 성인의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고등교육과의 연계

제도 도입에 대한 제언이다. 둘째, 교육 수요자의 입장에서 비정규 과정의

학력 인정, 정규 고등교육기관의 시간제 등록, 교육 공급자의 입장에서 다

양한 수준의 교육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제언(류재우, 2001)이 있으며 셋째, 사회 구성원의 실용적인 능력개발을 위

하여 사회학습망(Social Learning Net) 구축과 같은 거시적 시스템에 대한

제언(박래영, 2011)도 나온다.

정부에서는 이미 1990년대 중반에 평생직업능력개발 체제를 선언했지

만, 관련 정책을 교육부와 노동부가 분할하여 진행하는 구체제적 이분법에

서 탈피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교육부의 평생교육 정책과 노동부의 직

6) 인적자원개발의 관점에서도 유사한 시각의 논의가 이루어져 왔다. 김장호(2004)

는 탈산업화, 정보화, 지식기반 경제 등 새로운 사회경제 패러다임의 변화에 따

라 총체적 학습사회라는 개념을 제시했다. 총체적 학습사회는 고부가가치 창출

을 담보하는 선진경제로 발전하기 위해서 모든 개인과 조직이 보다 학습 지향

적으로 전환되는 사회로서, 수평적으로는 개인, 조직, 사회의 모든 조직이 학습

조직화되고 상호 학습네트워크가 구축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며, 수직적으

로는 모든 구성원들에게 평생에 걸친 학습체제가 마련되는 사회로 개념화된다.

이 개념을 중심으로 능력중심의 인증체제, 계속 교육훈련과 평생학습, 학습자의

자기주도적 학습방식 등을 특징으로 하는 인적자원개발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나일주 외(2007)는 교육을 평생학습이라고 바라보는

관점 하에, 평생학습을 중심으로 한 인적자원개발의 개념에 기반하여 교육-고

용-복지 영역을 연계하여야 한다고 보았다. 인적자원개발의 논리에 따르면 교

육은 인적자원의 역량 강화, 고용은 인적자원의 관리와 활용, 복지는 학습과 일

을 통한 인적자원의 질적 고양으로 환원하여 해석할 수 있으며 인적자원의 개

발과 활용을 통한 국가경쟁력의 강화는 국가와 개인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이익

이 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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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훈련 정책을 통합하여야 하며, 나아가 평생교육훈련이라는 단일 능력개

발체계로 바꾸어야 한다(류재우, 2001; 박래영, 2001)는 지적과, 범정부적인

정책 조정을 거쳐 고등교육에 대한 재정 지원을 대폭 감축하고 그 재원을

청년층 일자리 정착을 위한 직업능력개발에 집중하는 등 선택과 집중을 추

진해야 한다(박천수, 2014)는 제언도 나온다.

기술계 학원이 겪은 변화의 과정은 직업능력개발이 평생직업능력개발

체제로 전환되는 큰 틀 안에서 함께 움직이고 있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구조적, 체제적 전환이라는 맥락 하에서 기술계 학원의 적응적 변화 양상

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2. 직업능력개발 제도 변화의 특징

1) 직업능력개발의 맥락

평생직업능력개발 체제로의 전환은 직업능력개발 제도의 변화로 나타났

다. 직업능력개발 관련 제도, 규정의 전개 과정에서 직업능력개발이 평생직

업능력개발 체제로 이행하는 실제적인 변화 양상이 확인된다. 교육(학문)과

실용지식(기능)으로 완전히 분화되어 있었던 기존 직업능력개발의 경계가

점차 사라져 가고, 직업능력개발의 영역이 고등교육으로 확장되어 가는 모

습이 드러난다. 또한, 과거 입직을 준비하는 일부 계층에 국한되었던 직업

능력개발의 대상이 성인으로 확대되는 장면도 제도 변화 과정에서 확인된

다. 이러한 모습들은 평생직업능력개발 체제의 특성이 제도로 가시화된 측

면이라고 볼 수 있다.

기술계 학원의 변화도 직업능력개발 제도의 변화와 밀접한 관계를 가진

다. 기술계 학원의 변화가 평생직업능력개발 체제 하에서의 제도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또 다른 제도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왔기 때문이

다. 따라서 본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서 직업능력개발 관련 제도의 변화 양

상을 개관하는 일은 구체적인 제도나 규정의 흐름을 파악하는 데만 그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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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아니라 기술계 학원의 변화 과정을 이해하는 데에 중요한 지점이다.

나아가 향후 직업능력개발 영역과 기술계 학원의 변화 방향을 예측하는데

있어서도 필요한 선행 작업이다.

우리나라 직업능력개발 제도는 크게 1960-70년대의 도입기, 1980년대의

성장기, 1990년대의 전환기, 2000년대 이후의 혁신기로 구분할 수 있다(강

순희, 2014).7) 이러한 직업능력개발 제도의 단계는 한국의 사회 경제적 발

전 시기와 유사하게 진행되는데, 이는 우리나라의 직업능력개발 제도가 사

회 경제적 발전에 따른 필요 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정부 주도로 도입되

고 발전해왔기 때문이다. 1960년대 초반부터 경제개발 계획에 맞추어 설계

되었고, 1970-1980년대에는 산업화를 견인하기 위한 제도를 수립하였으며

1990년대 외환위기 이후에는 사회안전망 정책으로서 제도를 활용하였다.

2000년대 이후 평생직업능력개발 체제의 맥락에서 수립된 제도 또한 지식

기반 경제를 선도할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목적에 중점을 두고 있다(강순

희, 2014; 정택수, 2008).

1960년대 정부 주도의 산업화가 시작되면서 직업능력개발 관련 제도가

본격적으로 검토되기 시작했다. 이때 논의에 따라 이미 당시 문교부 중심

의 직업교육과, 당시 노동청이 주관하게 된 직업훈련이 서로 중복되지 않

도록 이분화 되었으며, 직업교육은 학교에서 적령기 학생을 대상으로 인격

형성 및 전문 지식 배양을 목적으로 규정하였으며 직업훈련은 취업자 및

구직자를 대상으로 산업사회에 즉시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습득시키는 것

을 목적으로 하였다(강순희, 2014:34). 당시의 직업훈련제도는 산업화 시기

의 인력 양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도입되기 시작하였는데 1963년 「산업교

육진흥법」이 제정되었고, 1967년 「직업훈련법」이 제정되었다. 1968년에

는 중앙직업훈련원이 개원했다. 「산업교육진흥법」은 현재 직업교육에 대

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

률」의 전신이다. 이러한 제도를 통하여 정부의 직업훈련보조금이 지급되

7) 각 시기별 구분과 명명은 연구자들마다 소폭 차이가 있으나 의미상 큰 범주를

벗어나지 않으며, 본 연구에서는 강순희(2014)의 관점을 주로 차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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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직업훈련 인원은 급격하게 증가하게 된다(정택수, 2008).

1970년대에는 제3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1972-1976)이 진행되면서 훈

련시설 확충이 가장 큰 과제로 등장했다. 중화학공업화가 진전되어 기술인

력 양성이 필요해졌고, 정부는 중앙직업훈련원을 설립하는 등 공공 직업훈

련 시설을 확충했다(정택수, 2008). 1974년에는 일정 규모의 기업에게 훈련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사업 내 직업훈련 실시 의무제도를 골자로 한

「직업훈련에관한특별조치법」을 제정했다. 공공직업훈련기관의 확대와 함

께 민간 기업에도 직업훈련 의무를 부여한 것이다. 1976년에는 「직업훈련

법」과 「직업훈련에관한특별조치법」이 통 폐합되어 「직업훈련기본법」

이 제정되었다. 「직업훈련기본법」은 1998년까지 이어진 직업훈련의 기본

틀이라고 할 수 있으며, 사업주가 직업훈련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 직업훈

련분담금을 납부하도록 하였기 때문에 이 기간에 직업훈련을 받은 노동자

의 숫자가 크게 증가하였다(강순희, 2014; 정택수, 2008; 임해규, 2001).8)

특기할만한 점은 직업교육 훈련이 고등교육으로 점차 확장되는 모습이

제도 변화 과정에서 확인된다는 점이다. 1977년 「기능대학법」이 제정 공

포되면서, 기능대학의 졸업생에게도 전문대학의 전문학사와 동등한 산업학

사 학위를 수여하게 되었다. 그러나 1997년 「교육법」이 개정되면서 전문

대학 졸업자에게만 전문학사 학위를 수여하도록 규정하자, 기능대학생들이

집단 민원으로 학위를 요구하는 사태가 벌어진다. 이에 따라 같은 해 12월

「기능대학법」을 개정하여 기능대학을 교육 관계법이 적용되는 학교법인

으로 전환하게 된다. 이는 대학의 학위에 대한 수요자들의 강한 요구를 방

증하는 것이다. 기능대학은 2006년 24개 기능대학과 21개 직업전문학교를

통합하여 한국폴리텍대학으로 개편된다(강순희, 2014; 정택수, 2008). 또한

1970년대에 중앙직업훈련원에서 운영되었던 직업훈련교사 정규양성과정에

도 변화가 생겨, 정규대학의 설립이 추진되었고 1991년 한국기술교육대학

8) 노동부의 ‘98 노동백서’에 따르면 1977-1981년 5개년 간의 직업훈련교육 실적

총합은 501,147명으로 직전 5개년 1972-1976년의 314,133명보다 크게 늘어났다

(임해규,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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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는 이름으로 개교한다(강순희, 2014). 이러한 변화는 점차 직업능력개

발의 영역이 고등교육 체제로 확장되는 지점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1980년대는 학교 중심의 직업교육이 노동자와 실업자에 대한 성인 직업

교육 훈련으로 중심축이 옮겨간 시기였다. 이유는 불황과 실업에 있었다.

당시 중화학공업 부문에 과잉 투자하면서 수출 중심으로 꾸려 갔던 한국

경제는 1970년대 말-1980년대 초반에 제2차 석유파동(1979) 등으로 세계

경제가 불황에 빠지자 큰 타격을 입는다. 불황의 여파로 대량 실업이 발생

하자 학생뿐만 아니라 현직 노동자나 실업자에 대한 직업교육 훈련의 필요

성이 부각된다(임해규, 2001). 이렇게 한국 경제와 산업에 변화가 생기면서

직업능력개발 제도의 대상과 내용도 확대된다. 과거, 산업의 급성장기에는

필요한 산업인력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학교 중심의 양성교육이 중시되

어 왔다면 1980년대부터는 산업구조의 체질 변화가 초래한 노동자의 실업

등으로 성인 대상의 재교육으로 초점이 옮겨가는 것이다. 동시에 국민소득

이 점차 증가하고, 대학 진학률이 상승하면서 중 고등학교 졸업자들이 주

대상인 직업교육 훈련에 대한 수요가 격감한 것도 직업능력개발 제도 전환

의 이유가 되었다. 이 같은 변화에 따라 정부는 사업주의 직업훈련 의무를

양성훈련에서 재직근로자 향상훈련까지 범위를 확대한다(강순희, 2014).

기술계 학원이 속한 민간의 직업능력개발 시장이 활성화된 것도 이 시

기이다. 정부는 1980년에 실업자를 대상으로 고용촉진훈련을 처음 실시했

고 1982년에는 고용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확대했으며, 1985년에는 이를 공

공직업훈련원이나 인정직업훈련원 뿐 아니라 기술계 학원에 위탁 실시하게

되어 민간의 직업능력개발 시장이 형성되기 시작했다(임해규, 2001). 1980

년대는 평생교육의 측면에서도 중요한 시기였다. 1980년에 「헌법」 제29

조 제5항에 평생교육 관련 조항이 처음으로 추가된다.9) 1982년에는 「사회

교육법」이 공포되었으며, 1999년 「평생교육법」으로 개정된 후 현행 「평

9) 현행 「헌법」 제 31조 제5항에서는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어 제6항에서는 “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

와 그 운영, 교육재정 및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고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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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교육법」에서는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직업능력 향상교육을 평

생교육의 역할 중 하나로 명시하고 있다.10)

2) 「직업훈련기본법」 개정

1990년대는 사회 전반의 영역에서 구조적 이행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시

기였다. 문민정부가 들어선 이후 정보화 국제화가 급진전되었고 노동력 공

급구조도 고학력화되었다. 1993년 정부는 1982년부터 실시되어 온 경제사

회발전 5개년 계획을 폐기하고 신경제 5개년 계획을 수립하는데, 직업능력

개발의 측면에서 보면 그간 정부 주도로 이루어져 왔던 산업인력 양성 위

주의 정책을 새로운 맥락에 맞추어 전환하여야 하는 필요성이 생긴 것이

다. 1995년에 도입된 고용보험제도는 이러한 전환의 일환으로, 직업능력개

발의 중심이 신규기능인력 양성의 측면에서 고실업에 대비하는 재직근로자

향상훈련 및 근로자 평생직업능력개발 지원으로 전환되었다는 의미를 지녔

다(강순희, 2014; 정택수, 2008; 임해규, 2001).

이 시기에 주목할 변화는 1993년 개정된 「직업훈련기본법」이다. 「직

업훈련기본법」은 훈련시설의 명칭을 기존의 직업훈련원(소) 외에 ‘직업전

문학교’나 ‘기능대학’으로 사용할 수 있게 했는데, 이는 노동부의 시설에 교

육부 고유의 명칭인 ‘학교’라는 명칭을 붙이는 것이었기 때문에 논란이 많

았으나 개정안은 통과되었다(정택수, 2008).11)

직업능력개발에 학교나 대학이라는 명칭이 붙었다는 것은 큰 의미를 갖

10) 현행 「평생교육법」에서 구체적인 직업관련 조항은 제2조(정의), 제4조(평생

교육의 이념), 제6조(교육과정), 제8조(학습휴가 및 학습비 지원), 제23조(학습계

좌), 제30조(학교 부설 평생교육시설), 제31조(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제32조

(사내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제33조(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제35조

(사업장 부설 평생교육시설), 제37조(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 제38조(지식

인력개발 관련 평생교육시설), 제41조(학점, 학력 등의 인정) 등이 해당된다.

11) 이에 대해 연구자는, 교육부에서 왜 그들 부처의 고유의 명칭인 학교라는 명

칭을 노동부에 허락했는지 교육부의 후임 담당자들조차 알지 못했다고 서술하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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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다. 훈련에 치우쳐 있던 직업능력개발이 점차 교육의 영역으로 들어오고

고등교육의 단계로 확장되어 가는 단계를 암묵적으로 담아내고 있는 현상

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명칭으로 인하여 직업능력개발 기관들 사

이에 명암이 갈리기도 했다. 기술계 학원과 직접 경쟁관계에 있었던 인정

직업훈련원은 기술계 학원에 비해 비교우위가 없고 1990년대 초반에는 경

영 위기를 겪기도 하였지만 직업전문학교로 명칭이 바뀌면서 경쟁에서 절

대적으로 유리한 입장에 서게 된다(신대현, 2000).

학교의 아이덴티티(identity)나 학교의 속성을 갖출 때, 학교라는 단어를 쓰는

게 엄청난 메리트(merit)로 작용을 하게 됐어요. (직업전문학교에) 실제로 학

력 기능은 없으니까 이게 속임수다 아니다, 논란이 있었지만, 교육부 어느

법에도 정규학교만 학교라는 명칭을 쓴다는 법은 없어요. (학교에 대한) 국

민 인식 때문에 (학교라는 명칭을 교육부에서) 못 쓰게 하려고 했지만 실패

했고, 그쪽(직업훈련원)은 사활을 걸고, 학교라는 말을 써야만 학생을 모집

해서 먹고 살 수 있다는 절대적 요구가 있어서 공격적으로 접근했지요. (정

태화)

「직업훈련기본법」이 아닌 교육부 소관인 「학원법」의 적용을 받는

기술계 학원들은 직업훈련원과 실상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었지만 학

교라는 명칭은 쓸 수가 없었다. 직업전문학교에 학력을 부여하는 기능은

없었으나 실제 학습 수요자들의 인식 상 학교라는 명칭은 직업능력개발 기

관을 선택할 때 상당한 선호 요소로 작용했다. 비교 열위에 있는 기술계

학원들은 직격탄을 맞았고, 2000년을 전후하여 일부는 폐원하고 일부는 기

술계 학원에서 직업전문학교로 이동하게 된다.

상술한 1996년의 2 9 개혁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이듬해인 1997년에 제

정된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2004년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으로 개

칭)은 종래 교육부와 노동부가 따로 운영하여 왔던 직업교육과 직업훈련을

연계하고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촉진하여 질을 높이고 다양한 인력을 양성하

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직업능력개발의 중심이 점차 고등교육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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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이동함에 따라 전문대학, 개방대학, 기능대학의 위상을 강화하고 평생직

업교육 기반을 구축하며, 교육과 노동시장의 연계기능 등을 강화하기 위하

여 자격제도를 개편하는 등의 내용도 포함되었다(나승일 외, 2003; 오정록,

2013; 정택수, 2008). 실제로 직업교육은 실업계(현 전문계) 고교에서 종국

교육으로 이루어져 왔으나 2 9 개혁을 기점으로 평생직업능력개발 차원의

계속교육 정책으로 전환된다. 그 전까지 직업교육은 산업기능 인력에 초점

을 맞추고 추진되었으나, 2 9 개혁에서 직업교육에 대한 개념이 계속교육

으로 전환되자, 실업계 고교에 대한 정책도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직업기

초교육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게 되었다. 그러나 중등단계의 직업교

육은 대학 진학률 급증, 학생 수 감소12) 등으로 직업교육기관으로서의 정

체성이 흔들리게 되었다(송창용 외, 2009).

2 9 개혁으로 구체화된 논의는 1990년대 이후 급격하게 확산된 지식기

반 경제와 맥을 같이 한다. 신 직업교육체제는 경제 사회의 변화에 따라

요구되는 인재의 모습이 달라지자, 직업교육과 직업훈련을 분리하여 다루

어 온 기존의 체제에 대한 관점을 평생직업교육으로 전환한 것이었다. 기

술계 학원이나 직업전문학교 등이 1997년 제정된 「학점인정등에관한법

률」을 토대로 시작된 학점은행제를 연결고리로 하여 고등교육의 틈새로

진입하기 시작한 것도 이때부터다.

2000년대 이후는 변화의 흐름을 타고 평생직업능력개발 체제로의 전환

이 공고화된 시기다. 1997년 겪은 외환위기는 신자유주의 도입, 노동시장

유연화로 대표되는 커다란 체제 변화의 도화선이 되기도 하였다. 여기에

급격한 고령화 시대로의 진입도 평생직업능력개발 체제를 다지는 데 한 요

인이 된다. 개인에게는 변화에 대처하고 고용 가능성을 유지하기 위한 역

량 개발이 필수가 되었고 직업능력개발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된다. 즉, 고

용안정을 위한 대책으로 평생학습 체제를 중심으로 한 직업능력개발체제를

12) 1970년대에는 전체 고등학교 중 실업계가 차지하는 비율이 50% 이상이었으

나, 2000년대 들어서는 30% 초반대로 감소하였으며, 학생 수 비중도 1970년대

에 50%에 육박하였으나 2000년대에는 20% 초반대까지 떨어졌다(송창용 외,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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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축하고 전 국민에게 역량 개발을 위한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 현

대 직업능력개발 패러다임인 평생직업능력개발의 핵심이다.

정부에서는 2007년부터 평생직업능력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진행하

고 있다. 제1차 평생직업능력개발기본계획(노동부 관계부처 합동, 2007)은

‘함께 가는 고숙련 사회’를 실현할 중장기 비전으로 근로생애를 아우르는

직업능력개발, 보편적 권리로서의 직업능력개발, 시장친화적인 전달체계 및

인프라 혁신 등을 중점 추진 계획으로 세웠다. 2차 직업능력개발 기본계획

(’12-’17)은 기업 맞춤 숙련인력 20만 명 양성, 열린 고용과 평생학습시대

촉진, 공공과 민간의 조화를 통한 건전한 훈련시장 육성 등을 중심 과제로

제시했다(박형정, 2007; 최영범, 2012). 정부의 평생직업능력개발 기본계획

에 대한 세밀한 평가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3. 학원, 평생교육, 고등교육의 교집합 : 학점은행제

기술계 학원의 형태 변환 과정에는 학원-평생교육-고등교육 체제의 특

성이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다. 기술계 학원에 닥친 위기의 본질을 확인하

기 위해서는 학원이 가지는 특성과, 기술계 학원의 형태변환 과정에 관여

한 체제 및 제도와의 접점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1) 학원과 평생직업능력개발

기술계 학원은 「학원법」의 규율을 받는 학원의 형태로 오랫동안 운영

되어 왔다. 기술계 학원이 터해 있는 학원은 어떤 성격을 가진 기관인가?

통상 학원은 공교육에 대비하여 사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으로 이해된다. 학

원의 대표적인 이미지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보습학원이나, 입시학원,

예 체능 학원, 어학원 등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학원

은 우리나라의 대표적 사설 교육훈련기관으로 내용과 대상이 넓은 범위에

걸쳐 있으며, 학교교육의 보완적 역할과 직업능력개발의 역할을 함께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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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고, 정규교육 기관과는 달리 사적 영리를 추구하면서도 교육서비스

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상품을 판매하는 기업들과는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다(신익현, 1999; 최지희 외, 2003). 다만 학원의 전체적 규모나 주목도에

비하여 의외로 학원의 역할과 기능에 관한 국내 연구물을 찾기는 쉽지 않

다. 최돈민(2000)은 이는 관련 학자들이 학원에 대한 관심이 없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며 이는 지금까지 학원에 대한 일반인의 부정적인 인식과 그

궤를 같이한다고 보았다.

학원이라는 기관의 성격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란이 있다. 학원업계 종

사자들은 학원을 평생교육기관으로 정의한다. 한국학원총연합회 박경실 회

장은 “우리나라 평생교육이 곧 학원교육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국

가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했”다고 주장한다.13) 아울러 “일부 학자들은 학

원을 평생교육의 범주에서 제외시키는 우를 범하고 있”다며, 일반의 인식

뿐 아니라 학계에서 학원을 평생교육기관의 하나로 보지 않는 점을 비판하

고 있다. 일반인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검색 포털에서도 학원을 ‘평생교육

기관’으로 정의한다.14) 이에 따라 학교교육을 보완하는 입시, 보습학원과

직업능력개발을 하는 기술계 학원은 아예 구분하여 보자는 시각도 있다.

최지희 외(2003)는 학원은 다양한 기능을 가진 집단으로서 공교육을 보완

하는 기능을 수행하기도 하는 반면, 기술계 학원은 성인의 다양한 능력개

발과 평생학습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평생교육기관으로서의 특성도 동시에

지니고 있다고 하여 학원의 영역을 구분하고 있다.

법적으로는 「학원법」 제2조제1호에서 학원의 정의를 아래와 같이 상

당히 구체적으로 제한하여 정하고 있다.

13) 한국학원총연합회 홈페이지의 연합회 소개 항목의 인사말에서 인용했다.

http://www.kaoh.or.kr/?mid=kaoh_intro에서 검색.

14) 한국민족문화대백과(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는 학원을 ‘학교교육 이외의 조직적

이고 계획적인 모든 교육을 실시하며 평생교육 차원에서 볼 때 계속교육의 강

화를 의미’한다고 정의한다.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532177&cid=46615&categoryId=46615에

서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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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이란 사인(私人)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학습자 또는 불특

정다수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의 교습과정(교습과정의 반복으로 교습일수

가 30일 이상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지식 기술(기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예능을 교습(상급학교 진학에 필요한 컨설팅 등 지도

를 하는 경우와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습하는 경우를 포

함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고

정의된다. 다만, 학원법이 아닌 그 외의 법에 해당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즉, 학원에 해당하는 요건으로 학습자 수와 학습 기간 및 교습과정 등

을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교습과정에는 지식이나 기술(기능) 과정도

포함하고 있다. 이처럼 학원의 정의적 요건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면서, 그

말미에서는 「학원법」이 아닌 그 외의 법에 해당하는 시설은 제외한다는

단서를 달고 있다. 단서는 아래와 같다.

가. 「유아교육법」, 「초 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그 밖의 법령에

따른 학교

나. 도서관 박물관 및 과학관

다. 사업장 등의 시설로서 소속 직원의 연수를 위한 시설

라. 「평생교육법」에 따라 인가 등록 신고 또는 보고된 평생교육시설

마.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이나 그 밖에

평생교육에 관한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시설

바. 「도로교통법」에 따른 자동차운전학원

사. 「주택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자가 공동으로 관

리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제43조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통

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입주민을 위한 교육을 하기 위하

여 설치하거나 사용하는 시설

위 라목을 보면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은 「학원법」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평생교육법」의 제2조제2호15)에서 평생교육기관으로

15)「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에서 “평생교육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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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하고 있는 평생직업교육학원은 이름은 학원이지만 「학원법」에 속하

지는 않는 기관이 된다. 그렇다면 「학원법」 제2조의216)에서 규정하는 학

원의 종류 중 학교교과교습학원은 「학원법」의 적용을 받는 학원이고, 평

생직업교육학원은 「평생교육법」의 적용을 받는 평생교육기관인 것이다.

하지만 현재 실제 현장에서는 상술한 것과 같은 법적 구분이 이루어지

지 않고 있다. 2008년 「평생교육법」 개정 시, 평생직업교육학원을 평생교

육기관의 정의에 포함시켰지만 「평생교육법」이나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에서 평생직업교육학원의 설립 요건이라든지, 시설 기준 등 자세한 사항

은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최근 관련 연구(조희경 외, 2015:177)에서도

“현재 평생직업교육학원을 입시계 학원 및 과외교습과 함께 「학원법」에

의거하여 규율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이러한 모호성 때문에 법령 해석의 문제도 발생한다. 학원은 규제 대상

이므로 설립 및 운영 요건이 까다롭지만, 평생교육기관은 상대적으로 자율

성이 있어서 실제 현장에서는 이 기관이 학원인지 평생교육기관인지를 두

고 다툼이 일 수 있다. 「학원법」제2조제1호와 제2조제2호를 들어 학교교

과만 교습하지 않으면 학원이 아닌 평생교육기관으로 신고할 수 있는 여지

가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인성발달이나 특기적성 개발을 위한 학원(예:

웅변, 암산, 글짓기 학원 등)이나 취업시험 준비 학원(예: 노량진에 있는 공

무원시험 또는 교원임용시험 고시학원들)은 학원인가 평생교육기관인가?

황준성 외(2014)는 법제처의 해석을 인용하며 전자의 경우, 평생교육시설

등에서 강의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면 인성발달, 특기적성 개발이라고 하더

라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고 국어, 수학 등과 연계되기 때문에 학교교과

교습학원의 대상이 되어 「학원법」의 적용을 받는 학원이라고 보고 있다.

그러나 취업 준비 학원은 「평생교육법」 상의 평생직업교육학원에 해당하

해당하는 시설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으며, 제2조제2호 나목

에서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중 학교교과

교습학원을 제외한 평생직업교육을 실시하는 학원’을 포함하고 있다.

16)「학원법」 제2조의2에서는 학원의 종류를 학교교과교습학원과 평생직업교육학

원으로 분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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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학원법」의 적용 범위를 벗어난다고 해석하고 있다. 그러나 이 구분

이 사실상 까다로워 실무적으로는 교습대상이 성인인지, 초 중 고 학생인

지를 판단 기준으로 삼고 있다. 만약, 평생교육기관이 학교의 정규교육 과

정과 관계없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하더라도 초 중 고 학생들을 대상으

로 한다면 「학원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는 것이다. 결국 초 중 고 학생

의 사교육을 철저하게 관리하고자 하는 대전제 하에 벌어지고 있는 난센스

라고 볼 수 있다.

학원을 둘러싼 이와 같은 논란은 결국 기술계 학원이 쉽사리 「학원

법」을 탈피하여 평생교육기관 등 다른 형태로 전환되지 못한 것과 맥을

같이 한다. 기술계 학원에 대한 정책 당국의 큰 관심이 없는 상황에서, 사

교육 규제라는 특수한 목적을 가진 「학원법」의 체계를 흔들 수도 있는

변화를 가져올 동력이 없었던 것이다. 어느 기관이든 초 중 고 학생이 교

습대상으로 포함되고 사교육을 실시할 여지가 있는 경우, 우선 「학원법」

으로 제재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기 때문이다. 이는 우리나라의 왜곡된

대학 입시 체제와 공고한 정규 고등교육 체제가 빚어낸 혼란 중의 하나로,

학원 교육이 평생교육 체제 안으로 온전히 들어올 수 없게 만들어 평생교

육 체제 확장을 막는 장애물이 되었다.

기술계 학원과 같은 민간의 직업능력개발 학원이 「학원법」의 테두리

에서 갖는 한계는 극복하기 힘든 것이었다. 학원이라는 형태를 가지고는

평생교육기관처럼 규제나 인식적 측면에서 자유로울 수도 없었고, 새로운

경쟁자인 고등교육 기관들과는 경쟁력 면에서 더욱 비견될 것이 아니었다.

2) 학원과 고등교육

학원 같은 비형식기관도 고등교육의 기능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가 ‘학점은행제’이다. 학점은행제는 1995년 교육개혁위원회의 5 31 개혁방

안에서 발표된 ‘열린교육사회, 평생학습사회의 건설’이라는 패러다임에 따

라 만들어진 대안적 학위 취득제도로 1998년부터 시행되었다(백은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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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기관 수 학습자 수

대학(교) 부설 평생교육원 217 394,852

전공심화 및 특별과정 7 5,243

학원

직업기술18) 13 12,450

국제화 - -

인문사회 11 11,478

기예 7 3,709

직업훈련기

관

공공직업훈련시설 2 202

지정직업훈련시설19) 89 280,618

정부관련기관20) 39 109,005

고등기술학교 1 2,946

특수학교 6 746

기타평생교육시설 25 64,519

중요무형문화재 5 250

2008). 제도가 시행되자 일부 기술계 학원들도 학점은행제를 활용하여 수

강생들에게 학위증을 수여하기 시작했다.17) 학점은행제를 통하여 교육과정

을 이수한 학습자에게 주어지는 성과를 자격증이나 취업 이외에도 학위와

연계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이다. 2016년 학점은행제를 운영하고 있는 교육

기관 및 학습자 수 현황은 <표 2>와 같다.

<표 2> 2016년 기관유형별 학점은행제 운영 현황

(단위 : 개, 명)

17) 물론, 학위는 교육부 장관 명의로 수여되나, 기술계 학원은 학위수여식을 개최

하는 등 이를 홍보하였으며 이러한 장면이 언론에 보도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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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교육시설 79 1,621,516

계 501 2,507,534

자료 :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2016). 2016 평생교육통계 자료집.

학점은행제는 새로운 형태의 고등평생학습 복합체를 만들어내는 주요

고리가 되었다. 대학 평생교육원, 직업훈련기관, 학원 등에서 제공하는 비

학위 프로그램이 학점은행제와 결합하여 고등교육 학위와 연계되는 식으로

비학위과정과 학위과정의 연계가 일어났기 때문이다. 이는 ‘기관’ 중심의

고등교육을 넘어, 중층적이고 복합적인 ‘체제’로 고등교육이 진화하는 모습

이라고 정의되고 있다(한숭희 이은정, 2016). 백은순(2008)은 학점은행제를

공교육과 사교육이라는 이분법을 극복하는 기제로 보았으며 이를 평생학습

의 이념에 기반을 둔 것이라고 평가했다. 기존의 이분법에 의한 학점 부여

및 학력인정 기능은 지식기반사회에서 도전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며,

기관 중심의 사고에서 학습자 중심의 사고로 변화했다는 설명이다.

이러한 변화는 평생학습이 입시와 선발 제도를 기반으로 수십 년 간 공

고했던 고등교육 체제를 점차 확장시키는 모습의 하나로 볼 수 있다. 이

현상은 평생직업능력개발 체제에서 더욱 특징적으로 나타난다. 한숭희 이

은정(2016)은 우리나라의 종합대학 모형이 고등교육 생태계를 지배해왔고

경쟁관계를 통해 서열화 되었으며 그 구조가 재생산되었다고 지적하면서,

탈산업사회에 들어선 이후에는 역량개발이 중시되는 등의 맥락에서 고등교

육의 보편화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는 고등교육체제 전체의 팽창으로 볼

수 있음과 동시에 대학 차원을 넘어선 고등교육 체제 전반이 진화하는 역

사라고 평가했다.

이렇게 학점은행제는 학원처럼 고등교육의 기능이 없는 기관에게 학위

부여의 기능을 갖게 하고, 학위와 직업능력 모두를 원하는 성인들에게까지

18) 직업기술 학원이 과거 기술계 학원이다.

19) 지정직업훈련시설 중 한 형태가 직업전문학교이다.

20) 군교육훈련시설, 지자체훈련시설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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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기관의 매력을 확장시켜 평생교육기관으로서의 지평을 여는 역할을

하였다. 따라서 평생학습사회 실현이라는 취지에서 출발한 평생교육 제도

인 학점은행제를 활용한 기술계 학원의 변화는 고등교육 팽창의 한 형태로

볼 수 있으며, 평생직업능력개발 체제의 특성에도 들어맞는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학점은행제는 기술계 학원의 변화 과정에서 학원이라는 틀에 평

생교육, 고등교육을 담아내는 연계 역할을 했던 것이다.



- 35 -

시 기 교육과정

1950년대 미용, 양복 양장, 자동차 운전 기술 등

1960년대 TV 라디오 수리, 요리, 중장비, 보석가공 등

1970년대 자동차정비, 간호보조원 양성, 정보처리, 열관리, 칵테일 제과제빵 등

1980년대 피아노 조율, 항공정비 등

1990년대 산업디자인, 정보기술 등

Ⅲ. 기술계 학원을 둘러싼 전개와 흐름

1. 기술계 학원의 지형 변화

1) 기술계 학원에 닥친 충격

기술계 학원은 민간 직업능력개발 시장의 한 축을 구성해왔다. 기술계

학원이 다루어 온 분야는 매우 다양하지만 시기별 특징적인 교육과정은

<표 3>과 같다. <표 3>을 보면 기술계 학원이 우리나라 산업의 발전 과

정에 따라 교육과정을 제공하여 왔음을 알 수 있다. 기술계 학원은 규격화,

정형화 되어 있는 정규 기관에 비해 시장의 수요에 따라 신축성 있게 교육

과정을 신설 폐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었기 때문에, 실업계 고등학교와 전

문대학보다 짧게는 1년에서 수십 년 앞서 선도적으로 교육과정을 도입할

수 있었다. 대표적으로 미용 기술 교육과정의 경우, 기술계 학원은 해방 직

후인 1950년대부터 도입하였으나 전문대학에는 1993년에, 실업계 고등학교

에는 2000년에 도입되었다(정태화, 2001).

<표 3> 기술계 학원의 시기별 주요 교육과정

자료 : 최돈민(2000:30)에서 재구성

이처럼 다양한 분야에서 길게는 수십 년 간 기술계 학원을 운영하여 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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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사자들은 그들이 우리나라의 산업 발전에 기여해 왔다는 자부심이 상당

하였다. 학원총연합회의 기술교육협의회 회장이자 현재 태양미용직업전문

학교를 경영하고 있는 권영호는 36년 째 이 분야에 종사하고 있다. 그는

1980년 10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태양미용학원을 설립하면서 기술계 학

원 업계에 발을 처음 디뎠다. 권영호는 당시를 “우리 세상이었다”고 회상

했다.

내가 기술계 역사의 산 증인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중략) 우리가 기술계

학원 처음 할 적에 참 어려운 경제에서 우리 스스로 태어난 교육기관들 아

닙니까. 엄청나게 노력들하고 발전 많이 했죠. 우리가 양성한 기술계 학원

들 인재들이 전부 각지에 퍼져가지고 각 계열별로 참 국가 기술 발전에 전

부 밑거름이 됐어요. 그 사람들이 기여한 공로 이런 거는 엄청나요. (권영

호)

학원총연합회 기술교육협의회의 부회장이면서 대우건축토목학원 원장인

박기용도 마찬가지다. 그는 대학 토목학과 출신으로, 1990년대 초부터 토목

학원에서 임시 강사로 일하다 1995년 현재의 대우건축토목학원을 인수했

다. 그 때만 해도 “돈 잘 벌었다”는 호시절이었다. 그러나 좋은 시절은 오

래 가지 않았다.

1990년대 중반을 전후로, 기술계 학원 운영에 이상 징후가 생기기 시작

한다. 한국총연합회가 1996년에 실시한 조사에서, 당시 기술계 학원의 수강

생 수가 학원 운영에 경제적인 규모인 정원의 75-80%에 크게 미달하여 경

영난이 심화되고 있었다고 나타난다. 학원장들에 대한 설문조사에서도

37.4%가 당시 최근 1년 내 폐원이나 휴원을 고려해보았다는 결과가 나온

다(한국학원총연합회 기술교육협의회, 1996; 정태화, 2001:17에서 재인용).

실제로 설문조사에서 얼마 지나지 않은 2000년 전후로 기술계 학원 업

계에서는 휴원이나 폐업이 속출했던 것으로 보인다. 2000년, 당시 학원총연

합회 기술교육협의회 부회장이었던 윤병우는 언제부터인지 학원운영이 점

점 어려워지고 있고 금년 들어서는 매월 인건비 충당도 어려운 상황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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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1997 1998 1999 2000 2001

기술계 학원 수 6,804 6,617 6,228 6,703 6,915

어지고 있으며, 주변에 가까이 지내는 학원 경영자들도 동일한 어려움을

느끼고 있고 그 중 몇 분은 이미 학원을 정리하고 다른 사업을 하고 있다

고 증언하고 있다(윤병우, 2000). 1990년대 중반부터 수년 간 수강생의 감

소세가 이어지자 몇 년을 버티던 이들도 점점 더 버티기 힘든 상황이 된

것이다. 같은 시기에 학원총연합회 기술교육협의회 임원으로 기술계 학원

업계를 대변하며 위기 극복에 앞장서왔던 C 이사장도 2001년에는 결국 기

술계 학원을 접고 직업전문학교로 전환한다.

기술계 학원에 더 이상 미래가 없었어요. 기술계 학원이 제일 많았을 때는

90년대 초반인데, 2,500-2,600개쯤 됐었거든요. 그런데 2000년대 초반에 한

700개쯤 남는데 그때 저도 손을 털었어요. 그리고 거의 흐지부지 됐지요.

(C 이사장)

윤병우나 C 이사장 등의 증언과 관련한 기술계 학원 업계의 당시 상황

을 공식적인 통계 추이에서 명확히 확인하기는 어렵다. 아래 <표 4>에서

볼 수 있듯이 1997년부터 2001년까지 기술계 학원의 수에는 큰 변화가 없

다. 이 통계 수치는 앞서 C 이사장이 인터뷰에서 언급한 수치와도 큰 차이

를 보인다.21)

<표 4> 기술계 학원 현황(1997-2001)

(단위 : 개소)

자료 :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각 연도), 한국교육통계연보

그러나 공식 통계 자료와는 달리 1990년대 중반 이후 기술계 학원들의

21) C 이사장은 인터뷰 중에 이 통계 수치에 대하여 “어린이 대상 동네 컴퓨터

학원 등은 제외하고 18세 이상의 성인들만 대상으로 하는 기술계 학원을 보았

을 때는 이 정도 숫자이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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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기술계 학원 수 수강자수 이수자수 강사수

2002 6,813 523,913 1,028,174 18,513

2003 6,792 495,049 845,895 16,826

2004 5,469 414,189 909,620 18,697

2005 4,789 310,681 809,318 12,891

2006 4,210 298,428 630,191 12,134

2007 3,933 274,514 600,677 10,419

2002년대비

2007년 증감률
-42.3 -47.6 -41.6 -43.7

폐원이 실제로 속출하고 있었다는 정황이 관련 연구나 기술계 학원 업계

종사자들을 통해서도 드러난다. 학원이 폐업할 때에는 관할 교육청에 신고

하도록 되어 있지만 강제규정이 아닌 관계로 휴원으로 신고하거나 아예 아

무런 통보절차 없이 시설을 정리한다는 점에서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

렵고, 통계가 이러한 경향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정태화, 2001;

최지희 외, 2002; 신대현, 2000).

2000년대 중반 이후에는 통계 상으로도 명확한 감소세를 나타낸다. 아

래 <표 5>를 보면 기술계 학원 수는 2002년부터 2007년까지 지속적인 감

소세였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5년 동안 기술계 학원은 반토막에 가깝게

감소했다.

<표 5> 기술계 학원 증감 현황(2002-2007)

(단위 : 개, 명, %)

자료 :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각 연도). 한국교육통계연보.

상술했듯이 기술계 학원들이 별다른 폐원이나 휴원 신고 없이 학원을

정리하는 경우도 많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실제 감소세는 더 가팔랐을 것으

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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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술계 학원 위기의 원인

기술계 학원이 맞은 위기의 원인으로는 여러 가지가 거론된다. 내부적

으로는 환경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 기술계 학원 자체의 문제가, 외

부적으로는 시장의 변화, 학원의 학력 불인정, 심화되는 공급경쟁. 정부 지

원책 및 제도의 미비 등이 원인으로 지목되어 왔다.

기술계 학원의 위기를 촉발시킨 근간은 무엇인지, 기술계 학원은 왜 학

습자들로부터 점차 외면을 받게 되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기술계 학원이

호황을 누리던 1960년-1980년대와 1990년대 이후의 직업교육 기반은 어떤

점이 달랐는지 더 깊은 층위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었다. 이러한 의문에 답

하기 위해서는 1990년대 급격한 사회 구조의 변화에 먼저 주목해야 한다.

지식기반 사회의 등장, 신자유주의 대두 등 거시적 사회 패러다임의 변화

는 기존의 직업능력개발 체제와는 다른 특성을 가진 평생직업능력개발 체

제를 등장시켰고, 이 시기가 바로 1990년대 초 중반 부터였다. 즉 그때부터

직업능력개발 기관들이 터해 있던 맥락이 변화한 것이다. 기술계 학원은

과거와 달라진 것이 없는데, 이를 둘러싼 환경과 맥락은 크게 변화하였기

때문에 기술계 학원이 위기를 맞은 것은 사실 당연한 수순이었을지도 모른

다. 이에 기술계 학원이 겪은 위기의 원인을 직접적으로 평생직업능력개발

체제의 특성과 연계하여 밝히고자 한다.

앞 장에서 논의한 것처럼 평생직업능력개발 체제는 기존의 직업능력개

발과는 다른 체제였다. 지식기반 경제로의 전환은 산업구조와 수요를 변화

시켜 기능 기술 인력보다 고학력, 고역량의 인력을 필요로 하게 되었으며,

신자유주의의 확산으로 노동자는 평생에 걸친 역량 개발을 요구받게 되었

다. 1990년대는 또 대학이 많아지고, 고등교육의 보편화로 대학 진학 인원

이 크게 늘어나게 된 시기이다. 이러한 변화는 직업능력개발의 영역에도

평생에 걸친 고역량의 직업능력개발을 강조하는 평생직업능력개발 체제로

의 변화를 가속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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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종
과 정

(기술자격)

교육

기간
월 수강료 주요 취업처 비 고

간호 간호조무사 12개월 168,000원

병원, 의원, 보건소, 한의원,

요양원, 양로원, 보육원, 기업체

의무실 등 전국보건, 의료 기관

18-35세

고졸 이상

공예

홈패션(미싱)

코디네이터

3-6

개월
70,000원 섬유, 봉제업체 20-50세

만화영화 2개월 170,000원 만화(애니메이션) 제작 업체 20-40세

반면, 기술계 학원은 그간 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단기 교육 과

정을 운영하여 온 민간 기관이다. 이는 과거에는 기술계 학원의 장점으로

작용했다.

(학교나 정부, 기업에서 하는 직업교육훈련) 그거 가지곤 충분하지가 않으니

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디 가서 했느냐, 학원에 간 거야. 자동차 운전부터

냉방기술, 온갖 우리가 필요로 하는 기술 자격은 거기서 받는 거야. 미용사

도 자격 받으려면 학원에 다니고. 자격증 받는 데에 학원이 많은 역할을 한

거야. 사람들한테 (수강료를) 받으면서 (사람들이) 원하는 걸 해주려면 자격

따는 데 필요한 걸 해주는 수밖에 없지. 제대로 된 직업교육은 아니지만 그

래도 학원이 그 역할을 한 거라. 자격증 따는데 필요한 거를 해주는 거지.

(김신일)

실제로 과거에는 산업인력에 대한 수요가 많아 학원의 교육과정이 충분

히 매력적이었다. 1990년대 기술계 학원의 교육과정별 교육기간 및 수강료

는 아래 <표 6>과 같다. 이 표를 보면 기술계 학원은 18세 이상의 성인을

대상으로 하여 다양한 직종에서 2개월-12개월의 단기 교육과정을 운영하

고 있다. 이 표를 통하여 기술계 학원의 특성을 상당부분 추출할 수 있는

데 특히 직종별로 취득 가능한 자격증과 주요 취업처를 상세히 소개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이러한 점이 수요자들에게 상당한 유인으로 작용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표 6> 1990년대 기술계 학원의 과정별 교육기간 및 수강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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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한복 디자인 6개월 100,000원 한복 의상실, 개업 18-50세

아트 플라워 12개월 100,000원 백화점, 호텔 18-50세

기계

열관리, 냉동,

환경,

고압가스,

비파괴검사,

배관 기능사

및 기사

6개월 150,000원

기업체, 공공기관 등의 대규모

건물, 창고 등 저장시설,

제조업체, 아파트 관리사무소등

산업 전 분야

20-60세

기사의

경우

응시자격이

있는 자에

한함

건축

토목

설계, 제도,

시공,

인테리어,

설비, 조경,

공사 기능사

및 기사

6개월 200,000원

건축설계사무소, 관련 연구소,

건설 및 토목 업체, 기술직

공무원, 조경 및 실내장식 업체,

건축 공사업체

18- 40 세

기사이상의

과정은

응시자격이

있는 자에

한함

디

자

인

인테리어,

컴퓨터 그래픽,

CAD, 그래픽

디자인,

전자출판(편집)

12개월 250,000원
설계사무실, 의장업체, 광고 및

출판업체, 백화점, 방송 관련

업체, 산업디자인 관련 업체,

인쇄업체, 광고도장

업체

18-30세

일러스트

디자인, 캐릭터

디자인

12개월 230,000원

미용

헤어 미용 6개월 150,000원 미용실, 피부관리실, 웨딩 숍,

화장품 관련 업체, 방송국 등

코디네이터, 모델 및 이벤트

업체, 개업

18-50세피부미용,

메이크업
4개월 250,000원

미싱

자수
미싱사, 자수 4개월 140,000원 의상실, 봉제업체, 개업 18-50세

분장

방송분장,

광고

메이크업,

영화 연극,

특수분장

6개월 220,000원

방송국, 프리랜서, 광고업체,

극단,

이벤트 업체

20-27세

요리

한식조리,

양식조리

6개월

230,000원 일반 음식점, 호텔, 기업체,

학교, 병원, 공공기관 등

집단급식을 요하는 가관,

식품업체, 개업

20-45세
중식조리 250,000원

일식조리 27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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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어조리 500,000원

자동

차

정비

자동차 정비

및 검사

기능사/ 기사

중장비 운전

6개월

(기사는

12개월)

120,000원

(기사는

200,000원)

자동차 관련 업체, 건설회사,

교통안전 관련 기관 및 업체,

개업

18-50세

전자

전자기기,

전자

계산기,

무선설비

기능사 및

기사

6개월 170,000원

전자부품 관련 업체, 반도체,

가전업체,

음향기기 및 컴퓨터 관련

업체, 전자

제품 수리업체, 개업

18-27세

전기

전기,

소방설비,

전기공사

기능사

및 기사

4개월 145,000원

전력공사 및 전기안정 관련

업체, 전기제품 생산 업체,

대형 건물, 승강기 관리업체,

기타 전기관련 산업부문

18-60세

정보

처리

사무자동화 3개월 150,000원
전산 사무능력을 요구 하는

모든 업체
18-50세

CAD, CG

4개월

250,000원 기계, 건축, 전자 관련 업체

20-30세
WEB 디자인 300,000원

방송, 광고, 디자인, 무역,

통신 업체

프로그래밍 6개월 250,000원
SW개발, 일반 사업체,

벤처기업 등

제과 제과, 제빵 6개월 260,000원 제과 관련업체, 호텔, 개업 20-50세

통신

정보기기

운용,

유․무선

설비

기능사 및

기사

3개월

(기사는

6개월)

120,000원

(기사는

180,000원)

유․무선 통신 및 이동통신

관련 업체, 정부기관, 방송국,

각 기업체의 통신

관련 부서, 금융기관, 개업

20-50세

기사는

응시자격

을

필요로 함

패션

재단, 봉제,

패션

디자인,

코디네이터

12개월 270,000원
의류업체, 디자인 개발 업체,

백화점, 개업
20-30세

항공 항공기 정비 6개월 180,000원 항공사, 군무원, 항공기 18-26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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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사 및

기사

(기사는

2년)

(기사는

300,000원)

사용사업체, 항공기

조립업체, 부품 관련업체

보석
보석감정,

귀금속 가공
6개월 230,000원

귀금속 가공업체, 액세서리

제조 업체, 금은방, 보석류

취급업체, 개업

20-40세

사진

비디

오

비디오 기사 4개월

210,000원

방송국, 각 기업체 홍보실,

이벤트 및 광고 업체,

여행사, 예식장, 개업 20-50세

사진 기사 3개월
언론․출판사, 현상소,

사진관, 개업

자료 : 신대현(2000:23-25). <표 1> 기술학원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

하지만 평생직업능력개발 체제에서는 그간 기술계 학원을 유지케 한 관

행들이 더 이상 장점이 되지 않는 상황이 되었다. 과거에는 자격만 갖추어

도 평생고용이 되었기 때문에 위 표처럼 기술계 학원에서 다양한 실무 직

업능력 분야의 자격증을 받으면 취업할 수 있었다. 학력은 큰 문제가 되지

않았다. 그러나 1990년대에는 1995년 5 31 교육개혁 당시 제안되어 1996년

에 도입된 대학 설립 준칙주의로 인하여 상황이 급변하였다. 대학 설립 준

칙주의는 대학의 다양화, 특성화를 목적으로 획일적인 학교 설립 기준을

지양하고, 학교의 설립 목적과 학교의 특성에 따라 학교 설립 기준을 다양

하게 규정하여,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학교를 자유롭게 설립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22) 이 결과 대학과 대학입학 정원이 크게 증가하게 되었고 급

격하게 고학력자가 양산되었다. 1997년부터 2014년까지 대학 설립 준칙주

의에 근거해 설립된 대학은 대학 52개교, 대학원대학 46개교, 전문대학 9개

교로, 전체 대학의 약 3분의 1이 이에 근거해 설립된 셈이다.23)

반면, 지식기반 경제로의 이행과 이에 수반한 노동시장의 변화로 취업

의 문은 점차 좁아졌다. 이제 산업계에서는 기술 기능 인력이 아닌 고학력,

22) 국가기록원. 대학설립준칙주의제도.

http://www.archives.go.kr/next/search/listSubjectDescription.do?id=003188에서

검색.

23)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의원(2015. 09. 18). 정책자료집 「5.31교육개혁 실태 진

단」발간 국정감사 보도자료. pp.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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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역량을 갖춘 인력에 대한 수요가 많아졌다. 이른바 구직자들의 ‘스펙

(specification)’이 중요해진 것이다. 이러한 취업시장의 변화는 구직자들에

게 즉각 체감되기 때문에, 주로 고졸 구직자를 대상으로 운영되어 왔던 기

술계 학원에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었다. 이제 기술계 학원의 교육과정

에 대한 매력이 현저히 감소했다. 기술계 학원의 교육과정만으로는 구직자

들과 산업계의 수요를 만족시킬 수가 없는 상황이 되었다. 즉, 소규모로 자

격 위주의 단기 과정을 운영하며 학력부여의 기능도 없는 기술계 학원들은

경쟁력이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었다. 기술계 학원에서 기술을 배우고 자

격을 취득하여도 과거와 같은 수준으로 취업 시장에서 인정을 받을 수 없

었기 때문에 교육 유인이 감소한 것이다. 이처럼 수요자는 급격히 변화했

는데 기술계 학원들은 변화하지 못하고 있었다.

사실, 기술계 학원이 변화에 발 빠르게 대처하지 못했다기보다는 고도

로 발전하는 산업의 융합적 형태를 단순기술 위주의 단기 교육과정에서 반

영하는 것은 역부족이었다고도 볼 수 있다. 구조적으로도 장기적인 양성교

육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우수한 학습여건과 설비가 필요하지만 주로 소규

모인 개별 학원들이 이를 갖추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다(신대현, 2000). 이

러한 변화는 재정적인 규모나 투자 여력을 갖춘 직업능력개발 기관에는 오

히려 기회가 되었다. 과거에는 특히 학교나 대학과 같은 공공 영역에서 직

업능력개발 교육을 하는 비중이 높지 않았는데, 점차 학력과 역량을 갖춘

인력에 대한 요구가 많아지면서 공공의 영역으로 직업능력개발이 확대되어

간다. 특히 전문대학, 폴리텍대학, 4년제 대학과 같은 고등교육 기관들이

직업 관련 학과를 개설하는 등 직업능력개발에 뛰어들게 된다.

자동차정비를 예로 들면 60년대, 70년대에는 (기술계 학원에서) 서너 달 공

부해서 바로 취직이 됐거든요. 지금은 그런 교육을 하는 학과들이 대학에

막 생기고 교육기간이 길어지고, 또 학위가 제공되죠. 이렇게 기술계 학원

들에서 담당하고 있던 훈련 종목 같은 것들이 공공 영역에 많이 생기고 확

대가 되고 숫자가 늘어나다 보니까 기술계 학원의 포션(비중)이 줄어드는

거예요. (정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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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들이 그동안 그들의 영역으로 여기지 않았던 직업능력개발에 관심

을 가지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이 분야에 대한 수요가 많아졌기 때문이다.

자격증 취득이나, 단기 과정만 이수해서는 진입할 수 있는 직업영역이 줄

어들었기 때문에 기간이 길어지고 비용이 높아지더라도 이수 경험이 학위

로써 증명되는 대학의 교육과정을 선호하게 된 것이다.

(기술계) 학원 체제 내에서는 (노동부의) 직업훈련 기관들이나 전문대학들하

고 경쟁 자체가 안 되는 거지요. 자격증만 따면 바로바로 취직이 되던 시절

에는 그 패러다임이 (기술계 학원과) 맞았어요. 그런데 대학은 막 늘어나서

10만 명이던 대학졸업자들이 40만 명씩 나오기 시작하는데, 일자리는 60만

개에서 30만 개로 떨어졌으니 자격증만으로는 취직하기가 어려운 환경이

된 거지요. (C 이사장)

수요의 움직임에 따라 전문대학에서 직업 관련 학과를 개설하기 시작하

였고, 이러한 경향은 이제 4년제 대학까지 확장되었다. 전문대학이나 4년제

대학 등 고등교육 기관과 정부의 정책적 지원을 받은 노동부 소관 직업훈

련원은 직업능력개발 영역에서 크게 성장해 나갔다. 기술계 학원 업계에서

는 이들에 대하여 매우 비판적이다. 이들이 기술계 학원의 교육과정이나

노하우를 그대로 따라 했고 실질적인 실력은 없었는데도 정부의 보호를 받

으며 성장했다는 것이다. 반면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없었던 기술계 학원은

자연스럽게 위기를 맞게 됐다는 주장이다.

중간에 나타난 사람들이 누구나면 노동부 훈련원, 또 뭐 전문대학들. 솔직

히 학원들이 해 놓은 교육 프로그램이나 노하우 이거 갖다가 발전시킨 거

지, 자생한 것이 아니야. 우리(기술계 학원)는 자생했지만 (그들은) 우리 거

따다가 덕본 것에 불과해요. 우리는 그 어려울 때 진짜 누구 보호 없이 인

재양성 많이 해서 한국 기술교육 발전에 엄청난 노력을 했는데, 이 사람들

이 솔직히 이제 와서 좋아진 후에 자기네들은 국가보호 다 받고 있어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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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국가에서 전문대 이상, 폴리텍, 직업(전문)학교 이런 데만 도와주려고 하

지. 학원은 이렇게 고생하면서, 지금은 이제 쪼그라들었지. 그래도 보호육성

하려고 하질 않고. 뭐 도와줄거나 무슨 육성정책이 있다 그러면 대학이나

폴리텍, 이런데다 (도움을 주고) 이러니까 우리는 분통이 터지죠. 우리는 완

전히 소외되니까 운영난에 빠지고 자연적으로 영세해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죠. (권영호)

권영호의 말처럼 기술계 학원이 꼽은 경쟁자들이 국가의 지원을 받으며

발전해온 것은 사실이다. 노동부의 직업훈련원은 이미 1993년에 「직업훈

련기본법」의 개정으로 ‘직업전문학교’나 ‘기능대학’으로 개칭되어 ‘학교’라

는 명칭을 쓸 수 있게 되었다. 이는 기술계 학원과 대비하여 수강생을 모

으는 데 상당한 장점으로 작용한다. 기술계 학원과 유사한 직업교육을 실

시하면서도 명칭이 바뀌면서 수요자들의 인식이 개선되었기 때문이다. 반

면 기술계 학원은 학원이라는 한계를 극복을 위하여 학교 명칭의 사용을

꾸준히 요구하여 왔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들 노동부 산하 직업능력

개발 시설들은 IMF 외환위기 때 정부로부터 실업자직업훈련을 위한 대폭

재정 지원을 받으면서 급성장하게 된다. 상대적으로 기술계 학원의 운영

환경은 더 불리해지게 되었다.

전문대학은 교육부의 정책적인 육성을 토대로 성장했다. 교육부는 2000

년을 전후로 하여 직업교육의 중심축을 전문대학으로 설정하고 지원을 대

폭 늘렸다. 1997년에는 939억원, 1998년에는 1,180억원, 1999년 1,446억원,

2000년에는 1,644억원이 지원됐다(교육부, 2000년도 전문대학 재정지원 기

본 계획; 정태화, 2001:17에서 재인용). 전문대학이 이처럼 급성장하자 기술

계 학원 업계에서는 위기감이 커진다. 학원총연합회에서는 전문대학에 대

한 현장 실태조사를 실시하기도 했다. 전문대학의 교육 시스템이 기술 교

육에는 적당하지 않다는 비판들도 나왔다.

97년-98년에 우리(학원총연합회)가 전문대학에 대한 현장조사도 실시했어요.

미용과가 설치된 대학에 갔는데 미용 장비를 들여놓고 2년이 되도록 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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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뜯지도 않은 거예요. 뜯어보라고 하니까 교수가 ‘파워-온’을 하지도 못해

요. (C 이사장)

(당시) 마켓에서는 미용학원 3개월 가는 것하고 2년제 전문대학 나온 것하

고 동일하게 쳤어요. (전문대학 나와서) 할 줄 아는 게 없으니까. 전문대학

입장에서는 (학력 조건을 충족하는) 가르칠 교수가 없는 거야, 학력이 안 되

니까. 또 자동차 한번 뜯으면 6, 7시간 동안 다시 조립하고 해야 하잖아요.

근데 (대학교 시스템처럼) 3시간하고 끝나면 다음 사람이 와서 또 하고 이

렇게 못하잖아. 연속적인 작업인데…. (최돈민)

이처럼 직업능력개발에 여러 기관들이 뛰어들어 경쟁을 촉발한 원인 중

하나로 꼽히는 것은 인구구조의 변화이다. 학령인구가 감소하면서 직업능

력개발 수요자들의 규모 자체가 줄어들었으며, 정부의 관련 정책도 변화하

게 되어 직업능력개발 기관들에 도미노처럼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

우선, 기술계 학원을 비롯하여 직업 학원과 직업전문학교, 그리고 대학

이나 전문대학과 같은 고등교육 기관의 주 수요층은 학령인구이다. 학령인

구는 교육인구 규모를 가늠할 수 있는 일차적 요인으로, 우리나라의 학령

인구는 만 6세 이상부터 만 21세가 해당한다. 6-11세는 초등학교, 12-17세

는 중등학교, 18-21세는 고등교육 인구로 분류된다. <표 7>을 보면, 전체

학령인구 수는 1980년을 정점으로 2030년에는 절반 수준까지 급격하게 떨

어질 것으로 추산된다. 고등학교 졸업생 수 역시 2013년 63만1000명에서,

2018년에는 54만9000명, 2023년에는 39만7000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

다.24) 이처럼 학령인구나 대학 입학 자원은 급감하고 있지만, 2년제 대학과

4년제 대학을 합산한 대학입학 정원25)은 2012년 56만7000여명, 2013년 55

만8000여명, 2014년 54만9000여명, 2015년 53만여명, 2016년 51만6000여명

으로, 최근 대학 구조개혁 정책으로 인하여 감소추세이긴 하지만 여전히

50만명을 상회하고 있다.

24) 교육부(2014. 1. 28.). 대학 구조개혁 추진 계획 보도자료.

25) 교육부(각 연도). 전국대학 모집단위별 입학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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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천명)

연도 학령 인구 수
고등학교

학령 인구 수
고등교육 기관 수26)

1960 8,553 1,417 -

1970 12,604 2,101 -

1980 14,401 2,671 237

1990 13,361 2,595 265

2000 11,383 2,166 355

2010 10,012 2,090 370

2020 7,757 1,370

2030 7,116 1,324

2040 6,698 1,298

<표 7> 학령인구(6-21세)의 변화 추이

자료 : 통계청(2016). 장래인구추계, 교육부(2014). 한국의 대학.

※학령인구 수, 고등학교 학령 인구 수는 2010년까지는 확정치. 이후부터 잠정치

이 같은 불일치는 대학 설립 준칙주의로 인하여 대학의 수가 급증한

후, 학령인구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표 7>과 같이 고등교육 기관의 수는

줄어들지 않은데서 기인한 현상이다. 따라서 학령인구를 주 수요로 운영되

어 온 고등교육 기관이나 기술계 학원의 입장에서는 수요자의 규모 자체가

줄어들기 때문에 운영에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이에 고등교육 기관은

유학생을 유치하기도 하고 취업이 잘 되는 직업 관련 학과를 신설하여 유

인을 높이는 등의 전략을 쓰게 된다. 고등교육 기관의 이 같은 움직임은

수요 자체가 줄어든 상황에서 기술계 학원에는 이중의 타격으로 돌아온다.

대학입시 치는 애들이 한 40만 명 되잖아요. 1980년대에는 70만 명이었어

요. 그 얘기는 인구가 그만큼 주는데 기존에 그 인구를 대상으로 장사를 했

26) 여기서 고등교육 기관은, 대학원 과정을 제외하고 전문대학 과정과 대학 과정

만 합산하였다. 통계에는 일반대학, 전문대학, 교육대학, 산업대학, 기술대학, 사

이버대학, 사내대학, 원격대학, 기능대학 전공대학 등을 모두 포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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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계열 교습 과정

직업

기술

산업기반기술

기계, 자동차, 금속, 화공 및 세라믹, 전기, 통신, 전자,

조선, 항공, 토목, 건축, 의복. 섬유, 광업자원,

국토개발, 농림, 해양, 에너지, 환경, 공예, 교통,

안전관리

산업응용기술 디자인, 이 미용, 식음료품, 포장, 사진, 피아노조율

던 시설들은 늘면 늘었지 줄지는 않았던 거예요. 학교부터 시작해갖고 모든

분야가 다 영향을 받는데, 대학 교육 같은 경우는 지금 중국이나 아시아권

에서 한류바람타고 유학생들을 받아요. 지방대학 같은 경우에는 유학생들

빠지면 학교 문을 닫아야 해요. 근데 고등교육 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유학

생들을 받을 수가 있고 정식 비자 발급이 되는데, 직업학교나 직업훈련기관

들, 기술계 학원 같은 경우에는 학생 수가 주니까 1차적으로 타격을 받는

거예요. (유한구)

직업능력개발 생태계에서 끝머리에 위치한 기술계 학원 업계에서는 상

황을 타개할 방법을 찾고자 했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 실시한 기술계

학원 실태조사에서 기술계 학원들은 규제 완화, 재정 지원 및 자격분야와

학원 이수자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구하고 있었다(최지희 외,

2002). 가장 큰 요구는 규제 완화를 통하여 학원이라는 형태를 벗어나야

한다는 것이었다. 기술계 학원을 규율하고 있는 「학원법」은 입시학원과

같은 사교육을 규제하기 위한 법률로, 현장 중심의 인력을 양성하는 것이

목적인 기술계 학원에는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 외에도

「학원법」의 구조 상 빠르게 변화하는 직업 세계를 반영하기 힘들다는 문

제도 있었다. <표 8>을 보면 당시「학원법」의 분류체계 상 직업기술 분

야는 산업기반기술계열, 산업응용기술계열, 정보처리기술계열, 간호보조기

술계열, 문화관광계열로 구분되고 이들 계열에 총 44개의 교습과정이 포함

되었다.

<표 8> 개정 전 기술계 학원의 교습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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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처리기술
통신기기, 소프트웨어, 멀티미디어, 정보통신, 인터넷,

컴퓨터

간호보조기술 간호조무사

문화관광 출판, 영상 음반, 영화, 방송, 광고, 캐릭터, 관광

국제

실무
외국어 어학, 통역, 번역

인문

사회
인문사회 행정, 경영, 회계, 통계, 성인고시

경영

실무

경영관리 금융, 보험, 유통, 부동산

사무관리
부기, 속기, 속독, 속셈, 워드프로세스, 주산, 비서,

경리, 펜글씨

예능 예능
국악, 전통무용, 서예, 음악, 미술, 무용, 웅변, 화술,

모델, 만화, 연극, 바둑, 꽃꽂이, 꽃기예

입시

검정
보통교과

중학교 및 고등학교의 교육과정에 속하는 교과로서

예 체능 및 실업계 고등학교의 전문교과 제외

독서실 독서실

자료 : 「학원법」 시행령 [별표1] <개정 1999.5.10.> 학원의 교습과정(제7조의2제1항 관련)

학원의 교습과정은 <표 8>의 기준에 따라 등록하도록 법으로 규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직업세계의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기 어려웠고, 일부 계열별

교습과목의 구분이 중복되거나 유사한 교습과정임에도 다른 계열에 있는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각각 등록하고 별개의 교습 내용을 운영하도록 되어

있어 혼란을 일으킨다는 지적도 많았다.27) 따라서 이 분류표가 현실과 유

리된 형식적인 법률 조항이라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학원법」에 대한 문제제기는 이외에도 여러 분야에서 이루어졌다. 강

사의 자격 요건이 기술계 학원이나 일반 학원 강사가 동일하게 설정되어

있다는 점, 강사 정보의 미비, 교육전문가로서의 기술계 학원 운영자의 자

질에 대한 법적인 근거가 미흡하다는 점 등도 함께 지적되었다. 이와 함께

27) 예를 들어, 산업기반기술 계열의 통신 과정과 정보처리기술 계열의 정보통신,

인터넷, 컴퓨터, 또 경영실무 분야 중 사무관리 계열의 워드프로세스는 유사한

교습과정이지만 다른 계열로 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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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사업체수(개) 종사자수(명)
평균매출액

(백만원)

평균영업비용

(백만원)

교육서비스업

전체
101,350 411,318 145.5 113.8

사무관련

교육기관
2,810 19,627 531.1 466.2

기술 및

직업훈련학원
3,241 25,100 309.3 273.6

운전학원 560 11,239 798.4 728.2

기타기술 및 2,681 13,861 207.2 178.1

「학원법」 제5조와 「학원법」 시행령 제9조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설

기준28)에 대한 근거가 애매하여 현실적 타당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고,

교습과정이 2개 이상인 경우 시설기준을 어떻게 적용해야 하느냐는 문제도

있었다(정태화, 2001).

물론 기술계 학원 내부의 문제도 지적되었다. 문제점들은 주로 강사의

전문성 및 자질 부족, 교육 내용 및 교수법의 문제, 학원장의 교육 관리와

경영 능력 미흡, 시설 및 환경 미비 등이었다(정태화, 2001). 이 같은 기술

계 학원 내부의 문제점은 사실상 투자 부족의 문제로 귀결되었다. 대부분

소규모로 영세하게 운영되어 온 기술계 학원의 특성 상 적극적인 투자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거의 없었기 때문이다. 아래 <표 9>를 보면 기술계 학

원의 영세성이 드러난다. 기술계 학원의 매출액은 학원 중 가장 낮은 수준

이며 연평균 급여는 1300만원 여에 불과한 수준으로 매우 영세하였다(유한

구, 2008:12).

<표 9> 학원의 운영 현황(2006년)

28) 시행령 제9조(단위시설의 기준)에서는 학원의 시설 기준을 강의실, 열람실, 실

험실습실 등 단위시설로 구분하여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강의실

면적은 30제곱미터(자동차운전에 관한 내용을 교습하는 학원은 60제곱미터) 이

상 135제곱미터(보통교과계열의 교습과정중 종합반의 경우에는 85제곱미터) 이

하로 하되, 1제곱미터당 수용인원이 1.2인 이하가 되도록 할 것. 다만, 교습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15제곱미터 이상으로 칸막이를 하여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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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훈련학원

일반 교습학원 46,737 270,571 211.4 168.7

그 외 기타

교육기관
48,562 96,020 48.9 29.9

종사자수(명) 사업체수(개) 매출액 규모 사업체수(개)

1-4 1,808 67.4% 2,000만원 미만 273 10.2%

5-9 564 21.0% 2,000-5,000만원 655 24.4%

10-19 207 7.7% 5,000-10,000만원 592 22.1%

20명 이상 102 3.8% 10,000-50,000만원 916 34.2%

20-49 89 3.3%
50,000-100,000만

원
129 4.8%

50명 이상 13 0.5% 100,000만원 이상 116 4.3%

총계 2,783 100% 총계 2,681 100%

자료 : 통계청, 서비스업조사(2006)

더 구체적인 종사자 수와 매출액 규모는 아래 <표 10>에서 볼 수 있

다. 기술계 학원 전체의 67.4%가 종사자 수 1-4명에 불과하며, 전체 학원

의 56.7%가 매출액이 1억원 미만이었다. 이 같은 영세성은 근본적으로 기

술계 학원이 환경 변화에 발맞추어 적극적인 변화를 꾀하거나 교육의 질을

획기적으로 높이기에 역부족인 상황이었음을 보여준다(유한구, 2008).

<표 10> 2006년 기술계 학원의 종사자 수 및 매출액별 규모

자료 : 통계청, 서비스업조사(2006)

기술계 학원의 이 같은 영세성은 오히려 정부의 재정지원 측면에도 불

리하게 작용했다. 공공성이 없는 소규모 민간 사업기관이라는 인식 때문이

었다.

(기술계 학원이) 개인소유이기 때문에 어려운 거야. 정부의 재정 지원을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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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아야하는데. 지금처럼 구멍가게 식으로 개인 소유가 되어서는 어떻게 정

부한테 재정 지원을 하라고 하느냐…. (김신일)

기술계 학원 업계에서는 위기의 근본적인 이유를 일방적으로 불리한

‘경쟁 여건’에서 찾는다. 기술계 학원이 영리 사업이지만 산업 발전 과정에

서 큰 공로를 하면서 직업교육훈련의 한 축으로 기능하여 왔는데 정부가

정책적 뒷받침이나 재정적, 행정적 지원의 측면에서 완전히 배제하는 것은

잘못되었다는 것이다. 기술계 학원 업계에서는 직업능력개발 영역 안의 기

관들을 정부 지원 여부에 따라 서열을 매기기도 한다. 직업능력개발 기관

은 크게 교육부 소관과 노동부 소관으로 나뉘는데, 정규교육 바깥의 민간

직업능력개발 영역에 대한 지원은 거의 노동부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학원

은 결국 소외된다는 것이다.

모든 국비(지원)라고 하는 것이 일반 실업자든 재직자든 간에 노동부에서

(지원을) 받아서 해요. 서열로 따지면 어떻게 되느냐. 전문학사를 주는 2년

제 직업전문학교들이 1순위예요. 다음 직업전문학교들이 2순위. 폴리텍도

포함돼요. 3순위는 평생교육시설. 기술계학원이 4순위 꼴찌예요. 교육부에서

는 지원하는 것이 없고 현재는, 노동부에서 받아서 하고 그러다보니까 경쟁

력으로 밀리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교육부 소관인 학원은) 주워온 애죠.

(박기용)

정부뿐 아니라 학계 등 관련 분야에서도 기술계 학원에 무관심했던 것

이 사실이다. 실제로 기술계 학원에 대한 연구는 1990년대 중반부터 2000

년 전후에 몰려 있는데 대부분 교육부나 직업능력개발원에서 실시한 정책

연구이거나 한국평생교육학회와 함께 주관한 세미나 및 토론회 자료 등이

다. 2006년 평생직업교육학원으로 명칭이 변경된 이후에는 한국직업능력개

발원에서 2015년 1건의 연구만이 수행되었다.

전체적인 직업교육, 직업능력에 대한 논문은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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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직업교육학원에 대한 논문은요. 전무합니다. 왜 연구를 안 하냐, 평생직업

교육학원은 꼴찌예요. 관심이 없어요. (관련 연구는)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이 책29) 하나 있어요. (박기용)

기술계 학원이 겪은 위기는 이처럼 다양한 원인에서 비롯되었다. 다만

이 모든 원인들이 각각 별개의 요인에서 추동된 것이 아니다. 거시적 사회

구조의 변화와 이에 따른 평생직업능력개발 체제의 등장이라는 큰 맥락 하

에 필연적으로 전개된 위기였다. 기술계 학원의 학원이라는 형태나, 교육과

정, 자격증 취득 유인이 더 이상 매력적이지 않게 된 점, 소규모 영세성이

라는 운영 형태에 한계가 드러난 점, 고등교육 기관을 비롯한 다른 기관들

이 직업능력개발 영역에서 급부상하게 된 점 등의 근간은 상술한 맥락에서

시작된 변화들이었다. 여기에 인구구조의 변화나 고등교육의 보편화와 같

은 시대적 흐름이 가세했다고 볼 수 있다. 적극적으로 변화를 시도한 기술

계 학원들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평생직업능력개발 체제의 특징을 파악

하고 이 체제가 요구하는 방향으로 변화해 나갔던 이유가 여기에 있다.

2. 기술계 학원의 위기 극복을 위한 움직임

기술계 학원에 대한 이슈가 부상한 것은 학원을 비롯한 사교육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면서부터다. 이미 1970년대에 사교육 문제가 심화하면서 사

교육의 대표 격인 입시학원들이 사회적으로 많은 비판을 받았다. 비판은

곧 제도적 제재로 이어졌다. 1980년에 발표된 7 30 교육개혁안에는 강력한

사교육 제재 정책이 포함되어 있었다. 과외금지 정책과 함께 학원 및 과외

교사의 등록 의무화, 사설학원에 대한 (중 고등학교) 재학생 수강금지 정책

등이 골자였고, 과외금지 정책은 각종 여론 조사에서 압도적인 찬성30)을

29) 조희경 외(2015). 평생직업교육학원의 외국인 연수생 유치확대 방안. 한국직업

능력개발원.

30) 1981년, 과외금지 정책의 찬반을 묻는 여론조사 실시 결과 현대사회연구소 조

사에서는 찬성비율이 82.9%였으며, 문교부 조사에서는 85.3%로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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얻는 등 사회적인 지지를 받았다(김재웅, 1996). 사교육이 규제 대상이 되

면서 기술계 학원은 마치 ‘새우등 터진 격’이 되었다. 사교육 규제의 목적

이 강한 「학원법」에 함께 속해 있어서 기술계 학원 역시 여러 가지 면에

서 규제의 대상이 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술계 학원은 「학원법」에서

탈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일부 학계 및 정부에서도 이

런 문제의식에 대하여 동조하고 있었다.

학원이 좀 더 나은 역할을 해주면 직업교육의 한 축을 도와줄 수도 있겠다,

그래서 내가 90년대 초부터 학원사람들을 붙들고 그런 거야. 왜냐하면 그

전부터 사교육이 맨날 두드려 맞잖아. 사교육을 비난하면 제일 타깃(target)

이 사설학원이잖아. 학원, 그러면 다 나쁜 놈들인 거야. 그래서 내가, 아니

당신네들(기술계 학원)은 입시계 학원이 아니잖아. 기술 교육 시키는 전혀

다른 건데 왜 거기(학원) 같이 있어가지고 맨날 두드려 맞냐. 내가 보기에는

큰 공헌 하는 사람들이야. 조금만 더 잘하면 당신네들이 얼마나 큰 기여를

하는 사람들인데 왜 거기 같이 끼어가지고 거기서 그러냐. (학원에서) 독립

해라. 당신네들은 기술교육 하는 데라고 주장을 해라. 학원이라고 쓰지 말

고 이름도 바꿔라. 차라리 기술학교라 그래. 왜 그 학원이라는 이미지가 나

쁜 그거에 매달려 있느냐 그랬지. (김신일)

1990년대 초반의 이러한 목소리가 뒷받침이 되어 기술계 학원은 정책

이슈에 등장하기 시작한다. 1996년 교육개혁위원회가 발표한 신 직업교육

체제 교육방안에서는 민간의 기술계 학원을 전문적인 직업교육훈련 기관으

로 육성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었다(정태화, 2001). 같

은 해 교육부의 정책연구에서는 우수 기술계 학원은 차별화 된 명칭을 사

용하도록 하고 전문대학 및 대학 수준의 ‘전문과정’을 두어 이를 정규 대학

과 연계하도록 건의하기도 했다. 기술계 학원 업계에서도 꾸준히 목소리가

이어졌다. 2000년 5월 학원총연합회는 200개 학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 기술계 학원을 「학원법」이 아닌 별도 법령에 의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최돈민,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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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논의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었지만, 실제적인 제도나 정책면

에서의 변화는 끌어내지 못했다. 이 과정에서 점차 기술계 학원의 어려움

은 가시화되고 있었다. 기술계 학원이 사회적 관심을 받고 변화를 추동하

기에는 조직이나 규모가 크지 않다보니 목소리를 낼 기회도 많지 않았다.

기술계 학원은 게다가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되는 민간의 영역이었기 때문

에 정책적 관심 밖에 있었던 것이 사실이었다.

1990년대 말부터 2000년대 초까지 평생교육 학계 및 한국직업능력개발

원 등에서 기술계 학원 이슈에 대한 집중적인 연구를 수행하기 시작하였

다. 교육개혁위원회에서 발표한 기술계 학원 육성에 대한 논의나, 학점은행

제 도입 등의 이슈로 인하여 학계에서도 기술계 학원에 대한 이해도가 높

았고, 민간 직업능력개발에 대한 육성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정부에서는 기술계 학원이) 민간섹터이다 보니까 공공섹터와 민간섹터가

균형되게 간다든지 경쟁도 좀 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마인드가 없었어요.

(기술계 학원이) 과거에는 꽤 중요한 역할들을 했는데 수그러들고 역할이

미약해지고 한다는 것이 당사자들(기술계 학원) 의견이었는데, 저희들이 봤

었을 때도 참 중요한 조직일 수 있는데, 그(기술계 학원) 역할보다 정부의

지원이 너무 미흡하기 때문에 그걸 좀 활성화를 시킬 필요가 있지 않겠느

냐. 저희가 보는 시각은 꼭 공공섹터만 중요한 게 아니라 민간섹터도 굉장

히 중요하다, 그래서 법령을 개정한다거나 해가지고 (기술계 학원을) 살려보

자. 그런 맥락에서 몇 년 동안 연구를 활성화했던 거예요. (정태화)

한국평생교육학회는 2000년 8월 24일 서울 힐튼호텔에서 기술계 학원의

위기 상황과 관련한 첫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 세미나에는 기술계 학원 업

계, 학계 등에서 여러 사람이 참석했으며, 기술계 학원의 의미와 현 상황에

대하여 인식하고 발전방안을 논의했다는데 큰 의미가 있었다. 당시 학회장

이었던 김신일이 ‘기술학원의 인적자원 개발 방향과 과제’라는 주제로 기조

발표를 하고, 학원총연합회 기술교육협의회 총무이사인 신대현이 ‘인적자원

개발을 위한 기술학원 교육 프로그램 개선방안’을,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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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이었던 최돈민이 ‘인적자원개발 활성화를 위한 기술학원 행 재정 지원체

제 구축 방안’에 대하여 발표했다.

 
1999년에 이 학원(기술계 학원)은 키워야 한다는 생각이 여러 사람에게 있

었어요. 그래서 남대문 밀레니엄 힐튼호텔에서 세미나를 처음으로 하고 직

능원(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교육부에서 연구 프로젝트를 주면서 연구를 시

작했죠. (최돈민)

여기서 신대현(2000)은 기술계 학원에 닥친 위기 상황과 원인에 대하여

분석하며 학위와 연결되는 장기간의 교육과정 도입이 필요하고, 다른 유형

의 기관들과 마음껏 품질경쟁을 전개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억제를 풀어주

어야 하며 학원 내부적으로도 다양한 수요층에 대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

장했다. 최돈민(2000)은 기술계 학원을 기존의 「학원법」에 의하여 규율하

기보다 「평생교육법」의 지식 인력개발 사업 관련 평생교육시설로 위치시

킬 필요가 있으며, 학원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탈피할 수 있게 ‘직업전

문학교’, ‘직업기술대학’ 등의 명칭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

시했다. 이어진 토론31)에서는 기술계 학원에 다른 명칭을 사용하도록 허가

할 것, 「학원법」에서 분리시킬 것, 수강료 책정을 자율화할 것, 교수자

학력 자격요건 현실화, 행 재정적 지원 방안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

선책이 제시되었다.

논의는 이어져 2001년 3월 9일,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 ‘평생학습사회

에서 기술계 학원의 발전방안’ 마련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가, 같은 해 5월

23일에는 서울프레스센터에서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주최하고 한국학원총

연합회 기술교육협의회가 후원한 ‘평생학습사회에서 기술계 학원의 발전

방안 토론회’가 열렸다. 여기에는 교육부, 기술계 학원, 평생학습 학계, 언

론인 등이 모여 기술계 학원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발전방안을 논의했다.

31) 토론자로는 송병국 순천향대학교 교수, 이정표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책임연구

원, 윤여각 (대통령 자문)새교육공동체위원회 전문위원, 윤병우 학원총연합회

기술교육협의회 부회장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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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계 학원이 공공성을 띤 법인이 되고, (정부) 지원도 받고 내용도 발전시

키면 기술계 학원이 직업교육도 더 체계적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 무렵에 한참 그 사람들(기술계 학원)하고 기술계 학원의 법인화, 기술계

학원의 공공성 세미나를 열심히 한 거야. 사회적인 여론을 환기시키고 기술

계 학원의 가치를 우리가 인정을 하자, 그랬던 거지. (김신일)

정부에서도 비로소 움직임이 있었다. 정부는 2001년 10월 23일 ‘기술계

학원 육성방안’을 발표한다.32) 세제, 금융지원 강화 등의 대책과 함께 이

육성방안에서 가장 중요한 대책은 「기술계학원육성법」 제정이었는데, 이

는 결국 무산되었다. 이어 3년 후 2004년 6월 25일에는 2001년의 육성 방

안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았다는 비판 하에 다시 같은 제목의 ‘기술계 학원

육성방안’을 발표한다.33) 이 육성방안에서 정부는 기술계 학원에 대하여

“민간부문의 대표적 직업기술교육기관으로서 국가의 산업인력 양성을 보완

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지만 기술계학원은 국가의 관심과 지원 대상

에서 소외 되었고 그동안 공교육 중심의 교육시스템 하에서, 성격이 다른

입시학원 등과 동일하게 규율했다”고 보고 있다. 이러한 인식에 따라 정부

가 내놓은 대책은 수강료 자율화, 강사자격에 대한 제한 완화 등 기술계

학원의 자율성 보장, 우수 기술계 학원에 대한 학교 명칭 사용 검토, 세제

지원 확대, 국책 금융기관의 지원 대상에 포함, 타 직업훈련기관과의 제도

적 차별34) 해소, 우수 기술계 학원에 대한 외국 유학생 유치 추진 등으로

32) 2001년 10월 23일 발표한 기술계학원 육성방안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8

&aid=0000105555에서 검색.

33) 2004년 6월 25일 발표한 기술계 학원 육성방안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13

&aid=0000045804에서 검색.

34) 그간 정부는 실업자직업훈련 비용단가를 다른 직업능력개발시설은 100%로 우

대하고 학원 등 기타시설은 70%만 인정하여 왔으며, 근로자수강지원과정은 기

술계학원의 참여를 배제했다. 또 실업자직업훈련기관으로 지정하기 위한 요건

이 “연인원 12천명 이상의 훈련실적과 훈련인원 중 50% 이상이 국가 또는 사

업주로부터 위탁받아 실시한 훈련인원일 것”인데 비해 당시 IMF 체제를 벗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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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축된다. 여기에서 특히 학교 명칭 사용은 기술계 학원 업계의 숙원 사항

이었다. 정부도 2004년 기술계 학원 육성방안에서 이 명칭 문제 때문에 약

100여 개의 기술계 학원들이 노동부 소관의 직업전문학교로 전환했다고 파

악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2005년에 학교 명칭 전

환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하였으나 이 역시 결국 무산되고 만다.

교육부에서 5년마다 발표하는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에도 기술계 학원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었다. 2002년과 2008년에 발표한 1차 평생학습진흥종합

계획 및 2차 평생교육진흥 기본계획 안에는 기술계 학원 육성 방안이 제시

되어 있다. 1차 평생학습진흥종합계획에는 기술계 학원육성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학점은행제와의 연계를 강화하며, 세제 혜택 등을 주는

방안 등을 담고 있다(교육부, 2002). 2차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에서는 고용

보험기금 지원, 행정 재정지원 확충 등의 방안과 함께 기술계 학원을 「평

생교육법」 상의 기관으로 전환하여 평생교육기관으로 육성하겠다는 내용

과, 노동부의 ‘직업전문학교’처럼 학교나 교육원 같은 명칭을 쓸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교육부, 2008). 이 같은 1, 2차 계획은 그간의 논의와

맥을 같이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정부가 2001년과 2004년에 발표

한 기술계학원 육성방안의 내용과 거의 유사하고 실제로 실현된 것은 없다

는 점에서도 다를 바가 없다.

또 주요하게 논의되었던 움직임은 학점은행제 도입과 관련한 것이었다.

기술계 학원이 가진 한계점 중 하나가 학력을 부여하는 기능이 없다는 점

이었고, 상술한 것처럼 직업 영역에서도 자격증 취득만으로도 충분했던 시

대가 지나고 점차 학력을 요구하게 된 상황이었다. 자연히 수요자들도 학

원보다는 학력을 주는 학교를 선호하게 되었다. 따라서 전문대학 등 고등

교육 기관이 학력 인증, 학위 부여라는 큰 강점을 가지고 직업능력개발 영

역에서 급부상할 수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학점은행제는 기술계 학원의

돌파구로 여겨졌다. 학점은행제가 논의되기 시작한 것은 1995년 5 31 교육

나면서 실업자직업훈련이 축소되어 사실상 학원이 이 요건을 맞추어 신규로 진

입할 수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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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부터였는데, 당시 대학진학률이 높지 않았기 때문에 비 진학자에 대한

학습기회를 확대하는 차원에서 학점은행제 도입이 논의되었고, 기존 제도

의 틈새를 찾는 작업을 통하여 직업능력개발 기관들이 학점은행제 도입 대

상으로 부각되기 시작한 것이다.

(학점은행제 논의가 나오던) 그 때만 하더라도 대학 진학률이 그렇게 높지

않고 대학 숫자도 지금만큼 많지 않아서 대학에 가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

게 하나 이런 얘기죠. 그래서 학점은행제가 등장하는데, 학원 중에서는 보

면 기술계나 외국어계는 중등과정을 이수한 고졸학력의 사람들이 가지 않

느냐. 이거를 거기(학점은행제)에 포함시키자, 그래서 직업훈련 기관하고 기

술계 학원, 외국어 학원, 사회계 학원 등이 학점은행제 대상이 되기 시작했

어요. (C 이사장)

학점은행제에 대한 논의와 함께 직업교육이나 훈련에 대한 관점도 인력

수급이라는 산업 차원의 공급자 관점에서, 교육 및 고등교육의 학습기회를

확대하는 차원의 관점으로 전환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기술계 학원이 학

계나 정부의 관심을 받기 시작했는데, 학습 대상이나 교육 과정 등의 면에

서 학점은행제의 취지와 맞아 떨어졌기 때문이다.

그때부터 학자들 사이에서도 기술계 학원에 대한 관심이 생긴 거죠. 그 전

까지는 사실은 (관심이) 없었거든요. 학교교육을 보완하려는 초 중등 수준에

서의 보통교과라든지, 예체능에 머물러 있다가 정식으로 고등교육 체계를

흡수할 만한 한 걸 하다보니까 그 때 (기술계 학원도 학점은행제에) 들어가

기 시작했고 96년도부터 움직임이 가시화되기 시작하고 97년도에 학점은행

제가 법제화되면서 (기술계 학원에) 많은 변화가 일어났지요. (C 이사장)

이에 따라 상당수 학원이 기대감을 안고 학점은행제 도입 직후부터 운

영을 시작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학점은행제가 큰 돌파구가 되지는 못했는

데, 이 같은 사실은 당시의 학점은행제 운영 현황을 보면 알 수 있다. 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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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제는 2001년 3월 기준으로, 369개 교육훈련기관에서 6465개 학습과목,

총 정원 65만5명을 대상으로 운영되었다. 이 중 기술계 학원은 100개 기관

(27.1%)에서 1,222개의 학습과목(18.9%)을 운영했고 총 정원은 7만9592명

(12.2%)이었다. 즉 기술계 학원이 총 학점은행제 운영 기관의 4분의 1을

차지했지만 학습과목이나 총 정원은 10%를 겨우 넘는 현상이 나타났으며,

그 원인으로는 기술계 학원 대부분이 단일 전공의 전문학사 과정만을 운영

하고 있는 점이 지목되었다(정태화, 2001:9-10). 다시 말해서 위 통계는 수

강자의 90%가 다른 기관에서 학점은행제를 수강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

으며, 이 사실은 학점은행제가 기술계 학원의 위기 극복에 있어서 큰 대안

이 되지 못했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다. 실제로 학점은행제 도입 과정에

서 기술계 학원뿐만 아니라 노동부의 직업전문학교 등 여러 직업능력개발

시설이 학점은행제 운영 기관이 되었다.

따라서 기술계 학원에도 독자적인 학력을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

다. 정태화(2001)는 고등교육 보편화 시대가 열렸고, 국민의 편의를 제공하

는 다양한 제도가 운영되고 있으며 대졸학력은 정규 교육기관에서만 제공

하고, 대학 내에서만 이루어져야 한다는 시대가 지났다는 인식 하에 기술

계 학원의 독립적인 학력인정을 주장했다. 기술계 학원을 평생교육시설로

전환시키고 관련 법령을 개정하여 이들 기관을 학력인정 기관으로 발전시

키라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을 한 이유가) 이쪽(기술계 학원)에서는 다른 건 둘째 치고 학

위라는 것은 국민적인 수요가 있으니 그런 걸 부여하는 기능을 갖지 못한

상태는 아무리 경쟁을 해봤자 이쪽은 소집단이고 취약집단이 될 수밖에 없

다, 그러니까 여기에다 그 자체로서 뭔가 학점이나 학력이 인정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부가시켜주면서 경쟁을 같이 시키는 게 어떻겠느냐 그 얘깁니

다. (정태화)

전통적인 대학 밖의 기관까지 고등교육이 확장되어가는 현상은 외국에

서는 이미 진행되고 있는 움직임이다. 이러한 고등교육의 확장 양상은,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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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이 아니었던 고등교육 기관이 대학의 기능을 갖거나 대학으로 전환되는

등의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예를 들어 영국이 독자적 학위수여 권한이

없던 폴리테크닉을 1992년에 대학으로 일괄 전환한 사례와 같은 경우를 들

수 있다(한숭희 이은정, 2016).

2000년대 중반에 접어들면서 기술계 학원의 위기 극복을 위한 적극적인

움직임은 점점 사그라진다. 결과적으로 10여 년 간 기술계 학원들이 요구

해 온 주요 사항들에 대하여 정책적인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동력이 약해질 수밖에 없었다. 그 이후 수행된 기술계 학원 관련 움직임은

2008년, 교육부가 정책연구로 수행한 ‘기술계 학원 활성화 방안’이 거의 유

일하다. 이 연구에서 기술계 학원의 명칭을 ‘직업기술학교’로 변경하고

「학원법」이 아닌 「평생교육법」의 적용을 받는 평생교육시설로 전환하

며, 단일 직종에 특화한 전문성을 확보하고 정부 지원금을 지원하도록 하

는 방안을 주로 하는 대책을 내놓는다. 또 노동부의 직업전문학교 등과 같

은 유사 역할을 하는 기관에 비해 세제혜택이라든지 학습자 지원금에 대한

차별적 요소를 지적하고 있다(유한구, 2008). 이러한 제언은 이미 1990년대

초부터 기술계 학원 업계에서 요구해왔던 내용과 상통하는 것으로, 그간

정책적인 변화가 없었다는 점을 방증하는 셈이다.

다만 「학원법」 체계에 아예 변화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이미 오래

전부터 기술계 학원 업계에서 「학원법」에 대한 문제를 제기해왔고, 학계

에서도 기술계 학원을 「학원법」으로 규율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해

오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변화를 바라는 목소리는 컸다.

「학원법」에 들어가 있으면 (기술계 학원이) 영원히 죽는다, 따로 나와서

「평생교육법」에 평생교육기관을 만들고 (평생교육으로) 들어와야 살 수

있다는 얘기가 나와요. 목소리를 내서 이쪽(평생교육법)으로 와야지, 거기(학

원법) 있으면 영원히 죽는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그런데 여기(학원)서 자꾸

(기술계 학원을) 안 놓는 이유가 뭐냐면, 입시학원들이 돈은 거기서 벌고

(학원 관련) 문제가 터지면 기술 학원을 내세워서 우리가 국가발전에 공헌

했다, 이렇게 내세우는 거죠. (최돈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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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맥락 하에 「학원법」 상 기술계 학원의 위치에도 변화가 생긴다.

2006년 9월 개정된 「학원법」에서는, 기술계 학원 등 성인 대상 학원은

평생직업교육학원으로 개칭하여 초 중 고생을 대상으로 하는 학교교과교습

학원과 구분한다. 기존의 「학원법」 체계에서는 학원이라는 큰 테두리 하

에 초 중 고생 대상의 입시, 검정 보충학습 학원이 있고, 직업기술을 가르

치는 기술계 학원 등이 존재하는 방식이었다. 그러나 변화된 체제에서는

이를 교습의 대상에 따라 구분하여 성인대상 학원과 초 중 고생 대상 학원

으로 분리한 것이다. 이러한 개정 방향은 성인 대상 학원에는 규제를 완화

하고자 하는 목적이었다.

2008년 2월 시행된 전부 개정 「평생교육법」에 평생직업교육학원이 들

어오게 된다. 그간 평생교육시설로의 전환을 요구해온 기술계 학원 업계의

요구와 그 필요성에 따른 변화라고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개정된 「평

생교육법」에서 ‘평생교육기관’을 정의하는 제2조제2호의 나목에 평생직업

교육학원을 아래와 같이 포함시키고 있다.

가. 이 법에 따라 인가 등록 신고된 시설 법인 또는 단체

나.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중 학교교

과교습학원을 제외한 평생직업교육을 실시하는 학원

다.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 법인

또는 단체

이러한 개정을 통하여 이루어진 현재의 체계는 [그림 1]과 같이 구분된

다. 그간 학원으로 한데 묶여 있던 기술계 학원이 성인 대상의 평생직업교

육학원 중 직업기술 분야 학원으로 들어가고, 초 중 고생 대상의 학원은

학교교과교습학원으로 묶이게 된다. 이 법 체계에 따르면 기술계 학원은

평생직업교육학원의 하나로, 「평생교육법」을 적용받는 성인 대상의 학원

이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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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변화한 기술계 학원의 법적 체계

이제 기술계 학원은 그간 바랐던 것처럼 학원이 아닌 평생교육기관이

된 것일까? 그러나 변화는 상기한 제2조제2호 나목에서의 한 줄 개념적 정

의에 포함되는 데 그쳤을 뿐이었다. 「평생교육법」에는 평생직업교육학원

이 평생교육기관으로서 어떠한 형태를 가지고 어떠한 기능 및 역할을 하는

지 등에 대한 법적요건을 규정하지 않았다. 동법의 시행령, 시행규칙 등에

서도 찾을 수 없다. 개념 정의 외에 구체적인 실체가 마련되지 않은 것이

다. 따라서 기술계 학원은 「학원법」을 탈피할 수 없었다. 구체적인 법적

요건을 규정한 것은 여전히 「학원법」이었기 때문이다. 사실상 기술계 학

원의 입장에서는 기존의 체계에서 바뀐 점이 없는 것이다. 물론 ‘학원’이라

는 명칭도 과거와 같이 그대로 사용해야 했다. 이처럼 불완전한 제도적 변

화는 어떤 맥락에서 전개가 되었을까? 평생교육계에서는 평생직업교육학원

에 대하여 왜 추가적인 연구나 법적인 보완 조치를 제안하지 않고 있는 것

일까?

기술계 학원이 학교라는 명칭을 쓰는 노동부의 직업전문학교에 비해 수강

생 모집이 어려워지면서 크게 위축되었기 때문에 학원과 결별을 하고 평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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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 교육, 평생교육법 상 평생교육시설로 들어오게 하려고 1998년쯤부터

노력을 했어요. 이게 숙원사업이 되어서 2007년에 평생교육법 전부 개정안

을 마련하면서 평생직업교육학원으로 들어오긴 했는데, 완전히는 못 들어갔

어요. 그 때는 평생교육진흥원 설립 문제에 집중해기 때문에 (기술계 학원

문제가) 메인 어젠다가 아니었고 누군가 앞장서서 진행하는 상황이 아니었

어요. (최돈민)

결국 평생직업교육학원을 「평생교육법」에 포함시키는 이슈는 법 개정

시 우선순위에서 밀려났고, 그 이후에도 학계나 정책적인 면에서 관심을

받지 못하면서 지금까지 지속되어 온 것이다. 「평생교육법」이 평생교육

기관의 법적 요건을 규정하지 못하여 실체적인 법령으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 역시 비단 기술계 학원의 경우에서 뿐만 아니라 꾸준히 지적

되어 온 문제이다. 최돈민 김현수(2012)는 다양한 기관에서 평생교육 프로

그램을 제공하고 있고, 「평생교육법」에서는 ‘평생교육기관’에 대한 포괄

적인 정의는 내리고 있지만 법적 요건은 각자 별도로 속해 있는 법을 따르

고 있으며, 현재 사설 평생교육기관은 민법 등 타법에 의하여 설립되어 있

기 때문에 「평생교육법」에 의해 평생교육시설로 지정되어도 기관의 운영

을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교육 당국이 가지고 있지 못하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런 불완전한 법적 체계는 별다른 개정 없이 지금까지 이

어지고 있다.

결국 기술계 학원으로서는 여러 가지 노력에도 불구하고 위기 상황을

타개할 만큼의 법적, 제도적 지원을 받는 것은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이 분

명해졌다. 기술계 학원은 당면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무언가 다른 변

화를 꾀해야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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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A 항공학원의 변화

1. A 항공학원의 설립과 성장

현재의 B 항공직업전문학교는 1990년 6월 ‘A 항공학원’이라는 이름의

기술계 학원으로 출발했다. 설립자인 C 이사장은 항공대학을 졸업하고,

1990년에 공군에서 전역한 후 본인의 전문분야를 살려 학원을 시작하였다.

항공대학을 나왔으니 (항공) 정비사 자격증도 있었어요. 85년에 임관하고

ROTC를 공군으로 갔는데, 거기서 연세대학교 경영대학원에 다니고 90년 2

월에 전역했지요. 그 때 취직을 할까, 사업을 할까 고민을 했는데 당시에

항공기를 정비하는 학원이 우리나라에 3개가 있었고, 그 분들을 다 알았어

요. 그러다보니 그 분들의 얘기도 있었고, 물론 경쟁자니까 (그 분들이) 원

치는 않았겠지만 방해는 안했죠. 그래서 (학원을) 시작하게 됐어요. (C 이사

장)

이렇게 설립된 A 항공학원에서는 6개월의 단기 자격증 취득 과정을 시

작했다. 이론 4개월, 실기 2개월의 교육과정을 거쳐 항공정비 기능사를 취

득하는 과정이었다. A 항공학원은 1992년 서울시의 고용촉진훈련기관으로

지정되었고, 1993년에는 서울교육청의 직업과정 위탁교육과정으로 지정되

었다. 1994년 3월에는 노동부의 2년제 전문과정으로 인가를 받았는데, A

항공학원이 2년제 과정을 시작했다는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다. 보통 학원

은 수개월의 단기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데 비해 2년제 과정은 전문대학과

같은 장기 교육과정으로, 학원은 단기에 성과를 올리는 것이라는 통념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2년제 과정을 시작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C 이사장은 이

렇게 말한다.

우리나라가 1년에 10%씩 경제성장을 할 때는 1년에 60만개 이상씩 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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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늘어나는데 대학을 졸업한 사람은 별로 없고, 자격증만 따면 바로바로

취직이 되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는 그 패러다임이 맞았는데, 90년

대에 대학(설립) 준칙주의가 생기면서 대학이 막 늘어나고, 반대로 경제 성

장률은 그때부터 떨어지기 시작했고, 일자리는 30만 개로 떨어졌어요. 10만

명이던 대학생들이 40만 명씩 나오기 시작하니까 자격증만 따가지고 취직

하기가 어려운 환경이 된 거죠. 더 배워서 실제 기술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요구가 생긴 거예요. 그러려면 (교육) 기간이 길어져야 하는 거예요.

6개월짜리 (교육) 해가지고는 취직을 못시키거든요. 그래서 시설 설비 기준

이 학원의 단기과정보다는 훨씬 높았지만 그(노동부 2년제 과정) 기준을 맞

춰서 인가를 받았지요. (C 이사장)

2년제 과정을 도입한 A 항공학원은 1995년 12월 서울시교육감 표창을

받았고, 1998년 1월에는 교육부장관 표창을 받았으며 같은 해 2월 학점은

행제 시범교육기관 지정을 시작으로 학점은행제를 도입했다. 이와 함께

1999년에는 사업을 확장해 J 미용학원을 인수한다.

학점은행제를 시작한 것은 A 항공학원에 큰 전환점이 된다. 1997년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이 제정되고 학점은행제가 시행되자마자 학점은

행제 기관으로 인증을 받은 것인데, 학점은행제에 대하여 C 이사장은 “놀

라운 제도”라고 표현한다.

1995년 김영삼 정부 시절에 나온 5 31 교육개혁안에 정말 놀라운 제도가

하나 등장하는데 그것이 학점은행제입니다. 그래서 1996년 2월에 기술계학

원 대표자들이 제주도에서 모여요. (학점은행제에 대해) 세미나를 하고 앞으

로 우리가 그런 쪽으로 (발전을) 해야겠다. 그래서 학원연합회에서 1년 반

동안 교육부나 교수님들의 연구활동을 지원하고 그것에 대한 오소리티

(authority)가 있었죠. 저희는 그래서 첫 해에 (학점은행제에) 들어갔어요. (C

이사장)

A 항공학원은 2년 후인 2000년 2월, 학점은행제를 통하여 전문학사를

53명 배출해냈으며, 학위수여식도 개최하였다. 같은 해 7월에는 학점은행제



- 68 -

운영을 수월하게 하기 위하여 전용 사이버교육센터를 구축한다. A 항공학

원이 기술계 학원으로서 의욕적으로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며 사업을 확장

해왔다는 점이 이와 같은 발자취를 통하여 드러난다.

A 항공학원은 2001년에 큰 전환을 맞는다. A 항공학원이라는 기존의

이름을 버리고, B 항공직업전문학교로 전환하여 노동부의 설립인가를 받는

다. 따라서 현재 B 항공직업전문학교는 항공과 관련한 직업, 항공정비사,

항공조종사, 항공승무원, 항공부사관 등을 배출하는 목적에 의하여 설립된

노동부 산하의 직업전문학교로 운영되고 있다.

2001년에는 지식 인력개발사업관련 평생교육시설인 I 교육원을 개원한

다. 이는 후에 I 평생교육원으로 명칭이 변경된다. 2001년에는 온라인 교육

업체 M 법인을 설치자로 원격 평생교육 시설인 H 원격평생교육원을 개원

하였다. 2003년 3월에는 B 항공직업전문학교가 정부 위탁훈련기관으로 지

정되었으며, 2004년에는 K 요리학원을 인수한다. K 요리학원도 2005년 직

업전문학교로 전환하여 K 요리직업전문학교(현 K 조리직업전문학교)가 된

다. 1999년 인수한 J 미용학원 역시 2005년 J 미용직업전문학교로 전환된

다. 2008년에는 L 호텔직업전문학교를 설립한다.

2010년에는 G 교육재단을 설립하여 상기한 기관들을 통합 운영하기 시

작한다. G 교육재단 안에는 B 항공직업전문학교를 비롯해 L 호텔직업전문

학교, K 조리직업전문학교, J 미용직업전문학교 등 총 4개의 직업전문학교

가 운영되고 있다. 또 온라인 학점은행 교육을 실시하는 H 원격평생교육원

과 오프라인 학점은행 교육을 하는 I 평생교육원을 함께 운영한다. 즉, 4개

직업전문학교와 2개 평생교육원이 함께 운영되는 구조다.

G 교육재단 법인과 M 법인이 (직업전문)학교들,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자입니

다. 두 법인이 양립되어 있는데 실제 취지상으로 보면 G 교육재단이 하나

의 큰 상위개념이고, 평생교육시설은 사업자등록이 안되기 때문에 직원들은

두 법인 중 하나에 소속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F 인사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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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G 교육재단을 통하여 직업전문학교와 평생교육시설이 통합된

구조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직업전문학교에 입학하여 교육을 이수하면서

평생교육원에서 함께 학점을 취득하면, 학위 취득 기준35)에 따라 학사학위

나 전문학사학위를 받을 수 있다. 2016년 현재에도 B 항공직업전문학교는

이와 같은 형태로 운영된다.

현재 B 항공직업전문학교는 7개의 과로 구성되어 있다. 항공정비사과,

항공정비공학과, 항공부사관과, 항공조종사과, 항공비파괴진단공학과, 항공

운항(승무원)과, 항공경영(지상직)과 등이다. 대표적으로 항공정비사과의 경

우 2년 간 교육과정을 수강하며 항공정비사 면허증(고정익/회전익), 항공정

비기능사(기체, 기관, 장비, 전자), 항공산업기사를 취득하게 된다. 졸업 후

진로는 대형 및 중소형 항공기 운송업체 항공정비사, 항공기 및 부품 제조

업체 및 관련업체 기술자, 직업군인(육/해/공군 기술 부사관) 등으로 취업

등이 대표적이다. 3년제로 운영되는 항공조종사과는 교육과정 중에 자가용

(PPL)조종사 자격증, 사업용(CPL)조종사 자격증, 계기한정자격증, 다발한

정자격증 등을 취득하게 된다. 졸업 후에는 항공기조종사, 군 조종장교, 민

항기 조종사, 산하기관 조종교관(조종교관면허 취득시) 등으로 진출할 수

있다. 어느 과든지 학점은행제 요건을 충족하면 전문학사/학사 학위를 받

을 수 있다.

B 항공직업전문학교의 입학자격은 A 항공학원 시절 학점은행제 도입

시 수립된 정책이 유지되고 있다. 학점은행제 과정을 운영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지원 자격은 고등학교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 검정고시 합격자로

제한하여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요구한다. 해외유학생의 경우에도

해외 중 고교를 졸업했거나, 총 12년제 교육을 이수해야 지원 가능하다. 대

학졸업 및 재학생, 제적생은 물론 지원 가능하다. 즉, 고등학교 졸업이 필

수로 요구되는 것이다. 이외에 다른 제한조건은 거의 없으며, 항공이라는

교육과정의 특성상 색약 등 신체검사 불합격자는 지원이 불가능할 수 있다

35) 학사학위를 취득하려면 총 140학점을 이수해야 하며, 전문학사학위는 총 80학

점을 이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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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조건이 있다.

지원자격을 갖춘 지원자는 입학전형을 거쳐야 한다. 입학전형은 일반전

형과 특별전형, 추천전형, 위탁생 전형으로 구분하여 진행된다. 입학정원의

85%를 차지하는 일반전형은 적성면담으로만 100% 진행된다. 입학정원의

15%를 차지하는 특별전형은 외국어 우수자(외국어 성적 20%, 면담 80%),

해외유학생(유학서류 20%, 면담 80%)을 뽑는다. 추천전형은 교직원 및 교

사 추천서로 선발하며, 위탁전형은 타 교육기관 위탁생이 지원하는 전형이

다. 전형의 갈래는 구분되어 있지만 지원자격을 갖추면 제한요건은 거의

없는 셈이다.

B 항공직업전문학교에서 중점을 두는 것은 무엇보다 취업이다. 항공조

종사과의 경우는 7년 완성형 취업 시스템을 홍보하고 있다. 교육과정 이수

3년, 군복무 2년, 타임빌딩(비행시간 쌓기) 2년 등 총합 7년으로 취업이 가

능하다는 것이다. 이는 유사한 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대학이 항공사 취업

까지 17년(공군 ROTC/조정 장학생 코스/학부 + 군의무복무 총합 17년)이

걸리는 것에 비해 10년이 빠르다는 것이다.

이러한 시스템 하에 G 교육재단 산하의 직업교육기관들은 왕성하게 운

영되고 있다. B 항공직업전문학교는 2012년 산업포장을 수상했으며, 2013

년에는 학점은행제 유공자로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 표창을 수상했다. H 원

격평생교육원은 2016년 2월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수여하는 평생교육 유

공 표창을 받았다.

2. A 항공학원이 맞은 위기

A 항공학원에서 B 항공직업전문학교로, 나아가 G 교육재단을 설립하며

사업을 확장하기까지의 변화가 물 흐르듯 진행되었던 것은 아니다. A 항공

학원은 1990년대 중반부터 직업능력개발 내 외부에서 벌어진 지형 변화의

파고에 흔들리게 된다. 위기감이 가시화된 것은 1993년 이후부터였다. 학원

을 찾던 수강생이 노동부 소관의 직업훈련원으로 옮겨가는 상황이 나타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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던 것이다.

엄청난 일이 벌어진 거죠. 당시에 학원이 훨씬 더 경쟁력 있는 곳이 많았거

든요. 대부분 전문성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학원을 했으니까요. 요리학원이

라고 하면 일제 강점기 때부터 요리를 배운 분들이 학원을 했고요. 그런데

애들이 다 직업훈련원으로 가는 거지. 그때 의아하게 생각했던 게, 직업훈

련원은 노동부 공무원하고 짬짜미해서 뭐 빼먹는 그런 목적으로 운영되는

거라고 우리(기술계 학원들)는 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학생들이 다 그쪽으로

가니까요. (C 이사장)

당시 기술계 학원들이 생각하는 직업훈련원에 대한 인식은 이와 같았

다. 기술계 학원은 전문성이 있는 민간인들이 설립하고 운영하는 것이라면

노동부의 직업훈련원은 그 분야의 전문성이 있다기보다는 비즈니스 모델로

서 운영되거나 노동부 퇴직공무원들이 운영하는 경우도 많다는 식의 인식

이 있었다. 기술계 학원으로서는 스스로 더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해왔는데

수강생들이 직업훈련원으로 이동하는 상황이 벌어진 것은 정말 “엄청난

일”이었다. 기술계 학원과 직업훈련원의 수강생 수도 1995-1996년 사이에

거의 역전되었다고 당시 학원총연합회 기술교육협의회에서는 파악하고 있

었다. 이런 상황에서 A 항공학원은 어느 정도 수강생을 유지하기는 했으나

성장을 하지는 못했다.

우리(A 항공학원)는 교육 상품 자체가 경쟁력이 있었기 때문에 학생들이 빠

져나가는 정도는 아니고 한 학년에 400명 정도로 최소규모는 유지했어요.

… 2년제 과정이 정상적으로 유지는 됐지만 더 커지지 못했죠. (C 이사장)

이러한 변화를 촉발한 원인은 무엇이었을까. 학원업계의 원인 분석 중

하나는 ‘학교’라는 명칭의 문제였다. 당시 학원총연합회 차원에서 현장조사

를 하고, 수강자들에 대한 인터뷰 등을 실시한 후 내린 나름의 결론이었다.

직업훈련원들은 1993년 이후부터 시설의 명칭을 직업전문학교로 전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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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갔고, 특히 기술계 학원과 직접 경쟁관계에 있었던 인정직업훈련원들이

대부분 직업전문학교로 이름을 바꾼다. 이들 훈련원에 학교라는 명칭이 붙

게 되자 우선 수요자들의 인식이 달라진다.

아니 학원이 2년제를 한다? 이게 소비자들한테 받아들여지기가 쉽지 않아

요. 그런데 직업전문학교는 그게 학교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부

감 없이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C 이사장)

A 항공학원은 1994년에 노동부에 2년제 전문과정을 인가 받았으나, 학

원의 형태로는 학습자 인식의 측면에서 장기 교육과정의 수용이 쉽지 않았

다. 항공 분야의 기술은 수개월의 단기 교육과정으로는 교육이 힘들다는

판단 하에 2년제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었지만, 학원이 전문대학과 같

은 장기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것에 대한 학습자들의 거부감은 적지 않았

다. 학원은 보통 3개월, 6개월 등 단기과정으로 수강하며 자격증이라든지

필요한 지식을 얻는 교육기관이라는 것이 일반의 통념이기 때문이다. 장기

적인 교육과정을 수강하고 졸업장(diploma)을 얻고자 하는 학습자라면 학

원보다는 학교 형태의 교육기관이 훨씬 이에 적합하다고 여겨지는 것이다.

따라서 유사한 교육과정을 실시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직업전문학교들은 학

습자 인식의 측면에서 학원에 비하여 경쟁력이 높아진다.

여기에 1997년에 닥친 IMF 외환위기는 기술계 학원의 운영 악화에 큰

영향을 미쳤다. 정부가 실업대책으로 쏟아 부은 막대한 예산이 상당수 노

동부의 직업전문학교에 투입되면서 이들 시설이 급격하게 성장하게 된 것

이다. 이는 기술계 학원들에 큰 타격이었고, A 항공학원도 예외가 아니었

다.

IMF 때 큰 변화가 있었죠. 그때 국가에서 돈을 엄청 풀어댄 거예요. (실직자

들이) 직업훈련에 쏟아져 나오니까 어디 보낼 데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노

동부 훈련기관들이 그걸 맡았죠. 그런 게 직업훈련은 공짜라는 잘못된 관행

을 사회에 심어주기도 했어요. (C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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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외환위기 당시 실업자 수는 1997년 4/4분기에 56만1000명에서

1998년에는 123만 50000명으로 급격하게 증가하고 전직실업자36)도 같은

기간 32만 명에서 107만 9000명으로 늘어 전체 실업자의 87.4%를 차지하

기에 이른다(강순희, 2014). 정부는 1998년 3월 종합실업대책을 수립하였고,

이에 따라 1998년부터 2000년까지 총 90만5000명에게 직업훈련을 실시하였

다. 투입한 총 예산은 1조2408억 원에 달한다. 예산은 훈련기관에 훈련비용

을 지급하고, 수강자의 훈련수당을 지원하는 식으로 집행되었다. 당시 정부

가 지정한 훈련기관은 직업능력개발훈련 시설,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기

타 지방노동관서장이 지정하는 시설이나 기관으로 6개월 이상의 훈련 경력

이 있는 기관37) 및 기타 지방노동관서의 장이 지시한 훈련을 실시할 수 있

는 기관38)으로 결정되었다. 훈련비용 중 훈련기관에 지급되는 것은 표준훈

련비 시간당 단가×훈련시간×훈련기관 가중치×평균수강생 수를 곱하여 산

정되었다. 매년 훈련기관에 대하여 실시한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될

경우 월 300만원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훈련비의 10%를 추가 지원하고

정기점검 면제 및 위탁훈련 우선권을 주는 등 인센티브를 주었다. 훈련기

관 가중치는 대학․전문대학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시설의 경우 1이며, 사

설학원 및 일하는 여성의 집의 경우 기준훈련은 80%, 기준 외 훈련은

70%를 부여받았다(노동부, 2011). 이 같은 기준에 따라 직업전문학교가 급

성장할 수 있었다.

기술계 학원 업계에서는 이러한 훈련기관 선정 기준 및 훈련비용 지급

방식을 크게 비판해왔다. 직업교육훈련 기관이 시장 환경에 따라 스스로

새로운 프로그램을 마련하기보다 정부에서 제시한 훈련기준을 맞추는 데

노력해서 ‘무료교육’이나 ‘훈련수당 지급’이라는 당근을 통하여 학습자를 모

집하므로 교육훈련 산업 발전을 저해한다는 이유였다. 심지어 국비교육을

36) 실업자가 되기 전에 직장을 다니고 있던 사람을 말한다.

37) 단, 학원의 경우는 3년 이상의 훈련 경력이 있어야 인정받을 수 있었다.

38) 기능대학, 직업전문학교, 직업훈련원이다.



- 74 -

‘마약’에 비유할 정도로 시장기능을 왜곡시킨다고 주장해왔다. 이들이 대안

으로 제시한 것은 훈련기관에 훈련비용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훈련 당사

자에게 바우처(voucher)를 지급하는 제도였다(신대현, 2000). 다시 말해서,

당시의 방식으로는 노동부 소관의 직업훈련 기관과 그렇지 않은 기관 간의

격차가 벌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기술계 학원으로서는 큰 타격이 되었던

것이다.

3. 학원에서 ‘학교’로

1) 학점 주는 학원 : 학점은행제 도입

A 항공학원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단계적으로 다양한 시도를 했다.

그 중 가장 특징적인 변화가 학점은행제 도입이다. A 항공학원은 1998년

학점은행제가 생기자마자 바로 이 제도를 도입하였다. 앞장에서 상술한대

로 산업계 및 구직자들이 요구하는 교육 수준이 상향하고, 고등교육 기관

에서 직업능력개발을 실시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기술계 학원의 경쟁력이

크게 떨어져 있는 상황이었다. 따라서 학원에서도 학위 부여라는 고등교육

기관의 기능을 할 수 있게 하는 학점은행제는 새로운 돌파구로 여겨졌다.

학점은행제를 도입한 후 A 항공학원의 교육과정은 크게 변화한다.

1990년대 중반까지 A 항공학원은 자격증 취득 일정에 맞추어 단기 과

정을 주로 운영해 왔다. 보통 기초 자격증 과정의 경우, 3-4개월 코스로

운영되었는데 필기시험을 볼 때까지 3개월을 수업하고 실기 준비를 위해

1-2개월을 추가로 수업하는 형태였다. 1990년대 후반부터 점차 단기 과정

이 줄어들고 노동부에서 시행하는 1-2년 코스의 상급과정 비중이 늘어난

다. 이 과정은 고등학교 졸업자가 상위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반드

시 수강해야 하는 지정 과정이었다. 학점은행제를 도입한 후에는 이러한

교육과정의 형태가 완전히 변화하게 된다. 우선 수업연한이 전문학사과정

은 2년 이상, 학사과정은 3년 이상으로 바뀌기 때문에 이에 맞는 교육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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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구성해야 했다.

그 전에는 자격증 위주의 수업이 진행됐었는데, 학점은행제 이후에는 학점

은행제 수업이 갈수록 주가 되고 자격증 취득 목적의 수업은 줄어들었어요.

자격증 취득을 위한 내용은 학점은행제 수업 안에 녹였고요. 지금은 정규

수업 중에는 주로 학점은행제 수업만 하고 그 외에 추가적으로 수업을 하

거나 계절학기 수업을 할 때 자격증 취득 수업을 해주고 있어요. (D 교수·

감사팀장)

또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주당 수업시간이 1명

당 18시간을 넘지 않아야하기 때문에 수업 형태도 바뀌었다. 과거에는 제

약 없이 강좌를 개설할 수 있었기 때문에 학생 수 만큼 수업을 개설하고

야간 과정도 개설할 수 있었다.

그 당시(학점은행제 이전)에는 일주일에 44시간 수업도 할 수 있었지만 지

금은 일주일에 18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별도로 자격증 과정을 한다고 해

도 일주일에 30시간 이상을 수업할 수 없게 되어 있어요. (D 교수·감사팀장)

수업은 한 학기에 중간․기말고사 포함 16주로 진행되며, 이 외에 학과

별로 자격증 특강 수업 및 여름․겨울 계절학기 수업이 진행된다. 학기 중

수업은 월-금요일 주 5일이며 수업시간은 시간표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평균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정비/조종전공의 경우 오후 6시-7시)까지이다.

이러한 수업 일정은 대학과 같은 고등교육 기관과 큰 차이가 없다. 교육과

정이나 운영형태만 변화한 것이 아니라 가르치는 내용의 수준도 높아졌다.

고등교육 학위를 부여하므로 입학자격도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갖

춘 자로 제한되었다.

학점은행제도 자체가 대학 수준에 준하는 과정이니까 가르치는 난이도라든

지 수준이 그 정도(대학) 수준에 맞춰서 해야 하죠. 대신에 대학에서는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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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일 정

1 ․ 학점인정 및 학습자 등록
․ 예비대학 개최

2
․ 입학식/학위수여식
․ 등록금 납부기간
․ 기숙사 입사

3 ․ 개강

4 ․ 학습자 등록 및 학점인정 신청

5
․ 중간고사
․ 어울마당

6
․ 기말고사
․ 종강

적인 내용을 다룬다면 저희는 자격증에 나오는 내용을 조금 더 추가하거나

강조해주거나 해서 가능하면 (학위 취득과 자격증 취득이라는) 2 마리 토끼

를 잡을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편성하거나 교육내용을 수정하거나 했어요.

(D 교수·감사팀장)

사용하는 명칭과 같은 외적 형태도 변화하였다. 현재 B 항공직업전문학

교에서는 ‘학장’, ‘교수’, ‘○○과’ 등 대학과 같은 고등교육 기관이 사용하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학점은행제를 시작하면서 도입된 변화이다.

학점은행제라는 제도가 대학과정에 준하는 거고, 과정을 마치면 어떤 학과

를 졸업했다는 졸업장을 주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선발부터) 학과로 모집을

하게 되고, 교육하시는 분들도 자격조건을 맞춰야하니까 자연스럽게 교수라

는 명칭을 쓰게 되는 거죠. (D 교수·감사팀장)

교육일정도 고등교육기관의 학사일정과 유사하게 수립되었는데, 입학식

-개강-중간고사-기말고사-종강으로 이어지는 일정은 여느 대학과 다르지

않다. 학점은행제를 도입하면서부터 이 같은 교육일정이 현재까지 이어지

고 있다. <표 11>은 현재 B 항공직업전문학교의 교육일정이다.

<표 11> B 항공직업전문학교의 연간 교육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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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학기 장학금 신청 기간
․ 2학기 기숙사 신청 기간
․ 2016년 후기 학위신청 기간

7
․ 2학기 등록금 납부기간
․ 학습자 등록 및 학점인정신청

8 ․ 2학기 개강

9 -

10
․ 2학기 중간고사
․ 4/4분기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 신청

11 -

12
․ 2학기 기말고사
․ 종강
․ 2017년 전기 학위 신청

자료 : B 항공직업전문학교 홈페이지

학점은행제를 도입하면서 교육과정 및 내용, 운영형태가 대학과 유사하

게 변화하였지만 사실상 효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A 항공학원은 2000

년 2월에 1회 학점은행제 수여식을 개최했고, 언론이 이를 보도한 후 학원

에는 수천 통의 입학 문의전화가 온다. 하지만 실제 입학인원은 문의의

10%에도 미치지 못했다. 대부분의 이유는 ‘학원’이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

다는 것이었다. 게다가 학점은행제는 경쟁 기관인 직업전문학교들도 운영

할 수 있는 것이었다. 학점은행제 도입 논의 과정에서 적용 대상 기관이

학점은행제 체제와는 맞지 않는 직업전문학교에까지 확대되었다는 것이 C

이사장의 말이다.

(학점은행제가) 거의 성사단계에 갔는데 마지막에 결정적으로 직업전문학

교들이 끼어들었어요. 그 사람들은 일단 돈이 많아요. 돈이 있으면 국회의

원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움직이기 쉽지요. (직업전문학교가) 학점은행 체제

하고 사실은 안 맞거든요. 학점을 주는 체제는 (한 학기에) 16주 과정을 하

고 중간고사, 기말고사 리포트 내고 이렇게 학점을 주는 것이잖아요. 그런

데 노동부의 교육과정은 이런 게 없어요. 어떤 건 (교육과정이) 훨씬 짧고,

어떤 건 길고, 이론적인 배경이 없고, 교 강사 자격 제한도 없어서 기능사

1급 이상이면 누구나 가르칠 수 있고 하니까 안 맞는 거예요. 그런데 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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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그 때 밀고 들어왔지요. 결국 우리가 7-8년 전에 시장에서 겪었던 그 문

제들이 다시 그대로 시작돼요. (C 이사장)

7-8년 전 겪었던 문제라는 것은, 직업전문학교들이 자금력이나 행동력

을 동원하여 직업능력개발 시장 환경을 지배해나가는 상황을 말한다. 즉

1990년대 초 중반에 직업훈련원들이 직업전문학교로 전환하여 시장을 역전

시킨 것처럼 학점은행제도 그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끌고 나갔다는 말이

다. 경쟁자들도 학점은행제를 실시하고 있으므로 이 제도 자체가 기술계

학원 운영여건 개선에 큰 도움이 되지 못했던 것이다. 1999년-2000년 무

렵,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학원 운영 여건이 기술계 학원들 사이에서

는 마치 절망처럼 다가왔다.

학원연합회 내에서도 자조적인 그런 게 생겼어요. 우리 이제 그만 정리하

자. 접을 사람 접고, (노동부 기관으로) 넘어갈 사람 넘어가고. 당시에 나도

학원에 대한 애정은 있었지만, 학원에서 뭐 갖고 태어난 것도 아니고 (웃음)

나도 넘어갑니다. 이렇게 하고, (직업전문학교로) 넘어오게 된 거죠. (C 이사

장)

2) ‘학교’ 명칭의 획득 : 직업전문학교로의 전환

A 항공학원은 2001년 B 항공직업전문학교로 전환한다. 제도상으로는

교육부, 「학원법」의 규율을 받는 기술계 학원에서 노동부와 「근로자직

업능력 개발법」의 규율을 받는 직업전문학교(지정직업훈련시설)로 변화한

것이다. A 항공학원이 직업전문학교가 된 후 가장 큰 차이는 ‘학습자 인식’

의 측면이었다.

학원연합회 임원 할 때니까, 자존심도 있고 했지만 현실의 문제이기 때문에

2001년에 학원에서 직업전문학교로 넘어갔어요. 명칭이 ‘학교’가 되니까 2년

제 교육과정을 학습자들이 수용을 해요. 학생들한테 우리 상품을 설명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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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편해졌죠. 그 전에 학생들은 ‘여기 나와서 누가 어떻게 잘 됐대’ 이런 얘

기를 듣고 오는데, 학원이라는 데가 2년을 다녀야 하고 학위도 받을 수 있

다고 하니까 반신반의했었어요. 2003년부터는 인원이 많이 늘기 시작했어

요. 한 학년에 지금처럼 500명, 1000명이 오기 시작했죠. (C 이사장)

A 항공학원과 B 항공직업전문학교는 명칭 및 관할의 변화라는 제도적

측면 외에 교육과정이나 교습내용 등 본질적인 부분에는 학점은행제를 운

영하던 A 항공학원 시절과 큰 차이가 없었다. 학점은행제 과정을 운영하면

서 학사/전문학사를 받을 수 있도록 구성된 교육과정이 특별히 바뀌는 것

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다만, 가장 큰 변화는 학교라는 명칭을 획득한 것이

었고 이것이 학습자 모집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하고 있다.

교육내용 자체는 (직업전문학교가 되었다고 해서) 크게 변화가 없었어요. 그

런데 학점은행제라는 제도를 통해서 학위를 받게 되잖아요. 그러다보니까

학생들도 눈높이가 점점 더 높아지고 하니 학교의 명칭도 중요해지는 시대

가 된 거죠. 학원을 다닌다는 것보다 직업전문학교를 다니는 게 보이는 면

에서 (긍정적인) 작용을 하는 거니까. 학생들에게는 그런 외적인 것도 꽤 작

용을 했어요. (D 교수·감사팀장)

학습자 인식의 측면에서 학교라는 이름이 붙어 있는 직업전문학교가 훨

씬 유리했다는 것이다. 특히 학습자들에게서 학교로의 전환에 대한 요구가

먼저 나왔다.

학생들한테서 먼저 (직업전문학교로의 전환에 대한) 그런 요구나 말이 나온

것도 빨리 전환하는 데 작용을 했어요. … 주변에서 ‘너 어느 학교 다니니?’

물어보면 ‘직업전문학교 다녀요.’라고 말하는 것이 더 편하고 그래서 요구사

항이 나온 거예요. (D 교수·감사팀장)

이는 A 항공학원의 사례에서만 보이는 특수한 경향이 아니었다. A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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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학원처럼 2000년대 초 중반 사이에 많은 기술계 학원들에 변화가 찾아왔

다. 휴원이나 폐업을 하거나 일부는 평생교육시설로 형태를 바꾸기도 했다.

그리고 상당수의 기술계 학원들은 상기한 이유들로 인하여 노동부 소관의

직업전문학교로 전환했다.

학점은행제를 하면서 직업전문학교라는 이름을 쓰고 있는 곳이 전신은 상

당수가 기술계 학원이에요. 학교라는 이름을 쓰니까 학점은행제 모집이 훨

씬 쉬워요. 그래서 그쪽으로 대거 이동했어요. (최돈민)

물론 교육과정 등 교육의 내용 및 운영의 측면은 크게 달라지는 것이

없다. 다만 노동부 시설 기준을 따르는 직업전문학교가 되면, 학교라는 명

칭을 얻게 되고 그 외에도 노동부에서 하는 직업능력개발 관련 사업에 참

여하기가 용이하다는 장점이 작용했다. 기술계 학원의 관할 부처인 교육부

의 주요 정책이 정규 학교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서, 학원에 대해서는 규

제 중심의 정책만을 견지해왔다는 점도 주요인이 되었다. 기술계 학원으로

서는 비슷한 역할을 하는 직업전문학교와는 달리 지원이나 육성에서 소외

되었던 것이다.

교육부에서는 학원 정책 자체가 입시학원 규제 중심으로 가고, 직업 학원에

는 관심이 없고, 육성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노동부 쪽에서

는 학원 간판 떼고 자기 관할로 들어오라고 했고, (직업전문학교로 못가는

곳은) 시설 기준이 (충족) 안되니까 못 갔고 상당수는 넘어갔다고 봐요. (이

후에 직업능력개발) 계좌제로 (정책이) 바뀌면서 더 많이 넘어갔을 거예요.

(유한구)

태양미용학원도 마찬가지다. 1980년에 설립되어 30년 가까이 태양미용

학원이라는 이름으로 운영되었지만, 2009년에 태양미용직업전문학교로 전

환한다. 직업전문학교로 전환하였지만 지금도 여전히 학원과 학교의 정체

성을 함께 가지고 있다. 현재 태양미용직업전문학교의 홈페이지 첫 화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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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태양미용직업전문학교’와 ‘태양미용직업전문학원’, ‘태양미용학원’ 등의

이름을 혼용하고 있다.

(태양미용학원을) 지금은 직업전문학교로 시설 기준을 돌려놨지요. 그런데

(학원 시절하고) 똑같아요. 다른 건 없어. 학교로도 부를 수 있는 것뿐이지

학원으로 하고 있어요. 그렇게 된 사람들이 다 (직업전문학교와 학원이라는

이름을 둘 다 걸어놓는) 그런 식으로 하고 있어요. (권영호)

대우건축토목학원은 1995년부터 지금까지 기술계 학원으로 존속하고 있

는 경우다. 하지만 기술계 학원으로서 가지는 형태나, 역할 등에 만족하였

기 때문이 아니다. 원장인 박기용은 직업전문학교로 전환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못한 것이라고 말한다. 직업전문학교로 전환하려면 노동부의 시설

기준 등을 충족해야 하므로 상당한 규모와 자본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직업전문학교로의 전환) 생각을 계속했는데 돈이 없어서 못 갔어요. 시대의

정책흐름에 따라서 예전부터 (직업전문학교로) 바꾸려고 하는 생각은 항상

가지고 있었어요. 국가 지원도 그렇고 아무래도 외부에서 봤을 때도 학생들

이 보는 이미지도 있는 것이고, 정부 정책(지원)을 한다면 직업전문학교에

80-90%를 주고 학원은 10-20%? 그럼 기준을 여기(노동부)에 맞춰야 하는

거잖아요. (박기용)

정규 교육 이외에 민간의 영역에서 단기 직업교육을 하는 기관은 초기

에는 기술계 학원이 독보적이었다. 그러다 노동부 직업능력개발 정책의 틀

안에서 직업전문학교가 만들어졌다. 직업전문학교는 기본적으로 실업자나

사회적 취약계층의 취업을 돕고자 하는 필요에 따라서 설계된 기관이다.

따라서 점차 실업자를 위한 직업능력개발 정책이 중시되면서 노동부에서

상당한 정책적, 재정적 지원을 집중하게 된다. 기술계 학원은 과거부터 오

랫동안 운영되어 온 직업능력개발 기관이었지만 이러한 운영 환경의 변화

에 따라 직업전문학교로의 이동을 검토하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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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들이) 어느 쪽에 가서 귀속되는 게 도움이 되겠느냐 보는 거죠. 학원으

로 자유롭게 교육청 안에서 운영하는 게 좋을까? 그러나 교육청에서는 정

부의 지원금이 없지요. 노동부 쪽으로 가서 직업전문학교가 되면 평가를 받

아서 인정을 받으면 지원금이 지급되고요. 학원 경영진이 나름의 판단에 의

해서 두 집단으로 분류가 된 거지요. (학원이) 규모가 작으면 직업전문학교

로 갈 수도 없고, 그럼 여전히 소규모인 기술계 학원으로 남고요. (정태화)

노동부의 직업전문학교가 가진 여러 이점은 위기 상황에 있는 기술계

학원에게는 충분히 매력적인 것이었다. 상술한 A 항공학원과 태양미용학

원, 대우건축토목학원의 사례를 보면, 각 기술계 학원들은 직업전문학교로

전환 시의 이점, 경영사정, 경영진의 판단 등 여러 가지 고려사항에 따라

전환 여부를 판단했다. 그리고 A 항공학원은 직업전문학교로의 전환을 선

택했고, 적극적으로 직업전문학교의 강점을 활용하면서 사업을 확대해 나

간 하나의 모형으로 볼 수 있다.

3) 학점은행제의 보완시설 확충 : 평생교육원 설립

A 항공학원은 1998년 학점은행제를 시작하면서, 2000년 7월에는 사이버

교육센터를 설립해 원격교육 시스템을 구축하고 원격학점은행 과정도 운영

하기 시작했다. 2001년에는 원격 평생교육시설인 H 원격평생교육원을 개원

했고, 2004년에 교육과학기술부에서 학점은행제 원격교육기관으로 인가를

받아 운영 중이다. 원격 평생교육시설을 설립, 운영한 것과 별도로 2001년

4월 지식 인력개발사업 관련 평생교육시설인 I 교육원이라는 이름의 평생

교육원을 설립한다. 이는 현재 운영하고 있는 I 평생교육원의 전신이 된다.

직업전문학교는 노동부의 시설이지만, 평생교육원은 교육부의 시설이다.

이렇게 두 가지 시설을 함께 운영하다보니, 각각의 인가를 위한 시설 기준

을 충족해야 했다. 따라서 B 항공직업전문학교 건물도 알고 보면 융합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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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를 띠고 있다. 일례로 한 강의실은 노동부의 직업전문학교로 인가되어

있고, 다른 강의실은 교육부의 평생교육시설로 인가되어 있는 것이다. 같은

공간을 다른 용도로 인가받을 수 없기 때문에 각 기관별 인가를 위하여 두

영역으로 나누어 인가를 받은 것이다.

상술한 것처럼 B 항공직업전문학교의 설립자인 C 이사장이 평생교육원

을 함께 운영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학점은행제 운영의 용이성 때문이

다. 기술계 학원이나 직업전문학교에서 학점은행제를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온 오프라인의 평생교육시설을 융합시켰다고 할 수 있다. 학점은행

제는 한 기관에서 취득할 수 있는 학점을 제한39)하고 있기 때문에, B 항공

직업전문학교만 운영하는 경우 모자라는 학점은 다른 학점은행기관을 찾아

채워야 하는 불편함이 생긴다. 이러한 불편사항 때문에 같은 재단, 같은 건

물 안에 평생교육원을 운영하면 학위 취득을 위한 통합적인 학사관리가 용

이해진다. 즉, 학점은행제 인가를 받은 평생교육원을 함께 설립하여 B 항

공직업전문학교의 학생들이 부족한 나머지 학점을 학사관리의 연계성을 가

지고 취득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렇게 하면 B 항공직업전문학교는 학

위를 부여하는 기관으로서 완결성을 갖출 수 있고, 곧 정규 고등교육 기관

과 겉보기에는 크게 다르지 않은 학력 인증의 역할을 할 수 있게 된다.

평생교육법에도 지식․인력사업개발 관련 시설이 있는데 그쪽으로도 평생

교육시설을 하나 냈습니다. 평생교육시설은 학교라는 이름은 못쓰지만, 학

점은행제를 하면서 직업전문학교에서 부족한 학점을 평생교육원에서 채울

수 있지요. (C 이사장)

학점은행제 기관으로서 완결성을 갖춘 것은 학습자 인식 측면에서 큰

의미가 있다. 현재의 B 항공직업전문학교와 I 평생교육원, H 원격평생교육

원은 별도로 인가받은 시설이지만 같은 재단 안에서 운영되기 때문에 교육

39) 학점은행제는 한 교육기관에서 취득할 수 있는 학점을 학사는 105학점, 전문

학사는 60학점으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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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의 측면뿐만 아니라 공간적인 면에서도 통합성 있는 커리큘럼 운용 및

학사관리를 하고 있다. 따라서 B 항공직업전문학교에 입학한 수강생은 교

육과정 이수뿐만이 아니라 학위 취득을 위한 학사관리를 함께 받으며, 과

정을 마치고 졸업할 때는 학사/전문학사 학위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경영진의 입장에서는 평생교육원을 설립한 이유가 위와 같은 실

질적인 부분 외에도 사업의 보완장치 마련이라는 측면도 존재하였다.

일종의 안전장치예요. 백업용으로. 우리나라에서 (정책이) 어떻게 될지 모르

니까. 법이라는 게 금방 바뀌잖아요. 두 가지(직업전문학교와 평생교육원)가

딱히 차이는 없는 것 같은데, (나중에) 어느 쪽으로 할 지 모르니까. (C 이

사장)

이러한 경영자의 인식에는 직업능력개발 정책에 대한 불안감이 깔려 있

다. 기술계 학원이 정책적 지원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위기를 겪다가 직

업전문학교로 전환한 경험을 통하여 앞으로도 언제 위기가 찾아올지 모른

다는 불안감을 학습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미리 위험을 분산하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다양한 대안을 마련해 놓아야 한다는 경영진의 판단이

작용하여, 직업전문학교와 평생교육원을 함께 운영하게 된 측면도 있다.

다만 지금도 기술계 학원이나 일부 직업전문학교는 「평생교육법」 상

평생교육시설로의 전환을 원하고 있다. 평생교육시설은 시설 인가나 운영

에 있어서 큰 제한 요건이 없으면서도 교육과정이나 내용 편성도 자유로워

지금과 같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무리가 없기 때문이다. C 이사장은

과거에 기술계 학원을 10년 간 운영했고 지금은 16년째 직업전문학교와 평

생교육원을 함께 운영하고 있지만 이들 기관에 본질적인 차이는 없다고 말

한다.

평생교육시설이나 (학원이나 직업전문학교가) 큰 차이는 없다고 봐요. 학원

법이 근본적으로 학습자 보호를 목적으로 해서 (학원들에) 자율성이라는 것

이 굉장히 없어서 평생교육시설로 넘어가면 조금 나은 측면이 있긴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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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결론은 거기서 거긴데 이름만 다른 거예요. 근본적으로 교육지원청

에 학원 담당, 평생교육시설 담당하는 담당자가 한 명이에요. 그 사람이 잣

대 들고 이쪽으로는 다르게 하고 저쪽으로는 다르게 대기가 쉽지가 않잖아

요. (C 이사장)

다만 현재로서는 「평생교육법」에 구체적인 법적요건이 마련되지 않아

전환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그러나 전환이 가능하다 해도 단독으로 평생교

육원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직업능력개발 기관을 운영하는 것에 장점만 있

는 것은 아니다. 평생교육원에서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자격증 취득과정과

학점은행제를 운영하는 것이 학습자 인식의 측면에서 도움이 되지 않기 때

문이다. 학원보다 학교라는 명칭이 학습자 모집에 유리했듯이, 평생교육원

에 대하여 학습자들이 가지고 있는 인식 또한 전문성을 갖춘 장기 과정 운

영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경영자들이 잘 알고 있다. 따라서 B 항

공직업전문학교의 경우 평생교육원은 보완장치에 불과할 뿐 기술계 학원이

가지고 있었던 약점을 극복할 수 있는 형태는 아닌 것이다.

4) 완결된 학교 형태의 성립 : ‘학교’의 탄생

A 항공학원은 이제 ‘학교’가 되었다. 이는 명칭이 B 항공직업전문학교

로 변경된 것 이상의 전환을 의미한다. A 항공학원의 변화 과정은 단계적

으로 이루어졌다. 첫 단계는 학점은행제를 도입한 것이다. A 항공학원이

학점은행제를 도입한 이유는 기존의 수요층이 고역량의 교육과정과 고등교

육의 학력을 원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학위를 주는 전문대학 등의 고등교

육 기관으로 옮겨가는 것에 대한 보완 조치였다. 학점은행제를 통해 고등

교육 기관이 독점적으로 소유해온 학위 부여 기능을 기술계 학원인 A 항

공학원도 가질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러나 학점은행제가 기관 당 취득 학

점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학사관리의 어려움이 도출됐다. 그래서 두 번

째 단계로 평생교육원을 설립했다. 이로써 학점은행제로 학위를 받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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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족해야 하는 학점을 수강생들이 동일한 재단 내에서 학사관리를 받으며

수강할 수 있게 되는 완결성을 갖추었다. 하지만 학원에서도 학위를 준다

는 사실 자체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다. 오히려 학원에서 학위를 딴다는

것에 대한 학습자들의 인식 수준이 낮다는 점이 걸림돌이 되었다. 또 학원

에서 마치 정규교육 기관과 같은 2-3년의 장기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는 사실도 학습자들이 납득하기 어려워하였기 때문에, 학원이라는 형태적

한계가 크게 다가왔다. 결국 A 항공학원은 교육부 소관의 기술계 학원에

서, 노동부 소관인 직업전문학교로 전환하여 학교라는 명칭을 획득하게 된

다. 이로써 A 항공학원이 변화해 온 과정의 마지막 단계가 완성되었다.

이제 B 항공직업전문학교는 학점은행제, 직업전문학교, 평생교육원을 결

합시켜 학교라는 명칭을 가지고 학위를 부여할 수 있게 되었다. 이름은 학

교가 되었지만 사실상 A 항공학원 시절, 학점은행제를 도입하면서 수립한

교육과정이나 교육내용 등 학습 플랫폼은 크게 변하지 않았다. 교육과정에

변화가 없기 때문에 교육일정도 학점은행제 도입 이후 특별한 변화 없이

이어지고 있다.

즉, 현재 완성된 형태의 B 항공직업전문학교는 학점은행제를 운영하던

학원시절의 틀과 교육과정을 유지하고 있으면서도 학교의 얼굴을 하고 평

생교육시설 및 평생교육 제도인 학점은행제를 활용하여 학위를 부여하는

형태를 갖게 되었다. 학원에서 고등교육으로의 형태적 기능적 전환을 가능

하게 만든 것은 이들 제도를 융합하여 만들어낸 것이었다. 이는 A 항공학

원뿐만 아니라 같은 상황에 있던 일부 기술계 학원들이 대안으로 창조해

낸 형태였다.

평생교육법 만들고 학점은행제를 시작하면서 그것들(기술계 학원)을 기술계

학교화 한 거지. 학점은행제와 연결을 해서 전문대학처럼. 공식적으로 학교

는 아니더라도 겉으로는 전문대학처럼 모양을 하는 데들이 꽤 있잖아. (김

신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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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전문학교 입학생은 전문학사나, 학사학위를 취득하기 위하여 일부

학점은 직업전문학교에서 취득하고 필요한 나머지 학점은 같은 재단에 속

한 평생교육원 교육 과정을 통하여 충당하게 된다. 한 재단 내에 2가지 형

태의 학점은행 기관이 존재하는데 학습자에게는 이 기관이 별개의 것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학습자 입장에서는 B 항공직업전문학교에 입학하면

학위를 부여받을 수 있는 것처럼 인식된다. 따라서 B 항공직업전문학교는

형태적으로 마치 2년제 전문대학과 같은 고등교육기관과 같은 모습을 갖추

게 된다. 이러한 형태는 B 항공직업전문학교만의 특수한 사례가 아니다.

기술계 학원이 현 체제에서 생존하기 위한 전략적 이행인 것이다.

생존 전략이죠. 두 개 기관(평생교육원과 직업전문학교)을 한 학생이 왔다

갔다 하게 되면 결국 학위를 받아요. 공공기관 아닌 민간섹터에서는 어쨌든

존립을 위해서, 법 안에서 활용을 할 수 있는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이런

아이디어들이 나오는 거예요. (정태화)

학교가 된 후 B 항공직업전문학교는 실제 고등교육 기관과 같은 장치

들을 도입하거나 강화하기도 했다. 그 중 하나는 학교 축제(어울마당)나 교

가인데, ‘소중한 열매’라는 제목의 교가는 입학식, 졸업식, 어울마당 등 행

사 때 사용된다.

교가는 2007년 정도에 만들었는데, 당시 (학교가) 급성장했던 시기라서 학장

님께서(C 이사장) 가수를 섭외하면서 (교가도) 해볼 필요가 있겠다는 의지를

담아서 만드신 겁니다. 학교 축제인 어울마당은 2000년대 초부터 있었는데

2000년대 중반까지는 대학 축제처럼 주관을 정해놓고 학과별 행사, 종합행

사 이렇게 했는데 이제 학생들 성향도 바뀌고 학교도 규모가 생기니까 지

금은 외부 장소를 잡아서 하루 정도 통합 체육대회 형태로 진행되는 걸로

바뀌었어요. (F 인사팀장)

이 당시는 B 항공직업전문학교에 가장 많은 학생이 입학했던 때이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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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 1990년대 후반 한 학년 입학생이 400명 수준이었던 데 비하여 2007

년에는 1400명까지 늘어난 것이다.

학점은행제가 당시에 학생들에게 많은 기회를 주었다고 생각해요. (학점은

행제를 통한) 학사편입제도가 알려지면서 수능에 실패했던 학생들이라든지

항공정비 분야 공부를 원하는 학생들이 합쳐져서 많은 학생들이 왔던 것

같아요. (F 인사팀장)

일부 기술계 학원의 이런 변화에 비판적인 시각도 있다. 마치 학위를

부여하는 정규 고등교육기관처럼 인식될 수 있는 형태나 기능을 취하고 있

지만 정규 학교가 받는 수준의 질 관리는 적용받지는 않기 때문이다. 학점

은행제를 한 기관에서 이수하지 못하게 한 까닭도 사실 이런 우려에 터한

다. 기관 한 곳에서 학점은행제 이수가 가능하게 하면 이 기관은 학위를

부여하는 고등교육 기관과 사실상 차이가 없지만 그만큼의 엄격한 질 관리

는 적용받지 않는 등의 틈새가 존재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그렇다보니

B 항공직업전문학교의 경우처럼 2개의 기관을 함께 운영하면서 고등교육

기관인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전략을 편법이라고 보는 측면도 있다. 다만

A 항공학원의 융합적인 형태변환은 평생직업능력개발 체제에서 필수불가

결한 것이었고, 활용할 수 있는 제도들을 적용하여 최선의 형태를 만들어

낸 것으로 볼 수 있다.

기술계 학원들은, 여전히 우리는 조그만 기관이지만 얼마든지 경쟁력 있게

할 수 있다, 이거예요. 실제로 60년대 70년대는 기술계 학원을 상당히 유능

한 사람들이 운영했고, 잘됐어요. A 항공학원도 대표적인 케이스에요. 항공

정비 같은 걸 하려고 하는데 그 당시에 학교들이 (그 분야에) 눈을 뜨지 못

했는데 이런 선각자들이 그런 교육 코스를 만들어가지고 학원부터 시작을

했죠. 그 중에 어떤 분은 00전문대 같은 큰 학교를 세우게 되고, 여기(A 항

공학원)는 여러 가지 여건이 안되니까, 이 안(제도 틀)에서 움직이는 거죠.

(정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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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항공학원이 B 항공직업전문학교가 된 지 이제 16년이 지났다. 짧지

않은 시간 동안 변화는 있었다. 두드러진 것은 취업난이 심화되면서 생겨

난 변화다. 4년제 대학에 나와도 취업이 힘든 상황에서 점차 고등교육에

대한 청년층의 인식이 변화하고 있는 것이다. 과거에는 기술계 학원이나

직업전문학교가 학점은행제로 학위를 준다고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정규

교육기관이 아니다보니 고등학교 졸업 후 대학에 떨어지고 학위 취득을 목

적으로 입학하는 경우가 대다수였다. 따라서 면학 분위기도 그렇게 높지는

않았다.

전에는 95%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오는 아이들이었어요. 그 중 10%는 진짜

이 기술을 배우고 싶은 애들이었고 나머지 90%는 대학 떨어지고 갈 데가

없는 애들이에요. 왜, 우리나라에서는 3월쯤 되면 댁에 아들 어디 (대학) 갔

어? 이렇게 물어보고 하는데 얘기할 게 없고, 대학 재수도 상위권이나 하는

거고 하니까 (여기) 오는 거예요. (C 이사장)

하지만 최근에는 4년제 대학에 다니다가도 항공직업전문학교를 찾는 경

우가 많아지고 있다. 취업난으로 대학에 무조건 진학해서 학사학위를 취득

해야 한다는 인식에 균열이 가기 시작한 것이다. 대학 졸업을 통한 학위

취득의 가치보다 취업에 더 용이한 기관에서 실질적인 기술을 익혀 취업하

는 것이 낫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여기에 학점은행제를 통하여 학위

까지 받을 수 있는 직업전문학교는 상당히 매력적일 수밖에 없다.

지금은 고등학교만 졸업하고 오는 경우는 전체의 60% 정도로 떨어졌어요.

이 애들조차도 전에는 10%만 (공부) 의지가 있는 애들이었다면 지금은 절반

이 의지가 있어요. 전체로 보면 올해(2016년) 신입생이 884명인데 30%는

(공부를 안 하기 때문에) 안 오는 게 나았을 애들이고 나머지는 꼭 올 애들

이 오는 거예요. 그중에서도 절반은 굉장히 잘 온 애들이고. 애들 수준이

높아지니까. 대학 다니다 온 애들은 보통 2학년 마치고 군대 갔다 온 애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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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많아요. 자기 선배들이 (취업 시장에서) 어떻게 됐는지를 봤잖아요. 군대

갔다 복학할 시점이 되면 고민을 하죠. 뭐가 취업에 유리할지. (C 이사장)

최근 5-6년 사이에 변화가 많이 생겼어요. 한 반에 적으면 10%에서 많으면

20%의 학생들은 대학 중퇴자나 대학 졸업하고 온 친구들이죠. 이들은 확실

하게 목표가 있어요. 자기한테 꼭 필요한 게 무엇이고, 나는 직업전문학교

에서 어떠한 목표를 달성하고 취업하겠다는 이런 목표가 확실한 애들이 최

근에 많이 왔어요. 취업난도 많이 작용했죠. (D 교수·감사팀장)

과거에 기술계 학원으로서 A 항공학원이 고등학교 졸업 후 대학 진학

에 실패한 이들을 주로 수용해 왔다면, 이제는 A 항공학원도 학습자도 변

화하였다. 그 변화의 기저에는 사회의 구조적 변화와 이와 함께 태동한 평

생직업능력개발 체제가 있다. 변화한 사회 및 노동 구조에 따라 자신의 직

업 역량을 끊임없이 인증해야 하는 평생직업능력개발 체제에서, 학습자들

은 직업역량과 학력을 모두 원하게 되었고, A 항공학원은 이런 흐름에 맞

춰 B 항공직업전문학교로 전환하면서 평생교육시설과 제도를 활용해서 고

등교육의 학력 부여 기능도 갖추었다. 기술계 학원은 곧 시대적 변화에 적

응하기 위하여 고등평생학습의 성격을 갖춘 새로운 직업능력개발 기관으로

변화한 것이다.

4. A 항공학원의 미래

A 항공학원의 변화는 고등교육의 범위가 확장되는 선상에 위치해 있다.

기술계 학원이나 직업전문학교 등이 운영하고 있는 학점은행제는 대학 비

진학자 등 정규 교육의 트랙에서 벗어난 이들도 능력껏 학점을 저축해서

학위를 받을 수 있게 하는 평생학습 제도이다. 학점은행제와 직업전문학교

라는 명칭을 활용하여 스스로에게 학교의 기능과 형태를 부여한 A 항공학

원의 변화는 고등교육의 확장을 보여주는 하나의 형태로 볼 수 있다.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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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학원이나 직업훈련원에서 실시하던 직업능력개발 과정을 전문대학에서

도 운영하고, 이제는 4년제 대학에서도 운영하는 상황 또한 고등교육의 경

계가 흐려지는 현상이다.

대학은 이런 걸 해야 되고 뭘 해야 하고 그거(경계) 자체가 허물어졌어. 그

건 유럽이나 미국에 가도 비슷해. 어떻게 보면 그게 자연스러운 거라고 나

는 생각해. 고등교육이 점점 더 다양해지는 거지. 난 그걸(A 항공학원의 변

화 형태) 나쁜 거라고 보진 않아. 사람들의 생각이나 욕구나 살아가는 방식

이 다양해지고 있기 때문에 학습할 수 있는 제도나 시설이나 기관도 거기

에 적응해서 다양해질 수밖에 없지. 오히려 정부는 그걸 어떻게 관리하려고

하는데, 정부에서 어떻게 한다고 해서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자연스럽

게 놔두는 것이 좋다 이런 생각이야. (김신일)

A 항공학원이 변화하고자 했던 방향은 학력을 부여하고 장기적인 교육

과정을 운영하는, 사실상 ‘대학’과 같은 고등교육 기관의 모습이었다. 그리

고 학점은행제를 활용하여 고등교육 기관의 학력 부여 기능을 가지게 되었

다. 학점은행제는 직업능력개발 기관에서 운영하는 비학위 과정과 학위과

정을 연계하여 고등교육의 틈새를 메꾸는 역할을 하였다. 곧, 고등교육 확

장의 가교 역할을 하는 제도가 학점은행제이다. 그러나 이 제도가 학점은

행 기관에 온전히 고등교육의 형태나 기능을 부여하지는 않는다. 학점은행

제 기관은 사실상 일반 고등교육 기관과는 많은 차이점을 가지고 있기 때

문이다. 우선, 학점은행제 기관과 일반 대학은 학점 이수 방식과 학위의 수

여 주체가 다르다40)는 것 외에도 교육 제반의 제도적 측면에서 차이가 존

재한다. 그 중 한가지로, 학점은행제 기관에서는 전공 영역에 ‘학과’라든지

‘학부’와 같은 명칭은 쓰지 못한다. 중등교육 기관인 전문계 고등학교에서

도 ‘컴퓨터 학과’처럼 학과 명칭을 쓰고 있지만 학점은행제 기관에는 허용

되지 않는다. B 항공직업전문학교도 따라서 항공운항학과가 아닌 항공운항

40) 일반 대학은 대학 총장의 이름으로 학위가 부여되지만 학점은행제 학위는 교

육부 장관의 이름으로 수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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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항공경영학과가 아닌 항공경영과 등의 명칭을 사용한다. 학점은행제 학

생의 경우, 이수 학점을 채우면 학사/전문학사를 받을 수 있지만 인식뿐

아니라 제도상으로도 대학생과는 다른 대우를 받고 있다.

학점은행제 학생한테는 학자금 융자를 안해줘요. (일반 대학의) 대학생한테

만 해줘요. 그런데 한국장학재단에 보면 학자금 재원은 남아돌아가거든요.

이런 건 문제가 있다고 봐요. (C 이사장)

여러 측면에서 「평생교육법」에 근거하여 설치되고 있는 학점은행제

등의 제도가 고등교육법에 의해 설립된 고등교육 기관보다 열등한 처우를

받고 있으며, 고등교육의 부수적인 교육활동처럼 여겨지는 점이 드러난다

(채창균 외, 2010). 최근 학점은행 기관과 고등교육 기관과의 차이는 오히

려 점점 더 벌어지고 있는데, 학점은행제 관련 법률 및 규정의 개정이 이

를 가속화했다. 교육부는 2015년 3월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

하였으며 그 후속조치로 같은 해 10월에는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

한 규정」을 새로 제정했다. 학점은행제의 질 관리를 위하여 행정감독을

강화하는 등의 제도 재정비가 목적이다. 주요 개정 및 제정 내용은 학점은

행제 교육훈련기관이 시험과 성적 처리를 부정으로 한 경우, 수업시간을

무단으로 단축한 경우, 사설 대행업체가 학습자를 모집 운영한 경우 등 사

항별로 벌점을 받도록 했다. 또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이 학습과정, 학습

비 현황 등의 정보를 공시하도록 했다. 수업기간, 수업인원 및 폐강기준,

출석 및 성적처리, 강의평가 등의 기준은 대학 수준으로 운영되도록 규정

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직업전문학교를 비롯한 학점은행제 시행 기관들은 혼란

스럽다는 입장이다. 특히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의 시행

을 두고 관련 기관들의 불만이 쏟아졌다. 김명용 한국학점은행평생교육협

의회 이사장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최근 교육부가 학점은행제과정을

포함한 평생교육 단과대학을 전국 8개 대학에 신설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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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보면 이번 규제 강화가 직업전문학교와 기술계 학원 등 학점은행제

업체들을 겨냥한 게 아니냐는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과거 불법행위를

저지른 기관이나 대행업체들은 537개 기관 중에서 극히 소수에 불과하고

선량한 기관 대다수는 대학의 표준교육과정을 준용하고 있는데 모두 규제

의 덫을 씌우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는 것이다.41) B 항공직업전문학교

에서도 이러한 변화를 주시하고 있다.

직업전문학교들 운영 못하게 하는 법안이에요. 원래 학점은행제가 작년까지

만 해도 정원 제한이 없었는데 제한도 생기고, 교 강사 변경도 못하게 하

고, 급수 변경도 못하고, 시설변경도 못하게 해요. 대학에서는 굉장히 많은

걸 자유롭게 하는데 직업전문학교는 전문성이 떨어지니까 안 된다는 거죠.

대학은 평가 인정 작성하는 요령에서도 쉽게 해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어 우리는 교과과정 운영을 45시간, 2년을 해야 하는 자격조건이면,

대학은 본교에 그게 있으면 된다는 거죠. 사실은 다른 기관인데도요. 학점

은행제 자체가 너무 대학에 편중되게 바뀌고 있는데 기관에서 얘기를 해도

반영이 안 되고 이미 (교육부가) 확고하세요. (E 학사관리팀장)

E 학사관리팀장의 인터뷰 중 평가 인정을 위한 자격조건에 대한 언급은

2016년 1월 제정된「학점인정 등에 관한 업무 처리 지침」의 평가인정 신

청 자격 대한 것이다. 이 지침에는 학습과정단위 평가인정을 신청하기 위

한 기준으로 ‘평가인정 신청 자격’을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다.

최근 2년(신청일 기준 전전년도 1월1일∼전년도 12월31일)간 표준교육과정

학습과정에 준하는 학습과정을 직접 운영한 실적*이 90시간 이상(매연도 45

시간 이상)인 분야에 한하여 평가인정 신청 할 수 있음.

- 다만, 신청 학습과정 관련 과목을 설치 운영하고 있는 대학 또는 전문대

학이 직접 실시하거나 부설 평생교육시설이 운영하는 경우와 전공(특별)심

41) 남라다(2016.01.07.). 김명용 이사장 “학점은행 학과별 연계모집 금지는 과도한

규제”,아시아투데이.

http://www.asiatoday.co.kr/view.php?key=20160106010002647에서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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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과정 운영교육과정은 운영실적과 관계없이 신청 가능

상기한 지침에서는 평가인정을 위한 학습과정의 운영 기간과 실적을 까

다롭게 정하고 있으면서,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는 예외를 두고 있다. 따라

서 학원이나 직업전문학교에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대학이나 전문대

학에는 느슨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때문에 기술계 학원이나 직업전문학교

에서는 최근 학점은행제의 변화가 ‘대학 살리기’의 일환에서 실시되는 것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대학입학 정원 감소로 대학이나 전문대학의 상황이

어려워지자 대학의 수요를 분산시키는 기술계 학원 및 직업전문학교가 운

영하는 학점은행제에 대한 규제를 엄격하게 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다.

경쟁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파이를 나눠먹는 사람들이 적

어야 하잖아요. 나눠먹는 사람들을 줄여나가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제도

를 바꾸는) 거죠. 솔직히 대학은 소비자에 대한 트렌드를 빨리 못 읽어요.

저희 기술학교(B 항공직업전문학교)는 트렌드를 빨리 읽는 거예요. 그런데

기술학교가 없어지면 학생들이 자기들(대학)한테 올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

요. (E 학사관리팀장)

학점은행제의 변화 경향은 B 항공직업전문학교의 현재뿐 아니라 미래

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E 학사관리팀장은 학점은행제가 오히려 B 항공

직업전문학교 등 G 교육재단 산하 직업전문학교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

아닌지 고민하고 있다.

학점은행제를 빨리 놓으면 놓을수록 좋겠구나 생각도 해요. 너무 제재 조치

도 많고, 학위는 다른 데서도 솔직히 받을 수 있잖아요. (학점은행 기관이)

네임 밸류(name value)가 좋지 않은 이상은요. (E 학사관리팀장)

C 이사장은 학점은행제에 대한 최근의 변화를 두고 “전문대학의 입장에

서는 (학점은행제 기관과 여러 차이를 두면) 학점은행제 기관으로 가는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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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들이 전문대로 더 오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하는 것 같다”면서도, 직업능

력개발 기관으로서 직업전문학교의 역할이 차별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

다. 그는 결과적으로 직업전문학교를 규제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학점은

행제의 변화가 “재래시장을 살리려고 이마트를 문 닫게 하는 것과 비슷하

다”며, “둘(대학과 학점은행 기관)은 서로 다른 시장이고 소비자는 필요하

면 차를 타고라도 이마트를 찾아 갈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권영호는 보다 비관적이다. 기술계 학원이나 직업전문학교에서 하는 학

점은행제에 대한 수요나 경쟁력이 이제 거의 없다고 분석하고 있다. 경쟁

자인 전문대학에서의 학위 취득 자체가 너무 쉽다는 것이다.

(학점은행제를) 한동안 엄청나게 했었어. 지나갔어, 이제. (할 사람은) 다 했

다는 얘기지. 전문대나 이런 데서는 얼마든지 받아들여주는데. (전문대학에

서는) 일주일에 한 번만 나오라고 하고 학위 주는 거야. (권영호)

학점은행제뿐 아니라 직업능력개발의 맥락은 다각적으로 변화하고 있

다. 과거 노동부가 직업능력개발의 주도권을 가지고, 노동부 산하인 직업전

문학교의 이점이 부각되면서 많은 기술계 학원들이 직업전문학교로 전환한

바 있다. 그러나 지금의 정책 방향은 또 다르다. 노동부의 직업능력개발 정

책이 과거에는 직업전문학교 중심이었으나 현재에는 일 학습 병행제에 집

중되고 있다. 일 학습 병행제는 기업이 취업을 원하는 청년 등을 근로자

(학습근로자)로 채용하여 교육기관과 일터에서 교육훈련을 제공하고 이를

마친 이의 역량을 국가나 해당 산업계가 평가하여 전문인력으로서의 자격

을 인정하는 제도로, 2014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었다(최정훈 외, 2014).

따라서 과거 직업전문학교가 맡았던 역할의 일부가 기업으로 전환되었다.

지금 노동부가 드라이브 걸고 있는 게 일 학습 병행제거든요. 예전에는 직

장에서 필요한 모든 지식하고 훈련은 직업전문학교에서 시켰다고 하면 지

금은 실습부분은 기업으로 간 거예요. 그리고 일 학습 병행제를 하는 사람

은 공식적으로 취업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취업률을 올리기 위해서 이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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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건데 결국은. 드라이브가 거는 핵심 부분이 (직업전문학교에서) 일 학습

병행제로 바뀌었다는 거고, 일 학습 병행제 방식으로 해서는 직업전문학교

라는게 그렇게 효용가치가 옛날만큼은 없어진 거죠. 정책 상황이 바뀐 거

죠. (유한구)

직업전문학교의 운영 환경이 달라지고 있다는 사실을 B 항공직업전문

학교에서도 느끼고 있으며, 현재의 운영 형태가 지속될 수 없을 것으로 받

아들이고 있다.

노동부에서도 이제 토사구팽 비슷하다고 할까요. 학원들 500-600개가 그쪽

으로 넘어갔는데, 10년쯤 지나니까 노동부에서도 기구를 키울 만큼 키웠고

해서 그런지 이제는 자꾸 줄이려고 해요. 대학들하고 직접 컨택(contact)을

많이 해서 요즘은 노동부 사업을 대학에서 많이 해요. 한계상황에 있는 직

업전문학교들이 또 많아지는 상황이에요. (C 이사장)

A 항공학원은 지난 십 수 년 간 많은 변화를 겪었다. 그리고 여러 단계

를 거쳐 B 항공직업전문학교로서 지금의 형태를 완성하였다. 하지만 직업

능력개발 환경 및 정책의 변화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형태도 최

종적일 수 없다. 실제로 1,400명 수준까지 증가했던 B 항공직업전문학교의

입학생 수도 2011년-2012년에는 1,000명 안팎으로 감소했고 2016년-2017년

에는 800-900명 선까지 줄어들었다.

B 항공직업전문학교의 미래는 어떠할 것인가. 양적 확장을 통하여 전문

대학과 같은 고등교육 기관으로 전환하는 길을 택해야 할 것인가, 아니면

전문대학 등 고등교육 기관에 비하여 경쟁력이 떨어지는 학점은행제를 포

기하고 수강생들의 취업을 위한 직업훈련에 집중할 것인가? 직업능력개발

체제는 과거 40여 년 간의 변화보다도 최근 20년이 채 되지 않은 기간에

더욱 급격한 변화를 겪었다. 평생직업능력개발 체제가 수립되고 직업능력

개발 기관이 재구조화 되어 나갔다. 사회 변화는 더욱 빨라지고 있으며 직

업능력개발 영역도 마찬가지다. A 항공학원의 변화도 계속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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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현재 진행형인 기술계 학원의 변화

1. 기술계 학원의 현재

1990년대 이후, 평생직업능력개발 체제에서 기술계 학원은 선택의 기로

에 섰다. 이들의 선택은 크게 3종류로 분화되었다. 첫째는, 앞서 A 항공학

원과 같이 적극적으로 변화를 선택한 경우이다. 기술계 학원에서 직업전문

학교로 전환하거나 평생교육시설로 전환하기도 하고, 아예 학원이나 직업

전문학교, 평생교육시설을 융합적으로 활용하는 등 다양한 변화를 시도했

다. 다른 한 종류는 경영난 등 운영여건 변화에 따른 판단 하에 운영하던

기술계 학원의 문을 닫은 경우이다. 마지막으로 다른 변화 없이 지금까지

기술계 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이들이 있다. 이들이 걸어온 길을 되짚는 과

정에서, 기술계 학원의 특성과 배치되는 평생직업능력개발 체제 안에서 제

도나 현상의 변화가 민간 직업능력개발 환경을 어떤 방식으로 변화시키고

있는지 그 특성을 다른 각도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실제로 유사한 영

역에 터하여 직업능력개발 기관을 운영하고 있는 기술계 학원, 직업전문학

교 등의 또 다른 선택지가 될 변화의 방향을 가늠할 단서가 될 것이다.

이미 기술계 학원이라는 용어는 사라졌다. 상술했다시피 기술계 학원은

이제 학교교과교습학원과 구별하여 평생직업교육학원의 한 분야로 구분되

고 있다. 평생직업교육학원의 종류는 직업기술, 국제화, 인문사회, 기예 분

야로 나뉘며 그중 직업기술 분야의 학원이 과거의 기술계 학원이다. 다만

관련 업계에서는 직업기술 분야의 평생직업교육학원을 여전히 기술계 학원

으로 부르고 있다. 기술계 학원은 기능이나 역할의 측면에서 지금도 필요

성이 인정되고 있으며 여전히 수요도 존재한다. 아래 <표 12>를 보면

2015년 평생직업교육학원 중 직업기술 학원은 4,064개이다. 학교교과교습학

원의 수가 7만 개를 넘기 때문에 전체 학원 수에 비하면 5% 남짓에 불과

하지만, 평생직업교육학원 중 기술계 학원의 숫자는 59%로 절반 이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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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학원수 수강자수 강사수 직원수 강의실

총 계 78,483 10,332,974 279,211 54,065 456,627

학교교과교습학원 71,537 8,845,790 243,671 45,061 421,038

입시검정및보
습 39,076 4,826,962 139,412 22,138 267,207

국제화 7,355 1,351,077 35,887 9,127 49,587

예능 19,432 1,438,440 39,237 8,604 66,958

특수교육 20 1,358 119 30 70

종합 3,148 1,046,561 23,171 2,954 30,858

기타 2,506 181,392 5,845 2,208 6,358

평생직업교육학원 6,946 1,487,184 35,540 9,004 35,589

직업기술 4,064 549,593 16,157 4,568 10,616

국제화 542 190,980 6,279 1,248 12,596

인문사회 567 448,604 4,286 1,250 3,456

기예 1,236 92,794 3,704 942 3,917

종합 537 205,213 5,114 996 5,004

구 분 전체학원 수
직업기술학원

수
직업기술학원
수강자수

직업기술학원
강사수

비중을 차지한다.

<표 12> 2015년 사설학원 현황

자료 :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2015년 한국교육통계연보

아래 <표 13>을 보면, 기술계 학원의 수가 2010년 이후 최근 몇 년 간

상당한 증가 추세에 있다는 점도 확인할 수 있다. 1990년대 이후로 고사의

위기를 겪었던 기술계 학원의 숫자가 최근에 다시 증가하는 이유는 무엇일

까, 기술계 학원이 부활하고 있는 것일까?

<표 13> 2010-2015년 직업기술 학원(기술계 학원)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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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78,483 4,064 549,593 16,157

2014년 76,030 4,107 428,725 20,884

2013년 75,281 3,813 268,863 13,935

2012년 75,695 3,867 244,258 13,986

2011년 76,165 3,815 245,449 13,329

2010년 75,952 3,317 251,254 10,886

자료 :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각 연도), 한국교육통계연보

조희경 외(2015)는 최근의 이러한 증가세가 직업능력개발계좌제(이하

계좌제) 시행과 관련이 깊다고 보고 있다. 그간 기술계 학원이 고용노동부

의 실업자나 재직자 지원 사업에서 고용노동부 소관인 직업전문학교에 비

해 소외되어 왔으나 계좌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2012년 이후부터 급격한

증가세를 보인다는 것이다. 계좌제는 정부가 구직자에게 200만원 한도의

직업능력개발계좌를 발급하고 구직자가 스스로 훈련과정을 선택하여 훈련

받을 수 있도록 2008년부터 도입된 제도이다. 직업능력개발 분야에서 그간

의 공급자 중심의 지원 정책을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한 것이며, 제도의 도

입 취지 자체가 수요자들의 직업능력개발 기관 선택권을 부여하고 동시에

직업능력개발 시장 자체의 진입장벽과 규제를 완화하고자 하는 목적(이상

준, 2012)이었기 때문에, 기존 공급자 중심의 지원 정책 하에서 소외되었던

기술계 학원이 혜택을 볼 수 있었던 것이다. 이상준(2012)은 2008년 3월 30

일부터 2009년 12월 31일 내에 실업자 훈련과, 계좌제 훈련을 시작하여 끝

마친 수료자 84,641명을 대상으로 분석한 연구에서 실업자 훈련은 74.8%가

직능 훈련시설에서 이루어지고 있었으나 계좌제 훈련은 58.1%가 학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이런 현상은 계좌제 시행으로 학원이 약진했기 때문

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계좌제 훈련을 실시하기 전에는 상술한대로 노동부 기준을 맞춰야만 정

책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을 갖출 수 있었기 때문에, 기술계 학원이

직업전문학교로 전환하는 데 한 요인이 되었다. 이 과정에서 학점은행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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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하는지 여부에 따라 학원이나 평생교육원의 간판과 직업전문학교 간판

을 함께 걸기도 하고, 아예 직업전문학교만 운영하는 등의 선택을 하게 되

었던 것이다. A 항공학원은 평생교육원과 직업전문학교를 함께 운영하는

방향으로 전환한 경우다.

학점은행제하고 중첩되면 간판 두개를 다는 거고. 학점은행제가 필요 없다,

우리는 그쪽에 수요가 없다, 그러면 이쪽(교육부 소관의 학원이나 평생교육

시설)을 완전히 버리고 이쪽(노동부 소관의 직업전문학교)만 다는 거죠. 제

조업 중심으로는 다 (직업전문학교로) 넘어갔다고 봐야해요. 이쪽(학원)에 남

아 있는 거는 주로 서비스 업종이지요. (유한구)

기술계 학원 중 음식이나 미용과 같은 서비스업종 대상 학원은 실제로

계좌제가 시행되면서 이득을 보았다. 그간 직업능력개발 정책에서 소외되

어 왔던 기술계 학원을 수요자가 선택하는 경우가 많아졌고, 특히 경력단

절 여성들을 중심으로 음식, 미용 등의 분야에서 계좌제 훈련을 활용하는

경우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부 서비스 업종을 제외한 기술계 학원 현장에서는 제시된 통

계와는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 수강생 수가 더욱 감소하고 있고 운영

환경도 어려워졌다는 것이다. 건축 분야의 기술계 학원을 운영하는 박기용

은 최근 수강생 감소세가 가파르다고 말한다.

겨울방학 때 학생들 모집하면 수강생이 200명 정도 와요. 작년, 재작년에는

절반 정도는 됐어요, 그래도. 지금은 4분의 1, 3분의 1 이정도 밖에 안돼요.

한 2년 사이에 (대우건축토목학원뿐만 아니라) 거의 다 그래요. 2-3년 사이

에 그렇게 됐어요. (박기용)

가장 큰 요인은 기술계 학원의 경쟁자들이 거세게 영역을 넓히고 있다

는 데 있다. 과거 1990년대와 2000년대 초반 노동부의 직업전문학교가 가

장 큰 경쟁자였다면 요즘은 그뿐만 아니라 전문대학, 그리고 원격교육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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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이 기술계 학원에 위협이 되고 있다. 이처럼 직업능력개발을 실시하는

교육 기관 간에 경쟁이 심해지고 공급이 늘어나면서 모든 기관에서 수요자

에게 인기가 많은 미용 업종 등의 직업능력개발을 실시하다보니 시장이 포

화되어 수요를 인위적으로 제한하는 움직임까지 있는 상황이다.

전문대가 커리큘럼 같은 것은 전부 처음에 우리 거(기술계 학원)를 모방해

가고 우리 선생들 데려다가 교수시키고 했는데, (전문대학이 입학) 모집하면

한동안 미용에 제일 (사람이) 많이 들어왔어. 우리는 계속 감소추세지. 전문

대로 갔으니까. 학원은 잊혀지는 교육기관이 된 거여. 최근 한 2년 간은 국

가에서 하는 상담에 (수요자가) 가면 미용은 하지 말라고 막았어요. 장롱면

허만 따고 취업은 못한다고. 지금 (수요가) 얼마 안 남았어요. (권영호)

직업능력개발 분야에 원격교육이 본격적으로 도입된 것도 기술계 학원

이 맞닥뜨린 큰 위협이다. 원격교육이 대중화 된 지는 이미 십 수 년이 지

났으나, 공무원 시험 대비 과정이나 영어, 수학 등 기존의 원격교육 시장이

레드오션이 되면서 원격교육 업체들이 이제 기술이나 기능의 분야로 사업

을 확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기술계 학원들은 원격교육 시장에서 기존 업

체들과 이미 경쟁이 되지 않는 상황이다.

우리 건설 분야도 다 원격으로 교육할 수 있어요. 건설이라고 어디 가서 땅

파는 게 아니고 설비 같은 거니까 동영상으로 다 교육할 수 있어요. 그런데

원격 기관들이 (수강료가) 싸면서, 강사도 돈을 몇 배 주고 데리고 가잖아

요. 실제 (학원 운영에) 타격이 커요. (박기용)

이제 기술계 학원, 직업전문학교, 폴리텍대학, 전문대학, 4년제 대학, 원

격교육까지 직업능력개발에 뛰어들었다. 과거에 비교적 명확하던 학원과

대학의 교육 영역 구분이 희미해졌으며, 정규 교육과 비정규 교육, 공공과

민간의 구분도 그러하다. 이들이 모두 같은 직업능력개발 영역 안에서 경

쟁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서로의 경계가 애매해지는 바운더리 블러링



- 102 -

(경계 희석 boundary blurring) 현상이 직업능력개발 영역에서 매우 강하

게 나타나고 있다. 기술계 학원은 이 층계의 가장 하단에 있기 때문에 타

격이 클 수밖에 없으며, 민간 기관이라는 한계 때문에 여전히 정부 정책

및 지원의 대상이 되지는 못하고 있다.

최근에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지나면서 직업교육 쪽에 드라이브를 거는

데 학원이나 단기 직업교육 훈련에서는 (정부 지원이) 지금 얘기한 것(노동

부의 실업자 지원) 이상은 없어요. 내가 봤을 때는 거의 직업학원(기술계 학

원)들은 죽어간다고 보면 되고, 없어졌죠. (유한구)

직업능력개발 영역의 바운더리 블러링 현상으로 인하여 여러 교육 기관

들 간에 경쟁이 심화하고 갈등이 빚어지면서 정부의 역할이 무엇인지 다시

정립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바운더리 블러링 문제를 자연적으로 교육훈련기관들이 너희들이 알아서 하

라고 얘기하는 것이 민주주의적인 거고 개방적인 것인지? 아니면 혼돈이

일어나면 정책의 실패로 봐서 정부가 개입을 해줘야 하는지 논란을 벌여야

돼요. (정태화)

그간 기술계 학원에 대한 정부의 정책이 뚜렷하게 시행된 것은 없었다.

2001년, 2004년에 발표한 ‘기술계 학원 육성방안’도 주요 방안에 대한 후속

조치 없이 끝났으며 그 이후 기술계 학원에 대한 정책은 제시된 것이 없었

다. 그리고 2016년 7월 5일, 정부는 ‘경제활력 제고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서비스 경제 발전 전략」’을 발표한다. 여기에서 12년 만에 기술계 학원

이 정책 테이블에 다시 등장한다. 「서비스 경제 발전 전략」의 7대 유망

서비스업 육성 정책 과제 중 하나로 기술계 학원 활성화 방안이 포함되어

있으며, 기술계 학원에 대한 규제 완화 및 육성 지원 방안을 핵심검토 과

제로 제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평생직업교육학원을 「학원법」이 아

닌 「평생교육법」 소관으로 전환하여 설립 운영 기준 완화 및 지원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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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습과정 시설 설비 및 교구

마련”, “평생직업교육학원이 대학 연구기관의 공동 연구장비 중 유휴장비

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장비이전 추진”, “일부 직업기술학원으로 한정된 외

국인 연수 허용 대상기관을 법인형태의 대규모 우수 사설교육기관으로 확

대”하는 내용이 들어갔다(관계부처합동, 2016).

이중 평생직업교육학원을 「학원법」이 아닌 「평생교육법」으로 전환

하는 내용은 기술계 학원 업계가 가장 크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안이며,

1990년대 초부터 제기해 온 요구사항이기도 하다.

우리가 학원법에 묶여 있는데 이건 규제법이에요. (기술계 학원) 육성도 안

되고 지원도 안 되는 거예요. (평생교육법으로 가면) 우리가 (정부에) 지원을

요청할 수도 있고, 평생교육시설 자체는 (설립 운영이) 아주 쉬워요. 다 신

고제고 제한도 없어요. (박기용)

기술계 학원의 「평생교육법」 전환이 「서비스 경제 발전 전략」 방안

중 하나로 제시된 이유는, 직업기술 분야의 평생직업교육학원이 성인의 직

업능력개발을 담당하고 있으므로 경제 발전을 위하여 육성할 필요가 있다

고 정부가 판단했기 때문이지만, 규제법인 「학원법」 내에서 직업기술 학

원만 육성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인식이 있었기 때문이다. 현재는 지자체

조례에서 기술계 학원의 시설 설비 기준을 교습과정별로 자세하게 지정해

두고 있는데, 서울시 교육청의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

습에 관한 조례」의 [별표 4]를 보면 실험 실습 실기 등을 요하는 학원의

시설 설비 및 교구(제5조제3항 관련) 기준을 정하고 있다. 기계공작이나 설

계 같은 기계 분야 교습을 하는 학원을 예로 들면 아래 <표 14>와 같은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모든 기술계 학원의 교습과정이 아래와 같은 기준

이 있고 각 교습과정은 각각의 기준을 충족해야만 운영이 가능하다.

<표 14> 기계 관련 교습학원의 시설 설비 및 교구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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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학원법 평생교육법

설립 운영
등록제

교습비 등 게시고지
신고제
제한 없음

시설기준 시 도 조례로 설정42) 제한 없음

강사 자격 고졸 이상 제한 없음

1. 기계
(기계공작,
기계정비, 기계설계,
기계제도)

가. 시설
실습실 90㎡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일반, 건설, 기계설계 과정
가) CAD설계용 개인용 PC 10대 이상 (1인 1대)
나) CAD설계용 프로그램 10copy 이상
다) CAD도면 시연슬라이드 스크린 1대 이상
라) CAD도면 시연프로젝터 1대 이상
2) 메카트로닉스 생산자동화 과정
가) 자동화프로그램용 개인PC 5대 이상
나) PLC실습용 판넬 3대 이상
다) PLC구동 콤프레서 1대 이상
라) 자동화 제어용 기기 1대 이상
3) 공조냉동, 용접 과정
가) CO2용접기 2대 이상
나) 전기용접기 2대 이상
다) Ar용접기 1대 이상
라) 용접용 토치, 가스게이지, 그라인더 각1대이상

다. 그 밖의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자료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시행 2015.12.31.]

그러나 평생교육시설은 학원에 비해 시설 설비가 확연히 용이하다.

「평생교육법 시행규칙」에서는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이나 문해교육 프

로그램 실시기관에만 기본적인 시설 설비 기준을 맞추도록 제시하고 있다.

아래 <표 15>를 보면 평생교육시설은 모든 면에서 학원보다 운영이 용이

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정부가 이번 「서비스 경제 발전 전략」

으로 “평생직업교육학원의 특성을 고려한 설립․운영기준 등을 평생교육

법 에서 재규정하여 현행보다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표 15> 「학원법」 과 「평생교육법」 설립 기준 비교

자료 : 관계부처합동(2016. 7. 5), 경제활력 제고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서비스경제 발전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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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학원총연합회 내부에서는 기술계 학원을 「평생교육법」 소관으로

전환하는 이슈에 대하여 일반 학원과 기술계 학원 사이에 이견이 있다. 학

원총연합회 내에서 기술계 학원을 대표하는 기술교육협의회와, 학원총연합

회의 이해관계가 상충되기 때문이다. 학원총연합회에서는 기술계 학원이

속한 평생직업교육학원을 「평생교육법」 소관으로 전환한다는 정부 계획

을, 학원 교육에 대한 그릇된 인식에 따라 학교교과교습학원의 규제를 강

화하기 위해 학원총연합회를 양분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 것이

다. 성인 대상의 평생직업교육학원이 분리되어 나가면, 학원이라는 사설 교

육기관의 취지가 ‘평생교육의 진흥’에서 ‘학교교육의 보완’으로만 격하된다

는 의견이다.43) 그간 학원총연합회는 학원 중 평생직업교육학원을 들어, 학

원이 평생교육을 하는 기관이라는 주장의 근거로 사용하여 왔으나, 평생직

업교육학원이 분리되어 나가면 학원에는 입시학원만이 남아서 정부의 규제

가 더욱 강화되는 상황을 우려하는 것이다.

그 외에도 정부는 기술계 학원 육성을 위한 핵심검토 과제로 우수 직업

기술 학원에 대한 외국인 연수를 확대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현재는 국내

상장기업 또는 연계 전문기술 교육기관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외국인 연수

를 허용하고 있다. 최근 수행된 정책연구(조희경 외, 2015)에서 외국인 연

수생 프로그램은 규모가 크고 획일화된 전문대학이나 폴리텍대학 대학보다

평생직업교육학원이 직업실무현장에 대한 변화와 대응능력이 용이하여 직

업교육의 장 단기 과정 운영에 유리하다고 보고 있다. 다만, 기술계 학원

업계의 내부 자료에서는 현재 정부의 계획안에서 외국인 연수를 실시할 수

있는 기술계 학원은 “법인 형태의 대규모 우수 사설교육기관”으로 특정되

어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현재 기술계 학원들은 법인 형태로 운영되는 경

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제도가 시행되더라도 해당이 되지 못하는 것이다.

기술계 학원 업계에서는 정부 대책이 실제적인 지원책이 아니라고 비판

하지만, 결국 현 체제에서 기술계 학원의 존립을 위한 열쇠 중 하나는 외

42) 예) 서울의 경우 강의실 30㎡ 이상, 칸막이 최소 10㎡

43) 학원총연합회 2016년 7월 운영위원회 내부문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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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환경에 시기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규모를 갖추는 것이라는 지적도

타당하다. 소규모, 영세성을 벗어나는 것이 계속되는 숙제인 것이다.

소규모 학원은 투자여력이 없고, 수입이 있어야 투자를 하는데 수입 자체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투자여력은 더 없어지고 그래서 정책적 지원을 바라는

거고요. 프랑스나 이런 데에 직업학원, 직업학교들은 유명하고 전문화돼있

어요. 그렇게 육성하는 것은 결국은 민간에서 자체적으로 하기 힘들어요.

일정 규모가 돼야 하고 그걸 프랜차이즈라는 형태로 (2008년에 수행한 정책

연구에서) 얘기를 했어요. 연구개발은 모회사가 하고 이 결과를 운영 모형

으로 만들면 질적 담보가 되거든요. (유한구)

정부가 다시 기술계 학원 지원 대책을 제시하는 등의 움직임에 대해 기

술계 학원 내부에서는 기대와 우려가 상존하고 있다. 정부는 「서비스 경

제 발전 전략」을 구상하는 단계에서 교육부 주관 ‘교육서비스업 육성 TF

회의’에 학원총연합회 관계자들을 여러 차례 불러 의견을 청취하기도 했다.

기술계 학원의 외국인 연수 허용 방안도 이 때 논의되었다.

금년(2016년) 초 종합청사 회의에 기술계 대표로서 3번을 갔어. 각 부처에서

국장급 이상들이 다 왔는데, 그날 회의의 제목이 이거야 바로. 평생직업교

육학원 육성책. 나는 아주 맘이 붕 떠가지고 흥분돼서 갔지. 첫째 도울 수

있는 방안은, 법적으로 돕도록 법을 만들어라. 우리가 공로가 얼마나 많은

줄 아느냐. 최소한도 첫째로다가 외국인들 기술 배우러 온다고 그러면 우리

한테 줘라 그랬지. (권영호)

정부가 제시한 방안대로 기술계 학원이 평생교육시설로 전환할 경우 구

체적인 설치 형태는 지식 인력개발사업 관련 평생교육시설이 될 것으로 보

인다. 전환 움직임이 가시화되자 기술계 학원에서 우려하는 것은 「평생교

육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설치신고 기준이다. 「평생교육법 시행

령」 제67조(지식 인력개발사업 관련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신고) 제1항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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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금 또는 자산이 3억원 이상이고 전문인력(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을

전담하는 인력을 말한다)을 5명 이상 확보하고 있는 법인을 말한다.”고 명

시하고 있기 때문에, 기술계 학원이 이 형태의 평생교육시설로 전환하려면

3억원 이상의 자본금과 5명 이상의 전담인력이 필요하다. 이는 상당한 진

입 문턱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평생교육법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현재 기술계 상황이 (평생교육시설로) 갈

수 있는 사람이 1%도 안 될 수도 있어요. 자본금이나 전문인력을 충족할

수 있는 곳이 없어요. 완화된 정책을 해야만 우리(기술계 학원)가 갈 수 있

어요. 우리도 이걸(법적 요건 완화 요구) 준비를 해야 해요. (박기용)

지금까지 존속해 있는 기술계 학원들은 평생직업능력개발 체제에서 큰

발전 동력 없이 근근이 유지되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규모가 있는

기술계 학원은 위기가 닥쳐오고 운영 환경이 급변하자 이미 상당수가 다양

한 방식으로 변화하여 나갔기 때문에, 현재 기술계 학원으로 남아 있는 곳

들은 <표 9>에서 제시한 ‘학원의 운영 현황’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영세

하고 소규모인 곳들이 많다. 이들이 겪고 있는 학원 운영 환경은 점점 악

화되고 있고, 전문대학과 4년제 대학, 원격교육 기관 등 경쟁자들의 가세도

거세지고 있다. 이 같은 변화는 A 항공학원과 같이 이미 직업전문학교 등

으로 변환한 직업능력개발 기관도 마찬가지로 겪고 있는 현상이다. 이런

현상은 최근 2-3년 간 더욱 심화되고 있다. 현재 기술계 학원 종사자들이

생각하는 마지막 활로는 학원에서 평생교육시설로 전환하는 것이다. 기술

계 학원의 입장에서는 전환을 통하여 정부의 지원이나, 육성을 받을 수 있

는 법적 토대가 생기고, 시설 설비가 학원보다 용이하다는 이점이 있다.

다만, 기술계 학원의 전환에 앞서 평생교육 차원에서 직업능력개발의

가치 지향에 대한 고민도 함께 필요하다. 이는 직업능력개발과 평생교육의

방향성에 대한 논의이기도 하다. 기술계 학원의 교육과정은 직업기술 및

기능의 훈련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유사한 직업능력개발을 실시하는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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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교육과정은 대부분 비슷하다. 직업능력개발이 평생교육 및 평생교육 담

론의 방향성과 어떤 관계를 맺어 나가야 하는가? 한숭희 양은아(2007)는

직업능력개발이 강조될수록 인문학적 ‘교육’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직업능력

개발과 성찰적 인문학을 평생교육의 두 축으로 보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

다. 직업능력개발의 관점에서도, 평생직업능력개발의 차원에서 직업인의 소

양이 강조될 수 있는 인문통합적인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고 있다

(송창용 외, 2009:128).

그렇다면, 평생교육의 또 다른 하나의 축인 성찰적 인문학 교육은 어떻

게 담보해야 할 것인가? 이러한 질문을 본 연구의 측면에서 좁혀 보면, 평

생교육시설로서의 기술계 학원이 지금까지와 같은 기능훈련 중심의 교육과

정을 그대로 가져오는 것이 평생학습의 방향성과 부합하는 것인지 먼저 물

어야 할 것이다. 인문학적 교육이나 비판적 성찰을 위한 학습의 병행이 필

요하다면, 이를 어떠한 학습의 장에서 어떻게 병행하도록 할 수 있을지, 혹

은 이러한 방향이 맞는지에 대한 질문으로 구체화할 수 있다. 다만 그간

이러한 질문에 대한 논의점이 부족했기 때문에, 평생교육이 그동안 직업능

력개발과 평생교육의 관계 정립에 대한 고민에 충실하지 않았고, 대안을

마련하기보다 인간을 도구화하는 인력개발에 한 발을 담그고 눈을 감아왔

다는 비판도 제기된 바 있다(나윤경, 2013).

현재 기술계 학원이 평생교육시설로 전환하고자 하는 길목에 놓인 여러

장애물에 대해서 김신일은 이렇게 말한다.

평생교육 학자와 전문가들이 애정을 가지고 도와줘야 돼. 학원 쭉 해오던

양반들이 물론 열심히 하고 잘하려는 뜻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여러 분

있는데, 아무래도 전문성 면에서 한계가 있지. 근데 하면 자꾸 간섭을 하고

현장 사람들로서는 수용하기 어려운 너무 원론적인 것들을 자꾸 요구를 하

면 어렵지. 그래서 애정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도와주고, 그렇게 할 필요가

있고. (김신일)

평생교육 전문가들이 기술계 학원에 대하여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무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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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할을 해야 하는지 논의하기 위해서는, 평생교육 차원에서 직업능력개발

의 가치 지향을 묻는 앞선 질문에 대한 연구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2. 기술계 학원의 미래

직업능력개발 기관으로서 기술계 학원의 미래는 쉽게 예측할 수 없다.

평생직업능력개발 체제에서 직업능력개발 기관이 터한 환경이 빠르게 변화

하고 있기 때문이다. B 항공직업전문학교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다. 앞서

살펴보았다시피 직업전문학교는 기술계 학원과 교육내용이나 플랫폼 차원

의 속성은 사실상 크게 다르지 않은 민간 직업능력개발 기관이다. 그러나

정부의 정책적 관심이 줄어들면서 직업전문학교라는 형태적 장점이 감소하

고 있고, 고등교육 기관과의 차이도 점차 벌어지면서 평생직업능력개발 체

제는 이들에게도 여전히 도전적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기술계 학원과

같은 민간 직업능력개발 기관의 미래를 논의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질문

을 던질 수 있다.

첫 번째 물음은 현대의 산업구조와 새로운 직업능력개발 패러다임인 평

생직업능력개발 체제에서 기술계 학원의 역할이나 기능이 여전히 유효하는

지 여부이다. 과거 산업 시대에는 기술계 학원의 교육과정이나 내용이 산

업인력 양성에 적합했으나 현대 정보사회, 지식기반 사회에서는 불필요한

것일 수 있으며, 그렇다면 기술계 학원이 도태되는 것은 오히려 자연스러

운 현상일 지도 모른다. 학점은행제를 도입하고, 직업전문학교로 전환한 경

우도 교육과정이나 내용 자체가 정보나 지식기반의 특성을 반영하여 변화

한 것은 아니다. 기존에 실시하던 교육과정의 교육기간을 늘리고, 학위를

부여하는 등 전문성을 강화하고 고등교육의 기능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변

화가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술계 학원과 같은 교육과정을 제공하

는 직업능력개발 자체에 대한 비관론도 존재한다. 그러나 현대 사회에도

제조업에 대한 수요는 여전히 있으며, 첨단의 기술이나 학위가 필요치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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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직종도 분명히 존재한다.

산업이 어느 날 갑자기 AI(인공지능)로 가고 한다고 해서 다 바뀌지 않죠.

제조업이 존재하는 한 존재할 수밖에 없는 산업들을 뿌리산업이라고 얘기

하는데 거기 수요가 있어요. 도배를 하고 미장 공사를 하고 하는 사람들이

과정을 이수하면 하루 일당이 10만원이에요. 그런 사람 있어야죠. 여전히

수요는 있어요. 고졸자 중졸자도 여기서 공부해가지고, 코스 밟으면 돼요.

(이쪽 분야에서는) 꽃꽂이가 대졸 학력이 왜 필요해? 이런 식의 주장이 있

을 수 있는 거예요. 이 분야(기술계 학원)에 대고 ‘왜 첨단 산업으로 변화하

지 않으셨어요?’ 하고 묻는 것은 난센스죠. (정태화)

또한 평생직업능력개발 체제의 특성에 주목하면 기술계 학원의 특성이

오히려 장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 평생직업의 개념이 사라지고, 평생고용을

위해서는 계속적인 직업능력개발을 통하여 새로운 지식을 습득해야 하는

평생직업능력개발 체제에, 단기에 효율적으로 직업능력개발 과정을 제공하

는 기술계 학원의 교육 형태가 더 적합할 수 있다는 얘기다. 한 가지 사례

로,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면서 구직을 원하는 은퇴자나 고령자가 많아졌는

데, 이들은 대부분 많은 임금이나 높은 수준의 지식을 요하는 직업을 구하

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술계 학원의 단기 훈련 방식이 효과적일 수 있

다.

요즘은 퇴직을 빨리하잖아요. 사람들이 직장을 나와서 계속 관련 일을 하든

다른 걸 하든 배울 데가 있어야할 거 아니에요. (다른 교육 기관에는) 중 장

기 교육들이 있는데 우리(기술계 학원)는 단기이니까 짧게 하면서 핵심적인

교육을 해요. 3개월짜리 6개월짜리 1년짜리가 있는데 이걸 배워서 직업을

전환하는 거죠. (박기용)

여기에 산업이 점점 더 다양화하면서 새로운 업종이나 직업이 빠른 주

기로 생성되고 있으므로, 교육과정 운영이 유연한 기술계 학원의 장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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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려 빠르게 트렌드를 반영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최근 젊은 층에 인기

가 많은 헬스케어(healthcare) 관련 업종이나 음식, 미용 등 서비스 업종은

꾸준히 유망 업종으로 꼽힌다. 이러한 장점들을 나열하면 사실 기술계 학

원에는 위기가 닥칠 이유가 없어 보인다. 오히려 평생에 걸친 역량 개발이

필요한 현대 사회에서 직업능력개발의 틈새시장이 크게 열릴 수 있다는 낙

관이 가능하다.

하지만 현재 기술계 학원의 장점이 발휘되지 못하고 위기는 장기화되었

다. 위기의 주요 요인 중 하나는 직업능력개발 영역에서도 학위 등의 형태

로 인증이 가능한 전문성을 중시하는 현재 평생직업능력개발 체제의 특성

에서 찾을 수 있다. 학점은행을 도입해서 학위 부여의 기능을 보완한 기술

계 학원도 있지만 실제 고등교육 기관과는 제도, 인식의 측면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고 차이는 점점 더 벌어지고 있다. 상술한 것처럼 영국이 학위수

여 권한이 없던 폴리테크닉을 대학으로 일괄 전환했듯이 기술계 학원도 그

런 기회를 얻거나, 직업능력개발 영역에서 학력 및 인증과 관련한 사회적

인 인식 자체가 달라지지 않으면 미래가 없을 지도 모른다.

이러한 측면에서 국가직무능력표준(National Competency Standards, 이

하 NCS)은 기술계 학원의 새로운 돌파구로 꼽히기도 한다. NCS는 직업관

련 자격제도가 산업현장과 불일치하여 인적자원 개발에 비효율적이라는 문

제의식 하에, 산업현장에서 직무수행을 위하여 요구되는 지식 기술 소양

등을 국가가 능력별, 수준별로 체계화한 것이다.44) 즉, 현장의 직무와 직업

능력개발 및 자격제도를 일치하도록 개편하는 작업이다. 이렇게 직업능력

개발에도 표준화된 직무능력 수준이 존재하면 교육을 어디에서 받았는지는

중요하지 않게 된다. 기술계 학원이 NCS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면

학위를 부여하는 고등교육 기관과 보다 공정한 선상에서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다.

44) 국가직무능력표준 홈페이지.

http://www.ncs.go.kr/ncs/page.do?sk=P1A1_PG01_001에서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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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에서는 (학교급에 따른) 직무분장 시스템이 존재하지 않는데, 교육시스

템은 마치 학교 급에 따른 인력의 직무수준이 다른 것처럼 공급해서 양성

을 한다는 게 안 맞잖아요. 때에 따라서 고졸자가 더 뛰어난 직무를 수행할

수 있고, 마이스터 고등학교들이 대졸자보다 뛰어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증거, 이 레벨을 만드는 게 NCS예요. 학원이 대학교보다 우수하다고 주장

하고 싶다면, 대학교나 전문대가 (NCS) 4레벨정도 된다면 우리는 4레벨, 5

레벨을 고등학생 대상으로 가르치고 능력을 인정받으면 (학원이) 민간섹터

지만 공공섹터를 뛰어넘는 우월성이라든가 전문성을 인정받는 거죠. (정태

화)

그러나 대부분 소규모로 운영되는 기술계 학원에서는 NCS 도입에 회의

적이다. NCS 도입 기준을 맞추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NCS

도 폴리텍대학이나 전문대학 중심의 정책 아니냐는 비판이 기술계 학원 업

계에서 나오고 있다.

NCS 기준을 보니까 시설이나 투자 이런 부분이 감당이 안돼요. 저도 하려

고 준비했는데 한 종목을 NCS로 개발하려면 최하 5000만원이 들어요. 순수

하게 내가 (준비를) 다 했을 때 5000만원이고 보통 5000만원에서 1억이 들

어요. 건설에서 NCS 종목이 수십 개인데 그 중 하나 개발하는데 그래요.

근데 (도입을 해도) 또 모집을 해서 취업을 못키면 탈락이에요. 만약에 전국

에서 50%를 취업을 시켰는데 난 30%를 했다고 하면 탈락이죠. 규정이 엄

청 세다는 거예요. 누가 유리하겠어요. 국가에서 폴리텍 먹여 살리려고

(NCS) 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박기용)

실제로 정부는 전문대학을 고등직업교육 중심으로 집중 운영하기 위한

정책 방안을 마련하고 주요 세부과제로 NCS 도입을 제시하고 있다. 현 정

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전문대학 육성방안」은 ‘특성화 전문대학 육성사

업’에 선정된 대학들에게 5년 간 최대 50억씩 지원하는 조건을 걸고 기존

교육과정을 NCS 기반의 교육과정으로 개편하도록 하고 있다. 이 사업이

전문대학의 생존과 직결되기 때문에, 선정되지 않은 전문대학들도 사업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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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을 위하여 NCS 교육과정을 도입하고 있으며, 일부 4년제 대학에도 NCS

가 확대되어 고등교육을 변화시키는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다(고경임,

2015).

정부가 전문대학의 직업능력개발을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이유는 전문대

학에도 기술계 학원이 1990년대에 직면했던 것과 같은 위기의 전조가 나타

나고 있다는 점을 꼽을 수 있다. 산업 및 노동구조는 더욱 고도화되고 있

는데 2-3년제로 수업연한을 규제하고 있는 전문대학의 형태적 특성 상 전

문성을 강화하기에는 제도적 한계가 있으며, 보다 더 높은 학력을 원하는

수요자들의 요구 역시 전문대학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학령

인구 자체가 줄어든 상황에서 수요자들의 요구에 부합하지 않는 교육기관

은 존립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 이러한 변화의 선상에서 보면 전문대학과

같은 정규 교육 기관들도 경직된 제도의 제한을 받으며, 보다 높은 학력

및 학위에 대한 욕망을 가지고 갈수록 상향하는 수요자들의 요구 등에 위

기와 변화를 함께 겪고 있는 것이다. 다만 정부가 기술계 학원과 같이 민

간의 소규모 사설 교육기관은 크게 중요시하지 않았지만, 정규 교육기관에

닥친 위기에는 적극적으로 대안을 내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이다.

그렇다면 이미 감소하고 있는 국내의 한정된 수요를 뺏고 뺏기는 상황

에 집중하기보다 해외의 수요를 개척하는 데 눈을 돌리는 것은 어떠한가?

실제로 현재 전문대학이나 지방 4년제 대학 등은 외국 유학생 유치를 통하

여 입학생 감소를 메꾸고 있으며, 기술계 학원에서도 유학생 유치를 새로

운 미래 동력으로 보고 있다. 정부도 「서비스 경제 발전 전략」에서 기술

계 학원의 유학생 유치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 방안은 유학생의

불법체류 우려, 취업비자 발급 등의 문제로 2016년 하반기 현재 법무부에

서 난색을 표하고 있으며, 기술계 학원에서는 불법체류 우려는 업계의 공

동 출자를 통하여 기숙사를 운영하는 방식으로 해소하겠다는 등의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최근 박근혜 정부하고 이명박 정부에서 직업교육 쪽에 드라이브를 걸었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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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요. 그래서 노동부에서 (직업교육 기관에) 지원을 하는데 거기 (지원)에서

빠지는 분야들은 타격이 더 심해지는 거예요. 기술계 학원 같은 경우에는

돌파구를 어떻게 봤냐면 유학생을 받도록 해달라는 거예요. 말이 되는 게,

한류바람 타고 이게 가능하기도 하고 나쁘지가 않아요. 문제는 (유학생이)

들어와서 불법취업으로 빠지는 것에 대한 제어장치를 학원들 쪽에서는 하

겠다고 하는데 (그 부분은) 잘 모르겠어요. 작년인가 어쨌든 학원 쪽에서 요

구하는 건 유학생 받도록 해 달라. 수요자체가 줄면서 생기는 문제를 기술

계 학원에서는 해결할 방도가 없기 때문에…. (유한구)

상술한 것처럼 기술계 학원과 전문대학이 사실상 같은 이유에서 비롯한

위기를 겪고 있지만 이들이 처한 상황에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면, 바로 정

부의 정책적 관심 여부이다. 직업능력개발 영역에서 대학과 같은 정규 고

등교육 기관이 공공의 영역이라면 기술계 학원은 민간의 영역이다. 과거부

터 정부 정책은 공공의 영역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며, 위기 상황이 생기

면 정부가 적극적으로 정책이나 자금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대응해 왔다.

앞서 「전문대학 육성방안」이 그러한 예이다. 그러나 민간영역은 정부의

정책적 관심 밖에 있다. 물론 질문이 제기될 수 있다. 민간이 수익을 창출

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기관을 정부가 도와줄 필요가 있는가? 하지만 부실

사기업을 예로 들면 정부는 이들 기업에 공적자금을 투입하곤 하는데, 기

업이 무너졌을 때 사회적으로 해당 산업과 경제 전체에 미칠 충격을 우려

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직업능력개발 영역의 민간 기관에는 정부가 개입

할 여지가 전혀 없는 것일까? 직업능력개발의 영역에서 민간 기관을 어떻

게 다룰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학력부여 기능이 없는 민간 섹터에도 사회적 기능이 있어요. 때에 따라서는

공공 섹터보다 잘 할 수도 있고 잘 못할 수도 있어요. 이 둘을 검증하려면

저는 국고지원 일부를 떼 내서, 정부 교육기관에 주는 것을 사람들(민간)에

줘서 경쟁을 하게 하든, 아니면 동일하게 민간과 공공이 경쟁을 하는 체제

가 되는 게 정답이다 이렇게 봐요. (정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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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교육부가 주관하는 직업능력개발 로드맵에는 정규 교육기관에 초

점이 맞추어져 있다. 중등단계의 전문계 특성화 고등학교와 대학에서의 직

업능력개발 이외에, 단기 교육이나 민간의 직업능력개발에 대해서는 사실

상 정책이 없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직업능력개발 관련 부처가 교육부와

노동부로 이분화 되어 있고 정책 공조가 이루어지지 않는 지금의 현실에는

현재의 구도가 깨지기 힘들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제는 (기술계 학원이) 전체적인 직업교육훈련(정책)에 들어가느냐, 안 들어

가느냐 거든요. 들어가면 교육부에서 (기술계 학원 정책에) 드라이브를 걸

수가 있는 거고. 정책적으로 범부처 차원에서 이 부분을 장기 직업교육훈련

에 반영한다, 수요와 공급에 따라가지고 시설지원금이나 그런 (정책적인) 그

림이 그려지는데. 지금은 교육부가 갖고 있는 그 그림 속에서는 (기술계 학

원이) 빠져 있다는 거죠. (유한구)

직업능력개발 영역에서 교육 기관들의 역할이 중첩되는 바운더리 블러

링 현상은 앞으로도 가속화할 것이다. 이들의 역할이나 기능, 교육 대상인

수요자들에도 차이가 거의 없어지고 있다. 결국 민간과 공공으로 구분되어

왔던 기존의 경계 자체가 의미 없어지는 수순을 밟고 있다. 또한, 평생직업

능력개발 체제에서 직업을 갖고자 하는 사람들이라면 학령기부터 노년기까

지 평생에 걸쳐 역량 개발에 매달려야 할 정도로 직업능력개발의 중요성은

강화되고 있다. 민간과 공공을 넘어 직업능력개발 자체의 공공성에 주목해

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민간의 영역이라 하더라도 전 국민을 대상으

로 직업능력개발을 실시한다는 사회적 기능이 분명히 있고, 교육의 공공성

이라는 가치가 중시되어야만 하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기관들끼리의 갈등만 격화되고 있다. 기술계 학원들은

전문대학이 그들의 영역을 침범했다고 비판하고, 전문대학들은 4년제 대학

을 향해 같은 비판을 하고 있다. 예를 들어 주로 전문대학이 운영해온 장

례학과를 4년제 대학에서도 도입한 경우가 있는데, 전문대학들은 그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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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에 4년제 대학이 침투했다고 여긴다. 교육 기관들이 실상 학생을 모집

할 수 있다면 뭐든지 도입하는 상황이 되면서 수요가 있는 직업능력개발

영역이 각축장이 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이 가속화하면 실제 직업

능력개발 현장에서는 공공성 없는 수익성만이 강조될 것이다. 따라서 직업

능력개발 영역에서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부 개입의 필요성에 대해 논

의할 필요가 있다. 직업능력개발 기관들이 서로 공정한 경쟁을 하면서 사

회적인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공공성에서 찾는 것이다. 직업

능력개발의 공공성에 주목했을 때, 정부가 공공과 민간을 불문하고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직업교육 기관들이) 죽고 살고는 각자도생이라고 하면 되겠나? 공공성을

확보해야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탄약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 말이야. 정부가 재정을 가지고 ‘너는 이거 해라, 그래 너는 그거해서 먹

고 살기 어렵지. 그럼 내가 도와줄게. 대신 저건 건드리지 마라.’ 그렇게 해

서 조절하면, 국가의 입장에서는 국립이나 공립은 어차피 국가가 세워서 하

는 거니까 재정을 넣기도 쉽고 국민들의 반발이 적겠지. 근데 사립은 정부

의 입장에서는 필요해서 한다 할지라도 일반 국민들의 동의를 얻기는 참

어려워. 그래서 모든 분야가 마찬가지지만, 직업교육처럼 재정 소요가 많은,

직업이야말로 국가 전체를 위한 거잖아. 개인의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개인 거냐? 국가를 위해서 쓰는 거지. 직업교육이야 말로 공교육으로 해도

되는 거야. (김신일)

기술계 학원이 맞은 위기는 한 기관에 닥친 위기라기보다 사회 구조적

변화 속에서 직업능력개발 기관들이 새롭게 재편되는 과정의 선상에 있다

고 보는 것이 더 적절할 것이다. 전문대학이나 4년제 대학들도 분명히 과

거와는 다른 상황에 놓여 있다. 점차 교육 기관의 수익구조가 악화되기 때

문에 수요가 있는 직업능력개발에서 경쟁이 심화되고, 전문대학 이하의 직

업능력개발 기관들에는 도미노처럼 위기가 번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규모나 여력이 있는 기술계 학원들은 다양한 제도를 활용하여 변화하여 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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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영세한 기술계 학원들은 정부의 정책이나 지원 외에 별다른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직업능력개발 기관들이 공공성보

다 수익성만을 좆는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다. 그간 직업능력개발 정책이

노동부와 교육부로 이원화되어 장기적인 큰 그림 없이 진행되어 왔다면,

통합적인 관점에서 직업능력개발의 공공성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공공과 민간을 분리하고, 기술계 학원과 같은 민간의 영역은 직업능력개발

의 그림에서 빠진 기형적인 육성책이 계속된다면 기술계 학원의 미래는 존

재하기 힘들 것이며, 직업능력개발의 건강한 미래도 담보하기 힘들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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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논의 및 결론

해방 이후부터 민간의 직업능력개발 기관으로 자격증 과정을 운영하며

산업 인력을 양성해오던 기술계 학원은 평생직업능력개발 체제에서 위기를

맞았다. 기술계 학원이 직면한 위기의 요인은 산업 및 사회구조의 변화로

부터 시작된 평생직업능력개발 체제 자체의 속성에서 기인한 것이었다. 위

기를 극복하기 위한 A 항공학원의 변화 과정은 평생직업능력개발 체제의

특성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진행됐다. 이를 위하여 직업능력개발이나 평생

학습 영역의 여러 제도 및 특성을 결합하는 방식의 단계적인 형태변환이

이루어졌다. A 항공학원의 변화는 현재 진행형으로, 직업능력개발 영역뿐

만 아니라 교육 생태계의 확장이라는 의미를 가지는 과정이었다.

1. 논의

1) 학원에서 ‘학교’로 : 기술계 학원의 융합적 형태변환

A 항공학원은 B 항공직업전문학교로 변화하였다. 이는 학원에서 ‘학교’

로 명칭이 바뀌고, 소관부서가 교육부에서 노동부로 변화한 것 이상의 의

미를 가지고 있다. A 항공학원의 변화는 고등교육의 특성과 형태를 획득해

나가는 방향으로 진행되었다.

과거 A 항공학원은 항공분야의 자격증 취득을 목표로 하는 기술계 학

원이었다. 항공 관련 직업영역 진입을 위하여 필요한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단기 과정을 운영하였고, 고등학교 졸업 후 바로 취업을 택하는 이들

이 많았기 때문에 학원을 찾는 수요는 많았다. 당시에는 학원에서 딴 자격

증으로도 평생 종사할 수 있는 직장을 얻기 용이했다. 그러나 1990년대 이

후 사회가 변화하기 시작했다. 지식기반 경제 사회는 고숙련, 고역량을 갖

춘 직업인력을 요구하였다. 신자유주의의 물결로 평생직장의 개념은 점차



- 119 -

사라졌으며, 고용 상태를 유지하려면 끊임없이 직업역량을 높여야 했다. 그

사이 대학 진학률은 급격하게 높아져 2000년 중·후반에는 80%에 육박해,

고등교육이 완전히 보편화 단계에 안착했다. 이러한 맥락에서 평생에 걸쳐

필요한 직업능력 수준을 유지 강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평생직업능력개발 체제가 등장했고, 이러한 특성과 배치되는 기술계 학원

을 찾는 수요가 급격히 줄기 시작하였다. 기술계 학원은 정부에 입시 학원

과 같은 선상에서 기술계 학원을 규제하는 「학원법」 탈피, ‘학교’ 등 교

육 기관의 명칭 사용, 수강료 자율화, 그 외 여러 규제의 폐지 등을 요구하

였다. 하지만 이 같은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간의 사설 학원인 기

술계 학원은 정부의 정책적 지원 대상이 되지 못했고, 기술계 학원은 스스

로 변화하여야만 했다.

A 항공학원은 기술계 학원 중에서도 적극적으로 변화를 시도한 곳이다.

1990년에 설립되어 상당히 의욕적으로 운영되었으나 1990년대 중반부터 수

강생 모집에 어려움을 겪게 되었고, 이는 IMF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심화

되었다. 반면 같은 기간에 경쟁 기관인 직업전문학교, 전문대학은 직업능력

개발 분야에서 급성장하였다. 사회가 요구하는 역량 수준이 높아지면서 수

요자들은 직업능력개발 분야에서도 전문성과 이를 증명할 수 있는 고등교

육 기관의 학위를 원하게 되었던 것이다. 기술계 학원인 A 항공학원이 경

쟁력을 갖추려면 사회나 수요자들이 직업능력개발 기관에 요구하는 요건을

충족해야 했다. 따라서 A 항공학원은 여러 가지 제도를 활용하여 단계적으

로 형태를 변환하여 나간다. 우선 1998년 학점은행제를 도입하여 전문학사

이상의 학력 부여 기능을 갖춘다. 2001년에는 교육부 소관인 기술계 학원

에서 노동부의 직업전문학교로 전환한다. 이로써 A 항공학원에서 B 항공

직업전문학교로 명칭이 바뀌게 된다. 직업전문학교로 전환한 까닭은 학원

이라는 형태의 한계를 벗어나고자 한 것에 근본적인 이유가 있었다. A 항

공학원이 학점은행제를 이미 시행하고 있었지만 학원에서 학위를 부여한다

는 것, 그리고 학원이 수개월의 단기가 아닌 2-3년의 장기 교육과정을 운

영한다는 것에 대한 학습자 인식이나 수용도가 낮았다. 그러나 직업전문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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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로 전환함으로써 학교라는 명칭을 획득하고 나니 비로소 학습자들이 정

규 학교가 아닌 곳에서 장기의 학위과정을 듣는 것을 수용하게 되었다. 이

외에도 직업전문학교로가 되면 노동부 관련 사업에 참여하는 데 용이한 것

도 장점이었다.

직업전문학교로 전환한 직후 A 항공학원은 원격 평생교육시설(현 H 원

격평생교육원)과 지식 인력개발사업 관련 평생교육시설(현 I 평생교육원)을

함께 설립한다. 학점은행제는 기관 당 학점 이수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하

나의 기관에서는 학위를 받을 수 있는 학점을 충족할 수가 없다. 따라서

학점은행제 기관으로 인가를 받은 평생교육원을 함께 운영하면 이러한 약

점을 보완할 수 있다. 예를 들어 B 항공직업전문학교에 입학한 수강생은

일원화된 학사관리를 통하여 같은 재단 안에 있는 I 평생교육원에서 학점

은행제 수업을 함께 받게 된다. 따라서 교육과정뿐만 아니라 공간적인 측

면에서도 통합성 있는 커리큘럼을 운영할 수 있게 되어 수강생이 과정을

마치고 졸업할 때는 학사/전문학사 학위를 받을 수 있게 된다.

B 항공직업전문학교는 A 항공학원이던 시절, 평생직업능력개발 체제에

서 그들의 경쟁력을 약화시켰던 약점을 여러 가지 제도 등을 동원하여 극

복하였다. 교육과정 면에서는 학점은행제라는 평생학습의 제도를 도입하여

과거 단기 자격증 취득 위주의 프로그램을 학위과정과 자격과정을 연계하

는 프로그램으로 전환하였다. 형태적으로는 학원을 벗어나서 학교가 되었

기 때문에 수강생 인식의 측면에서 고등교육 기관과 유사한 형태를 확보하

였다. 여기에 단독 학점은행제 기관이 가지는 한계점을 평생교육원을 함께

운영하는 방식으로 극복하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학위를 부여하는 고등교

육 기관으로서의 완결성을 갖추게 되었다.

A 항공학원이 최종적으로 획득한 형태는 어떤 단일한 제도로써 만들어

낸 것이 아니다. 학점은행제라는 평생교육의 제도와 평생교육시설을 활용

하여 고등교육의 학위 부여 기능을 확보했고, 직업전문학교로 전환하여 학

위 부여 기능에 걸맞은 학교라는 형태를 입혔다. 사실상 직업전문학교의

학교라는 이름은 정규 학교와는 달리 학력 부여의 기능이 없는 단순한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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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세부항목 변화 전 변화 후
변화의 맥락

및 특징

형태

명칭 A 항공학원
B 항공직업

전문학교
- 학원 형태 및

제약 탈피

- 학교 명칭 획득

운영주체 민간 민간

시설형태 기술계 학원 직업전문학교

관할

관할부처 교육부 노동부 -「학원법」탈피

- 노동부 시설

기준 적용관계법령 「학원법」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내용

프로그램

비학위 자격과정45)

↓

학위이수+자격과정

학위이수+자격과정

- 학위과정 연계

- 대졸자,

대학중퇴자 등

성인으로 대상

확대
학습대상

대학 비진학

고졸자

성인으로 대상

확장

고등

학력

부여

가능여부

불가

↓

조건부 가능46)

가능47)
- 학점은행제

활용을 통한

학력부여

- 평생교육원

설립으로 기관

당 이수 학점

제한 보완

관련제도 학점은행제 학점은행제

보완시설 -
동일 재단 내

평생교육원 설립

학습자

인식
학원 학교

칭일 뿐이지만 학점은행제와 결합하면 수요자 인식의 측면에서 실제 고등

교육기관과 유사하게 느껴지는 상승효과를 내는 것이다. A 항공학원의 이

러한 변화를 구체적으로 도식화하면 아래 <표 16>과 같다.

<표 16> A 항공학원의 변화 도식

45) A 항공학원이 학점은행제를 도입(1998년)하기 전에는 비학위 자격과정만이 운



- 122 -

이는 기술계 학원이 평생직업능력개발 체제에 적응하기 위하여 어떠한

방식으로 형태를 변환하였는지를 묻는 연구문제에 대한 직접적 답이 된다.

기술계 학원은 평생직업능력개발 체제의 특성을 파악하고 이 체제에서 생

존할 수 있는 요소들을 가지고 있는 여러 형태를 융합하는 방식으로 적응

해 나갔다.

기술계 학원이 ‘학교’가 되었다는 것은 이러한 의미에서 단순히 명칭의

전환이 아니며, 기존의 제도들을 활용하여 평생직업능력개발 체제의 특성

을 이식하는 융합적인 형태변환이라고 할 수 있다.

2) 비형식교육의 전문화 제도화 체계화 : 교육 생태계의 확장

비형식 비학위과정이 고등교육 학위와 연계되는 장면은 우리나라에서

드러나는 독특한 현상이다. 대학과 대학을 둘러싼 체제 및 인식이 매우 공

고하여 대학 자체의 변형이 억제되어 있기 때문에 대학 바깥에 있는 고등

교육 수요를 흡수하는 다른 형태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대학부설 평생교육

원이나 직업능력개발 기관 등에서 운영하는 비학위 프로그램이 학점은행제

를 통해 고등교육 학위와 연계되는 등의 장면이 그 예이다. 학력과 자격이,

또는 고등교육에서의 형식교육과 비형식교육 간의 학습결과가 호환 및 전

이되는 형태로 나타나면서 대학 중심의 고등교육을 넘어서는 것이다(한숭

희 이은정, 2016).

A 항공학원의 변화 형태도 이와 같은 현상 중 하나로 볼 수 있다. A

항공학원이라는 비형식 비학위 자격과정 운영 기관이 고등교육에 대한 수

영되었으나 학점은행제 도입 이후에는 학위과정과 자격과정을 연계하는 프로그

램을 제공하였다.

46) 학점은행 기관 당 취득학점이 제한되므로, 타 학점은행 기관에서 일부 학점을

추가 취득해야 학위를 받을 수 있다.

47) 한 재단 안에서 여러 학점은행 기관을 운영하여 통합적인 학사관리 체계를 가

지고 학점을 취득할 수 있다. 다만, 학위는 교육부 장관 명의로 수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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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를 유인하기 위하여, 학점은행제라는 대안적 학위취득 과정과 연계하여

고등교육의 학위를 부여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A 항공학원의 변화 양상은 단지, 자격과정과 학력을 연계하는

것 이상의 단계로 확장된다. 기존에 가지고 있던 학원이라는 형태를 기술

계 학원과 거의 유사한 기능을 하는 직업전문학교로 전환하는 방법을 활용

하여 아예 학교로 전환하고, 한 기관에서 받을 수 있는 학점을 제한해 놓

은 학점은행제의 장치를 직접 평생교육원을 설립하여 함께 운영하는 방법

으로 극복했다.

A 항공학원은 이렇게 여러 제도와 형태를 융합하는 방법을 통하여 민

간의 사설 학원에 불과하였던 기술계 학원이라는 한계를 넘어서고자 한다.

비형식교육이었던 학원 교육을 학위과정과 연계해 제도화하고, 교육과정과

절차를 체계화하였으며 2년제의 장기 교육과정을 정착시켜 전문화시켰다.

이 변화는 고등교육과 직업능력개발 기관의 비형식교육 사이에 존재하는

틈을 메꾸어 나가는 과정이었다.

따라서 A 항공학원의 위와 같은 형태변환은 고등평생학습 복합체라는

개념의 틀에서 논의할 수 있다. 고등평생학습이란 고등교육과 평생학습이

결합된 개념이며, 계속교육으로서 모든 종류의 형식교육, 비형식교육, 무형

식학습(경험학습 등)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고등평생학습 복합체는 기존의

고등교육을 넘어서 평생교육의 형질을 가지고 체제확장적 자기진화를 해나

간다(한숭희 이은정, 2016:24). 따라서 학점은행제도 비형식 자격과정과 고

등교육 학위가 연계되는 중층적이고 복합적인 고등평생학습 복합체라고 개

념화된다.

A 항공학원과 같은 기술계 학원은 평생직업능력개발 체제에서 고등평

생학습 복합체로 진화했다. 그러나 학점은행제처럼 이미 대안적 목적을 가

지고 만들어진 하나의 제도만을 활용하여 이루어낸 형태가 아니라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민간의 사설 직업학원이라는 한 주체가 직업

능력개발 영역과 평생교육, 고등교육에 이미 존재하는 형태나 제도 등을

융합하여 자생적으로 변화한 형태라는 점에서 그 독특성을 갖는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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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항공학원이 변화한 형태는 정책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직업능력

개발 기관이 주체적으로 생성한 형태이며, 자생적으로 형성된 고등평생학

습 복합체라는 의미를 갖는다.

평생직업능력개발 체제에 적응하는 형태로 변화한 B 항공직업전문학교

의 수요자들도 과거와는 달라졌다. 과거의 학습대상은 주로 고등학교를 막

마친 이들에게 한정되어 있었다. 그러나 현재 B 항공직업전문학교에는 고

등학교를 바로 졸업한 이들뿐 아니라 일반 대학을 다니다가, 혹은 졸업 후

에 들어온 성인들까지 확대되어 성인들의 계속교육 기관으로 기능하고 있

다. 입직이나 이직이 용이하도록 자격과정과 학위과정을 연계한 전문적인

교육과정을 제공하고, 학교라는 형태와 학위부여의 기능을 갖추어 성인 학

습자들에게 매력이 높아진 것이다. A 항공학원의 변화는 결과적으로 성인

학습자들의 학습권을 넓히는 방향으로 전개된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기

술계 학원의 변화 과정은 교육 생태계의 확장적 형태로 볼 수 있다.

3) 평생학습과 직업능력개발, 직업능력개발 기관

직업은 곧 노동의 문제이며 노동은 삶과 직결된다. 삶의 문제란 것은

비단 먹고 사는 물리적 생존에 국한되지 않는다. 얼마나 인간답게 사는가,

이것이 곧 삶의 문제이고 이런 차원에서 직업은 인간다운 삶과 직접적인

연관을 갖는다.

과거의 직업교육, 직업훈련은 기술이나 기능의 훈련에 초점을 맞춰 왔

다. 직업능력개발 영역에서 널리 사용되어 오던 직업교육이라는 용어도 사

실상 주로 중등교육에서 실시하는 학교교육 중심의 직업훈련을 의미하는

것이었고, 학교 밖에서는 직업훈련이라는 용어가 사용됐다. 직업교육과 직

업훈련은 각각 교육부와 노동부라는 소관 부처를 구분하여 나누어진 명칭

이기도 하다. 현재는 직업교육, 직업훈련이 혼용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역

량개발의 측면을 강조하여 직업능력개발이라는 용어도 많이 쓰이고 있다.

그리고 여기에 ‘평생’이라는 단어를 덧붙인 용어가 평생직업능력개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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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직업능력개발은 평생학습의 개념을 기반으로 기존의 직업능력개발 체

제가 입직을 준비하는 생애의 특정시점에 초점을 맞추던 것과 대비하여 전

생애로 확장되었다는 점을 부각한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신자유주의로 인한 노동유연화로 평생직장의 개념

이 사라지고, 생존을 위해서는 끊임없이 직업능력을 개발해야 하는 시대적

배경이 존재한다. 따라서 평생직업능력개발이라는 개념에 포함되어 있는

평생학습은 사실상 평생의 직업 유지를 위한 계속적인 직업능력개발이라는

실용성이나 경제성을 부각하는 의미인 것이다. 하지만, 삶의 문제라는 차원

에서 볼 때, 직업은 곧 삶과 직결되는 문제이며 경제적 차원을 넘어서는

의미를 가진다. 직업의 경제적인 측면이 인간의 삶에서 중요해질수록 삶과,

삶의 질 문제는 더욱 더 부각된다. 따라서 전 생애에 걸친 인간의 삶과 경

험의 성장을 고민하는 평생학습의 역할은 직업능력개발의 영역에서 더욱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하지만 지금까지 직업능력개발에서 평생학습의 개

념은 도구적이거나 부차적인 역할에 머물러 왔으며, 학계에서도 직업능력

개발에 대하여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거나 주체적인 역할을 하고자 하는 움

직임이 적었던 것이 사실이다. 평생학습이 직업능력개발에서 어떠한 역할

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를 진행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 같은 논의점은 기술계 학원의 변화 형태를 좇는 본 연구에서도 드러

나고 있다. 기술계 학원 업계에서는 1990년대 초반부터 학원이라는 형태에

서 벗어나 평생교육시설로의 전환을 요구해왔다. 당시 기술계 학원의 이

같은 입장에 대하여, 평생교육 학계에서도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있다는 사

실이 연구에서 확인되었다. 이를 찬성한 주 이유는 직업능력개발 영역에서

의 기술계 학원의 역할을 인정하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그로부터 20년이

지난 지금까지 기술계 학원의 평생교육시설로의 전환은 이루어지지 않았으

며 여전히 여러 장애가 상존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그간 평생교육계에서 직업능력개발 분야에 대하여 가지

고 있던 시각이나 무관심이 반영된 것이었다. 2007년 「평생교육법」 개정

시, 기술계 학원은 평생직업교육학원이라는 개칭된 이름으로 「평생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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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적용을 받게 되었다. 그럼에도 기술계 학원이 아직 평생교육시설로

전환되지 못했다는 것은, 「평생교육법」에 평생직업교육학원에 대한 개념

정의만 해두었을 뿐, 실질적인 법적 요건은 만들어 놓고 있지 않다는데서

기인한다. 반면, 학원을 규제하는 「학원법」의 체제는 매우 정교하고 공고

하게 만들어져 있다. 따라서 기술계 학원을 실제적으로도 평생교육시설로

운용케 할 기준이 없는 것이다. 이 같은 상황을 만든 것은 2007년 「평생

교육법」 개정 시 다른 이슈에 밀려서 평생직업교육학원의 문제가 정책 후

순위가 되었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10년이 지나도록 이를 보완하는 개정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 이유로 직업능력개발이 교육부와 노동부로 이분화

되어 있고, 교육부에서는 학교교육에서 실시하는 직업교육 이외의 영역에

는 초점을 두지 않고 있는 등의 정책적 한계가 지목되기도 한다. 그러나

행정기구 차원의 문제를 넘어서 평생교육계 자체에서도 직업능력개발 분야

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여 추진 동력이 없었다는 점이 주요 원인이 되었다.

평생교육계가 직업능력개발의 분야에 관심을 갖는다는 것은 기술계 학

원과 같은 직업능력개발 기관이 실시하는 교육과정을 평생학습의 범주에서

다루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기술이나 경제적 실용성의 차원에 집중

하여 진행되어 온 그간의 직업능력개발에 평생교육이 고민해온 인간과 삶

의 차원을 불어넣는 작업이 될 것이다.

2. 결론

이 연구는 민간 직업학원인 기술계 학원이 평생직업능력개발 체제라는

달라진 직업능력개발 맥락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형태를 전환하였는지 고찰

하였다. 이를 위하여 대표적인 사례에 대한 연구를 실시했으며, 이 과정에

직 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학계 및 전문가와 업계 종사자에 대한 인터뷰

를 함께 진행하였다.

이 연구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첫째, 평생직



- 127 -

업능력개발 체제는 경제사회적 패러다임의 변화로부터 촉발된 새로운 직업

능력개발 패러다임이다. 지식과 정보를 기반으로 한 지식기반 경제가 확산

되면서 고숙련, 고역량의 인력이 필요해졌고, 신자유주의의 등장으로 노동

의 유연성이 급격하게 높아지면서 직업을 가지고 고용상태를 유지하기 위

해서는 평생에 걸친 직업능력개발이 필요하게 되었다. 교육면에서는 고등

교육이 보편화되어 고학력이 직업능력을 인증하는 주요 요소로 작용하게

되었다. 평생직업능력개발 체제는 이러한 경제사회의 변화를 반영하여 평

생에 걸쳐 이루어지는 직업능력개발이라는 특성을 갖는다. 평생직업능력개

발 체제에서 직업능력개발 수요자들의 요구는 과거와 달라질 수밖에 없었

으며, 기존의 직업능력개발 기관도 변화해야만 하였다.

둘째, 평생직업능력개발 체제에서 기술계 학원은 스스로 변화해야만 했

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기술계 학원은 해방 이후부터 수십 년 간 자격

위주의 단기 교육과정을 운영해왔다. 자격만 가지고도 평생직장을 가질 수

있었기 때문에 기술계 학원은 수요자가 접근하기 쉽고 효과적인 직업능력

개발 기관이었다. 하지만 평생직업능력개발 체제에서 기술계 학원의 매력

은 크게 감소하여 수요 급감으로 위기를 맞게 되었다. 다른 직업능력개발

기관들은 정부의 정책적, 제도적 지원을 받으면서 경쟁력을 갖추어 나갔지

만, 민간 직업학원인 기술계 학원은 배제되었으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는 스스로 대안을 찾아야 했다.

셋째, 기술계 학원의 변화 형태는 고등평생학습의 자생적인 복합체로서

의 특징을 가진다. 기술계 학원은 평생직업능력개발 체제에 적응할 수 있

는 특성을 획득하기 위하여 단계적인 형태변환의 과정을 거쳤다. 학력이

부여되지 않는 학원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평생학습 제도인 학점은행

제를 도입하였다. 또 학교라는 명칭을 획득하기 위하여 노동부 소관의 직

업전문학교로 전환하였다. 한 기관에서 학위 부여를 위한 이수 학점을 제

한하고 있는 학점은행제를 보완하기 위해 평생교육원을 설립했다. 직업전

문학교와 평생교육원을 함께 운영하는 구조를 갖추었기 때문에, 학습자들

은 직업전문학교에 입학하면 2년 이상의 교육을 받고 전문학사 학사 학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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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취득할 수 있으며 직업과 직접적인 연계가 되는 자격까지 갖출 수 있다

고 인식하게 된다. 이는 기존의 평생학습과 직업능력개발 관련 제도를 활

용한 자생적인 변화였다. 이와 같은 최종적인 변화 형태는 고등교육의 형

태와 평생학습의 제도를 결합한 고등평생학습의 자생적 복합체로 부를 수

있다.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의의를 가진다. 첫째, 연구가 거의 진행되지 않

았던 민간의 직업능력개발 분야인 기술계 학원이 평생직업능력개발 체제에

적응하기 위하여 어떤 변화의 과정을 거쳤고 변화의 결과가 무엇이었는지

드러냈다. 민간의 직업능력개발 영역은 정부나 학계의 관심에서 소외되었

던 분야였다. 하지만 기술계 학원의 변화를 연구하는 과정에서, 이들이 평

생직업능력개발 체제의 특성을 파악하고 여러 제도를 활용하여 이를 갖추

어 나가는 방향으로 형태를 바꾸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이는 역으로 오

늘날 직업능력개발이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확인하는 작업이

되기도 하였다.

둘째, 기술계 학원의 형태변환이 교육학적으로 갖는 의미에 대하여 밝

히고자 했다는 의미가 있다. 비형식 비학위 자격과정을 운영해온 기술계

학원이 기존의 고등교육 및 평생학습 관련 제도나 시설을 활용하여 고등평

생학습 복합체로서의 성격을 가지게 되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정부나 공

식적인 기관이 주도한 변화가 아니라 자생적이라는 특징도 함께 가지고 있

다. 이는 기술계 학원이라는 하나의 직업능력개발 기관이 가지는 단순한

변화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고등교육의 확장이라는 의의를 가지며, 나아가

교육 생태계가 그만큼 넓어진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셋째, 직업능력개발이 평생학습으로서 어떠한 특성을 갖는지를 드러내

고, 향후의 연구에 논의점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가진다. 그동안 평

생학습과 직업능력개발은 별도의 영역에서 다루어 왔다. 그러나 본 연구는

평생직업능력개발 체제에서 직업능력개발의 평생학습적 형질을 드러내는

과정이 되었으며, 경제적인 측면만 강조해 온 그간의 직업능력개발을, 삶과

인간의 문제와 직결된 노동이라는 측면에서 바라볼 필요성을 다시 한번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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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했다. 이 같은 관점 변화는 직업능력개발의 교육과정과 내용의 변화부터

직업능력개발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의 변화에까지 이르는 향후의 방향을

제시하는 디딤돌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 연구는 몇 가지 한계와 제한점을 가진다. 연구방법으로 선택한 사례

는 대표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연구를 진행하였으나, 같은 분류에 있

는 기술계 학원이라도 규모나 자본에 따라 차이가 있기 때문에 현상에 대

한 분석이나 미래에 대한 견해에 차이가 존재할 수 있다. 향후 심화된 연

구에서 기술계 학원의 유형을 분류하여 다중 사례조사를 실시하면 더욱 세

분화된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기술계 학원의 변화는 지금

도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추가적인 연구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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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Transformative Adaptation

from “Hag-won” to “School”

- A Case Study on a Technical Institute

within the System of Lifelong Vocational

Competency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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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Graduate Sch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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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aims to clarify the transformation of technical institutes

(Gisulgye Hag-won) in adapting to a new paradigm in vocational

development, the lifelong vocational competency development system.

The technical institute is a private vocational competency

development institute that has cultivated industrial manpower in the

field of practical knowledge for decades. However, since the 1990s, the

paradigm of vocational competency development system has been

transformed into a lifelong vocational competency development system

by a series of changes in the industrial and labor structure triggered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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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nges in the economic and social paradigm. This included the

emergence of a knowledge-based economy. As a result, the context of

vocational competency development around technical institutes changed

drastically. The lifelong vocational competency development system

reflects the shifting economic and social characteristics. This also

enables people to maintain and strengthen the level of vocational ability

required for a lifetime based on the concept of lifelong learning. The

system also has the characteristic of cultivating high-skilled human

resource. Therefore, the technical institute, which mainly conducted

short-term education for high school graduates for the purpose of

acquiring technical qualification certificate, has gradually become

neglected. In this process, many technical institutes closed down.

On the other hand, some technical institutes adapted to the

characteristics of lifelong vocational competency development system.

They actively endeavored to change their form to meet the demands of

potential learners. This process took place amongst combined system of

vocational competency development, higher education, and lifelong

learning. However, studies dealing with technical institutes have been

scarce, partly due to the fact that the institutes have been excluded

from mainstream institutes and policies. In particular, it was difficult to

find studies that paid attention to the change of the technical institute

within the lifelong vocational competency development system.

The main research question of this study is "How did the technical

institute transform its form within the lifelong vocational competency

development system?" In order to explore the transformed form and the

transformation process of the technical institute, a case study was

conducted with regard to the B professional vocation school for aviation

studies. (formerly A institute for aviation studies) in Seo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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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institute is a private technical institute for aviation studies,

founded in 1990. It has run short-term certificate programs for the

acquisition of aviation-related jobs. Many learners came to the institute

for the purpose of getting a job immediately after graduating from high

school. It steadily held quite a high ground among learners because it

enabled people to get a job for a lifetime only by obtaining one

certificate. However, since the mid-1990s, the demand has changed and

competitors have emerged. It became extremely difficult to recruit

students. Since the lifelong vocational competency development system

urged workers to be equipped with high-level knowledge, the

attractiveness of technical institutes that run short-term programs for

the purpose of obtaining qualifications declined. In addition, as tertiary

education became popular, the demand for jobs after graduation from

high school reduced. Furthermore, the desire to certify vocational

abilities as a degree increased while the preference for technical

institutes lowered. On the contrary, higher education institutions and

vocational schools supported by the government became increasingly

competitive.

A institute gradually changed its form so as to overcome the crisis.

By adopting the credit banking system, it started to provide the

acquisition of a degree in higher education. Also, it operated long-term

education courses with durations of 2-3 years. Next, it changed its

format into a professional vocation school from the previous format of a

technical institute. This led to the emergence of the B professional

vocation school for aviation studies. This meant that the institution

acquired the official name of a “school”. As a final step, a lifelong

education center was established and operated together with the

professional vocation school. The achievement of an integrated academ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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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agement system was possible through supplementing the

restrictions of the credit banking system, which limited the number of

credits per institution.

Through such a process, A institute overcame its limitations that it

had in the lifelong vocational competency development system as a

technical institute. In terms of curriculum, it introduced a system of

lifelong learning such as the credit banking system, and converted the

short-term certification programs into programs linking degree and

qualification. Moreover, the official name of the institution transformed

from “institute” to “school”. It reflected the changes in the social

cognition, putting it in similar grounds with higher education

institutions. Operating together with the lifelong education center, it

completed its transformation as a higher education institution granting

degrees.

In sum, the transformation of A institute was made in a way that

adapted to the characteristics of the lifelong vocational competency

development system. By adopting a system of lifelong learning, it

became a form of a school by transforming into a vocational school

with a degree-granting function of higher education. It completed this

transformation by utilizing lifelong educational institutions. This was a

change which responded to the needs of learners who wanted to be

certify vocational competence as a degree in higher education and to

have professional education. Therefore, the fact that the technical

institute became a school was not merely a change of a name but a

fusion- transformation that transplanted the characteristics of lifelong

vocational competency development system through the utilization of

previously existing systems.

This change also implies that the educational ecosystem has be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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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anded by institutionalization, systematization, and specialization of

non-formal and non-degree courses. The institutionalization of the

institute program was linked with the degree program, the curriculum

and the procedure were systematized, and the establishment of

long-term curriculums led to specialization. It acquired the trait of

lifelong learning by integrating various institutions along with changing

its forms, and also by filling gaps between higher education and

non-formal education of vocational competency development institutions.

It is distinct in that the change was a self-generated approach whereby

previously existing systems were fuzed together. In other words, the

change of technical institute is an extended form of the education

ecosystem, as well as a complex of higher lifelong learning systems.

This study dealt with the transformation process of the technical

institute, which revealed the lifelong learning characteristic within

vocational competency development. However, the reality was that

vocational competency development and lifelong learning were still being

treated as separate areas. Thus, the study suggests the necessity of

further research on the value towards vocational competency

development from the viewpoint of lifelong learning by revealing the

lifelong learning characteristics and meaning to vocational competency

development. This emphasizes a turn from a focus on economic

efficiency and practicality, which has prevailed within discussions on

vocational competency development. A change in such a perspective is

expected to provide a stepping stone for a new direction in vocational

competency development, encompassing changes in curriculum and

content to overall perceptual 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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