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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미국의 교육바우처의 현황과 그 성과를 살펴보고 있다. 이 프로
그램은 빈곤집단을 대상으로 한 자산형 바우처(means tested voucher)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미국의 교육바우처는 주정부 또는 연방정부가 지원하는 것과 민
간재단이 지원하는 것으로 구분된다. 본 연구는 이 중에서 무작위 실험연구가
가능한 프로그램들의 효과를 분석하고 있다. 최근 실증연구에 따르면 미국 교
육바우처에 대한 학부모의 만족도는 매우 높다. 특히 교육바우처의 학업향상
효과는 흑인집단과 산수과목에서 두드러진다. 하지만 교육바우처의 이용으로
단기간에 나타난 학업성적의 향상 정도에 대해서는 다소 논란이 있다. 앞으로
교육바우처가 확대된다면 기존 공립학교가 어떤 영향을 받을지 그리고 여기에
참여하는 비종교계통의 사립학교들이 어떤 성과를 거둘지 추가 연구가 필요하
다. 이와 관련하여 칠레나 콜롬비아처럼 대규모 교육바우처를 시행한 국가들
의 경험은 향후 연구에 좋은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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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본 연구는 취약계층에 초점을 둔 자산형 미국 교육바우처(school vouchers)의
효과를 분석하고 있다. 그동안 교육바우처와 관련된 다양한 쟁점을 중심으로 수
많은 분석이 진행되어 왔다(Bolick, 2003; Coulson, 1999; Chubb & Moe, 1990;
Witte, 2000; Wolf, 2008). 하지만 교육바우처의 다양한 효과에서는 여전히 논
쟁이 진행 중이다(McEwan, 2004; Rouse & Barrow, 2009; Wolf, 2008). 최근 과학
적 무작위 실험설계를 통해 바우처의 단기간 성적향상을 보여주는 연구들이 상
당수 있지만, 교육바우처 적용대상이 취약계층에 한정되어 운영되기 때문에
중산층까지 확대할 경우 그 효과가 그대로 나타날지는 미지수다. 또한 교육바우
처의 도입으로 기존 공립학교를 더욱 황폐하게 만들고 사립학교만 좋게 만들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한편 미국 교육바우처는 주로 극빈층의 교육기회 확
대에 목적을 두고 있지만 교원노조나 도시 근교지역 주민들의 저항이 크다
(Fiske & Ladd, 2002; Ryan & Heise, 2002). 이처럼 교육바우처의 경우 정치적으
로나 학술적으로 의견이 상충되고 있어 과학적이고 객관적 분석이 절실한 정책
영역이다. 이에 본 연구는 미국 정부와 민간재단의 지원으로 이루어진 무작위실
험연구를 중심으로 교육바우처 효과를 검토해보고자 한다.
1)

2)

3)

4)

교육바우처를 둘러싼 주요 쟁점을 보면, 본 연구의 관심대상인 학업향상효과, 공립학
교와 사립학교간 경쟁문제를 꼽을 수 있고, 그밖에도 종교와 국가의 분리문제, 사립학
교의 이윤추구문제, 교육바우처 시행을 둘러싼 정치적 갈등도 주요 쟁점이다.
2) 각종 무작위실험설계를 이용해서 추정한 바우처의 단기간 성적향상 효과에 관한 학술
논문들은 Wolf(2008)와 Rouse & Barrow(2009)에 잘 정리되어 있다. 한편 개발도상국가
들의 교육바우처 프로그램의 효과에 대해서는 Kremer(2003)를 참고하면 된다.
3) 바우처를 수용하는 (사립)학교가 가정환경이나 학업성취도가 우수한 집단만을 선별적
으로 수용할 경우(일명 ‘cherry picking’ 혹은 ‘creaming’으로 불림) 바우처 효과를 제대
로 추정할 수 없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본 연구는 최근 무작위실험연구에서 나온 연
구성과들만을 중심으로 바우처 효과를 분석하고 있다. 또한 미국의 경우 대부분의 교
육바우처 프로그램은 저소득층에 한정되어 제한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무엇보다 미국
의 교육바우처 수혜집단은 도시빈곤지역의 저소득층이라는 동질성을 가지고 있기 때
문에 여기서 주목할 만한 선택편향성이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예를 들어, Paul
Peterson(2000)에 따르면 텍사스 샌안토니오(Texas, San Antonio)에서 시행한 교육바우
처의 경우 사립학교에 지원한 바우처 이용 학생들과 공립학교에 잔존한 학생들 사이
에 유의미한 집단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바우처 이용집단과 그렇지 않
는 집단 사이에 유의미한 선택편향성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한 밀워키의 경
우처럼 대부분의 바우처 프로그램은 지원한 학생 수가 정원을 초과할 경우 무작위추
첨을 통해 선발하도록 규제를 받기 때문에 바우처 선택과정에 선택편향성이 두드러진
다고 볼 근거는 약하다.
4) 미국 학교선택권의 유형과 최근 시행되고 있는 교육바우처의 정책실험은 본 논문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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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세계 각국은 공교육의 독점에 따른 폐해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학
교선택권과 같은 바우처 제도에 관심이 많다(Kremer & Holla, 2009; West, 1997;
정광호, 2008). 그동안 미국(Rouse & Barrow, 2009; Wolf, 2008), 스웨덴(Carnoy,
1998), 덴마크(Rangvid, 2008), 뉴질랜드(McGeorge, 1995; Wylie, 1998), 콜롬비아
(Angrist 외, 2002), 칠레(Carnoy, 1998; Mizala & Romaguera, 2000) 등 각국에서
교육바우처를 실시해 왔다. 하지만 지금까지 공립학교의 문제점과 그 원인에
대한 수많은 과학적 진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교육개혁은 정치적 어려움에 직
면해 있다(Chubb & Moe, 1990; Coulson, 1999; Ryan & Heise, 2002). 공립학교의
비효율성을 극복하기 위한 정책대안으로 자율과 선택, 책임, 경쟁 등이 대안으
로 제시되지만 논란은 여전하다. 대개 학교개혁을 위한 정책수단의 선택과 시행
과정은 정부, 교원노조, 도시근교 학부모, 지역사회와 시민단체, 법원 등이 개입
되어 정치성을 띠기 때문이다(Ryan & Heise, 2002). 그래서 엄밀한 과학성을 담
보할 수 있는 무작위실험을 통해 교육바우처의 효과를 정치영역과 분리하여 논
의할 필요가 있다. 이에 최근 개발도상국뿐만 아니라 미국의 경우 민간재단에서
학교선택권(school choice 또는 school vouchers)의 효과를 과학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실험을 실시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미국 도시 지역의 취약계층의 교육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제한
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교육바우처의 효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연방정부
5)

6)

7)

표 1>, <표 2>, <표 3>, <표 4-1>, <표 4-2>에 요약되어 있다.
5) 미국의 경우 극히 제한된 몇몇 지역에서 빈곤층만을 대상으로 한 교육바우처가 시범
적으로 실시되고 있지만, 스웨덴(1991~1994년 초중등학교)이나 덴마크의 경우 광범위
하게 시행되었다. 칠레의 경우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특히 교육바우처는 그 실시
배경이 나라마다 다른데, 스웨덴과 덴마크의 경우 학교활동에 부모의 적극적 참여와
자녀에게 적합한 학교선택권을 강조하고 있다. 미국과 뉴질랜드의 경우 사립학교에
다니기 어려운 취약계층을 집중 지원하기 위한 수단으로 교육바우처를 도입하였으며,
칠레와 콜롬비아의 경우는 거대한 교육관료제의 폐해에 대한 개혁수단으로 교육바우
처를 채택하였다. 특히 칠레의 경우 1980년 초중등 교육바우처를 실시하였는데 이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대규모 교육바우처 프로그램이다(Daniels & Trebilcock, 2005).
칠레 바우처 프로그램은 여러 가지 긍정적 효과를 보여준다. 특히 저소득층 자녀의
학년수의 증가와 문맹감소(West, 1997), 그리고 읽기와 산수 성적의 향상이 있었다
(Contreras, 2002). 콜롬비아의 경우도 미국처럼 저소득층에게 더 나은 교육서비스를 제
공하기 위해 교육바우처를 지난 1991년 도입했다. Angrist와 그 동료들의 연구(2002)에
따르면 바우처 사용자 집단은 통제집단에 비해 약 0.2표준편차(1학년 증가에 해당하는
점수)만큼 성적향상이 있었음을 실증하고 있다. 또한 이들은 장기적 관점에서 볼 때
콜롬비아 교육바우처는 연간 36~300달러의 편익을 창출할 것으로 추정한다.
6) 개발도상국에서 시행되는 각종 교육개혁의 경우 Kremer(2003), Kremer와 Holla(2009),
미국 교육바우처의 경우 Hoxby(2003), Wolf(2008), Rouse와 Barrow(2009) 등에서 그 내
용을 정리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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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주정부에서 실시된 교육바우처와 민간재단에서 지원한 교육바우처 프로그램
의 효과에 초점을 두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첫째, 미국 교육바우처의 학술
연구 동향과 동 제도의 시행과정과 그 현황을 개괄하고자 한다. 둘째, 교육바우
처의 효과를 추정하기 위한 각종 실험사례, 추정모형, 실증분석 결과를 정리하
고 있다. 셋째, 교육바우처의 효과가 어떻게 나타나는가에 대한 쟁점들을 살펴
보고 있다. 마지막으로 미국 교육바우처의 효과를 정리한 후 향후 동 제도의 설
계를 중심으로 정책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Ⅱ. 미국 교육바우처에 대한 학술연구와 실시현황
1. 미국 교육바우처의 연구 동향

그동안 교육바우처의 효과에 대한 연구는 미국과 개도국을 중심으로 수없이
행해져 왔다. 하지만 이들 연구 결과물을 정리하고 평가한 학술논문들은 상대
적으로 적다. 무엇보다 교육바우처의 효과가 다양하고 그 효과를 과학적으로 측
정하는데 있어 자료나 연구방법론에서 부딪치는 장애물들이 많았기 때문이다.
8)

미국에서 학부모는 원하는 학군으로 이사를 하거나 또는 사립학교에 진학함으로써 학
교선택권을 보장받으며 이에 따른 학교간 경쟁도 어느 정도 존재한다. 하지만 이러한
학교선택권의 활용은 원하는 학군으로 이사를 할 수 있을 만큼 필요한 경제력이나 그
밖에 자유로운 학군이동에 필요한 자원을 충분히 가지고 있을 때 가능한 것이다. 즉,
중상류층만이 학교선택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누릴 수 있다. 결국 빈곤집단의 경우 원
하는 학군으로 이동하기 어렵기 때문에 거주지 학군 내 공립학교를 선택할 수밖에 없
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미국정부는 Wisconsin Milwaukee Washington D.C. 등을 중심
으로 교육바우처를 빈곤집단에게 제공하여 사립학교나 더 나은 공립학교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민간재단의 지원으로 뉴욕이나 워싱턴 D.C. 등에서 교육바우처 실
험이 이루어졌다.
8) 미국의 경우 본 연구에서 인용된 문헌을 참고하면 된다. 그밖에도 개발도상국에서 사
용된 바우처의 효과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논문도 있다(Ensor, 2003; Gauri & Vawda,
2004; Kremer & Holla, 2009). 또한 콜롬비아처럼 무작위실험연구가 가능한 교육바우
처 프로그램을 분석한 연구들도 다수 있다. 개도국에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시행된
교육바우처의 경우 성적향상과 더불어 비용면에서도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Angrist, Bettinger, Bloom, King & Kremer, 2002; Angrist, Bettinger & Kremer, 2006). 다
만 이를 전체 학생으로 확대할 경우 여기서 나온 효과를 일반화하기는 어렵지만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교육바우처를 제공하는 것이 유익하다는 주장을 한다.
한편 칠레의 경우 전국의 모든 학생에 대해 바우처를 시행한 결과 성적향상 효과에
대한 논란이 존재하고 학교 선택의 쏠림효과와 같은 문제점이 보고되고 있다(McEwan,
2000). 칠레의 경우 전국적으로 동시에 바우처를 시행한 결과 바우처 효과를 실험적으
로 측정할 수 있는 자료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방법론적 논쟁이 불가피하게
발생한다.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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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최근 미국 교육바우처의 효과를 무작위 실험을
통해 확인하려는 과학적 연구들이 축적되고 있다. 특히 기존의 연구들을 메타
분석을 통해 그 경향을 파악하려는 노력과 더불어 최근 무작위 실험결과를 정
리한 성과물들이 등장하고 있다. 예를 들면, Levin(2002), Peterson과 그의 동료들
의 연구(2003), Wolf(2008), Rouse와 Barrow(2009) 등을 꼽을 수 있다. 또한 밀턴
프리드만 재단에서 교육바우처의 효과를 발표한 학술논문들을 정리하여 웹사이
트를 통해 공개하고 있다. 그 내용인즉, 무엇보다 교육바우처를 이용한 학부모
의 만족도가 매우 높게 나타난다. 물론 학업성취도가 향상되었다는 연구물도 상
당하다(본 논문 <표 5>, <표 6> 참고). 다만 성적하락은 거의 없었다하더라도
그 향상 정도를 둘러싸고는 다소 논란이 있다. 한편 초기 바우처 시행초기에
예상되는 관리비용이나 교육가버넌스 전환비용이 상당하다는 주장도 있다(Levin
9)

10)

& Driver, 1997).

하지만 위에서 언급한 논문들의 경우 교육바우처의 효과를 가장 과학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무작위실험과 같은 연구결과들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있다.
구체적으로 교육바우처의 성과를 정리한 기존 연구들을 보면 다음과 같은 한계
를 안고 있다. Rouse와 Barrow(2009)의 경우 Peterson 외(2003), Barnard 외(2003),
Cowen(2008) 등의 연구에서 제시한 교육바우처의 학업성취도 결과를 제대로 다
루지 않고 있다. Wolf(2008)의 연구도 Peterson 외(2003)와 Cowen(2008)의 연구를
포함하지 않았다. 이들 누락된 연구들은 모두 무작위실험 자료를 사용하고 있으
며, 바우처 실시로 흑인학생들의 성적이 향상되었음을 보여준다. 이들은 교육바
우처 연구에 반드시 고려해야 되어야 한다. 한편 교육바우처의 효과는 학업뿐만
교육바우처에 대한 연구는 경제학 영역의 경우 노동경제학이나 교육경제학에서 다루
고 있으며, 교육학 분야에서도 교육정책이나 교육경제학 영역의 연구진들이 이를 다
루고 있다. 본 연구에서 인용된 논문들은 거의 모두 교육경제학과 노동경제학 분야에
서 나온 학술연구들이다. 정치학의 경우도 많지는 않지만 교육바우처에 대한 정치적
선호도, 학교선택권 채택과 시행과정의 문제점 등을 분석하고 있다(Chubb & Moe,
1990; Ryan & Heise, 2002). 한편 밀턴 프리드만 재단에서 교육바우처의 효과를 정리
하고 홍보하고 있다. 또한 학교선택권재단(Foundation for Educational Choice;
http://www.edchoice.org)이나 콜롬비아 대학의 교육민영화센터(National Center for the
Study of Privatization in Education; http://www.ncspe.org)도 이 분야 논문들을 체계적으
로 정리하고 있다.
10) 예를 들면, Peterson과 그 동료들의 연구(2003)에 따르면 단지 실험에 참가한 3개 미
국 도시지역의 흑인들에게서만 성적 향상효과가 나타났다고 한다. Rouse와
Barrow(2009)연구도 이에 동의하고 있다. 하지만 여기에 참가한 실험규모는 매우 작
을 뿐만 아니라 대도시 지역 저소득층에 한정되어 있어 그 효과를 일반화하는데 어
려움이 있다는 것이다. 실험규모와 대상이 상당히 제한적이어서 대규모 교육바우처
프로그램을 시행할 경우 그 효과가 어떻게 나타날지 예측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자세
한 내용은 본 논문에서 후술하고 있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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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라 비학업 영역에서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대학진학률,
취업시장, 범죄 등- 이에 관한 중장기 연구는 아직 없다(Rouse & Barrow, 2009).
이에 본 연구는 이러한 한계점들을 보완하면서 최근 이루어진 무작위 실험결과
를 중심으로 교육바우처 효과를 조망해보고자 한다.
11)

2. 학교선택권의 유형

미국의 경우 학교선택권은 여러 형태가 있다. 이들은 단순히 공립학교의 선
택권을 허용하는 공개등록제(open enrollment), 바우처 방식을 통한 재정지원,
협약학교를 통한 선택기회의 확대 등으로 다양하다. 학교선택권의 적용 범위도
그 유형에 따라 주정부 전체에 허용되는 경우와 특정 교육관할지역에 한정된
것으로 구분된다. 2010년 현재 미국의 9개 주에서는 주 전체지역의 모든 공립학
교에 대한 선택권을 허용하고 있으며, 21개 주는 해당 교구내의 공립학교들에
대해서만 선택권을 보장한다(<표 1> 참고). 특히 미국은 공립학교에 다니는 취
약계층의 학생에 대해 학교선택권을 제공하기 위해서 교육바우처(school
voucher)나 협약학교(Charter School) 를 운영한다. 그밖에도 특성화학교(Magnet
12)

13)

와 Barrow(2009)의 논문만이 최근 무작위실험을 사용한 논문들의 연구결과를 체
계적으로 정리하고 있다. 하지만 이 논문의 경우도 개별 무작위실험결과의 구체적인
시행과정과 결과들을 자세히 보고하지 않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를 보완할 뿐만
아니라 미국 교육바우처의 시행과정과 주요 특성을 정리하면서 최근 각종 비실험연
구결과와 개발도상국에서 이루어진 교육바우처의 효과도 관련된 논의에서 추가로 논
의하였다.
12) 예를 들면, 노스캐롤라이나 Charlotte-Mecklenburg, 위스콘신의 Milwaukee와 같은 교구
에서는 학부모들이 관내 공립학교들을 선호도에 따라 순위를 매긴 후 이에 따라 학
교를 배정하고 있다.
13) 협약학교는 학부모, 교사, 학생의 선택권을 존중하여 만들어진 자율형 공립학교이다.
종교와 무관하며 인종이나 성적과 상관없이 공정하게 무작위로 추첨하여 입학하며 학
비는 무료이다. 해당 지역의 협약학교 후원집단(교사, 학부모, 대학, 민간기업, 지역단
체 등)이 학교의 목적과 운영에 대한 협약을 신청하여 독립형 자율학교설립허가를 받
아 설립된다. 미국교사협회의 경우 협약학교가 영리기업의 설립목적에 충실할 위험이
있다고 비판한다. 하지만 협약학교는 자율적으로 운영되며 유치원부터 12학년(K-12)까
지 교과과정을 제공하고, 3~5년마다 교구 학교위원회로부터 평가를 받는다. 자율성을
보장하는 대신 학업성취도 등에서 협약에 따른 성과를 거두라는 것이다. 미네소타주
가 미국에서는 최초로 1992년 협약학교(City Academy, St. Paul)를 설립․운영해 오고 있
다. 특히 2005년 당시 오하이로 데이튼(Dayton)시 교구의 경우 33개의 협약학교를 설
립하여 운영하였는데, 약 22~26%의 어린이들이 협약학교에 등록하고 있었다. 이로 인
해 동 교구관할 내 사립학교인 가톨릭학교의 등록생이 대거 협약학교로 전학하면서 2
개의 가톨릭학교가 폐쇄되고 나머지 가톨릭학교들도 통폐합의 위기에 직면하는 부작
용을 낳았다(Elliot, 2005). 협약학교의 재원은 협약학교 등록학생수에 근거하여 주정부
로부터 나오며 지역 교구가 주정부 지원금의 20%를 운영비로 제한한 후 80%만이 협
11) Ro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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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스쿨링(Home Schooling) 등과 같은 제도를 활용해 학교선택권을 보장
한다. 본 논문에서는 학교선택권을 보장하는 대표적인 정책수단으로 꼽히는 교
육바우처를 중심으로 학교선택권의 정책효과를 다루고자 한다.
School),

<표 1> 미국의 학교선택권 유형

학교선택권 유형
해당지역
공립학교 선택권 Arizona, Arkansas, Colorado, Delaware, Iowa, Minnesota,
(9개 주 전체 시행) Nebraska, Utah, and Wisconsin
Connecticut, California*, Georgia, Idaho*, Indiana,
Kentucky, Maine, Massachusetts*, Michigan, Missouri, New
공립학교 선택권 Hampshire, New Jersey*, New York, North Carolina, North
(21개주 특정 교육구만 Dakota*, Ohio*, Oregon, South Carolina, Tennessee*,
부분적 시행) Texas, Washington*
* : CA, ID, MA, NJ, ND, OH, TN, WA 등의 경우 주정부 차원에
서 공립학교선택권을 허용하지만 교육청이 참여할 의무는 없음
Alabama, Arizona, Arkansas, California, Colorado,
District of Columbia, Florida, Georgia, Illinois,
민간재단을 통한 Connecticut,
Indiana,
Kentucky,
Maryland, Massachusetts,
학교선택권 프로그램 Michigan, Minnesota,Louisiana,
Mississippi,
Nebraska, New
(자세한 내용은 부록 2 Hampshire, New Jersey, New Missouri,
York,
Ohio,
Oklahoma,
참고)
Oregon, Pennsylvania, South Carolina, Tennessee, Texas,
Vermont, Washington, Wisconsin.
Arizona (1994), California (1992), Colorado (1993),
Delaware (1995), District of Columbia (1996), Florida
협약학교
(1996), Indiana (2001), Massachusetts (1993), Michigan
(강한 법규 존재, (1993), Minnesota (1991), Missouri (1998), New Jersey
20개주)
(1996), New Mexico (1993), New York (1998), North
Carolina (1996), Ohio (1997), Oregon (1999), Pennsylvania
(1997), Texas (1995), Wisconsin (1993).
Alaska (1995), Arkansas (1995), Connecticut (1996),
Georgia (1993), Hawaii (1994), Idaho (1998), Illinois
협약학교
(1996), Iowa (2002), Kansas (1994), Louisiana (1995),
(약한 법규 존재, Mississippi (1997), Nevada (1997), New Hampshire
20개주)
(1995), Oklahoma (1999), Rhode Island (1995), South
Carolina (1996), Tennessee (2002), Utah (1998), Virginia
(1998), Wyoming (1995).
출처: The Center for Education Reform 홈페이지 참고
(http://www.edreform.com/index.cfm?fuseAction=document&documentID=57).
약학교로 들어간다. 이처럼 협약학교는 기본적으로 주정부 재원으로 운영되지만 연방
정부도 ‘Charter School Expansion Act of 1998’을 통해 협약학교를 지원하고 있다. 미
국에는 2010년 4월 현재 4,364개의 협약학교가 있고, 여기에 1,251,342명이 등록하고
있다. 애리조나의 경우 4개의 공립학교 중 1개는 협약학교이다(464개의 협약학교에
93,213명 재학). Scott Elliot, “Catholic schools: Victims of choice.” Dayton Daily News,
December 2,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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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선택권을 위한 바우처는 여러 유형이 있다.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한 보
편적 바우처(Universal Voucher Programs), 일정한 소득 이하의 집단만을 대상으
로 한 자산소득기반 바우처(Means-Tested Voucher Programs), 학업성취도가 저조
한 공립학교 재학생을 위한 바우처(Failing Schools / Failing Students Voucher
Programs), 특수교육니즈를 제공하기 위한 바우처(Special Needs Voucher
Programs), 예비유치원바우처(Pre-Kindergarten Voucher Programs), 공립학교가 없
는 도서벽지학생을 위한 바우처(Town Tuitioning Programs) 등으로 나눌 수 있다.
특히 이 중에서 교육바우처의 경우 보편적 바우처(universal voucher), 자산소득
조사에 바탕을 둔 빈곤집단을 위한 바우처(means tested voucher), 장애인을 위한
바우처가 대표적이다(<표 2> 참고). 본 연구에서 다루는 바우처 프로그램들은
모두 빈곤계층을 위해 소득 수준에 근거해 지급되는 바우처들이다. 또한 적용범
위에 있어 공립학교에 한정된 바우처, 비종교사립학교에 한정된 바우처, 종교
계통의 사립학교까지 허용하는 바우처, 장애인 학생을 위한 바우처 등이 있다.
이처럼 바우처 설계방식은 학부모의 선택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소비자 주권주
의에 바탕을 둔 보편적 바우처(universal voucher)와 취약계층의 선택권과 교육기
회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특수 바우처(special voucher)로 구분된다. 한편 바
14)

15)

공립학교 선택권은 1970년대 Magnet 학교를 중심으로 시행되었고, 그 외에도 헌장학
교, 학교신청 공개등록제, 제2차 기회 프로그램(second-chance program), 고교졸업후등
록선택제(post secondary enrollment options) 등이 있다.
15) 최초의 교육바우처 아이디어는 정치철학자 Thomas Paine에 의해서다(West, 1967). 그
뒤 미국의 G.I.Bill에 의한 참전군인 교육지원프로그램에 의해 교육바우처가 시행되었
다. 이는 다시 프리드만과 크리스토퍼 젠크스(Christopher Jencks)가 제시한 현대적 의
미의 교육바우처로 발전했다. 첫째, 프리드만이 제안한 자유시장형 보편적 바우처이
다. 이 유형은 학교(제공자)와 학부모(이용자)의 선택권을 최대한 보장하고 최소한의
정부규제만 허용한다. 여기서 학부모는 공립이든 사립이든 학교 선택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 바우처 금액은 주정부의 평균 교육비로 책정하지만 이를 초과할 경우 본인
부담을 통해 다양한 교육서비스를 추가로 받을 수 있도록 한다. 무엇보다 학교시설이
나 교육프로그램 구성, 학교설립과 퇴출에 대한 최소 규제 원칙에 근거해 학교간 완
전경쟁을 지향한다(Friedman, 1962). 이러한 자유시장적 접근은 모든 학부모가 자유롭
게 학교를 선택할 수 있도록 보편적 바우처를 제공하고, 한편으로는 교육서비스를 원
하는 공급자도 자유롭게 진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다. 둘째, 하버드 대학의 사
회학자인 젠크스가 제안한 것으로 빈곤계층이나 취약지역 그리고 장애 아동을 위한
교육바우처가 있다. 교육바우처의 금액은 평균교육비 수준으로 하고 추가적 자부담은
없애 취약계층의 균등한 교육기회를 확대하는데 중점을 두고자 한다. 특히 취약계층
의 경우 교육경쟁에서 낙오하지 않도록 교육바우처를 통한 학교선택권을 확대하고
뒤떨어진 학업성취도를 보완하기 위한 추가적인 교육서비스도 받도록 바우처를 설계
해야 한다. 그리고 특정학교에 대한 교육수요가 공급을 초과할 경우 최소 절반은 무
작위 추첨을 통해 선발하도록 함으로써 학생선정에 있어 편향성(creaming selection)을
방지하고 형평성을 강조한다. 이는 교육시장에서 낙오하기 쉬운 취약계층을 배려하기
위해서다. Chubb과 Moe(1990)도 경쟁을 기본 바탕으로 하지만 취약계층만을 위한 학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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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처 제공방식도 정부지원과 민간재단 지원으로 나누어진다. 정부지원도 취약계
층에 국한된 것과 중산층까지 포함하는 형태가 있다. 민간재단 지원에 근거한
학교선택권은 일반적으로 종교계통의 사립학교까지도 포함한다. 그밖에도 교육
비나 장학금 기부에 대한 세금감면이나 세액공제를 통해서도 학교선택권을 간
접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이와 같은 조세지원(tax exemption 또는 tax credit)을
활용한 학교선택권에 대한 간접적 재정보조제도가 교육바우처보다 상대적으로
더욱 인기가 있다(<표 3> 참고).
<표 2> 미국의 학교선택권 지원프로그램 현황

학교선택권
주정부지원
보편적
학교선택권
주정부지원
특별
학교선택권

프로그램
Milwaukee Parental Choice Program (Wisconsin), Cleveland Scholarship
and Tutoring Program (Ohio), Statewide Educational Choice Scholarship
Pilot Program (Ohio), Opportunity Scholarship Program (Washington
D.C.)
McKay Scholarship for Special Needs (Florida), Carson Smith Special
Needs Scholarship (Utah), Special Needs Scholarship (Georgia)
School Choice Tax Credit Programs (Arizona), Step Up for Students
세금감면 및 (Florida), Tax Credit for Private School Costs and Scholarship
공제 Donations (Georgia), Education Expense Credit (Illinois), Tuition and
(Tuition Tax Textbook Credit and School Tuition Organization Tax Credit (Iowa),
Credit and Personal Tax Deduction for Education Expenses (Louisiana),
Deduction Personal-Use Tax Deduction for K-12 Education (Minnesota),
Programs) Educational Improvement Tax Credit Program (Pennsylvania), Corporate
Scholarship Tax Credit (Rhode Island)
Scholarship Fund, Learning Is For Everyone,
미국 전체 Children's
Inc., Pathways to Success
Arizona Scholarship Fund, Inc., Arizona School Choice
민간재단지원 애리조나
Trust
학교선택권
BASIC Fund, Inner City Education Fund, Pacific Legal
프로그램
(Privately- 캘리포니아 Foundation, Southern California Children's Scholarship
Fund, The Guardsmen Scholarship Fund, The
Sponsored
Independent Scholarship Fund
Choice
Scholarship
Association of Christian Schools International, Greater
Programs) 콜로라도
Educational Opportunities (GEO) Foundation Colorado,
Hispanic Education, Inc., Parents Challenge
코네티컷
CEO Foundation of Connecticut

교바우처를 강조한다. Becker(1995)도 유사하게 저소득계층을 위한 학교바우처를 주장
한다. 이처럼 사회정책차원을 강조하는 학교선택권자들은 저소득층 바우처(means-tested voucher), 탈락학교･탈락아동을 위한 바우처(failing schools/failing student voucher),
장애인을 위한 특수바우처(special needs voucher), 예비유치원바우처(pre-kindergarten
voucher), 취약지역학생을 위한 타운등록금바우처(town tuitioning voucher) 등 취약계층
을 보호하는 교육바우처를 선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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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pital Partners in Education, The Washington
워싱턴 D.C. Scholarship Fund,,Latino Student Fund, Black Student
Fund
Choice/Policy Education Office, Florida Department of
플로리다
Education, Florida Child/ Florida School Choice Fund,
Floridians for School Choice, HEROES
Children's Scholarship Fund Chicago, Link Unlimited,
일리노이
Parents for School Choice
Educational CHOICE Charitable Trust, GEO Foundation
인디애나
Indiana
캔자스
Children First CEO Foundation Kansas
켄터키
School CHOICE Scholarships, Inc.
메릴랜드
Children's Scholarship Fund Baltimore
메인
Maine Children's Scholarship Fund
미시간
Education Freedom Fund
미주리
Children's Scholarship Fund Kansas City
미시시피
Children's Scholarship Fund Metro Jackson
노스캐롤라이나 Children's Scholarship Fund Charlotte
네브라스카 Children's Scholarship Fund Omaha
Excellent Education for Everyone, Jersey City Scholarship
뉴저지
Fund, Student/Partner Alliance of NJ
뉴멕시코
Educate New Mexico, Inc.
Inner City Scholarship Fund, Student/Sponsor
뉴욕
Partnership, The Bison Fund
Children's Scholarship Fund of Greater Cincinnati,
오하이오
Children's Scholarship Fund Toledo, New Century Project,
Parents Advancing Choice in Education (PACE)
Cascade Policy Institute, Children's Scholarship Fund
오레곤
Portland
CEO America, Lehigh Valley, Children's Scholarship Fund
펜실베니아 Philadelphia, REACH Alliance, School Choice Scholarship
Program
테네시
Memphis Opportunity Scholarship Trust
CEO Foundation Austin, CEO Foundation of San Antonio,
텍사스
Children's Education Fund of Dallas, Children's
Scholarship Fund Fort Worth
유타
Children First Utah, Parents for Choice in Education
버몬
Vermont Student Opportunity Scholarship Fund
버지니아
Clare Boothe Luce Policy Institute
Children's Scholarship Fund Seattle/Tacoma c/o Southern
워싱턴
California Children's Scholarship Fund
Institute for the Transformation of Learning, Partners
위스콘신
Advancing Values in Education (PAVE)
출처: 학교선택권재단의 웹사이트
(http://www.edchoice.org/schoolchoice/ShowProgram.do;http://www.
edchoice.org/schoolchoice/ ShowInYourState.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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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학교선택을 위한 주 정부지원 프로그램(2009~2010년)

대상학생
학교선택권 지원제도(실시연도)
(단위: 명)
Scholarship Tax Credit(1997)
27,000
Arizona Individual
Corporate Scholarship Tax Credit(1997)
2,967
McKay
Scholarship
Program(1999,
장애학생)*
20,530
Florida Corporate Scholarship Tax Credit(1997)
23,259
Georgia Special Needs Scholarship Program(1997)*
1,596
Georgia Georgia Tax Credit for Private School Costs & 1,100
Scholarship Donations(2008)
Illinois Education Expenses Credit(2000)
238,119
Indiana Scholarship Tax Credit(2009)
School
Tuition
Organization
Credit(2006)
8,737
Iowa Tax Credits for Education Expenses(1987)
192,000
Louisiana Student Scholarships for Educational
640
Program(2008)*
Louisiana Excellence
Elementary & Secondary School Tuition Deduction
Program(2008)
Main Town Tuitioning Program(1873)*
14,012
Education Credit Program(1955)
56,372
Minnesota K-12
K-12 Education Deduction Program(1997)
230,000
Cleveland Scholarship Program(1996)*
6,273
Ohio Autism Scholarship Program(2004, 장애학생)*
1,500
EdChoice Scholarship Program(2006, 부실공립학교)*
12,685
Pennsylvan Educational Improvement Tax Credit(2001)
53,000
ia
Rhode Business Entity Scholarship Tax Credit Program(2008)
280
Island
Smith Special Needs Scholarship Program(2004,
Utah Carson
583
장애학생)*
Vermont Town Tuitioning Program(1869)*
2,459
Washingto D.C. Opportunity Scholarship Program(2004)*
1,715
n D.C.
Wisconsin Milwaukee Parental Choice Program(1990)*
19,538
주: 인디애나주의 경우 2010년 6월 30일까지 2백5십만 달러의 세금환급프로그램을 실시함.
*=주정부가 직접 보조하는 학교선택 장학금임. 나머지는 세금공제나 감면의 형태로 학교선택권을
촉진함. Washington D.C.의 경우 주정부가 아닌 연방정부 지원프로그램임. 또한 최근 루이
지애나의 경우도 카트리나의 피해 복구를 돕기 위해 연방정부가 학교선택권에 대한 재정지원을
하였음.
출처: Burke(2009)의 <표 1>을 참고하여 정리함.
지역(St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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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미국 교육바우처의 시행과정

학교선택권에 대한 최초의 아이디어는 1872년 프랑스 의회위원회 에서 논의
된 이래, Tom Paine에 의해 18세기 후반 영국 교육제도에 그 적용가능성이 제시
되었고, 근래에 이르러서는 2차 세계대전에 참전한 미국인을 위해 ｢G.I.Bill｣ 에
서 교육바우처가 활용되었다. 이를 초중등학교에 적용하려는 아이디어가 프리드
만(Milton Friedman)의 1955년과 1962년 저서에서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다. 프
리드만이 바우처 아이디어를 제안할 당시에는 미국 공교육 상황은 현재처럼 나
쁘지 않았다. 하지만 그 이후 1980년대 미국의 국가경쟁력이 일본과 유럽에 밀
리면서 그 원인들 중의 하나로 지적된 공립학교의 낮은 교육 품질을 개선하고
자 했다. 당시 레이건 정부는 교육바우처를 권장했으나 종교계통의 사립학교에
대한 정부재정지원을 금지한 헌법조항 때문에 이러한 정책적 노력은 좌절되었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90년대부터 미국의 교육바우처는 교육개혁안으로 재점
화되면서 밀워키(Milwaukee, 1990년), 클리블랜드(Cleveland, 1996년), 플로리다
(Florida, 1999년), 워싱턴 D.C.(Washington D.C., 2004년) 등에서 실시되었다. 프
리드만의 주장 이후 무려 30년 이상 지난 후에 비로소 상당히 제한적으로 실시
된 것이다.
현재 바우처의 효과를 둘러싸고 여전히 많은 논란이 남아 있다. 대부분의 연
16)

17)

18)

동위원회는 프러시아의 의무교육시스템과 같은 획일적 교육에 따라 학교교육이 정치
나 국가의 선전수단이나 도구로 전락하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안으
로 프랑스는 바우처를 통한 학교교육의 선택권을 허용함으로써 저소득층도 자유롭게
학교를 선택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제안하였다. 이는 의무교육의 장점인 동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면서도 학교교육의 다양성과 자율성을 살릴 수 있기 때문이다(Van
Vliet & Smyth, 1982). 하지만 프랑스 혁명 이후 공화당파가 국가개입주의를 강조함에
따라 바우처 정책은 없어졌다.
17) 이 법안(공식명칭: Servicemen's Readjustment Act of 1944, P.L. 78-346, 58 Stat. 284m)
에 의해 지원되는 참전용사 고등교육보조금은 묵시적 형태의 바우처이다. 프리드만은
이를 초중등교육에 적용하고자 했던 것이다(Green, 1995).
18) 프리드만은 교육성과를 높이기 위해 정부역할은 의무교육과 재정지원에 국한하고 관
리는 민간에 맡기자고 주장한다. 학교재정의 경우 국가가 바우처를 통해 학부모에게
지원하고 학교관리는 학교자율과 학부모의 선택에 맡기는 것이다. 정부 역할은 안전
규제, 학교재정의 건전성 감시, 차별금지 등으로 최소화되어야 한다. 하지만 미국 교
원단체는 학교운영의 통제력을 상실할까 두려워 학교선택권에 반대해 왔다. 프리드만
의 아이디어는 그의 관련 저서뿐만 아니라 각종 신문에 기고한 칼럼에서도 잘 드러
난다. 이와 관련된 자료를 제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 Milton Friedman. “Public Schools:
Make Them Private,” The Washington Post, February 19, 1995. 이 기사는 다시 카토연
구소(Cato Institute) 웹페이지(http://www.cato.org/pubs/briefs/bp-023.html)에도 게재되어
있다. Milton Friedman. “Free to Choose: After 50 years, education vouchers are begin16)

ning to catch on.” The Wall Street Journal, June 9,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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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가 사용하는 바우처 효과의 자료들은 무작위실험설계(random experiment
design)를 하지 않아 정책효과를 과학적으로 검증하는데 한계가 존재하기 때문
이다. 한편 미국의 가장 강력한 노조인 교원단체의 저항도 바우처 확대를 막는
요인이다. 또한 종교계통의 학교에 국가가 교육바우처를 이용하여 재정을 보조
할 경우 이에 수반되는 위헌 논란도 이 제도시행의 법적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
다.
하지만 최근 미국 연방대법원의 클리블랜드 바우처 합헌 판결 이후 각 주정
부에서 학교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이 확산되고 있다. 2007년 기준으로 미
국에는 주정부가 지원하는 12개의 바우처 프로그램이 있다. 최초의 바우처는
1869년 버몬주의 타운등록금 바우처(town tuitioning voucher)이다. 공립중고등학
교가 없는 버몬주의 시골지역 학부모들에게 타지역 학교를 선택하여 갈 수 있
도록 등록금을 지원해주는 제도로 출발했다. 그 뒤 1873년 메인주에도 이와 유
사한 프로그램이 만들어졌다. 그 이후 바우처 프로그램은 지난 1990년에 미국에
서 가장 큰 위스콘신 주의 밀워키 교육바우처가 만들어지면서 다시 등장했다.
그리고 1999년부터 2003년 사이에 클리블랜드 교육바우처에 대한 연방법원의
심사가 진행되면서 새로운 바우처 프로그램의 신설은 잠시 중단되었다. 하지만
클리블랜드 바우처가 합헌으로 판결되면서 다시 바우처 프로그램이 확산되기
시작했다. 최근에는 애리조나주와 조지아주에서 장애인을 위한 바우처 프로그램
이 만들어졌다. 이로 인해 현재 미국의 교육바우처 수혜학생은 거의 대부분 저
소득층, 흑인과 같은 소수인종이나 장애인이다. 미국의 교육바우처의 프로그
19)

20)

21)

이러한 교육바우처의 쟁점은 지난 2002년 7월 27일 미연방 대법원이 오하이오주 클
리블랜드의 바우처 프로그램을 합헌으로 판결(Zelman v. Simmons-Harris)하면서 어느
정도 해소되고 있다. 즉, 종교계 학교에 대한 클리블랜드 바우처 지원은 종교진흥 금
지와는 무관하다고 판결했기 때문이다. 바우처를 통해 종교계통의 사립학교에 정부보
조금이 직접 이전되는 것이 아니라 학부모에게 일차적으로 이전된 이후 다시 해당
사립학교로 이전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대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생활여건
이 좋은 도시근교 주민들의 경우 교육바우처 실시로 특히 흑인과 같은 저소득층 학
생이 자신들의 교육구로 진학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고 있다(Ryan & Heise, 2002). 이
로 인해 현재 미국에서 매우 제한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교육바우처는 대부분 대도시
빈곤지역이나 아니면 중소도시 빈민층을 선별적으로 집중지원하는 형태를 띤다.
20) 최근 민간재단에서 취약계층에 학자금을 지원하여 사립학교 진학에 도움을 주는 각
종 프로그램이 있으나 이들은 ‘유사 바우처(like vouchers)’로 불린다.
21) 예를 들면, 버몬주와 메인주의 경우 시골지역의 중등학교가 없는 지역주민만을 대상
으로 등록금을 지원하여 타 지역 중등학교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밀워키 바우처
는 연방빈곤선 175% 이하, 클리블랜드 바우처는 연방빈곤선 185% 이하로 제한했다.
또한 유타주의 Carson Smith Scholarship Program도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애
리조나주의 수양아이 바우처도 부모가 바뀌어 학교를 옮겨야 할 때 이용한다. 또한
2006년 오하이오 바우처도 성적이 낮은(academic watch/academic emergency) 학생을 대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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램들은 교육접근성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집단을 대상으로 이들의 교육기회를
확대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Ⅲ. 미국의 교육바우처 효과: 무작위실험연구를 중심으로
1. 무작위 실험연구의 필요성

무작위실험은 다른 혼란요인을 과학적으로 통제한 후 교육바우처의 순수 효
과를 검증하기 위한 수단이다. 하지만 교육생산함수(education production
function)에서 바우처 효과를 둘러싼 첨예한 쟁점들이 존재한다. Rouse와
Barrow(2009)에 따르면 바우처 효과는 크게 바우처 사용에 따른 직접효과(direct
effect)와 바우처 사용 결과 공립학교와 사립학교간 경쟁에 따른 효과(systemic or
general equilibrium effect)로 나눌 수 있다. Ladd(2002)의 주장에 따르면 바우처가
사립학교 진학에 주로 사용되기 때문에 그 효과는 공사립학교 섹터효과(sector
effect), 동료효과(peer effect), 학교간 경쟁효과(competition effect)로 혼합되어 실
제 순수한 바우처 효과를 추출하기가 쉽지 않다. 이처럼 바우처 효과를 둘러싼
쟁점들은 바우처를 선택한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 사이의 동질성을 확보하여
바우처 효과라는 개입요인 이외에 다른 모든 혼란요인들을 통제해야 해결이 가
능하다. 따라서 위에서 제기한 공사립학교 섹터효과, 동료효과, 경쟁효과 등을
통제하고 나아가 바우처를 선택한 학부모와 학생의 특성을 가진 실험집단과 그
렇지 않은 통제집단의 차이를 없애 오로지 바우처 선택유무의 차이만 존재하도
록 실험설계를 해야 바우처 자체의 순수한 효과를 추정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
지 않을 경우 바우처 효과는 실제 바우처를 선택한 학생과 가정환경의 특성에
서 비롯되는 것인지 또는 사립학교가 가진 우월성에서 나온 것인지 식별이 어
렵다. 이 경우 바우처를 사용하는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이 무작위로 설계되
는 것이 아니라 통제되지 않는 어떤 요인에 의해 구분된다면, 이는 선택편향성
(selection bias)이나 누락변인 편향성(omitted variable bias)을 일으켜 실제 바우처
효과를 추정할 수 없게 만든다.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최근 무작위실험
연구나 준실험연구를 수행한 바우처 연구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상으로 한다. 이처럼 바우처를 이용하는 학생들 중 약 30%가 장애인이며 이는 미국
전체 K-12의 장애인 학생비중의 14%의 두 배에 이른다. 밀워키 바우처의 이용집단도
저소득층의 흑인, 라틴계통의 소수인종이며 편부모가정 출신이 대부분이다. 또한
2004년 워싱턴 D.C.의 Opportunity Scholarship Program 수혜자도 94%가 흑인학생이며
(워싱턴 D.C. 전체의 흑인학생 비중은 85%), 이들 가구의 연평균 소득은 $18,652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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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연구들의 설계방식과 주요 실증결과를 분석한 후 정책시사점을 탐색하고
자 한다.
2. 미국의 주요 교육바우처 실험 사례

미국에는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지원을 받아 이루어진 2개의 무작위 교육바우
처 실험과 민간재단의 지원을 받아 이루어진 4개의 무작위 교육바우처 실험사
례가 있다(<표 4-1>, <표 4-2> 참고). 이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4-1> 미국의 주요 교육바우처 지원 프로그램

지원
유형

정부
지원

민간
지원

프로그램

프로그램 산출 자료
비실험관찰자료: 바우처 지원 집단을 다
위스콘신 밀워키, Milwaukee
시 수급자와 비수급자로 구분. 선정과정
Parental Choice Program
이 무작위로 이루어지지 않음. 또한 공립
(MPCP)
학교 재학생을 무작위로 표본으로 추출하
여 통제집단으로 활용
비실험관찰자료: 바우처 지원 집단을 다
오하이오 클리블랜드, Cleveland
시 수급자와 비수급자 무작위 과정을 거
Scholarship and Tutoring
쳐서 선별.
Program (CSTP)
연구에 따라 상이한 자료 사용.
Washington D.C. Opportunity 무작위실험(randomized)자료
Scholarship Program (OSP)
아래 민간재단 지원의 경우 무작위실험설계를 시도
- 오하이오 Dayton, Parents Advancing Choice in Education (PACE)
- Washington D.C. Scholarship Fund (WSF)
- 노스캐롤라이나 Charlotte, Scholarship Funding Program (SFP)
- 뉴욕시, School Choice Scholarships Foundation (SCSF)

첫째, 정부지원금으로 이루어진 무작위 교육바우처 실험사례로 1990년에 실
시된 밀워키 MPCP와 2004년에 실시된 Washington D.C. OSP가 있다. 둘째, 민간
재단 지원으로 이루어진 무작위 교육바우처 실험연구로 노스캐롤라이나
Charlotte SFP, 오하이오 Dayton PACE, 워싱턴 D.C. WSF, 그리고 뉴욕시 SCSF
를 들 수 있다. 이들은 모두 바우처 지원자를 대상으로 무작위 추첨을 했으며
22)

22)

이들 네 사례의 경우 각각
재단

SFP(Scholarship Funding Program), PACE(Parents Advancing
Choice in Education)
, WSF(Washington Scholarship Fund)
,
SCSF(School
Choice Scholarships Foundation)
.
$ 1,700, $ 1,200, $ 1,700, $ 1,400
,
.
(means test voucher)
.

재단 그리고
재단이 지원하여 시행되고 있다 연간 지원규모는 각각
이며 무작위로 추첨된 학생에게 지원된다 지원대상
은 모두 저소득층 가구로 빈곤집단을 위한 바우처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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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선정될 경우 실험집단으로 할당하고 선정되지 못할 경우 통제집단으로
할당했다. 무작위 추첨을 통하여 바우처를 지원받을 경우 어떤 유형의 사립학교
에도 진학할 수 있도록 했다. 따라서 실험집단의 학생들 중 가톨릭 계통의 사립
학교를 선택한 경우가 다수를 차지했다. 지원대상 학생은 Dayton의 경우 초등학
교 2학년에서 8학년, 워싱턴의 경우 1학년에서 7학년, 그리고 뉴욕시의 경우 4
학년 공립학교였다. 이들 세 사례에서 실험집단을 구성하는 인종을 보면 흑인이
다수를 차지했다.
23)

<표 4-2> 주요 교육바우처 프로그램 설계 방식

프로그램
OSP

MPCP
CSTP

PACE
WSF
23)

주요 설계방식
- 워싱턴 D.C.거주 가구로 연방빈곤선 185% 소득이하
- 바우처 실험대상 학년: K-12
- $ 7,500까지 지원(5년까지 연장가능)
- 사립학교 바우처 프로그램 참여시 차별금지, 재정건전성, 평가협조 등의 규제받음
- SINI 대상 학생에게 바우처 우선 지급
- 2004년 봄, 2005년 봄, 2006년 봄, 세 번에 걸쳐서 각 Cohort 1, Cohort 2,
Cohort 3으로 설계
* Cohort 1= 2,692명 지원 → 유자격자 1,848명 → 1,366명 선정
* Cohort 2= 3,126명 지원 → 유자격자 2,199명 → 1,088명 선정
* Cohort 3= 576명 지원 → 유자격자 396명 → 396명 선정
- 1990년 미국 최초로 바우처 실시(바우처 학교로 직접 지원)
- 학생 일인당 $ 2,500(1990년~1991년), $ 4,373(1996년~1997년)
- 연방빈곤선 175% 이하 가구, 1995년부터 종교계통 사립학교도 선택이 허용됨
- 2007~08년 $ 6,501 바우처 제공(120개 학교 1,900명 학생참여)
- 시행초기 연방빈곤선 200% 미만인 경우 $ 2,250 또는 등록금 90% 지원, 이상
인 경우 $ 1,875 또는 등록금 75% 지원. 이후 자격기준 완화 및 지원금 확대
- 1996년 1,996명(유치원~Grade 3) 중 375명 추첨, 1997년 3,000명 지원 자
중 427명 추첨
- 2년차(1997년 가을~1998년 봄) 참여학생(Grade 1~4) 중 사립학교에 다닌 집
단과 공립학교에 다닌 집단으로 무작위로 선별 (Peterson 외, 1999)
- 전화 신청: 97년 10월~98년 3월, 98년 4월 29일 무작위추첨, 약 1,500명 이
상 선정 (응답자 규모: 공립학교 재학생 515명, 사립학교재학생 250명)
- 수혜가구 연평균가구소득: $ 17,681
- 학년: Grade 2~8 대상
- 지원규모: 최소 4년 동안 사립학교등록금 연 $ 1,200까지 지원
- 지원자격: 연방빈곤선 2.7배, $ 46,035
- 전화 신청: 97년 10월~98년 3월, 98년 4월 29일 무작위추첨

무작위실험사례의 바우처 수혜자 인종 구성을 보면 다음과 같다. 데이턴시(515명
수혜자): 흑인학생=74%, 라틴학생=2%, 백인학생=24%; 뉴욕시(1,300명 SCSF 수
혜자 흑인학생=42%, 라틴학생=51%, 백인학생=5%; 워싱턴시(1,000명 WSF 수혜자):
흑인학생=95%, 라틴학생=4%, 백인학생=1%.
PA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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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천명지원자 중 1천명 추첨(공립학교 재학생 809명)
- 수혜가구 연평균가구소득: $ 17,774, Grade 1~7 대상
- 지원규모: 최소 3년 동안 사립학교등록금 연 $ 1,700까지 지원
- 바우처 실험대상 학년: Grade 2~8, 사전 시험점수 없음(no pretest)
- 샤롯 지역 저소득층 대상 $ 1,700지원(1999년~2000년), 1년 뒤 평가(ITBS)
- 1,143명에게 초청장 발송, 총 452명의 세 집단으로 구성 (Greene, 2001)
* 388명 (실험집단으로 장학금수혜 및 사립학교진학, 이 중 53% 실험에 참여)
SFP * 342명 (비교집단으로 장학금 선정 탈락, 이 중 49% 실험에 참여)
* 413명 (비순응[non-complying]집단으로 장학금을 받도록 선정되었으나 사용하지 않음,
이 중 20% 실험에 참여)
- Cowen(2008): 총 347명 구성(실험집단=158, 비교집단=135, 비순응집단
=54)
- 지원자격: 뉴욕시 거주 빈곤층(급식 수혜자 집단 등), 1~5학년 공립학교
- 20,000명 이상 신청: 97년2월~4월, 97년 5월 무작위추첨, 1천명 3백명 추첨
예정
SCSF - 실험집단=1,374명 추첨(이 중 53%만 3년차까지 참여, 12%는 2년차까지, 13%
Mayer 외 년차까지 참여했고, 나머지 23% 전혀 사용하지 않음); 통제집단=960명(이 중
(2002) 4% 3년차, 3% 2년차, 5% 1년차 사립학교 재학, 88% 사립학교 진학하지 않
음)
- 최소 3년 동안 사립학교등록금 연 $ 1,400까지 지원, 종교계통 사립학교 진학 허
용
주: OSP=워싱턴 D.C.(Washington D.C.)의 Opportunity Scholarship Program;
SINI= Studentsattendingpublic schools designatedasIn NeedofImprovement(SINI) underthe
No Child Left Behind(NCLB).
3. 교육바우처 효과의 추정모형과 실증분석 결과
1) 바우처 효과 추정 모형

위에서 사용한 무작위실험을 근거로 바우처 프로그램의 효과를 추정하는 모
형은 여러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이들 모형들이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것은
바우처의 인과효과를 추정함에 있어서 다른 혼란요인의 효과를 배제하는데 있
다. 즉, 바우처 프로그램의 차이 이외에 다른 요인들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기 위
해 무작위실험이나 각종 준실험을 활용하고 있다.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본 논
문에서는 무작위실험 연구들을 중심으로 바우처 효과 추정모형들을 분석해보고
있다. 그럼 위에서 제시한 분석모형들을 특성을 차례대로 살펴보자.
첫째, 바우처 프로그램의 효과를 직접 측정한 모형들이다. <모형 1>의 경우
학생들의 학년, 성별, 인종 등을 통제한 후 무작위로 선정하여 바우처를 이용한
학생과 그렇지 않은 학생들 사이의 학업성취도 차이를 살펴보는 모형이다. 모형
24)

24)

여기서 살펴보는 바우처 효과는 주로 바우처를 이용한 학생과 그렇지 않은 학생들의
읽기나 수학과 같은 학업성취도에 초점을 두고자 한다. 하지만 바우처의 효과는 이를
이용하는 학부모의 만족도와 그밖에 학교간 경쟁에 따른 학교 자체의 시설이나 교육
품질 향상 효과도 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논의는 별도로 논의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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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결과, θ 가 유의미한 만큼 학업성취도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만약 이
러한 무실험이 완벽하게 이루어질 경우 θ 는 대상집단의 평균효과(ATE:
Average Treatment Effect)를 반영한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무작위 선정과정도 실험에 참여한 대상자들이 모두 실험결과
를 수용하고 이를 따라준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추정에 일정한 한계가 존재
한다. 즉, 바우처 프로그램 이용여부를 무작위로 선정하더라도, 실제 선정된 집
단이 모두 바우처를 이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바우처와 같이 특정한 정책집단을
대상으로 한 무작위실험을 실시할 경우 이론적으로 두 가지 유형이 가능하다.
하나는 바우처를 이용할 수 있는 자격이 제공되는 집단(vouchers offered)과 제공
되지 않는 집단(vouchers rejected)으로 무작위로 구분하여 양자의 집단간 차이를
추정하는 것이다. 이는 ITT(Intent-to-Treat)추정치로 불린다. 다른 하나는 실제 바
우처를 이용하는 집단(vouchers used)과 이용하지 않는 집단으로 구분하여 양 집
단에서 나타나는 차이를 추정하는 것이다. 이는 TT(Treatment-to-Treated)로 불린
다. 이처럼 교육바우처를 무작위로 제공받았더라도 이를 실제 모두 이용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원래 바우처를 무작위로 제공받은 집단과 실제 바우처를
이용하는 집단이 동일하지 않다. 따라서 최근 상당수의 연구들이 ITT와 TT의
추정치를 함께 분석하고 있다(Rouse, 1998; Belfield, 2007; Krueger & Zhu, 2004;
Mayer 외, 2002; Wolf 외, 2007; 2008).
한편 바우처 대상 집단에 해당되더라도 실제 이를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집단
(학부모의 높은 교육적 관심)이 존재한다. 이러한 문제를 어느 정도 통제하기
위해 <모형 2>처럼 과거 성적을 통제하는 고정효과모형을 사용한다. 이 경우
학업성적에 관심이 높은 학부모나 학생 집단의 특성을 과거의 성적으로 통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모형 3>도 인종, 성별, 가족의 크기에 따라 여러 하위집단
으로 구분하여 무작위실험을 시행하기도 한다.
그렇지만 이러한 통제조치만으로는 여전히 완벽한 무작위실험을 설계하는데
한계가 있다. 예를 들면, 실제 바우처를 할당받아 사용하는 실험집단에서 일정
수준의 결측값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바우처 프로그램 대상자 집단이 빈곤층
과 같은 취약계층에 한정되어 시행되기 때문에 이들 집단을 대상으로 한 실험
결과를 일반적인 학생 모두로 확대 적용하는데 제한을 받는다. 즉, 특정집단에
한정되어 시행된 무작위실험의 효과는 그 해당집단의 특성을 반영한 것이지 전
체 집단에도 그대로 나타나는 실험효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실험효
과의 국지적 제한성은 Angrist와 Imbens가 사용한 특정집단평균효과(LATE:
Local Average Treatment Effect) 모형으로 개념화되었다(Angrist & Imbens, 1994).
이 모형의 논지는 실험대상이 된 집단의 이질적 특성(heterogeneity)이 존재한다
면, 여기서 나온 실험효과의 크기는 집단에 따라 상이하다는 것이다.
t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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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바우처 프로그램 실시에 따라 학교간 경쟁이 심화되면서 이러한 경쟁
압력이 학교성적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 모형들을 살펴보자. 위에서는 실제
교육바우처를 이용한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 사이의 차이점을 보았지만, 한편
으로는 바우처 시행에 따라 학교간 경쟁이 심화되면서 바우처를 이용하지 않은
집단도 학교간 경쟁에 따른 긍정적 효과의 혜택(benefits)을 볼 수 있다. 즉, 바
우처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에 다녔던 공립학교에 재학하고 있지만, 교육바우처
시행에 따른 학교간 경쟁으로 바우처를 이용하지 않은 공립학교 재학생들도 혜
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모형 4-1>과 <모형 4-2>를 이용하여 이 분야 연
구자들은 이러한 학교간 경쟁에 따라 바우처를 이용하지 않은 집단도 얼마나
혜택을 누릴 수 있는지를 분석하고 있다(Chakrabarti, 2008; Chiang, 2008; Hoxby,
2003; Rouse 외, 2007).
[바우처 효과 추정 모형의 유형]

모형 1

교육바우처 효과 기초모형
: Yit= 1 +  tVit + Xi t + 1it
모형 2
고정효과를 통제한 모형
: Yit= 2 +  tVit + Xi t + Yit-1 + 2it
모형 3
하위집단별 특성을 고려한 무작위실험모형g
: Yit= 3 +  tVit + Xi t + ηS if + 3it
모형 4-1
학교간 경쟁밀도를 활용한 모형
: Yit= 41 + ΦtHt + Xi t + 41it
모형 4-2
학교간 경쟁밀도를 이용한 단절적 회귀모형
: Yit= 42 + c(Pis) +  tVist + Xi t + 42it
Y=읽기, 수학 등 학교성적; V=교육바우처 수급유무; X=인종, 가정환경, 성별 등 통제변인;
S=성별, 인종, 가구원수, 성적 등에 따라 나누어진 하위수준의 무작위집단; H=학교간 경쟁밀
도(Herfindahl-Hirschman Index: HHI)25); P=학교성과에 따라 바우처를 활용할 자격을
얻을 수 있는 지표(플로리다 주의 경우 학교평가에서 F 등급을 받을 경우 바우처 이용 자격 부
여); i=학생, t=연도, s=학교
2) 교육바우처의 성적 향상 효과

미국의 경우 교육바우처를 이용한 집단과 그렇지 않은 통제 집단 사이에 성
적 차이가 존재할까? 결론은 연구에 따라 상이하지만 흑인집단의 경우 성과가
지수는 특정 교구내 전체 등록학생수 또는 학교 수에서 사립학교 재학생이나
사립학교 수가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한다.

25) HH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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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는 연구가 다소 많다. 긍정적 성과를 강조하는 연구로 Cowen(2008), Greene
(2000), Peterson 외(1999), Peterson 외(2003), Wolf 외(2007), Wolf(2008), Wolf 외
(2008) 등을 꼽을 수 있다. 반면 Krueger와 Zhu(2003), Rouse(2009), Witt(1998)의
경우 두 집단 사이에 성적 차이가 없다고 주장한다. 한편 Barnard 외(2003),
Mayer 외(2002), Howell과 Peterson(2004) 등의 경우 흑인에서만 성적향상이 있음
을 보여준다. 구체적으로 개별 교육바우처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나온 연구결과
를 살펴보자.
첫째, 밀워키를 다룬 Rouse(1998)의 연구결과를 보면, 통제집단과 비교해서
바우처 사용집단의 산수성적 향상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ITT에 근
거한 산수성적 향상 정도는 0.06 σ에서 0.11 σ 까지 분포하며 TT의 경우 0.14 σ
로 나타남). 하지만 읽기의 경우 차이가 없다(ITT에 근거한 크기는 -0.03 σ에서
0.03 σ 까지 분포하며 TT의 경우 0.01 σ 로 거의 차이가 없음). 위의 Rouse(1998)
연구 이외에도 밀워키 바우처는 Witt(1998)와 Greene과 그 동료(1999)들에 의해
서도 평가되었다. Witt(1998)의 연구는 바우처 사용에 따른 읽기와 산수 점수의
향상이 없음을 보여준다. 하지만 Greene과 그 동료들의 연구는 두 과목 모두 성
적이 향상되었다고 한다. 이처럼 밀워키 교육바우처 프로그램이 제공하는 비
실험자료를 두고 연구자에 따라 상이한 결과를 도출하고 있다. 밀워키의 경우
연구에 따라 다르지만, 최근에는 밀워키 자료를 바탕으로 학력향상을 보여주는
연구들이 나오고 있다.
클리블랜드의 경우 Belfield(2007)에 따르면 바우처시행에 따른 성적향상은 없
었다. 프로그램 시행 후 3년 뒤 평가에서 산수와 읽기 모두 경우 바우처 사용집
단의 성적이 오히려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5년 뒤 평가에서는 양 영역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위 연구를 종합하면 밀워키보다 클리
블랜드의 경우 바우처를 사용한 저소득 집단 학생의 성적향상효과는 없었다. 하
지만 이상의 밀워키나 클리블랜드 연구결과는 통제집단 구성의 편향성(selection
bias) 때문에 과학적으로 신뢰하기 어렵다. 즉, 바우처를 사용한 실험집단과 비
교할 때 오히려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은 집단으로 통제집단이 구성되었을 가능
26)

27)

읽기의 경우, 3년 뒤 평가에서 전국순위점수(NPR: National Percentile Ranking)기준으
로 2.0~3.0 정도 향상되었고, 4년 뒤 평가에서는 5.8 NPR 정도 높아졌다. 산수의 경우
도 각각 5.0 NPR, 10.7 NPR 정도 점수가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27) 밀워키 바우처 실험연구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Witte(1998)의 연구에 따르면 읽
기와 산수점수에서 바우처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사이에 차이가 없다. 반면 그 뒤
Rouse(1998)의 연구에서 읽기점수의 경우 차이가 없었지만 산수 점수가 약간 상승했
다. 또한 Greene과 그의 동료들의 연구(1999)에서도 4년 뒤 읽기와 산수 모두 점수가
상승했다. 나아가 Greene(2000)의 후속연구에서도 산수와 읽기 점수 모두 향상된 것
으로 나타났다.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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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통제집단 설계의 문제점이 지적됨에 따라 Washington D.C. OSP 바우
처의 경우 완벽하지는 않지만 무작위에 가까운 실험을 실시했다. Wolf와 그
동료들의 연구에 따르면 본 프로그램 실시 첫해와 둘째 해 모두 통제집단과 비
교할 때 읽기와 산수에서 5% 유의수준에서 유의미한 성적향상은 없었다. 본
OSP 시행 첫해와 둘째 해에 있어 읽기의 경우 각각 -0.01~0.07 σ , -0.02~0.01 σ ,
산수의 경우 -0.01~0.03 σ , 0.05~0.08 σ 정도로 그 향상정도가 미미하다(<표 6>
참고). 전체적으로, 정부지원 바우처 프로그램 효과를 분석한 연구에 따르면 유
의미하게 단기간의 성적향상 효과를 거둔 것으로 보기 어렵다. 다만 이들 연구
에 있어 통제집단의 구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또한 바우처의 효과를
성적향상 만이 아니라 다양한 편익들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최소한
학부모의 만족도는 매우 높게 나타났다. 나아가 현재 교육바우처 연구에서 바우
처 사용집단과 통제집단을 졸업률, 대학진학률, 취업과 같은 장기적 편익까지
고려한 시도는 아직 없기 때문에 바우처의 종합적인 효과를 다양하게 조망할
필요가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정부지원 바우처 프로그램의 경우 비실험자료이거나 무작위
28)

29)

<표 5> 밀워키 바우처 연구 결과

연구
산수점수
읽기점수
Witte(1998)
유의미한 차이 없음
유의미한 차이 없음
Rouse(1998) 연간 1.5~2.3분위 점수 향상
유의미한 차이 없음
Greene 첫 두해는 차이 없음, 3~4년차 향상 첫 두해는 차이 없음, 3~4년차
외(1999)
향상
Greene(2000) 4년 뒤 평가 11 NCE 점수 향상 4년 뒤 평가 6 NCE 점수 향상
주: NCE=normal curve equivalent. NCE 점수는 분위수(percentile) 간격을 표준화된
정규분포로 만들어 비교를 가능하게 함. 1~99점 사이에 위치함. NCE = 21.06*Z +
50(Z=표준화점수).

예를 들면, 밀워키와 클리블랜드 사례의 경우 통제집단인 바우처 비수급자(지원 후
거절된 집단 또는 바우처를 사용하지 않는 공립학교 재학생의 무작위추출 집단)가
무작위로 추출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즉, 바우처를 지원했지만 추첨에서 탈락한 집단
이 바우처 수급자보다 소득수준에서 나은 집단일 수 있다는 것이다. 당시 클리블랜드
의 경우 저소득층일수록 바우처를 받을 가능성이 높았다는 것이다. 이처럼 통제집단
이 무작위로 선정되지 않아 통제집단과 실험집단의 비교에 있어서 누락변인의 편향
성이 존재할 수 있다.
29) 기본적으로 비실험자료에 바탕을 둔 밀워키나 클리블랜드와 달리 Washington D.C.
OSP의 경우 무작위실험설계를 시도했다. 하지만 여전히 학업성취도가 상대적으로 떨
어지는 공립학교 재학생의 경우 바우처를 배정받을 확률을 높게 해 주었다. 즉, 바우
처 실험집단의 경우 통제집단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의 학생이 학업성취
도가 낮은 학교에 다녔다는 것이다(Wolf 외 2007; 2008).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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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을 시도했더라도 그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민간재단
차원에서 교육바우처의 무작위실험을 적극 지원하기 시작했다. 구체적으로 여기
서 나온 연구들을 살펴보자.
첫째, 무작위 실험연구에서 흑인만을 대상으로 분석한 경우는 성적향상 효과
가 있다는 연구가 많다. 하지만 나머지 인종을 포함하여 연구한 경우 그 효과는
미미한데, 이는 흑인이 아닌 나머지 비흑인 학생집단에서의 성적이 좋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데 바우처 혜택을 받은 학생들은 흑인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흑인만을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도 표본의 성격상 그 의미가 크다. 실제 미
국의 낮은 공립학교의 품질 때문에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는 집단이 흑인이기
때문에 이들만을 대상으로 한 바우처 효과를 검증하는 것 자체가 미국 공립학
교의 개선방안을 시사하기 때문이다.
<표 6> 교육바우처의 성적 향상 효과

구분 연구
논문

바우처
프로그램

읽기

학업성취도

산수

ITT TT ITT
TT
-0.03~ 0.01 σ
Rouse MPCP 0.06
~
σ
0.14
(1998)
0.03 σ
0.11 σ
ITT
ITT

정부
지원

Greene,
NCR
Peterson, MPCP 1년차=2.47
2년차=2.57
NCR
&
3년차=2.10 NCR
Du(1999)
4년차=6.26 NCR

1년차=3.68 NCR
2년차=3.59 NCR
3년차=3.83 NCR
4년차=11.0 NCR

-0.11 σ -0.11 σ -0.13 σ -0.13 σ

실험 및 통제집단
특이사항
- Grade K-8 연간 성적 향상
- 통제집단: (1) 바우처 지원 탈락집
단 밀워키, (2) 공립학교 재학 저소득
층 학생 무작위표본
실험집단 규모
1년차 읽기(N=816), 산수
(N=854)
2년차 읽기(N=738), 산수
(N=728)
3년차 읽기(N=441), 산수
(N=435)
4년차 읽기(N=175), 산수
(N=175)
- 바우처 시행 3년 후 2학년대상

Belfield CSTP
(2007)
-0.02 σ -0.08 σ 0.04 σ 0.07 σ - 바우처 시행 5년 후 4학년대상
Peterson외( CSTP
7분위 증가
1999)
(CAT 점수)
Wolf 외 OSP -0.01~ (2007)
0.07 σ

15분위 증가
(CAT 점수)
-0.01~ 0.03 σ

- 시행 후 2년차 평가
- California Achievement Test
K-12 실험실시 후 첫 해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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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5~
0.08 σ - K-12 실험실시 후 둘째 해 평가
0.19 σ 0.26 σ - 시행 후 3년차 평가
확대(한쪽 부모가 흑인
0.05 σ 0.03 σ -일 흑인범주를
경우 흑인으로 정의)
뉴욕 SCSF와 워싱턴 D.C. WSF
- 0.02 σ - 0.23 σ -자료를
합하여 분석
인종 구분 없이 어머니 흑인인 경우 통제
바우처 사
ITT CASE ITT CASE -용 실험집단=212명(54명
않음), 통제집단=135명
6.14 7.21 5.00 4.93
나머지 인종
흑인 학생 - 바우처 실시 1년뒤 평가
ITT CASE ITT CASE - 1~4학년 평균(학업성취도가 낮은
대상)
읽기=1.1 읽기=1.7 읽기=2.0 읽기=2.6 공립학교출신
매칭기법
(PSM)
사용
산수=2.1 산수=3.3 산수=4.5 산수=6.0
나머지 인종
흑인 학생 - 세 지역 모두 ITBS의 기본 점수
점수= NCR TT 추정치
TT 추정치 (baseline score) 통제
읽기
산수
읽기
산수 - 세 지역 모두 2년 뒤 평가
Peterson
외(2003) SCSF 0.2 -3.2 4.5
4.2 - SCSF(흑인=519, 나머지=699),
나머지=96),
PACE -0.4 0.0 7.6
5.3 PACE(흑인=273,
WSF(흑인=656,
나머지=31)
WSF -7.6 7.3 8.0 10.4
주: 수치는 미국 전체 성적의 표준편차의 크기로 환산함. 예를 들면, 0.14의 경우 분석대상 학생연
도에 해당하는 미국 전체 학생성적의 표준편차( σ)의 0.14 σ 임. ITT=[intent to treat];
TT=[treatment on the treated]. CASE=Complier Average Causal Effect.
NCR=Normal Curve Ranking. NPR=Normal Percentile Ranking. ITBS=Iowa
Test of Basic Skills. 출처: Rouse(2009)의 <표 1>과 <표 2>, Greene, Peterson &
Du(1999)의 <표 6>, Barnard 외(2003)의 <표 B.1>과 <표 B.2>, Peterson 외(2003)의
<표 2>, <표 3>, <표 4> 등에서 선별. 민간재단 지원 연구들의 경우 미국 전체 표준편차의 크
기( σ)는 28.5이다.
Wolf 외 OSP
(2008)
Mayer외 뉴욕시
(2002) SCSF
Krueger & 뉴욕시
Zhu
(2004) SCSF
Howell & SCSF +
Peterson WSF
(2004)
Cowen SFP
민간 (2008) 점수=NPR
재단
지원
Barnard SCSF
외(2003) 점수=NPR

-0.02~ 0.01 σ
0.03 σ 0.05 σ
-0.01~ 0.00 σ
0.01 σ

둘째, New York시와 Washington D.C. 바우처를 이용한 연구들에 따르면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와 흑인만을 대상으로 한 연구 사이에 상이한 결과가
존재한다. 무엇보다 바우처를 사용한 전체 학생들의 경우는 통제집단(바우처 비
사용집단)과 비교해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 하지만 이 중에서 흑
인만을 대상으로 비교할 때 1% 유의수준에서 Mayer와 그 동료들의 연구(200
2) 에서는 0.26 σ , 그리고 Howell과 Peterson(2002)의 연구에서는 0.23 σ 정도의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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뚜렷한 성적 향상을 보여준다. 특히 Peterson과 그 동료들의 연구(2003)에 따르
면 흑인들의 경우 세 지역 바우처 프로그램(뉴욕 SCSF, 오하이오 PACE, 워싱턴
D.C. WSF) 모두에서 읽기와 산수 성적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뉴욕시
SCSF자료에 매칭기법을 사용한 Barnard 외(2003)의 연구에서도 흑인학생들의 산
수 성적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Krueger와 Zhu(2004)의 연구에 따르면
바우처 사용에 따른 점수 향상은 0.03 σ 으로 효과가 거의 없다고 한다. 이 차이
는 흑인의 범주화에서 기인한 것인데, 여기서 Mayer와 그 동료들의 연구(2002),
그리고 Howell과 Peterson(2002)의 연구의 경우 어머니가 흑인인 경우만을 대상
으로 분석했다. 반면 Krueger와 Zhu(2004)의 연구는 어느 한쪽 부모만 흑인이라
도 표본을 흑인으로 범주화하고 있다. 이처럼 점수향상 효과가 있는 흑인의 경
우도 연구진에 따라 어떻게 흑인의 범주화할 것인가에 따라 상이한 결과를 보
여준다.
셋째, Cowen(2008)의 연구에서도 노스캐롤라이나 샤롯(Charlotte)에서 시행된
CSF 바우처 혜택을 받은 학생들의 읽기와 산수 성적이 모두 향상된 것으로 나
타났다. 이 연구는 어머니가 흑인인 경우를 통제한 후 바우처 시행 효과를 검증
하고 있어 흑인만을 대상으로 한 분석을 별도로 시도하지 않았다. 동일한 자료
를 사용한 Greene(2001)의 경우도 바우처를 이용한 학생들의 읽기(6.5 NPR)와
산수(5.9 NPR) 점수 모두가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3) 교육바우처와 비학업지표

바우처 프로그램의 평가에 있어서 학부모의 프로그램에 대한 절대적인 지지
가 있었다. 또한 바우처 이용자 집단의 경우 선택한 학교의 품질, 교과과정에
대한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통제집단보다 월등히 높았다. 또한 학교폭력 문제도
통제집단보다 실험집단에서 적었으며, 학생들의 각종 사회적 태도에서도 통제집
단보다 실험집단에서 더 좋게 나타났다. 이러한 비학업지표를 중심으로 몇 가지
연구결과를 살펴보자. 무엇보다 바우처를 지원받은 학부모의 경우 그렇지 않은
학부모에 비해 만족도가 높다. 오하이오 Dayton지역의 경우 바우처를 받은 학부
모의 약 47%가 해당 학교를 A 등급으로 평가했지만, 통제집단 학부모는 8%만
자녀가 재학 중인 학교를 A등급으로 평가했다. 워싱턴 D.C.의 경우 A와 B 등급
으로 평가한 비중을 보면, 바우처 지원을 받은 실험집단의 경우 81%, 통제집단
은 60%로 나타났다. 뉴욕시의 경우 자녀가 다니는 학교를 A등급으로 평가한 비
30)

이 연구에 따르면, 읽기와 산수를 평균한 점수기준으로 흑인의 경우 NPR 기준으로 1
년 후 4.4, 2년 후 3.2, 3년 후 5.5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립학교 재학 흑인
의 경우 효과가 더욱 컸는데, NPR 기준으로 각각 1년 후 5.7, 2년 후 4.4, 3년 후 9.2
정도의 향상이 이루어졌다. 라틴 계통의 학생은 점수향상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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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을 보면, 실험집단은 42%, 통제집단은 10%로 나타났다. 또한 학교품질에 대
한 만족도를 비교해보면, 바우처 이용집단이 통제집단보다 크게 높다. 학교폭력
문제도 실험집단보다 통제집단에서 상대적으로 많이 나타났다. 학교 교사와 학
부모 사이의 의사소통도 통제집단보다 실험집단에서 더욱 활발했다.
<표 10> 바우처 프로그램에 대한 학부모의 만족도

바우처 프로그램 및
연구자
Howell 외(2000)
오하이오 Dayton
(PACE)
Wolf 외(2001)
워싱턴 D.C.
(WSF)
Mayer 외(2002)
뉴욕시
(SCSF)

바우처 사용에 대한 학부모 만족도 현황
* 해당 학교 A등급 응답: 실험집단(47%), 비교집단(8%)
* 학교품질 (매우 만족 응답): 실험집단(51%), 비교집단(9%)
* 학교폭력 (심각하다고 응답): 실험집단(16%), 비교집단(66%)
* 교사와 의사소통 경험 있음: 실험집단(92%), 비교집단(76%)
* 학교 등급 평가( B이상 등급 응답자, 실험집단 81%, 비교집단
60%)
* 학교품질: 교사의 자질, 덕목, 학급크기: 실험집단 > 비교집단
* 학교폭력 (심각하다고 응답, 실험집단 26%, 비교집단 50%)
* 해당 학교 A등급 응답: 실험집단(42%), 비교집단(10%)
* 학교품질 (매우 만족 응답): 실험집단 > 비교집단
* 학교폭력 (심각하다고 응답): 실험집단(34%), 비교집단(64%)
* 교사와 의사소통 경험: 실험집단 > 비교집단

Ⅳ. 교육바우처 효과의 작동기제를 둘러싼 쟁점

교육바우처의 제공으로 공립학교는 사립학교와 경쟁을 해야 한다. 하지만 그
효과가 발생하는 메커니즘은 여전히 블랙박스로 남아 있다. 과연 경쟁으로 학교
운영 비용이 감소하고 학생 성적과 학부모의 만족도가 상승하는 것인지 의문을
제기한다. 즉, 사립학교 진학을 통해 나타나는 교육바우처의 효과는 경쟁에 따
른 효과가 아니라 사립학교 자체가 가진 특성에서 나온다는 주장도 있다.
한편 교육바우처의 시행에 대한 학부모들의 만족도와 지지도는 매우 높다.
특히 이들 바우처 수혜자는 빈곤계층, 장애아동 등 취약계층의 학부모들이다.
교육바우처에 대한 정책만족도와 지지가 매우 높고, 나아가 취약계층을 집중 지
원함으로써 교육기회의 형평성 제고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이러한 긍정적 효과
는 매우 확실하게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미국의 교원노조는 이에 대해 일관되
게 반대하고 있다. 학교운영에 대한 통제권 상실을 우려하는 정치적 이해 때문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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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교시스템의 효과(system effects): 사립학교 자체의 특성효과

교육바우처의 효과는 가톨릭학교 자체가 가진 특성과 사립학교에 주어진 학
교운영의 자율성에서 나온다. 또한 사립학교 학생의 좋은 가정환경과 사립학교
가 가진 풍부한 자원과 연관되어 있다. 이처럼 학교시스템에서 비롯되는 바우처
효과의 작동기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Chubb과 Moe(1990)의 주장처럼 사립학교는 높은 수준의 자율성을 보장
받기 때문에 명확하고 구체적인 비전이나 목표를 가지고 교과과정의 유연한 설
계를 통해 성과를 높이는데 유리하다. 반면에 공립학교는 교육청 관할을 둘러싼
정치적 이해관계와 관료적 규제 때문에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할 자율성
을 갖지 못하며 학교 본연의 책무성이 아닌 관료적 절차에 매몰되어 있다. 결국
이러한 공사립학교의 시스템 차이는 학교성과의 차이로 이어진다. 그렇다면 교
육바우처를 이용해서 사립학교에 다닐 경우 나타나는 효과는 사립학교 자체의
특성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이러한 사립학교의 시스템 효
과가 어떻게 작동하고 그 내용이 무엇인지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둘째, 가톨릭학교가 공립학교보다 더욱 진취적인 학풍을 가지고 있다. 일반적
으로 공립학교보다 가톨릭학교에서 직업훈련보다는 대학진학 등 학술분야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진다(Witte, 1992). 특히 가톨릭학교는 모든 재학생으로 하여금
대학진학이나 필수 교과목을 수강하도록 장려하고,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활동을
장려한다(Bryk, Lee & Holland, 1993). 이를 통해 학생, 학부모, 학교공동체의 사
이의 긍정적 상호작용을 만들어낸다.
셋째, 사립학교 학생은 가정환경과 학업동기 측면에서 공립학교보다 우월하
다. 따라서 바우처를 통해 사립학교에 다닌 학생의 경우 동료효과(peer group
effects)나 사립학교가 가진 자원효과(resource effects) 혜택을 누린다는 것이다
(Figlio & Stone, 1999). 앞으로 교육바우처를 이용해서 사립학교에 다닐 경우 긍
정적 성과가 있다면, 과연 어떤 이유 때문인지 식별할 수 있는 실증연구가 필요
하다.
2. 경쟁에 따른 효과

여기서는 경쟁에 따른 효과를 측정한 연구를 살펴보자. 바우처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효과는 아니지만 학군 내에서 학교간 경쟁의 상승으로 인한 효과에 대
해 상반된 의견이 존재한다. 대부분 효과가 있다는 것과 효과가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최소한 경쟁으로 인한 부작용은 거의 없다. 기존의 교육바우처 무작위
실험연구들은 사립학교에 진학한 후 이들 집단의 학업성취도와 학부모 만족도,
학교운영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반면 나머지 공립학교에서 어떤 상황이

미국 교육바우처의 효과 분석: 무작위실험 사례를 중심으로 ∙ 51

나타나는가에 대한 연구는 없었다. 바우처 사용으로 사립학교의 등록률이 올라
갈 때 공립학교에서는 어떤 상황이 도래할까? 두 가지 시나리오가 가능하다. 공
립학교도 자극을 받아 더 좋은 성과를 내는 것과 그렇지 않고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 경우이다.
<표 8> 사립학교와의 경쟁으로 공립학교가 받는 영향

연 구
[자료, 분석단위] 경쟁의 측정
Jepsen(1999) 우편번호,
MSA
[NLS72, NELS88, 카운티
사립학교
등록
개인]
비율
Sander(1999) 교육구 사립학교
[일리노이주, 학교] 등록 비율

공립학교에 미친 사립학교 등록률
영향
10% 증가 시
임금, NSL72 수학점수
도구변수 (가톨릭 신자 성취도,
고교
졸업률,
및 가톨릭 교회 비중) 대학진학률 유의미한 향상
ACT 유의하지 않음
도구변수 (가톨릭 신자 졸업률,
참가
상급생
비중)
(영향 없음)
비율
도구변수 (가톨릭
McMillan(1998) 교육구 사립학교 신자, 흑인, 대학교육 읽기 점수
유의하지 않음
[NELS88, 학교] 등록 비율
이수자 비중, 중위
(영향 없음)
카운티소득)
Dee(1998) 카운티 사립학교 도구변수 (가톨릭 신자 고등학교 졸업률 2.3% 포인트
[CCD, 교육구] 등록 비율
비중)
Arum(1996) 주정부 사립학교 OLS
읽기/산수 합계 0.04σ
[HSB, 개인] 등록 비율
교육연수=0.33+
Hoxby(2000) 주정부 MSA 중등 도구변수 (가톨릭 신자 교육연수,
σ+
[NLSY, 개인] 사립학교 등록률 및 가톨릭 교회 비중) 임금AFQT 점수 임금=0.04
AFQT=0.07σ+
Couch 외(1993) 카운티 사립학교 도구변수 (인근
[노스캐롤라이나주 등록 비율
대학교육이수자 비율, 수학
0.90σ
카운티]
1인당 카운티 소득)
주:+유의수준5%. 약어:ACT=AmericanCollegeTest;AFQT:ArmedForcesQualificationTest점
수;CCD=CommonCoreofData;HSB=HighSchool andBeyond);MSA=MetropolitanStatistical
Area;NELS88=NationalEducationLongitudinalStudyof1988;NLS72=NationalLongitudinalStudyof
theHighSchool Classof1972;NLSY=NationalLongitudinalSurveyofYouth;OLS=OrdinaryLeast
Square Method. σ =표준편차.
추정방법

먼저 기존연구들에서 경쟁의 압력이 올라갈수록 공립학교에 좋은 성과가 수
반된다는 연구들을 살펴보자. 예를 들면, 사립학교 등록률이 10% 증가할 때 공
립학교에 나타나는 긍정적 효과를 보면 다음과 같다(<표 8> 참고). Dee(1998)의
연구에 따르면 공립학교의 졸업률이 2.3% 증가한다고 한다. Hoxby(1994)의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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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르면 교육연수가 0.33(연도)만큼 증가하며 임금과 AFQT 성적은 각각 0.04
및 0.07 표준편차만큼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Couch와 동료들의 연구(1993)에
따르면 수학점수가 0.9 표준편차만큼 크게 증가했다. 반면 Sander(1998)의 연구
에 따르면 공립학교의 학업성취도에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
Jepsen(1999)과 McMillan(1998)의 연구는 사립학교의 등록률이 증가하더라도 공
립학교는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Hoxby(1998)의 연구는 학교간 경쟁으로 공립과 사립학교 모두 성과가
향상된다고 한다. 이 연구에 따르면, 시험점수가 공립학교는 3분위, 사립학교는
8분위가 증가했다. 학생일인당 비용은 사립학교는 변동이 없지만, 공립학교의
경우 1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공립학교의 경우 학부모 참여도가
30%, 증가했고 졸업생들의 교육연수도 0.4학년 정도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사립학교에서는 졸업률이 1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졸업생들의 임금
은 공립학교의 경우 4%, 사립학교의 경우 1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V. 결 론
1. 연구의 요약

지금까지 미국의 교육바우처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교육바우처의 효과를 검토
해 보았다. 현재 미국에는 여러 형태의 바우처 프로그램이 존재한다. 아직 교육
바우처는 매우 제한된 지역에서만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최근 무작위실험에 근
거한 바우처 프로그램이 증가하고 있다. 이들은 정부지원과 민간재단 지원에 따
라 구분된다. 정부지원 프로그램으로는 위스콘신 주정부가 1990년에 실시한 미
국에서 가장 큰 교육바우처 프로그램인 밀워키 MSMP, 클리블랜드의 CSSP,
2004년 연방정부가 워싱턴 D.C.에 지원한 OSP 프로그램 등이 있다. 민간재단이
지원하여 실험을 하고 있는 바우처 프로그램으로는 오하이오 데이턴 PACE, 노
스캐롤라이나 샤롯 CSF, 워싱턴 D.C. WSF, 그리고 뉴욕시의 SCSF가 있다. 이들
무작위실험을 통하여 나온 연구결과를 근거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분명한 사
실을 확인할 수 있다.
첫째, 미국의 교육바우처는 빈곤집단에 초점을 둔 소규모 제한적 실험프로그
램이다. 이들 무작위 실험 교육바우처는 대부분 연방빈곤선의 185% 이하인 빈
곤가구를 대상으로 이루어진다. 즉, 미국의 대도시 빈곤지역에 거주하는 취약계
층에 대한 집중 지원을 통해 그 정책효과를 파악하기 위함이다. 이처럼 소외계
층의 교육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교육복지차원의 정책이지만 이를 도시근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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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확대하는 것은 해당 지역주민의 반대로 그 실현가능성이 낮다.
둘째, 교육바우처를 이용하는 학부모의 정책만족도와 지지도가 매우 높다. 이
는 공립학교에 대한 높은 불만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벗어날 수 없었던 학부모
들이 학교선택권을 통하여 사립학교에 진학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받기 때문이
다.
셋째, 교육바우처를 이용한 후 학업성취도가 향상되었다. 6개의 무작위실험사
례를 대상으로 분석한 논문에 따르면 학업성취도가 적어도 낮아졌다는 증거는
전혀 없다. 교육바우처를 활용한 집단의 경우 통제집단인 기존의 공립학교와 비
교할 때 비슷하거나 아니면 더 나은 성적을 거두고 있다. 위에서 언급한 12개의
교육바우처 효과 실험연구 중에서 초기 Witte(1998)의 연구와 Krueger와 Zhu의
연구(2004)를 제외한 나머지 대부분의 연구에서 실험집단의 절반이상을 차지하
는 흑인학생 집단을 중심으로 읽기와 산수의 성적향상 효과가 있었다. 특히 읽
기보다는 산수과목에서 성적 향상이 상대적으로 컸다.
2. 교육바우처의 주요 쟁점과 정책시사점

그동안 시행한 미국의 교육바우처 실험결과를 근거로 교육바우처를 도입할
경우 다음과 같은 정책시사점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중장기적으로 나타나는 다양한 차원의 교육바우처 효과를 분석해야 한
다. 지금까지 교육바우처 효과를 분석한 논문은 대부분 바우처 시행 후 3년 이
내의 단기 효과에만 관심을 가졌다. 앞으로 학부모의 바우처 만족도나 성적 향
상과 같은 단기 성과뿐만 아니라 생애에 걸쳐 누적되는 여러 가지의 사회경제
적 효과를 식별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교육바우처 시행이 가져다 준 교육
기회의 확장은 그 이후에도 지속적인 인적자본의 투자경로, 상급학교에서의 적
응도, 졸업 후 취업과 소득, 계층상승과 불평등 완화, 사회자본 등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둘째, 바우처 지원방식, 범위, 전달체계에 관한 것이다. 교육재정에 있어 이용
자 중심의 재정지원방식은 이용자에게 직접 전달되는 보조금(바우처), 조세크레
딧(tax credit), 조세감면(tax exemption) 등 여러 가지가 있다. 하지만 이들 지원형
태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유인체계가 만들어내고, 특히 소득계층에 따른 역진성
이나 누진성이 상이하게 나타난다. 교육바우처의 재정지원방식의 설계가 실제
정책현장에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Neal, 2002). 앞으로
한국교육시스템에 교육바우처를 도입할 경우 무엇보다 저소득층과 같은 취약계
층에 한정하고 이들의 교육기회를 신장하는데 초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상류층
31)

31)

각종 바우처 프로그램의 설계에 대한 논의는 정광호(2008), Daniels & Trebilcock(2005)
등에 정리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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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럼 이미 교육기회를 충분히 향유하는 계층까지 바우처 혜택이 주어진다면 중
하류층에 대한 재원은 상대적으로 줄어들고 오히려 공교육 재정의 역진성으로
교육형평성과 기회균등의 취지가 훼손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학교간 경쟁과정
에서 특정한 우열집단만을 선별하는 편향된 선택이 아닌 다양한 사회구성원간
의 통합적 선택이 이루어지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다. 또한 특정 지역내 교육제
공기관이 부족할 경우 현실적으로 학교간 경쟁이 어렵다면 교통편의나 교육기
관을 추가로 설립하면서 점차적으로 학교선택권을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한
편 재정 지원을 전자방식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기존의 전통적인 종이방식을
유지할 것인가이다. 최근 전자급부시스템(EBT)의 발전으로 이제는 재정지원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전자방식이 대세를 이루고 있다. 인터넷이나
모바일과 결합된 각종 전자결제방식을 적극 활용한다면 재정전달체계를 투명화
하고 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바우처 지원금액과 자부담
(co-payment) 규모와 초과청구(top-up) 방식도 이용자 집단의 소득, 수혜대상, 예
상되는 효과를 고려하여 전략적인 정책설계가 요구된다. 이를 위해 해당 지역사
회의 교육비 규모와 지불능력, 교육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다.
셋째, 바우처와 더불어 각종 부가서비스를 어떻게 얼마나 제공하는가이다. 바
우처만 제공한다고 해서 바우처가 자동적으로 작동하는 것은 아니다. 바우처의
기본원리인 선택과 경쟁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바우처 이용자에게 충분한 정보
를 제공해야 한다. 또한 교육기관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교통편의나 각
종 부가서비스도 필요하다. 무엇보다 교육바우처 제공기관에 대한 충분한 정보
공개와 정보제공이 필수적이다.
넷째, 바우처가 가진 취지를 제대로 살리기 위해서는 적절한 규제가 필수적
이다. 교육제공기관의 진입규제, 이들 기관의 시설, 교원자격 규제, 교과운영 규
제 등이 주요 쟁점이 된다. 사립학교의 경우 교과과정에 종교교육이나 정치교육
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종교나 정치단체로부터 기부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등
도 쟁점이 된다. 또한 학업성취도 평가나 사업의 평가에 있어 협조를 하도록 규
제할 수 있다. 이들은 모두 성과관리와 품질관리와 관련된 규정들이다. 하지만
교육바우처에 대한 지나친 규제는 학교운영의 행정이나 재정의 자율성을 위축
시켜 교육바우처에 대한 학교 참여를 제약할 수도 있다. 또한 노사협약문제,
32)

33)

공립학교의 경우 정부재원으로 운영되지만 여기에는 정부지원을 받지 않는 사립학교
에 자녀를 보내는 학부모들이 낸 세금도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사립학교 학부모들은
자신들의 교육비를 다양한 형태의 교육바우처 등을 통해 보조를 받고 싶어 한다. 하
지만 사립학교에 다니는 학생들까지 정부가 재정지원을 할 경우 기존 공립학교의 위
축과 교육재정의 급증 가능성 때문에 상당한 정치적 논란을 가져올 수 있다.
33) 미국 밀워키 Harambee(K-8) 학교의 경우 지난 1990년 밀워키 교육바우처 프로그램
시행초기부터 참여해 왔으나 최근 2010년부터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았다. 그 이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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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와 학부모 사이의 분쟁에 대한 조정도 필요하다.
다섯째, 교육바우처는 정치와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 미국의 경우 도시 근교
지역 주민들은 빈곤층을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교육바우처가 자신들의 교육구에
시행되는 것에 대해 반대해 왔다(Ryan & Heise, 2002). 또한 그 시행과정에서
미국 교원노조의 커다란 저항에 직면해 왔다. 교원노조는 학교에 대한 통제권
상실이나 학교간 경쟁에 따른 두려움 때문에 교육바우처에 반대해 왔다. 하지만
공급자 중심의 독점적인 기존 학교운영체제와 달리 이용자 중심의 교육바우처
는 학교운영에 있어 학부모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시민참여형 제도이다.
끝으로,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교육바우처의 시행은 동 제도의 장단점을 둘
러싼 정치과정이다. 하지만 우리의 경우 교육정책은 이성적 토론과 합리적 토
론보다는 이해집단의 정치적 주장이 지배해 왔다. 한국의 교육정책은 과학적 분
석에 바탕을 둔 사실이나 근거와 괴리된 경우가 많았던 것이다. 우리의 경우 교
육바우처를 시장만능론에 경도되어 나온 정책으로 폄하하는 경향이 있다(성열
관, 2004). 미국의 경우처럼 교육바우처는 시장적 요소뿐만 아니라 취약계층의
교육기회를 확장하고 학부모의 교육참여를 강조하는 교육민주주의 요소가 매우
강한 정책임을 알아야 한다. 그동안 교육바우처에 반대하는 교원노조의 주장들
을 살펴보면, 과학적 사실과는 일정한 거리가 있고 자신들에게 유리한 증거들만
을 편향적으로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 앞으로 한국에서 교육바우처를 본격적
34)

35)

유는 지난 2006년 참여자격기준이 4인 가구 소득기준으로 15,000달러에서 22,500달러
로 확대되어 학교바우처 운영의 관리적 재정적 부담이 증가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
졌다. Erin Richard. "Stricter voucher program regulations claim next victim: Harambee
School." Journal Sentinel, February 3, 2010.

교육바우처의 찬반 입장이 존재한다. 찬성의 경우 교육기회확대와 학부모의 참여에
따른 교육민주주의의 고양, 학교경영의 자율성 확대, 학교의 책무성 증진 등을 꼽고
있고, 반대의 경우 선택에 따른 학교간 서열화, 일반공통 교육과정의 감소, 학교선택
제 행정비용 등을 든다(주철환 외, 2002).
35) 예를 들면, 미국 교원노조의 주장 속에서 이러한 성향이 잘 드러난다. 첫째, 바우처는
많은 아이들을 뒤처지게 할 것이다(공교육 개선을 위한 전국교육협의회센터 National
Education Association). 바우처는 다수를 희생해 소수자만을 위한 정책이라고 주장한
다. 하지만 미국의 모든 바우처는 빈곤계층, 장애아동, 시골지역 등 학교접근성에 대
한 기회를 제대로 누리지 못한 집단을 위해 사용되고 있다. 현재 바우처의 혜택을 누
가 받고 있는가는 이미 객관적 자료로 나와 있다. 하지만 교원노조는 이들 취약계층
에 대한 지원을 다수의 희생을 통한 소수의 지원이라는 정치적 선동을 하고 있는 것
이다. 둘째, 사립학교를 지원하기 위해 공립학교에 손해를 준다는 주장이다(미네소타
National Education Association 지부). 이미 미국 대도시 지역의 공교육이 가진 문제점
은 너무나 심각하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바우처를 지원하여 학교선택권을
보장하여 공립학교간 경쟁 나아가 공립학교와 사립학교 간 경쟁을 유도하고자 한다.
공교육 독점에 따른 운영의 비효율성은 이미 많은 연구에서 증명되고 있다(Chubb &
Moe, 1990). 공교육시스템은 규제와 자율성 부족으로 비효율성에 늪에 빠져 있다.
34)

56 ∙ 행정논총(제48권2호)

으로 논의할 경우 정치적 이데올로기나 이해관계에 치우친 나머지 객관적 사실
이나 과학적 근거들이 편향적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높다. 교육바우처 시행에서
예상되는 여러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충분한 숙의를 할 수 있는 이성
적 토론과 과학적 분석이 절실하다.
3. 향후 연구

앞으로 최근 진행되고 있는 무작위실험을 통하여 교육바우처의 효과에 대해
보다 많은 과학적 증거를 탐색할 필요가 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영역에서 무작
위실험연구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첫째, 바우처를 통한 경쟁이
기존 공립학교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에 대한 분석이다. 기존 유관연구들(Hoxby,
1998; 2000)을 보면 학군에서의 경쟁정도가 높아지면 공립학교든 사립학교든 학
업성취도 상승이나 비용절감이 나타난다. 하지만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 밀워키
교육바우처의 경우 학생을 많이 유치한 공립학교나 그렇지 않는 공립학교의 경
우 교원에 대한 보상에 거의 차이가 없다. 교원의 신분과 연봉에 있어서 차별성
이 없기 때문이다(Hess, 2008). 앞으로 교육바우처의 확대가 학교간 경쟁에서 어
떤 결과를 가져올 것인지 추가연구가 예상된다. 둘째, 교육바우처 프로그램이
확대되면서 신규로 진입하는 사립학교들이 증가할 것이다. 미국의 경우 가톨릭
학교를 제외한 사립학교에서 교육바우처를 수용할 경우 교육과정을 어떻게 달
라지며 얼마나 큰 성과를 거둘지에 대한 추가연구가 있어야 할 것이다. 셋째,
36)

과 Moe(1990)는 학교간 성취도 격차와 가장 관련성이 큰 요인으로 교육청 규제
로부터의 자율성을 꼽는다. 셋째, 학부모가 아니라 학교가 선택을 할 것이다(National
Education Association). 현재 공교육시스템 하에서 학부모의 선택권이 박탈되고 있다
는 것을 알아야 한다. 해당 공립학교에 가기 싫어도 가야 한다. 바우처 반대론자들은
바우처 시행을 통해 사립학교가 선별적으로 지원자를 차별화해서 선발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미국 가톨릭학교의 경우 지원자의 88%를 합격시키고 있다(Coulson,
1999). 위에서 제시된 무작위 바우처 실험사례에서도 사립학교에서 지원자를 선별적
으로 차별화해서 뽑는다는 증거는 나타나지 않았다. 넷째, 바우처가 공교육 목적을
훼손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존하는 공교육 체제하에서 취약계층이 미국의 도시빈곤
지역 공립학교에서 형편없는 교육을 받음으로써 양질의 교육기회를 박탈당하고 있다.
현행 공교육시스템 하에서는 빈부격차에 따른 교육격차가 더욱 크다. 오히려 무작위
바우처 실험사례에서 드러난 것처럼 취약계층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으로 이들의 교
육접근성이 크게 향상되었다. 다섯째, 교육바우처는 교육비를 증가시켜 세금인상을
가져올 것이다(National Education Association). 그러나 Coulson(1999)에 따르면 미국 전
체 사립학교의 평균 등록금에 해당하는 바우처를 가지고 공립학교를 지원할 경우 전
국적으로 약 연간 1천억 달러 이상을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6) 현재 미국에서 시행 중인 바우처 무작위실험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학부모는 가톨릭
계통의 사립학교에 대부분 지원을 한다. 앞으로 대규모의 바우처 프로그램 시행으로
새롭게 교육시장이 형성되면 여기에 새로운 사립학교들이 진출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Chub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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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부나 연방정부에서 시행하는 교육바우처의 설계방식이나 시행지역과 시점
에 따라 학생과 학부모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추가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학군이나 거주지, 사회경제적 계층, 정치적 성향에 따라 교육바우처에 대한 선
호가 동일하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앞으로 교육바우처 시행과정을 둘러싼
정치적 갈등과 정책과정에 대한 심층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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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Review of the Effects of School Vouchers in the
United States: Empirical Studies with Randomized
Experimental Designs
Kwangho Jung
This study summarizes the current status and performance of educational voucher
programs in the United States. The programs feature a type of means-tested voucher
especially for the poor. They consist of two forms of vouchers supported either by
government or private foundations. This study analyzes the effectiveness of
randomized voucher programs. Recent empirical studies have reported a consistently
high level of satisfaction with them among US parents. In addition, there have been
remarkable academic achievements in math and reading for blacks. However, the
positive effects of the voucher on short-term academic performance are still
controversial. Further studies are required to explore the effects of the expansion of
voucher programs on public schools and on the performance of private non-sectarian
schools. The recent experiences of Chile and Columbia, where national experiments
of educational vouchers have been conducted, can provide various policy implications
for this future research.
【Key words: Educational Voucher, School Choice, Random Experimen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