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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서는 공교육 위기의 전세계적 현상에 주목하여, 보편성, 평등성, 의무성, 무상성, 전문성

등 공교육의 이념이 교육의 대중화, 신자유주의, 세계화, 포스트모더니즘, 정보화, 가치의 다원화 등으

로 특징지워지는 21세기에도 여전히 유효한가 하는 점을 검토하였다. 먼저,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과 유

럽, 일본 등에서 나타나는 공교육의 위기를 학교실패 와 학급붕괴 담론을 중심으로 살펴본 후, 공교

육의 이념을 차례로 검토하면서, 이러한 이념들이 현대 사회의 여러 변화 속에서 서로 어긋나고 있음을

논의하였다. 마지막으로, 교육위기의 극복을 위해서는 무상교육을 공교육의 주요 원리로 삼아 양질의 교

육을 공비로 제공하되, 사교육의 교육적 기능을 인정하고 활성화하여, 공교육과 사교육간의 상호보완적

관계를 정립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언하고 있다.

주요어 :공교육, 공교육의 이념, 지식기반 사회, 학교실패.

Ⅰ. 문제의 제기

한국에는 지금 교육 위기 상황에 있다는 인식이 팽배해 있다. 학교붕괴, 교실붕괴 현상이 보고

되고 있으며, 사교육시장의 팽창은 정상적인 학교교육을 위협할 정도가 되었다. 지식습득은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고 학교는 겨우 평가기능만을 수행하고 있을 따름이라는 지적도 있다. 그러나 학

교붕괴는 비단 우리 교육만의 문제가 아니다.1) 미국과 유럽에서는 이를 공교육의 실패 혹은

* 이 글은 한국교육학회, 2001년도 춘계학술대회(2001. 6. 15)에서 발표한 논문을 약간 수정한 것임.

** 서울대학교 교육학과 BK21 계약교수.
1) 이러한 현상은 최근 OECD 교육장관회의에 다녀온 한완상 교육 부총리에 의해서도 보고된 바 있다. 한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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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실패 라 하고, 일본에서는 교실파괴 혹은 학교황폐화 라 지칭하고 있다.

그렇다면, 왜 20세기말에 공교육의 위기가 전세계적으로 나타나는 것일까? 그것은 공교육의 특

성 자체에 정보화와 세계화로 특징지워지는 새로운 사회적 변화와 근본적으로 합치되지 않는 요

소가 있는 것은 아닐까? 이는 일부 계층을 제외하고는 교육의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던 시대에

도입된 공교육제도가 이제 모두에게 대학교육을 이라는 구호가 나올 정도로 교육의 대중화가 이

루어졌고, 언제 어디서든 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평생학습의 지식기반시대에도 여전히 유효한가

하는 문제제기이다.

공교육의 정신은 멀리 루터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으나, 현대적 공교육제도의 모체는 프랑스

혁명의회에서 입안되고 제정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것은 혁명의 정신인 자유와 평등을 교육 속

에 구현해내는 일이었다. 교육이 권리라는 것과 모든 사람이 마땅히 누려야 한다는 것, 즉 인권으

로서의 교육 사상과 평등교육 사상이 어우러져서 오늘날의 공교육체제가 이루어진 것이다. 물론,

이는 주로 민주주의 체제하에서의 공교육을 염두에 둔 경우이며, 공교육 발달의 역사는 이러한

이념의 구현만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실제의 공교육은 사회체제와 경제체제에 따라 다른 경

로를 밟아 이루어져왔는데, 절대주의 체제하에서는 절대권력의 유지, 부국강병, 산업장려라는 측

면에서, 자본주의 경제체제 하에서는 지배계급의 이익을 위한 빈민교육이라는 측면에서 의무교육

제도가 발달하게 된다. 이처럼 공교육제도 발달의 유인은 서로 달랐지만, 오늘날 전세계적으로 확

립된 공교육체제는 교육의 보편성, 평등성, 의무성, 무상성, 중립성, 전문성 등을 그 이념으로 하

고 있다(伊藤和衛 편, 1988).

이 글에서는 공교육 위기의 전세계적 현상에 주목하여, 보편성, 평등성, 의무성, 무상성, 전문성

등 공교육의 이념이 신자유주의, 세계화, 포스트모더니즘, 정보화, 가치의 다원화 등으로 특징지워

지는 21세기에도 여전히 유효한가 하는 점을 검토하고자 한다. 먼저 전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공교육 위기의 상황을 살펴본 뒤에, 현대 사회의 여러 특성들 속에서 공교육의 이념이 미세하게

서로 어긋나고 있음을 지적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는 교육의 공공적 성격에 대한 새

로운 이해를 요구한다는 것을 논의하게 될 것이다.

Ⅱ. 공교육의 위기

공교육 위기의 문제는 하루아침에 나타난 것이 아니라 1980년대부터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미

총리는 공교육의 문제는 보편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고 하면서 미국의 교육부장관 베넷도 미국의 퍼블

릭에듀케이션을 두고 뱅크럽시 (bankruptcy ), 파산이라는 말을 썼다 . 산업사회가 지식정보사회로 변

하면서 선진국도 예외없이 이 병을 앓고 있다 고 하였다(제220회 국회, 2001. 4. 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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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에서 이러한 현상이 본격적으로 공론화되기 시작한 것은 1983년 위기에 처한 국가 (A Nation

at Risk)라는 보고서를 통해 미국교육의 실상이 알려지면서부터이다. 그 보고서는 국제학력대회

에서의 저조한 성과와 고등학생의 학력 평균 저하, 과학학력검사 성적의 대폭 하락 등을 국가위

기의 지표로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공립고등학교 졸업생의 31%만이 중급 대수를 이수하였고,

16%만이 지리를, 6%만이 미적분을 이수하였다는 점, 많은 학생들이 체육이나 보건교육, 학교 밖

에서의 직업과정, 초급 영어나 수학 등의 과목으로 학점을 메우고 있다는 점등을 들면서 학교교

육의 수월성 제고를 요구하였다.

미국에서 처음에 학교실패 (school failure) 담론이 나타났을 때에는 학생들의 성적 부진, 잦은

결석, 유급, 퇴학 등 학교에서의 학생의 실패(failure at school)에 관심의 초점이 있었다. 그러나

학생들의 실패가 누적되면서 그러한 실패를 유발하는 학교교육 자체의 문제, 즉 학교의 실패

(failure of school)라는 문제로 관심이 모아지게 되었고, 공교육의 실패 (public school failure 혹

은 failure of public education)라는 담론으로 전화되었다2).

일본의 경우에도 처음에는 교내폭력, 부등교(不登校), 중도퇴학 등 부적응 행동이 늘어나다가

최근에는 수업 자체가 불가능한 정도에 이르는 교실파괴 현상이 보고되고 있다. 일본에서는 공

립중학교에서 주로 수업붕괴 현상이 일어나고 있으며, 초등학교로 번져가는 특성을 보이고 있다.

일본에서 교실파괴 는 교사가 교실에 들어가도 계속해서 떠들어서 수업을 시작할 수 없다거나,

수업이 시작되어도 자리에 앉지 않고 교실 뒤에서 놀거나 밖으로 나가버리며, 심지어 교사에게

폭언을 하고 폭력을 휘두르며, 학습도구를 가져오지 않는 아이들이 두드러지게 늘어난 현상을 지

칭한다(우마꼬시 토오루, 2001).

유럽의 경우, 1998년 열린 학교실패에 관한 유럽 심포지움 에서 영국, 이태리, 오스트리아, 네

덜란드, 룩셈부르그, 스웨덴 등의 학교실패가 논의된 바 있다. 이 심포지움에서 학교실패 는 각

국의 사정에 따라 다소 다르게 규정되었지만, 주로 중도 탈락이나 유급 등 보통의 학습 능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는 것을 의미하였으며, 학교가 자신

이 살아가야 할 사회에 잘 통합될 수 있도록 훈련받고자 원하는 학생의 기대와 요구를 만족시키

지 못하는 경우 를 통칭하는 것으로 정리되었다. 오스트리아의 문제를 보고한 Buchberger &

Buchberger (1998)는 학교에서의 실패를 학습자 개인의 특성으로 환원시킬 수 없다고 하면서 학

교에서의 실패와 학교의 실패를 구분하고 있다. 그러나 발표된 논문 대부분 그 내용이 학교에서

의 학생 실패에 집중되어 있는 것을 보면, 아직까지 유럽에서 이 문제는 공교육 실패의 담론으로

2) 공교육 실패 주장에 대한 반론도 있다. Rothstein (1993)은 미국 공립학교 학생들의 평균학력 저하라는 현

상은 소수민족 이민자들의 유입에 의한 교육인구의 팽창과 고등교육의 대중화로 인한 SAT 응시 인원의

증가 등이 원인이지 교육의 실패라고 하기 어렵다고 주장하면서 공교육 실패 담론은 일종의 신화라고 말

하고 있다. 이러한 견해는 그밖에도 WEAC Research Paper (http:/ /www.weac.org/ resourse/ may96/

myths.htm)에서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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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지는 발전하지 않은 것으로 짐작된다.

한국에서 교실붕괴, 나아가 학교붕괴에 관한 담론이 폭넓게 공론화되기 시작한 것은 불과 몇

년 전이다. 그래서 김대중 정부가 출범한 후 교원정년 단축, 촌지교사 고발, 체벌금지 등 교원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정책을 편 것이 원인이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지만(윤정일, 1999), 김민(2000 :

6)이 지적한 바 있듯이, 공교육체제의 운영과정에서 누적되어온 문제들이 최근 몇 년 전부터 폭

발 임계수준을 넘으면서 갖가지 양상으로 분출되어 나오는 것으로 보는 것이 보다 정확한 이해일

것이다.

학교에 잘 나오지 않는 아이, 수업시간에 교실을 뛰어다니는 학생들, 교사의 지시와 질책을 우습게

여기는 아이들, 학생지도를 겁내는 교사들 … 139만명의 학생들이 공부하고 있는 인문계 고등학교. 수

업은 상위 10∼20% 학생들의 몫, 나머지 80∼90%의 학생들은 교실의 이방인이다. 잠을 자거나 만화책

을 보더라도 교사들은 방치한다(조선일보, 1999. 8. 24).

이러한 보고는 이제 결코 낯설지 않다. 그러나 이는 하루아침에 이렇게 된 것이 아니다. 이미

10년 전에 이인효(1990 : 99, 138)는 다른 학생의 학습에 방해만 되지 않으면 자거나 다른 책을 보

거나 딴 짓하는 학생들을 교사가 방치하는 것을 관찰, 보고한 바 있다. 그런 학생이 한둘일 때는

그들이 예외적인 존재였지만, 하나 둘 늘어나 다수가 되자 이제 학급 분위기를 그들이 주도하게

된 것이다.

지난 20일 오전 7시30분, 서울 모 여고 3학년 보충수업 교실. 1교시 시작종이 울렸는데도 이 반 학생

45명중 3분의 1 정도의 자리가 비어있다. 영어교사가 들어서자 여기저기 엎드려 자던 학생들이 깨어났

다. 수업시작 후 30분쯤, 5∼6명의 학생들이 교실 뒷문을 열고 슬그머니 들어섰다. 교사의 강의에 귀를

기울이는 학생은 앞자리의 몇 명뿐. 10여명의 학생들은 잠을 자거나 만화책을 보고 있다. 일부 학생은

2∼3교시가 지나자 슬그머니 가방을 꾸려 교실을 나갔다. 교사들은 못 본 체했다. 낮 12시30분쯤. 5교

시가 끝나는 종소리와 함께 학생들은 활기를 되찾았다. 저마다 책가방을 싸 학원으로 발길을 옮겼다.

… 일선 교사들은 교실에서 수업이 불가능해진지는 이미 오래다 며 교실 붕괴가 문제아로 낙인찍힌

아이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고 말했다(조선일보, 1999. 8. 24).

교육의 위기 상황은 대도시와 지방, 일반계 학교와 실업계 학교 등 학교가 처한 위치에 따라

다소 다르게 나타나고 있어서 일괄적으로 말하기 어려우나, 한국의 교육현실이 위기에 처해 있다

는 인식은 광범위하게 확산되어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발표한 보고서에 의하면, 2000년

10월과 11월 사이에 초·중·고생 자녀를 둔 학부모와 교육전문가(교사와 교육공무원)를 대상으

로 설문조사한 결과, 학부모의 88%와 교육전문가의 93%가 현재의 교육이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고 응답했다(한국개발연구원, 2001 : 3). 그리고 이종태 등(2000 : 65- 67)의 연구에 의하면,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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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이 되었던 중ㆍ고등학생의 65.1%가 수업시간에 학급 학생의 1/ 3 정도만 집중하거나 거의 아

무도 집중하지 않는다고 응답하였다. 이 연구에서 저자들은 학교붕괴 라고 불려지는 현상은 사

실상 현행 학교를 규율하고 있는 공교육제도의 위기라고 보아야 하며, 이 점에서 현재 학교현장

에 지역적으로 그리고 학교에 따라 얼마만큼 학교붕괴가 심각한가 등을 설문조사를 통하여 밝힌

후, 이를 숫자로 제시하는 것 등은 그다지 의미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위기에 처한 것은 결코

학교가 아닌, 우리 나라의 공교육제도 자체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미국이나 유럽에서 제기된 학교실패 개념과 일본이나 한국의 학교붕괴 혹은 학급붕괴 개

념을 비교해보면, 학교실패 가 학업부진과 같은 학생의 실패를 지적하는 것에서 출발하여 주로

학교가 학생과 사회의 변동에 적응하지 못한 측면을 강조한다면, 학교붕괴 나 학급붕괴 는 학

업부진의 문제보다는 학교로부터의 이탈, 전통적인 질서 관계의 붕괴 쪽에 더 관심의 초점이 있

다. 이러한 현상을 무어라 부르던 간에 이는 공통적으로 학교가 교육하는 장소로서의 역할을 제

대로 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다만, 똑같이 공교육의 위기, 공교육의 실패라고 말한다

하더라도, 다른 나라에서는 이것이 공립학교의 위기이고 대체로 사립학교는 잘해나가고 있다고

보지만, 공교육의 개념을 사립학교까지 포함하여 넓게 규정하고 사립학교를 준공립학교 정도로

취급하고 있는 한국의 경우에는 학교교육 전체의 위기로 다가오고 있는 것이다.

사립학교가 제 구실을 못하자 그 교육의 공백을 사교육이 메우고 있으며, 공교육비보다 더 많

은 사교육비가 지출되는 형편이다. 사교육은 지하공교육이라 말할 정도로 학교성적 올리는 수단

으로 활용되고 있어서 억제되어야 할 대상으로 치부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교육이 여전히

성행하고 있다. 이러한 위기 상황에 대해 우리 나라는 공교육의 내실화라는 요구가 강하게 제기

되고 있지만, 거꾸로 획일화되고 관료화된 공교육이 이러한 위기 상황의 원인일 수 있다.

Lieberman(1993)은 공교육 : 부검 (Public Education : Autopsy)이라는 저서에서 분명히 부검

이란 그 대상이 사망했다는 것을 전제한다. 사망한 것은 공교육의 존재이유(rationale)이다 라고

말하면서, 공교육의 존재이유는 공교육이 기본적인 기술, 과학적·문화적 문해, 시민으로서 갖춰

야 할 덕목들, 우리 사회 및 사회의 여러 제도에 바람직한 습관과 태도 등을 효과적으로 길러준

다는 것인데, 공교육은 이러한 결과들을 낳지 못하고 있으며, 교육개혁을 통해 치유할 수 있는 생

명연장술의 범위를 이미 벗어나 버렸다고 주장하고 있다. 공교육이 존재할 이유가 완전히 사라졌

다는 것은 지나친 주장일지 모른다. 공교육이 민간화되어야 한다고 믿는 신자유주의자들도 모든

공립학교를 없애고 사립학교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공교육의 실패가 하나의 뚜렷한 현상으로 보고되고 있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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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공교육 이념의 재검토

1. 공교육의 보편성

Hansen(1956: 18)은 미국 공교육의 이상을 다음과 같이 여섯 가지로 정리하였다.

1. 우리의 학교는 모두에게 무료이다.

2. 우리의 학교는 보편적이다.

3. 우리의 학교는 공비로 유지된다.

4. 우리의 학교는 공적으로 통제된다.

5. 우리의 학교는 의무이다.

6. 우리의 학교는 비종파적이다.

여기에서 두 번째 보편적 이라는 것은 누구나 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그리

고 그 교육은 특수하거나 직업교육이 아니라 일반교육이며 보통교육이라는 점에서 또한 보편적

이다. 교육을 통해 누구나 알아야 할 보편적인 내용을 전달하고 그것을 통해 사회와 국가를 하나

로 통합한다는 것은 공교육의 이상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공교육은 보편성을 추구하며, 공교육이

보편성을 지니기에 또한 그러한 교육이 공적으로 유지되어야 할 존재이유를 가진다고도 할 수 있

다. 실지로 근대국가의 발달과정에서 학교는 공통의 지식과 규범을 전달하여 국민의 통합을 이

루어내는 과제를 수행하게 되었다.

그래서 보통 공교육은 공적으로 정한 교육과정에 의해 이루어진다. 국가차원에서 공통으로 부

과되는 교육과정이 얼마나 획일적이고 어느 정도 융통성이 있는가 하는 점은 나라마다 다소간 차

이가 있다. 우리의 경우, 국정 혹은 검인정 교과서를 쓰도록 하여 학교에서 사용할 교과서까지 공

통된 것으로 획일화하고 있다. 이러한 획일화 때문에 학문세계의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내지 못하

고 또 학생들의 다양한 요구를 수용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획일화 문제는

교과용 교재의 범위를 넓히고 교사가 사용할 수 있는 교육방법의 다양성을 허용하여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공교육의 다양성이란, 보통의 일반교육을 제공한다는

공교육의 보편성의 이념에 비추어 볼 때, 한정된 범위 내에서의 다양성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또한 공교육의 보편성은 그것이 지식교육중심이라는 데에 있다(伊藤和衛 편, 1988 : 21). 지식,

지성의 교육이라는 것은 개성적이라기보다는 보편적이고, 특수적이라기보다는 일반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 공교육이 지식교육을 중심으로 하는 것은 근대 공교육 이념의 주창자라 할 수 있는

콩도르세의 주장에 잘 나타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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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혁명의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콩도르세는 교육이 자유와 평등을 증진시킨다고 주장한

다. 콩도르세에 의하면, 사회가 그 구성원을 교육시켜야 할 이유는 세 가지이다. 첫째, 자신보다

많은 지식을 가진 자에게 노예처럼 의존하지 않기 위해서 모든 시민이 반드시 소유해야 할 최소

한의 지식이 있다. 둘째, 교육은 시민의 다양한 재능을 발전시키고 그렇게 함으로써 모든 시민이

평등하게 누리는 사회의 복지에 각자의 능력으로 최대한의 기여를 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데에

필요하다. 셋째, 인류의 완성가능성은 교육에 달려 있다(Boyd, 1994 : 471). 콩도르세는 국가교육체

제에 대한 명확한 계획을 가지고 있었으나, 프랑스혁명이 일깨워준 교훈, 즉 국가와 개인 사이의

대립을 해소하고 국가교육이 개인의 자유와 평등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야 했다. 그래서

콩도르세는 국가교육은 종교와 도덕, 가치에 관한 넓은 범위의 것이 아니라 지식교육에 한정되어

야 한다고 생각했다.

한편, 공교육의 내용이 지식교육이어야 한다는 것은 공교육제도 발달의 실제를 통해서도 이루

어졌다. 근대 공교육제도의 확립에 중요한 역할을 했던 노동운동가들은 공교육을 통해 편견이 없

는 객관적 지식과 인류의 문화유산을 공급받는 것이 노동계급의 해방에 불가결한 하나의 조건이

라고 보았다. 그들은 자본주의 발달의 과정에서 노동자들에게 부과되었던 기술교육, 종교교육 위

주의 교육과정을 거부하고 부르조아 계급의 교육과 마찬가지로 지식, 특히 과학적 지식의 교수를

요구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과학적 지식이 교육내용으로서의 확고한 위치를 차지함으로써,

공교육은 객관성, 보편성을 확보하게 된 것이다(나병현, 1991 : 129).

그러나 누구나 보편적으로 배워야 할 내용이 있다는 생각은 오늘날 오히려 학교지식의 정치적,

이데올로기적 성격을 내세워 지식교육의 보편성 자체를 이데올로기라고 몰아부치는 신마르크스주

의자들의 비판에 봉착해 있으며, 포스트모더니즘에 의해 나타나게 된 근대성의 해체, 이성적 원리

와 기준의 해체는 모든 아동에게 지적인 기준을 요구했던 근대 공교육의 위기를 가져오고 있다.

일찍이 Bowles와 Gintis와 같은 재생산론자들은 학교에서 가르치는 규범 혹은 성향, 즉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일상적인 규칙과 학습 및 노동의 규범, 복종, 시간엄수 등을 강조하는 잠재적 교육

과정을 통해서 학교의 사회적·경제적 통제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으며, Apple은 그러

한 통제가 잠재적인 교육과정뿐만 아니라 공식적인 교육과정을 통해서도 이루어진다고 주장하였

다. Apple(1979)에 의하면, 학교에서 가르치는 지식에 관한 문제는 이데올로기에 관한 문제, 즉 특

정시대, 특정제도 내에서 특정한 사회집단과 계층에 의해서 어떤 지식이 객관적이고 정당한 지식

으로 간주되는가 하는 것이다. 요컨대, 현대의 공교육에서 가장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을 뿐

만 아니라 교육의 보편성, 자율성의 표상이 되는 지식교육이 사실은 지배계급의 이데올로기를 전

달하는 편향된 교육에 불과하다는 것이 문제의 핵심이다(나병현, 1991 : 114).

한편, 20세기 후반부터 맹위를 떨치기 시작한 포스트모던 철학 - 포스트모더니즘, 후기구조주

의, 후기실증주의, 신실용주의, 해석학, 후기분석철학, 포스트모던 과학철학 등 - 들은 진리와 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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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성, 이성과 확실성에 대한 전통적인 관념에 강한 도전과 거부를 드러내고 있다(조화태, 1994:

4). 이와 같이 확실성과 절대성으로부터 우연성과 불확실성의 세계로 전화되는 경향에서 가장 두

드러지게 부각되고 있는 것은 상대주의이며, 상대주의의 영향은 문화생활, 도덕생활에까지 널리

확산되고 있다. 학생들이 지지하는 규범과 학교에서 가르치고자 하는 보편적인 규범에 차이가

있을 때, 전통적으로 받아들여져 온 보편적 규범의 틀을 수용하지 않으려고 하는 도덕적 상대주

의의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조난심, 2000 : 134).

교육에 대한 포스트모더니즘의 이러한 영향을 조화태(1994 : 30)는 전통적인 교육의 지적·도

덕적 기반이 붕괴되고 그 권위가 실추되었으며, 따라서 지적·도덕적·사회적 통합이라는 교육의

일차적 과업마저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는 포스트모던 문화에 물든 학생들이 교

사의 지적·도덕적 권위를 예전처럼 인정하려 들지 않을뿐더러, 교사가 가르치고자 하는 지식과

신념의 보편적 의미나 가치를 받아들이려 하지 않기 때문 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학교붕괴는 대

표적인 근대성의 표상이라고 할 수 있는 학교가 탈근대성의 전위인 청소년을 포용하지 못함으로

써 빚어지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교육을 통해 누구나 알아야 할 보편적인 내용을 전달하고 그것을 통해 사회와 국가를 하나로

통합한다는 공교육의 이상은 이제 심각한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또한 공교육의 보편성은 대단위

의 공교육체제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자칫 획일화를 낳기 쉽다. 특히 한국의 경우, 국가 통제가 강

화되면서 나타나게 된 경직된 획일화로 인하여, 학교운영과 교육과정 운영에 다소간의 융통성을

허용하고 있는 외국에 비해, 학교에 대한 일탈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짐

작된다.

2. 공교육의 평등성

평등교육은 공교육 최대의 이념 중의 하나이다. 이돈희(1983 : 318)는 민주사회에서의 국민교육

제도는 일차적으로 평등교육의 원칙에 따라서 계획, 운영되어야 한다. 적어도 국가가 계획하고 지

원하며 통제하는 교육인 한에서는 그 수혜의 기회는 균등하게 배분되어야 한다는 원칙은 교육의

어느 이념보다도 앞선다 라고 잘라 말하고 있다.

미국의 독립혁명, 프랑스 시민혁명 등의 과정을 통해 거듭 확인된 것은 모든 인간은 평등하

다 라는 것이었으며, 이러한 평등의 이념을 교육에서 실현하고자 한 것이 공교육제도이다. 교육은

전통적으로 일부 귀족계급의 전유물로 여겨졌지만, 이제 모든 시민이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로

인식되었다. 그리고 그러한 시민의 권리를 평등하게 보장해 줄 책임이 국가에 있다고 생각하기

시작하였다. 전통적으로 교육의 사사성 (私事性)이 인정되어 자녀에 대한 교육은 부모의 책임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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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되어 있었지만, 이러한 부모의 교육권은 아무런 제약없이 행사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아동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교육을 전적으로 부모에게 맡길 수 없다. 가정의 사회, 경제

적 배경에 따라 교육여건이 달라지며 따라서 교육의 평등을 기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공교육의 발달과정을 보면, 평등교육의 이념 실현을 위한 실질적인 원리는 교육의 기회균등이

었으며, 이는 취학의 기회를 똑같이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되었다. 동일한 내용의 교육을 동일한

기간동안 제공하면 평등하다고 본 것이다. 그래서 일정기간 모든 아동을 취학시키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졌으며, 초등학교의 완전 취학이 이루어진 뒤에는 중학교, 그 다음에는 고등학교 하는 식으

로 의무취학의 범위를 넓혀왔다. 이제 이러한 양적인 의미의 평등은 어느 정도 이루어졌으며, 이

는 이제까지의 공교육제도가 이룬 최대의 성과이다. 우리 나라의 경우 의무교육은 중학교까지 규

정되어 있지만, 고등학교 취학률이 100%에 가까울 정도로 완전 취학의 수준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단지 같은 기간 학교에 머물게 했다는 것 이상으로 각자 자신에게 적합한 교육을 받아

야 한다는 의미의 질적 평등이 이루어졌는가에 대해서는 결코 긍정적인 평가를 하기 어렵다. 뿐

만 아니라, 공교육의 보편적, 보통교육적 성격이 개개인의 개성과 적성을 고려하기보다는 획일화

된 교육을 부과하게 만든다는 점을 고려할 때, 공교육제도가 오히려 질적인 의미의 평등을 가로

막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문마저 든다. 다시 말하면, 평등교육을 위해 도입된 공교육제도가

평등교육의 실현에 장애가 되고 있는 것이다.

공교육이 발달해가면서 그 이념의 실질적인 내용도 변화해왔다. 공교육 시행 초기, 교육법에는

모든 국민은 6년의 초등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 고 규정하였다. 그리고 모든 국민에게 그 능

력에 따라 수학할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하기 위한 방책으로 장학금제도, 학비보조제도 등과 야

간제, 계절제, 시간제 등을 강구해야 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지난 1997년에 제정한 교육기본법에

는 모든 국민은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받을 권리를 가진다 라고 규정

하고 있다. 능력과 적성 에 따른 교육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하는 것은 밝혀져 있지 않지만, 이

전의 교육법이 능력에 따른 수학을 보장하기 위해 장학금제도나 학비보조제도, 야간제, 계절제,

시간제 등의 방책을 나열한 것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학교에서 제공하는 일정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을 염두에 두고 있었다고 한다면, 새 교육기본법은 훨씬 더 넓은 범위의 다양한

특기와 적성을 계발하는 교육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국가가 대단위 공교육체제를 통해 각자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까지는 말할 수 없을지 모르나 대단히 어려운 일임에 틀림없다. 더군다나 앞에서 살

펴보았듯이 공교육은 보편성의 이념을 추구하고 있는데, 보편성이 누구나 공통의 내용, 공통의 프

로그램을 이수해야 한다는 구체적, 한정적인 의미로 이해된다면, 공교육의 보편성과 평등성은 서

로 양립하기 어렵게 된다. 아마도 현대에 거세게 나타나는 공교육에 대한 도전은 질적인 의미의

평등, 즉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받을 권리 의 보장이라는 바로 이 이루기 어려운 약속을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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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라는 압력인지도 모른다.

한편, 공교육을 민간화하여 시장경제의 원리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하는 신자유주의자들은 공교

육이 오히려 평등을 해치고 있다고 주장한다. Lieberman(1993 : 208)은 미국에서 중등교육의 공교

육화를 통해 가장 큰 이익을 본 집단은 중산층이었다고 주장한다. 대학교육에 대한 공교육화의

요구가 거세지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해석된다. 대학교육의 대중화는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함으

로써 수업료 부담을 낮추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왔다. 공교육론자들은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저소득층에게 동등한 기회를 제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실지로 저소득층이 그

기회를 잡는 비율은 저조하다. 교육의 대중화 과정에서 가장 늦게 공교육 속에 편입되는 저소득

층은 공비로 조달되는 교육비를 부담한 만큼의 교육적 혜택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이다.

3. 공교육의 의무성

의무교육은 공교육의 별칭이라 할 정도로 공교육의 중핵적인 원리로 이해되고 있다. 의무교육

이란 일정기간의 교육을 모든 국민에게 의무로 부과하는 것을 일컫는다. 의무교육의 기간이 얼마

나 되는가 하는 것은 나라의 사정에 따라 다르지만, 대체로 초등의무교육으로부터 중등교육으로

확대되어 점점 더 길어지는 추세이다.

의무교육은 처음에 자녀를 학교에 보낼 부모의 의무로 시작되었다. 이는 물론 학생에게는 학교

에 갈 의무이다. 의무교육 사상의 시작은 종교개혁기의 루터에서 찾아볼 수 있거니와, 루터는 신

의 의지를 직접 알기 위해서 누구나 성서를 읽을 수 있어야 하며, 따라서 정부는 시민이 그들 자

제들을 취학토록 강제할 책임이 있다 고 주장하였다(平野一郞 외, 1985 : 30). 그러나 점차 이러한

생각은 권리로서의 교육 사상으로 발전되어 나갔다. 교육자로서 루터의 직계에 서 있다고 평가

되는 코메니우스는 교육이 교회나 국가의 지배자가 될 운명을 타고난 한정된 계층의 특권이 아니

라 인간이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권리라 생각하고 이를 역설하게 된다(Boyd, 1994 : 369- 370).

의무교육이 실지로 제도화된 배경은 공교육체제를 운영하는 공권력의 성격에 따라 차이가 있

다. 절대주의국가의 경우 일찍이 의무교육제도를 성립시킨 독일 프로이센왕국에서 볼 수 있듯이,

국가의 이익과 번영을 위해 국민을 계몽, 교육할 필요가 크게 인식된 반면, 민주주의체제에서의

의무교육은 국민 각자가 합리적인 결정의 주체로서 정치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교육이 필수적이라는 인식에 기초하여 발달하였다. 그리고 자본주의 경제 성장기에는 문맹노동자

를 방지하려는 자본가의 이익과 노동자계급의 해방과 권리로서의 교육을 쟁취하려는 노동자의

이익이 교차하는 곳에서 의무교육제도의 확대가 이루어졌으며, 사회주의체제에서는 국가전체를

하나의 이데올로기로 묶으려는 의도에 의해 단일한 국민교육체제가 나타나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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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교육의 원리에서 교육의 의무를 지는 주체는 세 가지이다. 첫째, 학생은 교육받을 의무가

있으며, 부모는 자녀를 교육시킬 의무가 있고, 국가는 국민을 교육시킬 의무가 있다. 그러나 대체

로 의무교육은 의무취학(compulsory attendance)의 의미로 이해되고 있다. 그래서 각국의 교육관

계 법령들은 일정기간 동안 의무적으로 학교에 다닐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 법적

제재를 가하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의무취학의 규정이 반드시 공립학교에 취학할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재택교육(homeschooling)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반드시 학교에 가야 하는 것도 아

니다.

미국의 대법원은 1925년, Pierce v . Society of Sisters 판례에서 8세부터 16세의 모든 아동으로

하여금 공립학교에 취학할 것을 규정한 오래곤주의 법률을 위헌이라 판시하였다. 대법원은 명성

있는 교사와 장소를 택하여 아동을 교육시키는 것은 부모나 보호자의 자유로운 권한에 속한다고

하면서, 근본적인 자유의 이론에 비추어 볼 때, 아동으로 하여금 오직 공립학교 교사에게만 배우

게 강제함으로써 아동들을 표준화할 어떠한 권한도 주(州)에는 없다고 명시하였다(Alexander &

Alexander, 1995 : 20- 21). 이는 학생에게 부과된 취학의 의무는 그에게 특정한 교육을 강요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임을 의미하며, 의무취학이 학생과 학

부모의 선택권을 제한하지 않음을 보여준다.

미국에서는 사립학교를 공립학교에 대한 대안적 선택으로 본다. 이에 비해, 우리 나라에서는

사립도 공립과 똑같은 교과 운영을 해야 하기 때문에 사립학교의 선택이 교육의 자유를 보장해주

지 못하며, 그나마 중등교육의 경우 선택의 자유마저 없다. 또한 의무교육 단계인 초등학교, 중학

교 학생들은 학교를 그만둘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초등학교, 중학교 단계의 대안학교에서 교육

받는 것을 인정하지 않아 학부모들과 큰 갈등을 빚고 있다.3) 교육의 의무를 내세워 이를 인정치

않는 것은 대안학교를 찾는 학부모들이 기존의 입시위주의 비인간화된 학교교육을 비판하면서

올바른 교육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에서 특히 문제가 된다. 지난 해 교육통계연보에 따

르면, 제도권 교육에서 탈락하는 중·고교생들은 34,000여명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들은 비행학생 등 문제아라기보다는 획일적 입시교육에 적응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늘어나는 추

세이다. 의무교육은 자녀교육에 무관심한 부모를 강제해서라도 교육을 시키도록 해야 한다는 생

각에서 시작된 것인데, 이제 거꾸로 똑바른 교육을 하고자 하는 부모의 권리를 제한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3) 최근 교육인적자원부는 대도시 지역의 대안학교 운영을 활성화하기로 하고, 그 첫 단계로 대도시 지역에

도 운동장 없는 학교나 아파트형 학교 등 다양한 형태가 가능하도록 대안학교 설립기준을 대폭 완화할 방

침이다(2001. 6. 3, 문화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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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교육의 무상성

의무교육과 동전의 양면과 같은 관계에 있는 것이 무상교육이다. 의무교육이면 원칙상 무상으

로 이루어져야 한다. 무상이 아닐 경우 경제적인 이유로 본의 아니게 의무를 다하지 못하는 경우

가 생겨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아동의 노동으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취하던 부모에게 자녀의

취학을 강제하려면 그 이익을 보상하지는 못할망정 최소한 교육비는 무료로 해야 했던 것이다.

사상사적으로 볼 때, 이러한 은전적(恩典的)·구빈적(救貧的) 무상의 사상으로부터 무상의 공교육

을 통해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려는 자유권적 무상의 사상으로, 더 나아가서 교육의 의

무가 국가에 있으며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를 국가가 보장해야 한다는 사회권적 무상의 사상으로

발달해 갔다(김영식 외, 1982 : 660- 62).

이는 교육비를 누가 부담할 것인가의 문제인데, 국민의 권리로서 누구나 누려야 할 일정기간의

보통교육에 대한 비용은 국민의 세금으로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 무상성의 원리이다. 그러나 어느

정도까지 무상으로 제공할 것인가 하는 것은 사회와 시대에 따라 다르다. 학교건축, 시설 유지의

비용과 교원급여를 공비로 지급하고 따라서 수업료가 무상이 되는 것은 초보적인 단계이다. 다음

단계는 교재, 교구를 무상으로 지급하게 되며, 통학비, 급식비 무료와 생활비, 의료비 지급 등의

단계로 나아가게 된다. 또한 무상의 내용 확대와 함께 무상의 대상도 확대되어 나아간다. 처음에

는 빈곤 가정의 아동으로부터 전체 아동으로, 초등으로부터, 중등, 고등으로 확대됨으로써 교육받

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재정적으로 보장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공교육 무상의 원리는 현대의 지식기반 사회에서 큰 딜렘마에 봉착한 듯 싶다. 공교육

이 초등교육으로부터 중등교육으로 확대되어 나가고 고등교육도 대중화의 길로 들어서, 미국은

이미 클린턴 행정부 시절에 모두에게 고등교육을 (higher education for all)이라는 캐치프레이즈

를 내세운 바 있고, OECD는 『모든 이를 위한 평생학습』(Lifelong Learning for All, 1996)이라

는 책을 발간하였다. 지식기반 사회로 이행하면서 평생학습의 필요가 높아지고 있으며, 그래서 우

리 교육기본법에서도 모든 국민은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국민의 평생교육을 위한 모든 형태의

사회교육은 장려되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국민의 평생교육을 국가가 공적으로 지원하겠다

는 것이다.

이처럼 평생동안 공부해야 할 필요가 커지면서, 한편으로는 고등공교육 (public higher education)

이라는 표현이 낯설지 않을 정도로 공교육의 범위가 확대되는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사교육의

영역도 확대되고 있다. 따라서 교육비 부담의 문제가 점점 크게 대두하게 되는데, 사교육은 말할

것도 없이 고등공교육의 경우에 결코 무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프랑스나 독일, 영국에서

는 오래 전부터 대학교육비도 공비로 부담해왔지만, 대학교육이 대중화되기 전이고, 영국은 최근

대학생에게 학비를 일부 부담시키기 시작했다. 미국은 사립대학이 50%정도 차지하고 우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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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이상 차지한다. 그리고 공립의 경우에도 교육비를 학생이 상당 부분 부담하고 있다. 물론 의

무교육이 아니니 반드시 무상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공교육화하여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한다고 하면서 교육비 부담의 측면이 아니라 교육에 대한 공적인 통제와 개입이라는 측면에

서 주로 공교육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 문제이다. 도대체 국민이 평생 공부하는 것을 공교

육화 할 수 있는가도 의문이지만, 그러한 공교육은 의무교육일 수 없고, 또 공교육화 하면 할수록

무상교육의 이념과는 멀어질 수밖에 없다.

5. 공교육의 전문성

교육의 전문성에 관해서는 그동안 많은 논의가 있어왔지만, 공교육의 전문성이란 문제는 비교

적 생소하게 들릴 것이다. 원래 교육의 전문성 혹은 교사의 전문성은 교육의 자주성, 중립성으로

부터 요청된다. 외부로부터의 어떠한 편향된 요구도 배제한 채 가장 불편부당한 입장에서 아동의

지적, 정서적 발달을 꾀하기 위해 교사는 전문적인 지식과 식견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그러나 교

직의 전문직화는 대학졸업과 소정의 교직과정 이수 등 국가가 자격을 규정하고 그러한 자격을 갖

춘 자만이 교직에 들어올 수 있도록 제한하는 과정을 통해 이루어진 것으로서, 공교육제도의 발

달과 따로 떼내어 생각하기 어렵다.

오늘날 아무나 교사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공인한 전문적인 자격을 갖춘 사람만이

교사가 될 수 있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없이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는 사실이다. 이러한 교직에 대

한 공적 규제는 공립학교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사립학교나 재택교육의 경우에도 해당된다.

우리 나라의 경우, 사립학교법에 사립학교의 교원의 자격에 관하여는 국·공립학교의 교원의 자

격에 관한 규정에 의한다 (제52조)라고 교원의 자격을 못박고 있으며, 이는 일본의 경우도 마찬가

지이다. 미국의 경우에는 판례를 통해, 사립학교에서도 공립학교와 동등의 자격을 갖춘 교사에 의

해, 동질의 교재를 사용한, 동질의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Alexander &

Alexander, 1995 : 29). 이러한 요구는, 주에 따라 다소간 차이가 있지만, 재택교육의 경우에도 마

찬가지이다.

그러나 교육에 대한 다양한 요구가 받아들여져 실용적인 기술교과들이 속속 교육과정 내로 편

입되면서 교사 자격에 대한 벽이 허물어지고 있다. 요리나 제빵제과, 미용, 만화, 바둑 등을 학교

에서 가르치게 되자, 일정한 자격에 미치지 못한다 하더라도 실질적인 기술 수준이 높다면 교원

으로 임용하는 사례가 생겨나고 있어서 학사출신의 소설가, 영화인, 초등학교 졸업이 학력의 전부

인 제과 전문인 등이 대학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이미 실업 교과의 경우 교원자격증

이 없어도 교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였고, 우리 나라도 교육인적자원부에 의해 실업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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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부터 교직의 문호를 개방하는 문제가 제기된 바 있다(중앙일보, 2000. 5. 16).

이렇듯 교원 자격의 벽이 허물어지는 경향은 정보화에 의해 더욱 가속될 것으로 보인다. 정보

시대 교육의 특성은 지식에의 접근이 용이하게 이루어진다는 데에 있다. 지식의 흐름이 있는 곳

에 교육이 있게 되는 것이다. 타임지(Time, 2000. 5. 22)가 21세기 전망을 다룬 특집 기사 중에서

교사를 장차 사라질 직업 순위 2번째로 지목한 것처럼, 현재와 같은 모습의 교직은 사라지거나

대폭 축소될지도 모른다. 그러나 지식이 있는 곳에는 교육이 있게 됨에 따라 교사 의 의미는 한

층 확대될 것이다. 가르칠 만한 지식을 가진 자는 누구나 교사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될 때 교육

의 전문성은 교사의 형식적인 전문적 자격이 아니라 전문인으로서의 실질적인 자질의 문제가 될

것이다. 이러한 측면은 최근 사교육이 성행하면서 교사의 전문적 자질이 자주 거론되는 것과 맥

을 같이 한다.

교사의 자격을 법규를 통해 제한하는 것은 교육의 질을 보장하기 위한 하나의 장치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대단위 공교육제도가 시행되면서 오히려 교원의 질을 관리하기 어렵게 된 측면이

있다. 예컨대 모든 취학 대상 아동을 학교에 받아들인다고 하면, 그 학생들을 가르칠 교사도 한

꺼번에 많이 필요하게 되고, 때에 따라서는 유자격자가 모자랄 수도 있다. 그럴 경우 자격을 완

화하여 단기 양성과정을 거친 사람들로 교직을 채우게 된다. 공교육제도는 또한 교원의 신분을

보장해주는 장치이기도 해서 교원들은 정년에 달하도록 그 신분이 보장되기 때문에, 더 이상의

전문적 발전을 꾀하지 않고 현실에 안주해버리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일단 임용되면, 무능을 이

유로 해임되는 경우란 거의 없으며, 서로 감싸주는 전문직의 풍토에 의해 때로는 교육상 도저

히 묵과할 수 없는 큰 과오가 있는 경우에도 유야무야 그냥 넘어가기 일쑤이다. 이러한 현상들

은 대단위 공교육체제에서 교직의 전문성을 유지하기가 대단히 어려움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공교육체제에서 교원의 자질은 다른 전문직의 경우와는 달리 끊임없는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조석훈(1998 : 18)이 적절하게 지적한 바에 의하면, 이는 교직이 다른 전문직과는 근본적

으로 다른 한가지 구조적 속성, 즉 학생이나 학부모는 선택기회가 극히 제한된 상태에서 배정된

교사만을 만나야 한다는 특성에 기인한다. 그리고 이 배정된 교사가 당해 학생의 교육을 결정적

으로 좌우하기 때문에, 설사 99%의 교사가 능력있고 단지 1%만이 자질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그

1%가 자신에게 배정될 지 모른다는 우려가 항시 있는 것이다.4) 그래서 의사나 변호사와 같은 다

른 전문직과는 달리, 우수한 교사에 대한 관심보다는 형편없는 교사에 대한 관심이 더욱 크게 부

각된다. 이처럼 교직의 전문성은 공교육체제의 성립과 더불어 확고하게 정립되어 나간 반면에, 학

생의 선택을 제한하는 공교육체제의 특성상 교직의 전문성 수준은 실제보다 낮게 평가되고, 따라

4) 반면, 의사나 변호사 등 다른 전문직에도 자질이 모자라는 경우가 분명 있으며, 그럴 경우 학생에 대한 교

사의 영향 못지 않게 고객에게 피해를 주게 되지만, 고객이 우수한 의사나 변호사를 선택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기 때문에 당해 직업에서 최고 수준의 전문성을 갖춘 사람에 의해 그 직업이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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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우수한 교사를 찾는 사교육의 수요가 절박해진다. 학교에 우수한 교사가 많이 있으며, 학원강

사 중에 수준미달인 경우도 많지만, 실력없는 교사, 유능한 강사 가 학생들이 학원을 찾는 이유

로 꼽히는 까닭도 바로 여기에 있다.

Ⅳ. 맺음말

이 글에서는 20세기말에 전세계적으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공교육 위기의 보편성에 주목하여,

이제까지 공교육의 발달을 이끌어온 이념들이 평생학습 사회를 지향하는 21세기에도 여전히 유

효한가 하는 점을 검토해 보았다. 그 과정을 통해서 보편성, 평등성, 의무성, 무상성, 전문성 등

공교육의 이념들이 신자유주의, 신마르크스주의, 포스트모더니즘 등의 사상적 흐름과 정보화, 가

치의 다원화, 세계화 등의 여러 사회적 변화에 직면하여, 미세하게 서로 어긋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공교육의 보편성은 보통교육을 전제하고 의무, 무상의 원리를 동반하여 평등교육을 지향하지

만, 평등의 원리에 의해 고등교육에까지 확장된 공교육은 의무도 무상도 아니고 또한 보통교육도

아니다. 게다가 평등마저도 구현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받는다. 또 보편성의 이상에 따라 공통의

교육과정을 부과하는 것은 다양한 능력과 적성에 따른 평등교육의 이상을 만족시키지 못하며,

다양한 능력과 적성에 따른 교육은 일견 다양한 가치를 추구하는 현대 사회의 변화에 부응하는

듯 보이나, 일정한 기간 일정한 내용의 교육을 받아 시민으로서의 자질을 갖추게 하려는 의무교

육의 이념과 어긋나게 된다. 또한 다양성을 강조하게 되면 특정한 교육을 꼭 몇 년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는 관념이 약해지기 때문에 의무교육의 원리는 사라지고 무상의 원리만 남게 된다.

이는 교육의 필요가 확대되고 평생 학습하는 지식기반 사회에서 교육을 강제하기보다는 지원하

는, 따라서 의무교육의 원리보다는 무상교육의 원리가 더욱 강조되는 경향과 일치한다. 그러나 교

육비를 공적으로 부담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게 되고, 따라서 공교육의 개념은 평생교육까지 확대

되는 반면에 무상교육의 범위는 이를 뒤따르기 어렵다. 뿐만 아니라 교육에 대한 국가의 지원이

평생교육까지 확대된다면, 교육활동에 참여할 만한 시간적, 경제적 여유가 있는 중상류층에게 더

혜택이 갈 것이기 때문에 평등의 원리에 어긋나게 된다.

이렇듯 공교육의 이념이 서로 어긋나고 또 현대사회에 적합하지도 않게 된 현상을 어떻게 받

아들여야 하는가? 이러한 문제들은 현대 사회에서 공교육 의 외연이 확대되면서 공교육과 사교

육의 경계가 흐려진 것과 관련이 있다. 공교육제도가 도입되던 초창기에 공교육 의 개념은 비교

적 명확했다. 그것은 국가나 공공단체가 국민에게 보통, 공통의 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공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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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를 설립, 운영하는 제도를 의미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의미의 공교육은 초등의무교육으로 시

작되었으며, 앞서 검토한 보편성, 평등성, 의무성, 무상성, 전문성 등의 이상을 그 속에 고스란히

품고 있었다. 그러나 교육의 대중화를 이룬 현대에 이르러 공교육 은 이보다 훨씬 더 확대된 의

미로 쓰이고 있다. 보편적이지도 않고, 의무도 아니며, 교육비의 상당 부분이 사비(私費)인데도 공

교육으로 간주하는 경우가 생겨난 것이다.

또한, 우리 학계에서는 공교육의 개념을 규정할 때 보통 광의의 공교육이라 하여, 국가 혹은

준국가적 자치조직의 통제와 관리와 지원에 의하여 국민전체를 대상으로 하여 운영되는 교육 (서

울대학교 교육연구소 편, 1998: 138)을 의미한다. 공교육을 이렇게 넓게 규정할 경우, 법률에 의해

국가의 통제와 관리와 지원을 받고 있는 사립학교도 당연히 공교육의 외연에 포함된다. 이는 일

본도 마찬가지인데, 일본에서는 오늘날에는 공적 성질을 지닌, 법률이 정한 바에 의거하여 운영

되고 있는 교육조직이 행하는 것을 일반적으로 공교육이라 부른다 라고 규정하면서, 사립학교뿐

만 아니라 사회교육시설이나 기업내 교육 등 법률로서 규제되는 여타의 교육활동들도 공교육의

범위 안에 포함하고 있다(五十嵐 외 편, 1988 : 101).

광의의 공교육 개념은 교육의 기회가 확대되고,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차원에서 사

립학교에 대한 지원이 늘어나는 등 국가가 교육에 깊숙이 개입하기 시작하면서 사립학교에 대한

통제를 정당화하고 사립학교 교육의 공공성을 제고할 의도로 확대, 적용한 것이다. 그러나 외국에

서 사립학교를 공교육에 포함시키지 않는다고 해서 사립학교 교육의 공공성을 인정하지 않는 것

이 아니다. 뿐만 아니라, 공교육을 공적 규제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예컨대, 우리 나라의 경우 학

원에서 이루어지는 교육도 설립요건, 교육비, 교습과목 등에 대해 법적인 규제와 교육당국의 통제

를 받고 있는데 이를 공교육으로 볼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생긴다.5)

미국의 예를 들어보자면, 최근 공교육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교육의 민간화가 거론되면서

비영리 사립학교뿐만 아니라 영리 사립학교도 거론되고 있다. 우리의 경우 사립학교는 비영리기

관으로 간주되고, 만일 영리를 추구하는 교육기관이 있다면 그것은 학원으로 분류될 것이다. 미국

에서 영리 사립학교란 우리의 학원보다는 좀더 학교의 형태를 갖춘 교육기관이라 할 수 있지만,

어찌 보면 우리의 학원들도 운동장 없는 학교에 비견될 만 하다. 많은 학생들이 방과후에 학원에

가서 소위 종합반이라는 형태로 하루에 3시간씩 날마다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사회 등 주요

과목을 공부하고 있다. 학원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개인의 사적 이익에 부응하기

위한 기관이라 생각해서 학원교육의 공공성을 부인하고 싶겠지만, 학원도 학교에서 가르치는 교

5) 그래서 고형일 등(1998: 21)은 (근대) 공교육은 서양에서 생겨난 제도인데, 서양의 말에서는 학교 라는 낱

말을 폭넓게 적용해서 한국의 학원이나 학관은 물론 소규모의 비형식적 교육집단도 모두 학교라 부른다.

학교 인가 아닌가를 기준으로 공·사교육을 구별한다는 일은 애초부터 불가능한 일이었다 고 말하고 있다.

또한 OECD가 저소득층 학생에게 학원비를 지원하도록 권고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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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를 똑같이 가르치고 있다.6) 또 예체능 등 학교가 미처 다 가르치지 못한 것을 가르치는데, 그

렇다고 해서 그것이 아무러한 공익이 없는 교육이라 말할 수 없다. 또한 미국의 챠터스쿨(charter

school)처럼 설립은 국가가 했으나 운영을 민간에 맡기는 경우나, 민간이 설립한 학교에 국가가

교육비를 부담하는 경우 등, 공교육과 사교육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경향이다.

또한 공립이든 사립이든 학교에서 배워야만 공적이고 학교 밖에서 배운 것은 사적이라고 할

수 있는가? 공교육 의 공 에는 공익 혹은 공동선의 의미가 있다. 그래서 흔히 공교육은 공동체

의 공동선을 위한 교육 으로 정의되기도 한다(심성보, 1994 : 255에서 재인용). 그래서 공동선 이

무엇인지 규정하고 그러한 공동선을 위한 교육과정을 구상하여 가르쳐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서는 공교육제도를 통해 추구해야 할 공동선이 무엇인지 결정해야 하는데, 이를 결정하는 것

은 결국 권력을 가진 자들이며, 국가를 운영하는 자들이다. 그래서 국가나 준국가적 공공기관을

통해 이루어지는 교육이 공교육의 표준으로 받아들여지고, 여타의 사립학교들도 그 표준을 따라

야 한다고 여겨진다.

그러나 교육은, 그것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든, 그 자체가 공익이고 공동의 선이라고 볼 수 있다.

교육은 특정한 개인에게만 선인 것이 아니라 교육을 받는 모든 개개인에게 선이다. 교육이 권리

로서 보장되어야 함은 바로 이 때문이다. 그리고, 한 사람이 잘 교육되었다는 것은 그 자신에게

뿐만 아니라 이웃에게도, 더 나아가 국가와 사회에 대해서도 공동선이 된다. 이렇게 볼 때, 교육

의 공공성이 어디에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니라 교육을 교육답게 할 때 교육의 공공성이 견지된다

고 할 수 있다.7) 이는 교육의 규범적 의미에 이미 교육의 공공성이 내포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다시 말하면, 교육의 공공성은 국가나 공공단체가 설립, 운영, 관리, 지원하는가에 있는 것이 아

니라, 얼마나 교육을 교육답게 하고 있는가에 있다. 민간의 교육도 얼마든지 공공성을 가질 수 있

는 것이다. 우리 나라와 같이 공교육의 의미를 필요이상으로 넓게 쓰는 것은 공비 부담의 측면은

도외시한 채 통제의 측면만 부각시킨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대로, 공교육의 이념 사이에 괴리가

나타나고 공교육과 사교육의 경계가 흐려질 때, 사교육과 대비되는 의미에서 공교육의 개념을 규

정하는 요소로서 끝까지 고수될 수 있는 것은 공비에 의한 교육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8)

결국 근대의 공교육제도를 통해 인류가 성취한 것은 권리로서의 교육 이념이었으며, 이는 여

전히 유효하다. 문제는 이제 공교육제도만으로는 교육받을 권리 를 보장하기 어렵게 되었다는

6) 한때 과외금지령이 내려졌을 때, 학교에서 가르치는 교과는 학원에서 가르칠 수 없도록 한 적이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무리한 조치는 결국 실효성을 가지지 못하고 말았다.
7) 흔히 사학재단인 학교법인을 공익법인이라 하는 이유를 그것이 비영리단체인 것에서 찾지만, 그것은 사학

의 공공성을 구성하는 본질적인 요소라고 하기 어렵다. 영리를 추구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다면 공익에 어긋나는 것이다.
8) 이러한 점은 호리오데루히사(堀尾輝久, 1988 : 274- 275)에 의해 지적된 바 있다. 그는 공교육이라는 용어가

아주 애매한 용어이며, 개념의 내포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을 지적한 후, 그러나 모든 공교육에 공통되는

요소로서 공비교육 을 들 수 있다고 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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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따라서 공교육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 를 어떻게 보장할 것

인가에 정책의 초점을 두어야 한다. 경제적인 이유로 교육의 기회가 제한되는 일이 없도록, 무상

교육을 공교육의 주요 원리로 삼아 양질의 교육을 공비로 제공하되, 학부모 부담에 의해 자유롭

게 이루어지는 사교육의 교육적 기능을 인정하고 활성화하여, 공교육과 사교육간의 상호보완적

관계를 정립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공교육과 사교육의 관계가 어떻게 설정되어야 하며, 그러한

관계 속에서 공교육의 내실화 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가 하는 문제는 추후의 과제로 남겨두

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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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eals of Public Education Reconsidered

Na h, Byung -Hyun
*9)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consider whether ideals of public education are still

relevant to the life-long learning, information-based society of 21st century. Universal, equal,

free, and compulsory education with professional teachers was the ideal of public primary

schooling when it began about 150 years ago. However, people seek for diversity and

individuality rather than universality in education these days. Public schooling with common

curriculum cannot guarantee a student equal education in the meaning of receiving relevant

education for him/ herself. Higher education and life-long education have been publicly

controlled and funded in this knowledge-based society. Therefore, they are considered as

public education. But they are not universal, equal, free, and compulsory. The concept of

public education is not clear and the ideals of public education are not coherent any more.

Considering publicly funded as the most essential factor of the concept of public education,

the paper suggests to let private schools free from the same control of the government as to

the public schools, and to introduce new system of accredit the educational function of private

tutoring.

Key Wor ds : Publ i c educat i on, Publ i c school i ng, Idea l s of publ i c educat i on, Knowl edge-

soc i e t 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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