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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서론 

미국은 세계에서 찾아보기 힘들안콩 다양하고 분권적인 교육체제를 가지고 

있다 이국의 교육체제가 분권적인 이유는 이긋 건묵의 역사와 관계가 있다 이 

국 건국 초기의 13개 영국의 식인지에서는 식인성부가 ιi육에 대한 책임옴 시 

니고 있지 않았으여 지역사회가 그 책입을 떠맡았다 모든 지역사회는 그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히냥 가치나 필요에 따라 학교툴 세우고 학생들을 교육하는 판 

혜흥 가지고 있었는데 이젓이 오늘날 연방 정부가 국가수준의 획일적인 학제 

나 교육과정올 판리하지 못하고 주정부나 지앙정부에게 교육에 판한 주요 결 

정 권한올 위입하게 된 애경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다양한 교육제도툴 가진 미국의 중동교욕에 대해 한마디로 논의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미국에 최초로 안들어신 중퉁학교는 영국 

의 학교흘 본 따 605ton에 1636년에 설링한 [저tÎn Grammar School이다 

(VìJlaverde , 2000) 이는 4-7년 통안에 걸쳐 주로 대학 입하융 준비하는 교육 

과정융 가르지는 학교이었다 교역이 증가하언서 회계나 죠사 및 외국어의 믿 

요를 느끼게 되었는데 이러한 내용을은 학교에서보다는 도제제도나 사쉴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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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배우게 되었는바 Benjamin Franklin이 이에 착안6애 학생의 요구에 

맞게 자유롭게 교육과정올 신설하고 개선할 수 있는 학교를 제안하여 설립된 

학교가 1751 에 세워진 Philadelphia Academy and Charitable sch∞1이 

다 Academy는 초창기에는 주로 백인 자녀툴 교육하는 학교였으나 정차 원주 

민을 포항한 다양한 민측과 제충올 위한 학교로 방선되어 갔으며， 기숙제 학교 

나 종립학교(mission school)가 안들어지기도 하였다 그러나 Academy틀은 

사립학교들이었다 이에 주민들은 지역에 세금을 납부하연서 수영료를 다시 지 

불해야 하는데 를안올 지니기 시작했a여‘ 초풍학교처렁 모든 사랍올 위한 무 

상교육기관올 원하게 원다 이것이 오늘날의 미국의 공립 중풍학교를 만든 계 

기가 된다 그 이후 공립학교는 조퉁학교와 고퉁교육에도 연회념 가져오께 하 

는데 초퉁학교의 마지악 2년 과정올 중학교로 안틀게 되었으여 고등학교의 

확장3로 다00'한 유형의 전문대학이나 대학이 안을어지게 된다 

지식기반사회에서 모든 학생들에게 양질의 충퉁교육을 제공"는 것은 국가 

의 당연한 의무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지난 20년융 되률아 올 때 미국의 교 

육개혁은 초풍학교에 초점이 두어지연서 중동교육에 대한 개혁은 상대적으로 

소흩한 것이 사실이다 초둥단계의 기초툴 튼튼히 해풍으포써 장기직으i 교육 

의 성공올 기약힐 수 있다는 점에서 일연 의미가 있다고 항지라도 전적으료 초 

둥교육의 개혁과 투자에안 판심을 갖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구 

제적인 홍계나 시협 결괴띔 인용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미국의 중퉁교육의 질적 

저하는 미국의 정쟁력과 직결되는 싱각한 문제올 호래하고 있다 너무 많응 학 

생들이 중도에 학교블 포기하여， 즐영생이라 하더라도 대학수학이나 직장 생휠 

융 성공적으로 수행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 중흔이다 따라서 초풍학 

교에 모아졌던 관싱파 투자가 충퉁교육에도 주어지기 시작하고 있다 이 논문 

은 미국 중둥교육의 위기 현상을 진단하고 그간 연방정부와 주정부 차원에서 

이루어진 교육개혁의 특정윷 살여온 뒤‘ 교육개혁의 쟁점으로 부각된 몇 가지 

운제를 논의하고자 한다 그러고 마지막으로 한국 교육 발전올 위한 시사정올 

당색하고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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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이국 충퉁교육의 현상과 개혁 

1 미국중등교육의흰상 

미국의 초 충등 교육은 12년간의 의우교욕세제로 운영이 되고 있으며 학 

교쳐 제는 주와 학구마다 달라 다양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초퉁 

교욕 기간이 6-8년이여 충동교육기간은 4←6년이다 마지막 4년융 고둥학교로 

간주한다 학생을이 선택할 수 있는 초 중등학교의 단계는 107，지로 요약될 

수 있는 바 그것은 8-4제(elementay-high school) , 4-4-4제(elementary 

middle-high sch∞1) ， 5-3-3제(e lementary-middle-high sch∞1)， 6-2-4제 

(elementary-junior high-high sch∞ 1) ， 3-3-3-3제ψrimary grade-upper 

elementary-junior high-senior high school) , 6-3-3제(elementary-junio r 

high-senior high schoo l), 6-6제(elementary- combined senior and 

three-year junior high schooll. 7-5제(elementary-combined senior and 

two-year junior high sch∞1) ， 8-4제(separa te elementary-sepa rate high 

school) , '-1 2제combined high school and elementary sch∞ 1) 등이다 

그리고 어느 학년읍 교육시키는가에 따라 중퉁학교도 Middle School(6-8학 

년)， lntermediate Sch∞1(7-8학년) ， Junior High Sch∞1(7-9학년) ， SeniOf 

High School(10-12학년) ， Four Year High School(9-12학년)호 구분하기도 

한다 

전제 5490만의 학생 중에서 88%가 공립학교에 재학하고 있으며(NCES 

2(06) 공립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의 17%는 이른바 학부모들이 선택한 

학교에 재학 중이다(NCES ， 20(4)， 2003-2004학년도를 기준으로 공링학교 학 

생의 3%는 흩수학교인 magne‘ school에 재학 중이여 2%는 차터스쿨에 재 

학 충이다 가정에서 채택교육{home schooling)을 받고 있는 학생도 110안 

영(2 .2%)에 이은다(NCES， 2(03) 공립학교 학생의 43%는 유색인종이여 그 

중어 서 Latin제 학생이 19% 혹인이 16% 아시안이 4% 인디언을 포합한 기 

타가 3%툴 자지하고 있다 유색인종이 다수플 자지하고 있는 주도 하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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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캘리포니。K68%) 뉴멕시 "'(67%) 텍사스(61%) 미시시피(53%) ， 루 

이지。 내52%) 퉁 6개에 이르며 유색인종이 학생의 90%가 념는 화구도 전국 

대단위 학구 중에서 2/3에 이른다 이들 유색인종의 학생이 갈수록 늘고 있어 

국가적인 교육운제로 부각되고 있다 공립학교 학생의 1/3 이상이 빈곤 가갱의 

자녀들이며 부모7) 이인자인 학생의 비용도 19%에 이르고 있다{Capps ， FÎx 

Murray , Passel , and Herwantoro. 2005) 

미국의 공교육체제에서 중추적인 역힐을 당당하고 있는 자율잭인 학교구의 

수도 14.063개에 이르며(NCES. 2006) 학구도 학생 수 E αm영이 녕는 대 

단위학구{2% 수용 학생 수는 전체의 34%입)부터 600명 미만의 영세 학구 

(35%‘ 수용 학생은 30/0임)도 있다 칙은 전원성취교육엉(NCLB)의 시행으로 

연방정부의 권한이 확대되긴 했지안， 여전히 미국의 공교육은 분권체제에 의해 

운영되고 있어서 대부분의 핵싱적인 교육갱책이 주정부나 학교구 수준어 서 만 

들어진다 

선진 8개국과 비교해서 울 때 미국은 국가적인 교육과정과 전국 단위의 국가 

시험제도가없는나라이대NCSE . 2004). G-8 국가중에서 프팡스 이탈리아 

일본 러시아 독잉(곳가 교육과정은 었응) 영국은 모두 국가 수춘의 표준 교 

육과정을 가지고 있으며 국가단위의 시험제도을 가지고 있는 반연에， 미국은 

카나다와 더불어 국가 단위의 교육과정과 시험제도가 없는 나라이다 울론 일 

부 주에서 고교 좋엉 시험제도를 채택하여 시행하고는 있다 

대g적인교육여건지수로지적되는학생 1인당교육이‘핵당당학생수 교 

원 I인당 학생 수을 보연 미국은 선진국 중에서도 상위의 수준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미국은 학생 1인당 중풍교육비에서 한국이 

나 OECD 가입국가 명균에 비해 2‘ 628달러 - 3180달러 이상의 차이를 보이 

고 있다 중학교의 경우 학급당 학생 수도 미국은 한국의 35.5명에 비해 매우 

낮은 연이여 육가 명균 24 .1 영괴변 차이가 없는 연이다 중학교 교원 1 인당 학 

생 수는 한국의 20.4영보다는 낮은 면이나 긋가영균인 13.7명에 비해서는 높은 

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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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1}~.사정 교육기관의 인생 1'l!'ä ~니'jjl ji!육til (2003) 

18영 0""혀의 구;Qj':VI우I"PF끼 믿싱에 '" 

호동교욕 종용교욱 고퉁교올 

회생1인딩 국인 1~딩 학생1인딩 국잉 1인딩 학생1인딩 국민 1인딩 
구운 교륙비 GDP 대비 교육비 GDP 대' 1 교육버 GDP 대비 

학생1민당 학생1인당 학생1요밍 
교륙비 교육'1 교육비 

한국 4,098 21 6,410 33 7,089 37 

이국 8,305 22 9~90 26 24,074 64 

국가영균 5-450 20 6,962 26 11 ,254 43 

~: . S'-리나잉의 2003앤드 야:>p !!i2 1딛혀 'ð 784.03얻밍 

자료 I욕인’‘…8영 ι~:2~개‘영 α)E.i:!~톰쩌즈)，!/ il~ξ썩"앤a 힌긋~~깨잉원 。ECE .il~};~ 

즈人11 !.~2엉 곳인씨냉 

(ll 2) 교육딛게걷 기굉유헝톨 m급딩 학생수 (20(씨 

띤위 영) 

초동학교 종회교 
구문 

국공립 시립 진체 국공링 시링 전체 

한국 33.6 33.4 33.6 35‘ 7 34.7 35.5 

미국 23.6 19.4 23 .1 24.9 19.3 24.3 

국'f명균 2 1.5 19,3 /20.6 2 1.4 23.8 23.0/20.9 2‘ l 

~:CEC。 욱'1.근의 .2W‘’ ”시원 슷'^è 성R의증영 시영.~의 ."" 이잉수. 우쩨 제시딩 웃" 
는 S얻@ 시fl~.a밍 m녕 •• 생 우. C'티엉 

자.s. : .i:.!.i:인적자원lit. !.b!.i:!욕깨‘’얻 α:E:i:!~t.즈，11 ‘!f.국이아j2i:~의μ 고é.i:!욕g쩌 

{R 3} 쿄욕딩계얻 교월 1인딩 학생수 (20041 
띤애 g 

구툴 
유치윈 ~，동교육 종회교 고용학교 전체 

딘게 딘계 딘계 고용교육기관 

한국 20.8 29.1 20.4 15.9 25.2 

미국 14.5 15.0 15.2 16.0 15.8 

국가명균 14.8 16.9 13.7 12.7 15.5 

쭈 고융’"2 딩찌어는 임인께 그§어l인 오"" 
;'ili. : .i:!.욕인적X‘윈g ι녁~욕깨i!~. \fl'-i:!i:3져죠^1I !.~대익a용힐잉ι 그éil.욕g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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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국중등교육의위기 

미국의 중등교육， 특히 고동학교는 확실히 위기 상태에 있다，Wóse. 2(08) 

미국 중등교육의 위기 현상올 진단하기 위하여 학생‘ 교사， 학교 및 사회에 미 

치는 영향으로 나누어 몇 가지 중요한 사항올 중심으로 살여보고자 한다 

가학생 

공럽학교에 대한 명가 척도의 하냐는 고퉁학생의 종엉흉이다 매년 120안 영 

이 넘는 고등학생등이 제때에 고퉁학교를 홍영하지 봇한다 이는 학교에 풍교 

하는 날마다 7， 000영 정도가 학교플 그만 두는 생이다{Editorial projects in 

Education. 200끼 흥업률의 저하는 히스패닉β7.8%) 혹인(53.4%) 인다언 

(49 .3%) 퉁의 폴엽융이 낮기 때문이다 액인(76.2%)과 아시아계(80.2%)의 좁 

업툴은 상대적으로 농은 면이다 이처럽 중퇴자가 많은 이유 중에 중요하게 부 

각되는 문제가 바로 국어 읽기 접수이다 국가적으로는 우선 신입생의 30% 갱 

도안 학년 수준에 맞는 읽기을 항 수 있으여(Lee ， Grigg, and Donahue 

2007) 잉기 성져의 하위 25%가 상위 25%에 비하여 중틱항 가능성이 12배 이 

상인 것으로 나타났다{Center on Educational Policy ‘ 2007) 

정쟁이 가속화되는 시대에 대학수학 놓력융 갖훈 폴업생융 애향h긍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국의 경우‘ 83%의 고등학생들이 대학에 입화힐 것으로 기대 

되지안 고퉁학교 올엽과 더율어 대학에 진학하는 학생은 40%가 안 되며 대 

학입학자도 6년 안에 올엉히는 비율이 50%가 채 안 된다 이긋의 학생들 특히 

빈곤가정의 학생이나 소수계 학생틀이 전반적으로 이래에 효과적으로 대처힐 

수 있는 능력올 충운히 갖추지 옷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주정부나 연방 

정부 수준 및 국제 수준의 각종 명가결과나 고둥학교 좋엽용， 대학엽핵융， 대 

학 보충교육 수강 비율 고용주등의 명가 통에서 이러한 증거를 핫아 올 수 있 

다 Z때4-2005학년 기준으로 미국에서 영어회냥자 과정(ELL)에 퉁록한 학생 

수가 5백만올 녕고 있다 이는 k-12학년 학생 수의 10.5%에 달하는 상당한 수 

로서 1990년의 5%에 비하여 두 배가 증가하였다 특히 7-1 2학년인 중둥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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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EL L 수상 비융이 중가하고 있는데 이 화생틀이 학업성적이나 진회딸에서 

뒤저지고있다 

냐 교λ} 

교사는 교육의 질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변인으로 간주된다 회h습에 장애 

틀 겪고 있는 학생들도 유능한 교사를 만나연 학엉 성취도가 높아질 수 있는 것 

이다 그러나 최근 전국교육정보원(NCE I)이 밝힌 연구에 의하연(박세혼‘ 

2008) 공립학교 교사의 400/0가 5년 내에 교직올 그만울 생각융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직융 떠나는 중요한 이유는 갱년 낮은 보수 관료적인 행 

정에 대한 융안 대학으로의 전직 고소득 직장으로의 전직 가족이나 개인적 

이유 교장의 지원 부측 대학원 진학 퉁의 순서로 나타났다 정년으로 인한 이 

직이 않은 이유는 교직원 구성에 있어서 나이 많은 교사가 상대적으로 많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실제로 경핵 25년 이상의 교원이 지난 15년 동안 25%에서 

27%로 중가하였음) 이는 미국의 경우 않은 신임교사들이 30대나 40대 이후 

교죄에 들어오기 때문에 쉽께 50대 교사가 되어 정년융 하기 때문으로 해석된 

다 특히 신입교사를의 이직흉이 농은 것도우려할만한운쩨이다 임명 후 1년 

안에 14%가 아직융 하며 신규교사의 33%가 3년 안에 교직올 떠나여 5년 안 

에 이직용하는교사도 50%나된다 이처럽 초입교사의 이직이 농은이유는경 

력교사에 비하여 초잉교사에게 성적이 낮은 학생이 배치되는 경우가 않고 학 

생지도를 위한 전문척인 iξ언이나 며드백응 받지 옷하기 때문이다 

NCLB법에 따라 미국의 초 중풍교사는 늪은 수춘의 자격올 갖추지 않으연 

안 된다 즉 공립 호 중등 교사는 주가 발행<1-는 자격중융 가져야 하며 신규 

교사는 최소한 학사학위툴 가시고 주가 시행하는 엉격한 교과목 시협에 합격하 

여 높은 경쟁력을 중영하거나 가르지는 교과에서 대학원 학위 고급단계의 자 

칙종융 구비해야 한다 접자 자격융 갖춘 교사용 구하기도 어려율뿐더러 채용 

한 교사률도 5년 안에 이직<1-는 교사틀이 늘고 있음은 심각한 운제가 아닐 수 

없다 어려운 교파로 알려져 있는 수학이나 과학 분야의 우수한 교사흘 확보하 

기 어렵기 때문에 인도나 중국 같은 외국인 교사툴 채용<};는 운제도 심각하게 



60 악세흥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혀지고 있다 

강수록 학생의 성취기준이 농아지고 주기적인 시헝이 늘어나고 있어 교사에 

부담용 가중시키고 있는 점도 교사의 근무여건올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 

고 있다 학생들의 성적과 종엉흉을 높이는데 교사의 역할이 중요한 것은 재론 

의 여지가 없다 따라서 유능한 교사틀올 채용하고 지원하여 교직세계에 헌신 

하도록 돕는 것은 우엿보다도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흑히 신규교시에게 

교직 수행에 멸요한 지원과 작영조건을 제공해주는 젓이 중요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다학교 

능력을 갖춘 졸업생융 배출함으로써 성공적으료 학교가 수행해야 할 과엽올 

수행하는 학교들이 있는가 하면(미국의 경우 세 학교 중에서 한 학교만이 재학 

생의 90%를 출업시키고 있응) 많은 학생이 뒤쳐지거나 중퇴융이 늘어나는 학 

교률도 많다 John Hopkins 대학의 연구팀이 밝힌 연구에 의하연(Wise ‘ 

2008) 미국 전체 고등학교의 13%에 해당히는 2.000개의 고둥학교에서 신잉 

생의 수가 졸엉반 때 40% 이상 강소iiJ..l늠 하교이다 이처험 ‘중터자 공장

(dropout factories)으로 용리는 학교는 대개 소수 인족이나 빈곤충 학생들이 

않이 재학히는 학교을이여 백인 학생들이 많이 재학하는 주연의 용촉한 학교 

에 비하여 자원도 부족하고 파F들의 자질도 떨어지는 학교들이다 

이처럽 미국의 고퉁학교가 싣배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현대사회에 요 

구되는 다양한 요구혈 학교에서 충족시쳐주지 옷하기 때문이다 현대의 고등학 

교 체제는 20세기 호에 형성되었으며 모든 주에서 초퉁학교 의우취학이 시작 

된 것이 1918년이다 그 당시에는 14.17세 아동의 10%만이 고퉁학교에 진학 

하게 되었으여(Natîonal Center for Education Statistics, 2006) 고둥학교 

교육운 상위계충의 선유블로 여겨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고뭉학교 

졸업장이 없이 좋은 직장에 취직하는 것은 불가놓한 일로 여겨졌대Public 

Education. 2，αη) 요즈응 보수가 좋은 미국의 좋은 직장의 90%는 충동 후 

고등교육 이수흘 요구하고 있다{U .5. Departme미 of Labor , 2006) 끊잉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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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하고 있는 노용시장은 노동자융에게도 새로운 도전융 요구하고 있다 학 

생들은 특정 기슐원안 아니라 새로운 연화에 적용할 수 있는 능력과 전이가능 

한 능력올 점비하지 않으연 안 된다 더구나 노동시장이 글로알화 되어감에 따 

라 교육수준이나 기송수준이 새째적인 껑쟁역흘 유지하지 않으연 안 왼다 

미국의 교육용적은 1세기 전에 비해 애우 연화되었지만 고등학교 제째는 

신제로 큰 변화가 없다 교실 교사는 아직도 지역사회와 대학 기엉체와 고립왼 

채 자기의 전공영역융 가르지도륙 혼련되여 학생들 또한 자기의 진로에 따라 

융용성었재 교과욕융 선택하기 보다는 구태의연하고 한번에 모든 사랍을 맞추 

는 교과를 가르치고 있다 아직도 19;0년대의 거대한 총합학교 오탤올 따르고 

있다 대학 진학옹 옥요로 하는 학생과 취업용 원"는 학생융 갑이 수용하여 홍 

일한 교육과정용 이수하게 요구하는 것이 문제이다 이러한 구식의 교육심제는 

미국의 교육째쩨가 연화하는 요구얘 충운히 반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중거료 지 

적되고었다 

이처렁 원래 연령대의 10%가 종엉했던 당시의 쩨제와 비슷한 양정에서 오 

블날 미국 갱소년의 70%가 흉업하고 있는 것이다 자질이 뛰어나고 지원올 충 

운히 받고 있는 교사라 하더라도 정정 충가하고 있는 요구용 충촉하기 힘을게 

되어 있다 용용 않온 혁신적인 마인드용 가진 교시을이 도전적인 프로그랭으 

로 학생을 성공핵으호 교홉시키는 사혜가 없지 않지안 아직도 국가 수준의 교 

육개혁은 고등학교흡 개연하기 보다는 구식의 쩨제를 단순히 보강~，는데 힘쓰 

고 있다 끼존의 체제에 새로운 어떤 것융 추가하는 개혀으로는 소기의 목적용 

달성하기어영다 

또 다른 원인으로 지척되는 것이 연방정부의 지원 부족이다 역사적a로 미 

국의 연방정부는 초둥학교와 대학표빼 않온 예산을 투자하였다 연방정부는 

Pre.k.6학년까지는 거의 180억 달러읍 부자하고 있으여 대학교육에도 160억 

당러용 투자하연서 7-19학년까지의 중등학교에는 50억 당러용 l류자하고 있다 

(Wise. 2008a) 주갱부나 지역정부의 예산부자가 있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초 

둥학교냐 대학교육에 주정부나 지방갱부의 예산이 투잉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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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미국샤희에 이치는파장 

고퉁학교를 마치지 옷하고 중도 탈락@면 학생 때운에 미국의 국가가 지올 

6변 대가는 애우 크다 이들 중도 탈락생을올 룡영시키연 얻게 되는 수익이 한 

해 3290억 달러인 것으로 주정된다(Alliance for excellent education ‘ 

2(07) 그런데 이 수익은 한해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해마다 누적되기 때문에 

계속되는 대가는 눈덩이처링 커진다고 볼 수 있다 그만큼 고등학교 종업자는 

장래의 수입이나 직엽적 지위 사회적 위신 건강 동에서 유리한 위치을 정하 

여 국가의 정제에 기여하게 되는 것이다 2005년 기준으로 미국의 고퉁학교 흥 

업자는 중퇴자에 비혜 연간 10 αm달러를 더 얼게 되며 영생올 기준으로 계산 

하연 260000달러의 수입차이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Rouse ， 2(05) 

더구나 고둥학교 충퇴지는 냥세자이기보다는 세금융 축내는 사랍일 기능성 

이 크고 복지기금이나 공공 의료서비스의 주 수혀 자가 되고 벙죄자가 될 가 

능성 이 크다 따라서 이을이 사회에 미섣 파장은 매우 크다 이국의 교육정책이 

학생들옹 고등학교까지 종엉시키는데 관심율 가지고 노력'1-는 。1유가 "f호 여 

기에 있다고 올 수 있다 복지국가의 경우 교육융 잘못시키면 그 영향은 개인 

이나 가계에 미칭 뿐만 아니라 국가에도 영~을 "1친다 웅롱 예전에도 중도 당 

락하는 학생이 없었던 것은 아니고 명생 잘 삼기도 하였다 그려나 요즈응 이를 

문제 상는 것은 그안큼 현대 사회에서 국가 간의 인적 자원 경쟁이 심화되었다 

는 중거이기도 하다 실제 미국의 홉인력 때문에 미국의 시장에서 외국의 두뇌 

들이 차^1"Õ"년 비중은혜마다늘어가는추세이다 

실제 최근에 발표되는 국제 학력 명가 결과를 보면， 미국 학생을의 경쟁력이 

다른 선진국에 비하여 뒤떨어지고 있다 30년 전안 하더라도 미국은 고퉁학생 

이나 대학생의 수춘이 앙적인 연에서나 질적인 연에서 세계적인 수준융 유지했 

던 것이 사실이다 1 5세 아이의 읽기 능력에서 29개 。ECD 국가 중에서 미국 

은 15위이여 수학은 24위로 나타났다 이국은 학생 1인당 교육비와 학급당 학 

생 수 교사 1인당 학생 수 등의 교육여건 흑연어 서 。ECD 가입 국가 중에서 

비교적 양호한 연인데도 불구하고 이져힘 학력 수준이 낮은 것에 대하여 국가 

나 기엽제가 우려흘 표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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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미국 학생틀의 성적이 선진국에 비해 뒤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에 대 

해 홍계 해석상의 운재정이 있나는 주장도 있다(Hodgkinson. 1993) 

Hodgkinson은 미국 학생의 상위 60%는 아직도 경쟁력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다운과 같이 설영하고 있다 첫째 미국 고등학생의 상위 20%의 생 

적은 세계적인 수준이며 계속 잘 하고 있는데 유능한 유색인종 학생들의 성적 

이 기대에 옷 이치고 있다는 젓이다 아직도 세계에서 발행되고 있는 연구논문 

의 40%가 미국의 학자들이 쓴 것이여 톡히 수학과 과학계의 미국의 엘리트들 

의 수준은 세계에서 최고의 입지플 구축하고 있다 울째 중위 4001<. 학생을은 

충분히 대학 수학 능력올 강춘 학생을이 며 않은 유색인종 집단의 학생들이 이 

집단에 속하며 저소득충 자녀의 일부도 여기에 속한다 이들은 미국의 중산충 

올 형성하고 있는 대표적인 십단틀이다 셋째 하위 40%가 미국의 교육적인 취 

약계충이다 이들의 교육문제는 이미 유치원에 입학하기 전부터 생긴 것으로 

빈곤 욕제적 정서적 장애 건강관리 어려운 가족의 여건， 혹력적인 이웃 둥 

의 문제를흥해 야기된 결과이다 

3 미국중등교육의개혁 

71. 연앙 갱부의 교육개갱 

교혹에 대한 연방정부의 영향력은 최근에 급속하게 앵창되었다 교육이 사회 

의 중요한 운제로 부각되고 대홍영이 교육개혁을 중요한 국가의제로 채택함으 

로써 연방수준의 않은 교육정책이나 교육개혁방안이 마련되고 있다 주정부와 

학교구 및 학교들의 개혁갱책이 일부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기도 했지안 연 

앙 정부 차원의 강력한 지도성이 있어야 미국 전역에 영향을 미지는 교육개혁 

이 가능하다고 윌 수 있다 일회성의 개혁으로 구태의연한 실제로 무장된 미국 

의 중풍학교플 생산적인 회f슴의 샌터로 연화시키는 것이 애우 어영기 때문이 

다 중도탈락 학생의 비융 커지는 기업제의 요구 심화원 국제 경쟁 풍의 대 'r 

가 크기 때문에 이국이 1957년 소련의 스프트닝 위성의 발사 후에 띠국이 취했 

던 모종의 조치룡 요즈응 국가가 취하려고 히는 것이다 스프트낙 충격 이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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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극은 수학， 과학， 외국어 둥에 악대한 투자률 단앵했으며 . 1960년대애 미국 

은 중퉁교육과 명풍성 교육에 대해 지대한 관심융 가지재 되었다 

1960년대 교육개혁의 단초가 되었던 사건이 스프트닝 위성이랴연 오늘날 

의 교육개혁 단초는 미국의 기업과 노흥자들이 당연한 국제정쟁혁이라 힐 수 

있다 1970년대 알까지는 미국의 교육체제가 느리재 변화~H는 정셰와 인구구 

성의 연화 기엉체의 요구에 장 대용했으며 세계용 위해 교육g춘흘 셜갱혜주 

었다 그러나 그 후 10년 용안 고퉁학교 종업흉은 상숭되지 않고 그대로 유지되 

었으여 반연에 기엉쩨의 요구는 증가하였다 동시애 한때 미국의 상대가 되지 

못했던 묵7많은 교육체제용 정비하고 새로운 요구에 부용하여 교육수준이 급 

격하게상숭하였다 

미국의 모든 고퉁학'ji!.률이 경쟁력올 갖추기 위해서는 지방 정부의 노력과 

더불어 종합적인 연방갱부 차원의 정책이 요구왼다 교육에 대한 용져1권을 연 

방정부가 가지는 집권애째톨 주장*냥 것이 아니라 주정부나 학교구 단위학 

교률이 연방갱부의 지원을 방지 않으연 이국 교육째째애 대한 중가되는 욕장한 

요구율 충족시키기 어려율 것이라는 것이다 연방정부， 추갱부‘ 학교구‘ 단위학 

교들이 연한하여 입광객이고 종합적인 교육체쩨용 구싱L하지 않으 연 안 왼다 

이러한 관점에서 국가수준의 교육개핵의 당위생이 지지앙 받고 있다 

지긍까지 미국 연방차씬의 교육갱책융 고장해보연 교육정책의 측이 명풍성 

과 수월성의 관정에서 연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지난 1960년대와 70년대 

용 용해서 미국은 교육명등의 관검애서 쿄육개혁융 추진하고자 하였다 소수계 

충의 지위도 여생이냐 이중 언어사용자， 장애인으로 확대되었으며， 명동의 개 

념도 모든 집단융 위한 자유용고 보연적인 균둥한 교육기회의 째공과 강은 소 

극적인 정책에서 적극적인 갱책으로 바뀌었다 현대적인 의미의 영풍은 1) 보 

상쩍 지원과 강이 혹영한 프로그랭이나 사랑융 위한 추가적인 재갱지원에 근거 

한 영풍. 2) 학교흉앙과 상은 인종적 구성에 근거한 명웅 3) 교육의 책무성이 

나 학교재정 개혁으로 나타난 유시한 배정올 지닌 학생틀의 교육절과에 큰거한 

명등 4) 적극적 자영갱책이나 강제 합당제의 방영과 강이‘ 용영둥한 배경과 능 

력융 가진 학생률에게 균퉁한 컬과툴 기대하는 명등으로 확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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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unenebrg and Ornstein , 21α)8) 이처헝 교욕의 결과라는 판정에서 명등올 

정의하연‘ 인중」융 포항하여 사회의 다양한 집단용 비교하기 마련이다 이는 매 

우 혹검한 문제블 야기시킨다 측 누구에게 얼마흘 투자해야 하여‘ 재원은 어영 

게 마련해야 하는가 웅의 문제이다 이러한 문제는 영둥과 수애성의 추구라는 

두개의 대립되는 가치와 관연이 깅다 명동주의블 추구하다보연 명벙한 인재의 

양성이나 정셰객 쇠퇴 동의 문제가 야기될 수 있으여 수월성융 강조하다보연 

집단 간에 사회적 경재적 칙차가 커지고 위화잡이 조성되여 하류계충을 영속화 

시키는 문재가 야기월 수 있다 

1980 \연대 중안 이후 명풍성융 강죠하던 국가정책의 측이 수월성 쪽으로 기 

용었다고 블 수 있다 농윤 학엉 수준 학사관리의 강화 엄격한 시험 더 강화 

원 고교 종업과 대한 입학의 요건 퉁에 대한 국가적 판심이 커지언서 수월성올 

강화하는 방향으로 교육개혁융 단뺑하려는 용직임이 나타냐기 시작하였다 이 

러한 절과로 교육의 질 개선올 위한 교육개혁을 요구하는 않은 갱책 보고서들 

이 1983년부터 21세기 초반까지 양앵되었다 1983년부터 2003년까지 양간된 

수엉성 교육에 대한 국가 단위의 주요 보고서의 내용융 갱리하연 마옹 〈표 4> 

와 갑대Lunenberg and Ornslein ‘ 2008) 

1983연부터 2001 년 사이에 말J'왼 교혹의 수월성에 대한 보고서의 내용들 

은총합하연다음과감다 

첫째， 1 2개 보고서 중 7개 보고서가 핵심교과인 영어 수악 과학 사회과 

외국어융 강화 할 것융 강조하고 있다 기술이나 업유터 교과도 간혹 강조되고 

있는데 수학이나 과학의 하위내용으로서나 옥링된 교과로 강초되고 있마 장 

의성과 비판적 사고능력과 갑은 고둥생산능력 또한 강조되고 있다 대부운의 

보고서 또한 특수교육이나 회업장애얘 대하여 판싱홀 가지고 있다 

용째， 11개 보고서율은고난도의 학업표준과교괴플강조하고 있으여 12개 

중 7개 보끄서에서 대학에서 입학쏘건용 농일 것올 제안하고 있다 많은 보고 

서에서 보다 엉격한 명가 시엉 과제 혼육과 더올어 더 많은 과제 학g시간 

학쿄수업 시간의 중가올 언급하고 있다 또한 보고서들은 교사의 자격강화 교 

사의 용급인상 파학 및 수학교사 와충 잊 우대 우수교사얘 대한 성과긍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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퉁올 언급하고 있으여 전반적으로 전체 학생은 아니지만 학업성취플 강조하끄 

있으며 생산성 증진을 강조하고 있다 

셋째， 않온 보고서들어 서 학교에 지나친 사회적 역할올 수행하도록 요구하 

고 있으며 그 결과로 학교는 사회적 기대를 충족힐 수 없고 오히려 핵심적인 역 

항을 소흥히 "는 위험에 처해 있음에 관심올 표명하고 있다 최근의 보고서에 

서는 학엉생산성과 국가의 생산성에 관심을 표명하고 인적자본과 경제적 자온 

을 연계시키고 있다 학교에 대한 투자는 경제에 대한 투자이여， 국가의 미래안 

정성융 위한 투자로 인식하고 있다 교육의 실때는 경제와 국가의 실때라는 인 

식으료 교육개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있다 

넷째， 이러한 보고서를은 너무 이상적이고 비현실적이며 명풍성이나 형영 

성보다는 수월성융 강조하고 있고 시행하기에 비용이 많이 든다는 비딴이 있기 

는 하지만 (Glickman , 2001; Odden. 2001; Hess, 2(05) 정책 보고서의 출 

판으로 교육문제에 대한 국가적인 관심올 환기시킴으로써 교육의 질이나 학교 

수춘의 함상에 기여하였용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러한 보고서와 국가 

적인 판심으로 연방정부 주정부‘ 지방정부들이 교욕올 1}상시키는 공동의 노 

력올기올이고있다 

(R 4) 수엉성 교육에 굉엔 보고서 깨핀11983-잉031 

보고서외 교육과정 강죠6는 
학교조직 

정부/기업의 

얼앵치 옥g 내용 역잉 

1 , "본~육의 강확 영어수학 · 학교수업힐수연장 · 언판확따트너협 

r Action for 영찌a육강억 와아외국어 검서와흩욕강조 깅확 

E~cellenceJ · 때확업학"훈강화 역샤.청퓨터 ·용제 강화 · 연빵교육기잡조생 

션국교육 • 갱 '1 시협화 채챔 강화 

@↓앤뼈 ·자가추도획학슐 

z ·초 중용수학， · 수학‘파확‘ ‘ 연간수업힐수와주수 ·국7t il육욕요 챙컵 

r Educating 과확시잔중. '1슐‘ 컬휴터 영장 지앤 
Americ~ns for ·상납과학‘ 수확 ， 12연깐 수학. 화~ a육피정껴앙과 

the21st 용영 요욕 ~샤연수에대행 

centuryJ‘ ' .학업확기흉 의입쩌얀역양강확 

과’*재안 강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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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외 교육과정 강조하는 
학교죠직 

정부!J멍의 

일행치 목요 내용 억잉 

3 • 언어 용월iL육 · 영어‘역사 . jV+ 근무조갱 .선 · 학교. 자역샤힐‘ 
rHi앙ISrhoolJ • 71~ji육 강화 사회.수확‘ • '1슐옳훨용환교육 지엽 .• ~간 연갱 

카때가쩨딴 · 혀업 및 명쩡'"용 ;짜학， 기슐. 과갱용영 강여 

깅" 엉유터 · 융용생있는수업시감 · 짝부오‘ 지역사회‘ 

· 졸엽A정 강화 얘에 핵'"연셰강확 

· 학생 진로 'I~ · 기업와 대혀용휩'1 

• 학요·져역사회 혁슐 황흉 핑용 
. ，쟁악리더헝역합장확 괴에및수야 g뺨l 

게 쟁부%냉f금 '1 • 

4 . '"과서와수엽 · 새훌홉5채 • 7iL사 수엉고려 ’ 생부.쭈 지역영채 

'A Nalimlul '1료.션 기초표과f · 훌쩍화훌육강확 · 영채교육파소외 

RislcJ수월생 · 칙엽요용. 야슐. 영어‘수혀‘ · 축제강화 어i생육우용혹 

iL육힘현회 과학교과와정 화학‘사회. · 생기시헝과채챔 장화 · 요흉화훤국'1 고사 

강화 업유터 · 농혁얘따흩반연생 

· 홉업요건강확 

- 대학입학'1흉강화 

5 • '1생 기초농혁 · 잉기 '1초 · 수업영수종 • · 져역샤회와학부모 

'T!Je Firsl 깨선 농썩 ·갖셰 놀리 '1 교육책업 

μssmr · 고확헨의확잡한 · 수학문제~절 ·영격한시헝 . '"샤와학교혜우생 

AR야1{}r/ ()II 확숍"영파농력 혁과 i짜화의 • 확쭈오의 확'" 션쩍핸 · 초종표사률의연수 

E/，η!허Ilary 깨성 양견어M> . '"샤생찍즙 g로"햄 깨선·교육 

EduCIl’"" · 민쭈사확와국가 · 역샤‘ '1 려‘ 방볍보다 얘슐과 

i .. A I!1,.irn. , 쟁체생예힐수혀 사혀생~ 과"캉죠 
g욕우 인 져식 '1싼 요약외 

깨션 제영~ 

. '"과샤와 ￥13용 · 캠퓨터와 

깨섣 상식 g용 

• 표..i'f의 표준용K 

강회} 

6 · 하함계흉의 위 '1 • 입기'"기. · 가홉파칙엽예턴 · 엄기에 쳐한했생옵 

'The Early ’Qι!'"욕 흩기농력옳 연악g 안영하여 위한쩡부의쳐원 

YearSJ . '1초농혁 장~ g항한언어 유연한학'"시간계획 강여 
썩1쩨 '1 째한 · 아풍 iL훌장확 교약 · 수엉엉수와수영연엔 · 기업화산업세와 

익예 역항중 • 

• '"사생과급찌 ‘ 교λ} 흥셔져 의사청갱 

· 명과4외여용잉야 과급여인상 
표효3랩얘대한 

학부모션핵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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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외 교육과정 강조，.번 
회교죠직 

정부/기엉의 
일앵쳐 목g 내용 억잉 

7 ， \0때 영선. 학교 · 기초농력‘ • 요등 o~1훌율 .한 ， ~샤자척애 대한 

'7111’'10' 충~행확‘ 수확‘과화. 유치훤~육과 힘협에 국가수준의판려 
'0μIIsJ 생인운앵 약용 기* 처한아흉옳 팎환죠'1 · 표사와~장의 궁여 
주지샤연합획 낭용에 초정 ， ~육연구와 교육g효그행 인상이액우성 

·확~ 혀 'i생과 깨~ · 화쭈모교육 프효그행 · 교사연수와리터업 

정영깨션 • 학부호와 확~ 선핵권 g혹그행 71 11 
， ~설수업，0.1 71슐 · 신펴도와타당도옳용 · 지역유지， ""1‘ 
사용강확 학생명 '1 학부모‘시민. 

·교육에 때한 • 연충하~훌영 사엽가옳의~육 

생쭈의였양과 · 셨빼한학교와학교구 앙여 

책잉충대 재구효화빛죠?생 · 쭈갱쭈쩍활과쪼쟁 

· 모툴 학년에서의 파 '1월강확 
~확의 Jt흉상향 ， ~육얘확 생과에 

죠갱 대한주갱부의 

보고서 얘연 방~ 

8 · 모든챙소년융 · 기초농혁 · 중~항확자감소와 · 기업쭈훌확요육 

'TheDiSilp- 에게 ' 1초붕핵 , '1판핵 사고 훌，*충대 깨여칭여 
짝'Qrmg i욕 놓핵 · 국'1서행쟁수와 ‘ 기업파~육집단의 

QualityofllJi · 정보사회에서 · 학운의Jt준 생취오채션 협용노력 
W，αkfr'"αj 요구되는 고흉 와고풍학~ • 건강예방교육종'1 · 주와져역단쩌에셔 

전국'1열연합 갱신놓혁 제종 홉업요건 · 교사와뺑갱가의 ~육재갱업 

· 교육용제칙시 강화 에우생 · 시번. 학￥포‘ 
， ~용쩨쭈화와 ， ~칙엠 천유생 깨방과 쟁쳐연 사엽까룰의 

.생지원 뺀효표몽그햄 앙여 

· 품가노용협의 

갱 깨션 

9 · 기초농핵과운혜 · 종~앵확쟁왔 · 충도행랴훌장소 · 샤업체 ~흉‘ 
r lnwstíllgin i용 위환기초 · 출쩍톨충~ 갱쭈간의파효너생 

People: A ‘ 였쩍자본에 후자 풍렷프효그햄 • 학~와 꺼업 연채 강확 · 쿄사와교육껴션옳 

strøtegy 10 ， ~육씩 인척 자웬 흉앵영인융 · 정쟁학숍의혹소 위한 기업의 기긍 

Add,1'S5 프료~햄에연방 위환교육 - 엄용띠슐용대 죠생 
America ’s 갱부와샤업'1훌 프혹그껑 · 업척한요사연수와 • 민간쭈문파~용의 

Workforce 의 지원확충 영생교욕과 신뷰교사시혐 요구를 반영환혼현 

CγrsrsJ‘ · 노용력외 싫껴선 흩연 프포"햄 채방 

노동부 · 고용학교훌업‘ · 칙엽교육과 민간부응i 외한 

빼화업학‘ 노동 '1슐표용의 ~~파흥욕 

셔장 '1중요건 경앙 프효그행에때한 

강찍} 셰급강연제5ξ 

‘ 국'1 교육육표 
.방과시간쩨획 



미국 중흥교육의 깨획과 쟁껑 69 

보고서외 교륙괴~ 강조'f는 학교조직 
정부/기엉의 

일앵처 옥요 내용 억g 

10 · 위7에 쳐현.생 · 기초지식파 ·빈판자쩍 휘확견표료 · 연빵 주 지역 쳐원의 

W aliol’‘. / 용 포항한모용 ~혁 그링 끼여지인 

G<>βIsfor 학생에 .정 · 후용파문체 • 자벼 죠'1교육옳 ￥{한 · 학부요. 져역사회‘ 

EdμcallOll J‘ · 야생g에게 액잉에 얘정핵 .'뷰~~육， 화쭈모 '1엉 샤띤딴~율의 

요욕우 
는시민의식과쩍 · 수학.와혁. 확~선빽련 져월뱅법마련;셔획 
업셰체에펼요한 영어. 역사‘ 정안연얘 요의욕 직꽁엽인 7 

작~각흉악 ~육 창여 
지삭와농혁 구'1 지리 · 다단 |슐요용 • .A.>'t첫 도제표료그햄‘ 

， 2육훈벼도보장; · 익HI과양코 .'↓역전흉.학 셰제 칙엽요용‘요샤고용얀 

.'"준i짜 학생 &중동에앵 - 대학에서와 학생때출‘ "환 프료그행‘ 
성취도>i션 ... 그영 장*급 근로장학생 전깃k얘뱅R육 

• 썼인 문행~용확 · 시언쩍삭‘져 풍얘 용F잉 여신 액우생 
영생a욕깨성 협사회뽕사‘ · 교사양생 째션~샤 정과확인 

·안전하고아약없 상식‘ 국제사 보상화해우생연져 ·뻐.연과그여후의 

는".환갱 제흉 회획 '1식 확.칩딴앵생 

11 ' 67l쳐 국가~혹 · 화확 수학. • 학쭈모 장여종대와 4 • 교육자‘ 학부모， 샤엉 
'Gα1152αJO， 용표의 법제화 역사‘ 자려. ‘1융의 향상도확챙 가‘ 노흉‘ 챙￥간악파 
i욕'1- · 확획 수.‘ 역사. 영어. 외국어 양영깨섣 E너영 

져려‘ 영어와외국 의 핵심~짜 • 요사와 쩡쩡"의 책우었 · 지역과쭈갱.자원외 

에의뼈상요화에 • 쩍엽기술~육 ， "칙행의 농력채웰 .요껴힐훌 기읍 .，행 

.한국가학엽수 ， ~틀야<10 7빽총쳤 · 노용핵께션파선규노 
행g훈강화 대상의영휴 • 학생홉。| 보다 더 나온 용자혼현 '1 쩡장 
，"사연수， ""서. .육i훌씩8혜 경짜홉대도확 확~얘 • 고도'1슐파 고입급 노 

수엽자료.꽁학용 g잉 .. 펼요한기구와짜웠 용쩍옳 창t하기 위~ 
껴션@뼈학생률의 게선 제동 학2‘ 대학 연수"판. 
생힘!ξ 총진 · 학생학엽생취 고용추월 .. 항째 연채 

· 근링냄<1 더나용 도명가방행 서힐 훌련'1쇼뺑구혹 

훌련*받고국제챙 의깨션 옳위한국가 '1솔. 

챙혁용갖추H‘ 중앙용 
보다더엽격항 • 학.의 학엽수챙 .증 

작엉 ' 1슐.준 융 찌".끼 워빼 국" 
강아 책학훌표훈~정 

12 · 모동 쭈와학.~구 · 기초국에 ， ~직원의 짧 껴션 · 학교.지역사회와 

fNoC/l“d 는주수준외학엽 힘 '1. ， "장쩍 리더생 >1션 확부모강의 연계 

행，&’‘illdJ 수행 "쯤"i충훌 문혜교용‘ ‘ 안약 화~가 2년 연;양 강화 
~욕우 ~야합 수잉 훌표당생에 실.-，연 ' .용이와추가 

·쭈의 홈표톨 양성 · 학~와화.~ 학생률이 그학교구 서 '1스는확~구의 

양수없는학쿄~ 구의향상오 ‘R와 다륜 학~료 전화 예싼요효왕당 

~입 문~ 훌얄'1 힘~ 징수잉는선임연쭈여 
， ~~의 추는다용 배앤 명" • 학 .• 가 3년연용 용. 

학업 표풍융~옳 시앵 앓생~ 싫빼.체 회연 
수잉g 이얘옴에게 잉와후 

학숍"갑운후" 
서벼스~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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냐 주갱부의교융개획웅직잉 

미국의 주정부는 연방정부와 더올어 교육용 책임지고 있는 중요한 기판이다 

일반적으호 주정부에서 교혹에 영향응 미치는 기관은 주 의회와 주 교육부이 

다 대부분의 주 정부는 교육과정 지칩과 학업수챙기준의 설정 지역교육청과 

학교의 지원 초?중풍학교 인가 교사와 행정가의 자격관리‘ 학생의 성취도 영 

7f, 학생 성적 관리 및 보고， 고등학교 졸업요건 규갱 지역교육청의 예산 애 

분 연간 수업일수 지정 퉁의 중요한 사헝올 책잉진다{U.S. Department of 

Educa tion, 2005) 

대풍령도 마찬가지이지만 최근 미국의 선충직 관료들 또한 교육문제에 지 

대한 관심올 가지고 있다 주지사는 뭉론이거니와 주 의원들과 주 교육갑 풍 모 

우는 교육옹 개혁하라는 각계의 추문과 교육을 위해 더 많은 자원용 할당해 출 

엘요에직연하고있다 

국가적 차원에서 1985년과 1990년 사이 에 학교 개혁에 영향을 끼치는 주 법 

령이 15OO7H 이상이 다 그 후 1991 년에서 2005년의 15년 동안 개혁융 다루는 

약 3000개의 주 엉형이 안을어지고 실행되어졌다(Greene ， 2006) 그러한 엉 

령들은 거대한 위력용 지냐며 학교교육에 영향율 이치는 교육개혁 을걸져엉 인 

식되었다 이와 같은 교육개혁 뭉결은 다음의 네 가지 개혁방안으로 정리될 수 

있다(Lunenberg and Om steÎn ‘ 2008) 즉 (1 ) 학엉 요준 (2) 전문성 신장 갱 

책， (3) 교육과정 개발‘ 그리고 (4) 명가와 책무성이 그것이다 일반적으로 이러 

한 모든 정책들은 교육의 수월성얻만 아니라 생산성과 효율성을 강조하고 있 

다 

첫 번째 울결은 학생의 학엄 성취도를 다루고 있으며 학문적 표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즉 출업과 대학입학 요건 빈번한 졸업시험， 학업시간， 충석， 

과제 수행 회급 규모의 감축 그리고 조기교육 풍이 이에 해당된다 교직원의 

전문성 신장과 판계가 있는 두 언째 을철은 엄격한 자질에 근거한 양성 및 홍 

련 자격관리및시헝 책무성 용급인상， 성과급 경력개발‘ 역힐에 따른차퉁 

급여 명가와 직원 능력 개방에 초점융 맞추고 있다 세 언째 울결은 기본교육 

컵유터 및 기슐교육의 강조 과학 수학 외국어의 수염시수 중가흘 포함한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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퉁학교 공홍 교육과정의 성치 그리고 산업제 대학 학교간의 연계강화 등의 교 

육과정에 초정이 있다 네 번째는 울걸은표증기반교육과정 책우성과교육결 

과에 따은 차퉁 예산지급 등의 학교 개선 정책올 강조하는 것이다 

2어5년까지 주정부 수준에서 않은 정책을이 교육의 질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되었는바 모든 주에서 교육과정 개혁올 단행하였으며 477fl 주가 교직원 

선운성 신장올 위한 개혁과 학교개선을 다운 개혁 조형않 가지고 있으며 모든 

주들이 네 언째 교육개혁 울결에 해당δF는 교육요준설정 책우성， 시헝 풍의 

방엉융 시행하고 있다 특히 학생 창여 교과 프로그랭 공통 교과 AP 시혐의 

증가가 1983년 「국가의 위기」 보고서 이후뚜렷하게 나타난것으로볼수있다 

〈표5>에서 보는 바와 같이 미국의 공럽 고둥학생이 총엉하기 위하여 이수하 

는 주요 교과의 주당 수엽시수가 정차 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t 5) 연도얼 공링학교 고교 g엉생 이 휘득한 치내기 유니g의 영균 

전체 잉어 사회 수회 과회 외국어 검유터 

1982 2 1.6 3.9 3.2 2.6 2.2 1.0 0.14 

1994 24.2 42 3.6 3.4 3.0 1.8 0.65 

1998 25.1 4. ) 36 3.4 3.0 1.8 0.65 

2000 26.0 4.4 3.8 3.6 3.2 1.9 0.83 

X 료 The Condiho~ of Educilt ∞ (1 993. 1998) . Washinglon. D.C: U.s. G。‘ emmt'fl ll이이m， 

。ffiæ α，~.이 Edllcalion Statistiκ5(2αlO). Was 비 0" 。π O.C; U.S. G。、、emmenl Prinling 
。ffκe

1985년에서 2000년 사이 동안 49개 주들이 학생명가제도플 늘리거나 도잉 

했으며‘ 28개 주들이 고둥학교 졸업을 위한 자질경λ 틀 요구하고 있다 50개 

주 모두 연간 수영시수플 나타내는 방엉인 카네기 유니트의 관정에서 고퉁학 

교 종엽Jl.건올 도입하거나 강화하고 있다 43개 주들은 대학 입학요건올 강화 

했으며 12개 주율이 연간 쥬:영 일수를 늘렸다 137H 주는 부가적인 수엉 시간 

을 도입했으며 20개 주는 회념 규모즐 축소했고 24주는 학생 취학 연령옴 낮 

추었다~Schreren. 2001 ) 그러나 농랍게도 이국의 고둥학교 좋영풍은 1985년 

72%에서 zα”년 71%로 약간 감소하여 교육개혁 노력이 아직도 기때에 못 미 



72 박세흥 

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2αm년까지 50개 모든 주들이 교사 양성방엉융 개선하였으며.34개 주가 사 

벙대학 입학시 험용 요구하였으며‘ 35개 주들이 사엉대학 용엉 시험을 부과하 

였다 39개 추률이 교사 자격 시험제도를 도입하였으여 12개 주을이 교사흘 

위한 정력개발 재도훨 도잉하였다(Daring- Hammond Li nda and 

Bransford . 2005). 39깨 주얘서 국가 개혁 정책에 부용히여 교사임금을 인상 

하였다 35개 주등이 1985년에서 2이m년 사이에 교장의 양성이나 시험 요건용 

강화하였으여 다은 주들도 표장의 엉격한 명가와 책무성용 요구하였다 

(Daresh. 2006). 25개 이상의 주애서 이이 교장의 지도성과 경영기슐올 개선 

하기 위한샌터나학교용안툴었다 

이처협 주갱부률도 예외 없이 교욕개혁융 위한 정책융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것융 앙 수 있다 주에 따라 정책이 약간 다르고 시행시기가 차이가 날 얻 

모든 주들이 주정부의 우선적인 사업으로 교육개여용 단앵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m 미국충풍교육의 쟁정 

미국의 중퉁교육 개핵은 오핸 지ζ에 걸쳐 다양한 갱책융 용하여 단행되어 

왔다 여기서는 몇 가지 중요한 개혁정책을 골라 그 의이와 문제용 중심으로 논 

의하고자 한다 혹히 여기서 논의되는 미국 중둥교육의 쟁생은 ~국 교육의 쟁 

점이랴고 해도 과언이 아녕 갱도로 풍홍적인 문쩨라 여걱진다 

1 학교선택지kSchool Choice) 

학교선택제는 학교간 교육의 질 정쟁용 유도항으호씨 공교육의 질 저히뿔 

개선하려는 혁신쩍인 방안으호 지난 80년대 이후부터 선진제국에서 각광을 받 

고 있는 쩨도이다〈박세혼 1998) 학생의 교육적 필요와 학교 선택권을 국가가 

용재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의 수요자인 학부모와 학생에게 융려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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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학교선택제가 온격적으로 도입된 것은 1990년대 이후였지안 학교선 

택제가 빠르게 확산되는 추세에 있디H송기창 2007) 

학교선택제는 교육수요자의 안족도 중가 학교의 자융적인 운영권한의 증 

가 학생의 성취에 대한 관심과 노력의 중대 경쟁 논리에 부웅하기 위한 저비 

용 고효올의 학교 중사와 강은 않은 장점이 있어 도잉을 적극 찬성하는 사랍이 

있는 반연에 학교선택제의 시행으로 파생월 교육의 을영동 교육의 공공성 침 

해 교육효과 측정의 난액상 등올 들어 안대하는 사랑 또한 않은 것이 사실이 

다 그러나 충요한 것은 학생이나 학부모들이 선택할 수 있는 학교가 일단 다양 

해야 학교선택제가 의미가 있다는 사실이다 동일한 교욕과정으로 비슷한 교사 

들이 가트지고 있는 상황에서는 학교선택제의 효과가 크지 않올 것이기 때문이 

다 미국의 학교선택제가 가능하고 확산되게 된 배정에도 공립학교의 대안으로 

나타난 현장학교(charter school)나 특수학교(magnet school) 및 사립학교 

가 있으여 바우저(voucher)와 같은 독륙한 여 산지원 방식이 있었기 때문이 

다 

현장학교제도는 공립학교의 운영제제을 재구죠화함으호씨 새로운 학교유형 

을 신설하여 공럽학교를 개혁하고자 하는 학교선택 프로그랩이다 현장학교는 

주 빛 지방 당국의 규제 없이 주로 학부모 교사 지역단체 둥이 공통으로 위원 

회릉 구성해 학교를 운영하는 특수화원 공립 교육 기관을 말한다 특수학교 

(magnet sch∞ 1)는 빈곤충이 사는 지역에 중산충올 끌여등이기 위하여 우수 

한 학교을 설치힐 목적으로 시도된 학교이다 바우처제도_(voucher system)는 

학부모가 공링학교에 다니는 자녀를 자신들이 희%헤N= 사립학교에 보내고， 주 

정부는 바우처를 학부모에게 제공하고 학부오는 선택한 학교에 수엉료 대신 

바우처툴 지불하고 학교는 이 바우처플 주정부어 서 현금으로 상환할 수 있는 

져1도이다 

학교선택제는 학부R듬에게 학교릎 선택힐 수 있는 교육권올 보장합과 동시 

에 화교간의 정쟁을 몽한 교육의 절용 제고하겠다는 시각에서 비롯되었다 그 

러나 미국의 학교선액제가 확대되는 과정에서 교육에 대한 국가의 역할， 학교 

선액제로 혜택융 받는 학생이 샤구인지에 대한 논란 학교선택제 도잉￡로 인 



74 박새흥 

한 다양한 집단 간의 정지적 갈퉁 퉁 여러 가지 부작용융 우려하는 옥소리 또한 

다앙하게 나오고 있나 따라서 그 성과에 대하여는 아직 실패한 또는 성공한 정 

책이라고 단쟁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우며 여러 가지 문제틀이 복장하게 얽핵 

있응을 보여주고 있다{이제용 20(7) 

우리나라 역시 다양한 학교형태를 홍해 학교선택제율 적용하고 있는 상횡에 

서 최근 서울시교육청이 2010학년도부터 중학생이 진화합 학교를 고를 수 있 

는 고교선택제 도잉하겠다고 밝혔다 。l는 자짓 고교명준희정책을 실질적으로 

무력화시키고 학생을에게지나친경쟁과학교율서열화시킬수있다는우려훌 

낳고 있다 미국의 학교선택제가 다양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띨기시헝이나 성적 

에 의한 학생 선발율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정에서 우리나라 학교선택제에 

시사하는바는분명하다 

2 학럭격채까le Academic Achìevement Gap) 

기초학력의 저하 빈부간의 교유불앵풍 및 학력격차 풍은 공교육의 공용된 

과제다 학력격차는 세계 최고의 교육시성과 환경을 갖혔다는 미국에서도 공어 

리플 앓고 있는 문제다 미국의 경우 이 같은 현실을 직시하고 학력격치을 해소 

하기 위해 다%탱} 노력을을 기올이고 있다 

미국은 학업성취도 격자플 새로운 세기의 가장 중요한 인권 이슈로 보고 학 

교흥행integration) ‘ 헤드 스타트(Head 5tart)‘ 타이를 1 (Title 1) 적극적 

인 차별갱책(affjrmative action) 퉁올 30년 전부터 추진해 오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정책을은 결국 유색인종과 저소득계총 학생들의 화력격차흘 해소하고 

채용과 교용기회에서 과거의 자열적 관행들의 시정올 홍하여 진정한 사회홍합 

에 기여할 수 있다는 믿음에서 비훗되고 있대 Jack L. Nelson , Stuart B 

Palonsky . Mary Rose McCarthy. 2(04) 이러한 노력의 경과 혹인 청소년 

들의 고둥학교 졸업률이 증가했으여(Haycock ， 2001) ， 대입을 위해 SAT을 치 

르는 아프리카계 미국인과 라틴계 학생들이 1960년대보다 두 애 더 농아졌다 

는 것이다{Rothestein ，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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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다른 한연어 서는 연방정부 차원의 학력격차해소률 위한 꾸준한 노력 

에도 불구하고 일련이 조치들이 실질적으로 영마나 효과가 있는지에 대하여 의 

운융 제기하기도 한다 NAEP(The National Assessment of Educational 

Progress)에 따르연 유색 학생들은 1970년대와 1980년대 통안 그들과 액인 

학생들 간의 격자흘 좁히는데 진척옹 이루었지안 최근에는 그 격자가 1 988년 

보다 더욱 커졌으며 일부 경우에 있어서는 거의 정반 이상 격차를 보이고 있다 

는 것이다-(Campbel1， Hombo, and Mazzeo. 2000) 결국 기존의 정책 효과 

는 이제 한계에 부딪혔으며 NCLB염(No Ch i1d Left Behind)과 같은 영가흉 

용하여 책부성응 제고하는 다양한 정책을이 요히려 저소득충 학생과 유색 인종 

학생들의 학영 성취도에 도웅이 된다고 보고 있다(Anni e E. Casey 

Foundation , 2002) 

회}생의 회f혁올 제고하기 위하여 최근에 대두되고 있는 교사 성과급제도 최 

근 몇 개주룹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으여 확대되는 추세에 있다 교원단제의 반 

대가 있기는 하지만 콜로라도의 덴어시는 대표적으로 교육갱이 교원단체와 합 

의하여 교사 명가의 기준올 안을고 주민을이 추가적인 재원에 대한 재산세 납 

부에 웅의함으로써 교사 성과급을 전연적으로 실시한 예도 있다(박세혼 

2008) 아직은 주지사나 주 교육갑이 적극적으로 성과급을 주장하고 있는 행연 

이다 

이국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학교교육에서도 가정 배경에 따른 교육 격차가 

상당한 수춘으로 나타나고 있대류방란 2006) 이러한 교육 격차을 해소하기 

위하여 2003년부터 교육복지 투자우선지역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그 

결과 기초학교부진학생 비용이 감소하고 비투자지역 학교와의 격자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대교혹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 영가 보고서 2005) 그러나 

미국에서처럽 단순한 재정투자안으로 교육격자플 근본적으로 해절하기에는 한 

계가 있으므로 책무성을 바탕으로 한 학교교육용 흉한 교육 격자 해소 노력이 

병행되어야 힐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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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교육묘준지항 개혁(Stand ards-Based Reforms)괴 NCLB업 

교육표준지향 개혁(Standards-Based Reforms)이란 미국의 초 중풍 교 

육분야에서 연방정부나 주정부가 미국학생을의 학엉성취도 제고를 목적으로 

높은 수준의 학업성취기춘융 성정하고 달성하도록 학교 현장에 강력한 책무성 

융 요구하는 일련의 교육개혁 초치을올 알한다 

미국의 정우 모든 아동의 교육에 대한 주요 책임은 주정부와 지방의 학교구 

에 있기 때문에 교육에 대한 연방정부의 역항은 동둥한 교육 기회 제공과 균퉁 

한 지긍 배분에 대한 감독으로 그 역할이 제한되어 있었다 그러나 려1 0 1건 행정 

부의 r국가의 위기iNation at Risk)라는 보고서가 융간된 이래로 꽁교육에 

대한 개혁 요청에 부용해서 부시 행정부의 'America2αU , 클린턴 앵갱부의 
'Goals 2α)()' 으로 이어져 오다 현 부시 정부가 강력한 연방교육 개혁안으로 

서 전원성취교육{NCLB)법올 추진하고 있다 

2002년 1월에 발효된 전원성취교육엉은 미국의 역λI-'J 가장 획기적인 연방 

갱부의 교육개혁정책으로 명가받고 있다 NCLB법은 학생들의 학력제고와 학 

교릉 운회j룡 바꾸기 위하여 1965년에 만든 훈중둥:ii!육엄올 개정하여 만들었 

다 NCLB엄은 네 가지 특정융 가지고 있는 것으로 요약윌 수 있다(영현첼 

2006) 첫째는 절과에 대한 책임이다 각 학교들은 학생의 성취에 대해 책잉옴 

가지고 있으며 정해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학교는 보완책을 강구하고 지속 

적으로 기준을 총촉하지 못하연 구조조정이나 예산 강축 둥의 강력한 조치흘 

취한다는 것이다 둘째는 학교운영의 자융성 확대이다 이는 책무성의 기준을 

충족한 학교는 연방정부의 재쟁을 자율적으호 활용하여 학생의 성취도를 제고 

"는데 영요한 프로그랩을 운영힐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셋째 학부모의 학 

교 선택권 확대이다 이는 2년 연속으로 학업성취의 기준융 달성하지 못한 실 

매한 학교에 채화하는 화생은 통일 회h군 내의 다른 학교로 전화할 수 있는 선택 

권용 부여"는 것이다 넷째는 효용적인 교수학습방법의 강조이다 연방정부에 

서 지원하는 채갱은 효율적으로 업중된 교육 프로그램에 환용되어야 한다 

이러한 교육개혁 조치들로 인하여 학교의 책무성(accountability)이 강화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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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일선 학교 현정써서는 읽기와 수학 둥 학생블의 기본적인 학숭능썩올 중신 

시키기 위해 않은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국가의 성적요라 불리는 2005 

년에 실시된 전국교육성취도 영가(NAEP) 경과 초웅학생의 읽기 및 수학 성 

적이 역대 최고이여 학업성취의 격자도 중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그리고 학부 

모 및 학생의 학교선택권이 보장되고 교원들의 자질 향상을 가져오는 둥의 긍 

정적인 효과플 가져왔다는 주장이 었다{주미대사관 정책 보고서 2(07) 

그러나 요준화된 명가방식에 근거한 교육개혁 초지을이 학교현장의 모든 문 

제를 해결할 수는 없으여 오히려 각 상횡올 고려하지 않는 일블적인 잣대와 여 

전히 부족한 자긍 지원으로 오히려 i모든 아동을 뒤쳐지게 하고 있다-는 주장 

도 제기되고 있대주미대사관 정책 보고서 200기 시협 난이도를 일부러 낮게 

책정하거나 성적부진아플 달락시키는 도덕객 해이 연방정부의 지원 부촉으로 

주정부의 재정부담 중개박세훌 2(08) 놓운 자격요건올 요구함으로써 교사 

가 부촉한 문제 등의 문제가 제기되었다 또한 요준시험 결과의 명균으로 학교 

교육의 성패을 결정하려는 연망정부의 책무성 제제는 교용의 궁극적인 옥적을 

측정하지 웃할 원 아니라‘ 실패한 학교라는 불영예를 여하기 위해 교실 수엽은 

시협정수를 높이기 위한 내용만올 강조하여 가르치게 되고， 이는 결과적으로 

전극적인 수준에서 미국의 학교 교육과정융 협소하게 오띨거나 역사적으로 농 

은 수준의 학력성취와 졸업룡올 자팡해 오던 학교툴마저 실패한 학교라는 오영 

옹 얻는 동 의도하지 않은 새로운 문제까지 초래하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역시 올해부터 전국의 모등 초 중 고교와 대학은 법이 갱한 공 

시 대상 정보을 매년 1회 이상 흩메이지 응을 흥해 공개해야 한다 현재 공사 

대상이 되는 정보는 초 중 고교의 경우 전국 수준의 학업성취도 영가 결과와 

학생 입학현황 졸업생 진화왈 퉁이 될 전앙이다 그러나 아직 공시 대상의 범 

위와 기준융 당은 시행령이 아련되지 않은 상태로 현재 정부는 학교 서열화논 

란의 뼈심이 되고 있는 학엉성취도 명가 결과용 어떤 식으로 공개할 것인지를 

두고 고싱 중이다 학업성취도 명가 결과가 단위학교별로 공개월 정우 그 형식 

이 어쩌쨌든 학교별 수준차가 드러날 수밖에 없다 

학생의 학습에 대한 바람직한 기대지로서 학엉성취기준을 정하는 것은 필수 



78 악씨용 

적이여 또래 집단의 성취도와 비교하여 의도왼 학습을 제대료 수행했는지를 

족정tf'는 것은 중요하다 따랴서 시험이 없는 성취수준이랴는 것은 의미가 없 

고 학업성취기준은 학생의 학습융 중진시키기 위한 측정도구로 이해월 수 있다 

(안이숙 2(04) 학업성취표준화에 반대항 사랍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교육공동제가 공감할 수 있는 성취g춘올 오F을고 이툴 측정한 바람직한 

명가방식올 구안하는 것이다 시헝 결과안으로 교육의 질을 명가항 수는 없다 

그러나 이러한 명가의 문제가 교육성취 표준을 강화하고 교육의 책무성을 주장 

하는 교육개혁의 반대논리로 작용해서는 안 될 것이다 

4 디문회교육{Multicultural Educa t:ion) 

다문화교원Multicultura! Education)이란 용어는 우리 사회의 변화에 따 

라 대두된 것으로서 아직 그 개녕이 뚜렷이 정립되어 있지 않지만 모든 학생들 

이 민족， 성 사회 정제적 지위， 언어 운화적 애경이 서로 다릎 사람들융 연 

견없이 바르게 인식， 이해하며 존중하도록 촉진함으로써 운'f객으로 다원적인 

사회를 증비하게 응}는 교혹옹 의미한다고 항 추 있다 

미국의 인구는 2006년 조사에 의하연 2억 9천9액안 영으로 그 가운데 액인 

이 59.2%‘ 히스얘닝 14.8%, 혹인 13.4% 아시아인 4.4% 기타가 7.7%로 앙 

그대로 인종의 도가니(melting po t)' 라고 불렬 안하다(Uni ted States 

Census Bureau , 2(06) 이는 지난 10년 전과 비교해 볼 때 전체적으로 대학 

13%의 인구가중가했고， 액인 인구는 3.4% 중가， 비 히스왜닝 백인은 35%가 

중가했다 

이러한 인구연회에 따라 다문화주의는 지난 50년간 미국 사회 교육 현장올 

지배해 왔다 1960년대 민권운동에서 발아한 다문회주의를 미국의 킥F급 학교 

에서는 적극적으로 가르친다 대학에서는 다문화주의 연구소와 학과들이 계속 

안들어지고 있다 다문화주의를 아예 학교의 사명(mission statement)에 포항 

시키는 학교도 않다 취업 후에도 문화다양성 홍련을 계속 받아야 한다 교육자 

들융 양성하는 학부와 대학원 과정에서도 다문화추의는 멸수과옥인 경우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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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디운회F주의의 교수엄은 다문회주의가 g망'"는 다양성에 걸맞게 지극히 다 

양하다 그러나 내용은 홍일성이 있다 다문화주의 교육은 역사 사회 문학 교 

육과정애 인종 챈더 비(m서구운회에 대한 내용을 많이 포항하고 있다{중앙 

선데이 2(07) 

울론 다문화주의자들 역시 국민의 정제성과 절속력올 유지하기 위한 학교의 

역할을 중요하다고 보는 동시에 모든 학생틀이 그들 각각의 인족적 문화적 

그리고 언어적 정제성등을 지컬 수 있도록 학교가 반드시 보장해 주어야 한다 

고 인식하고 있다t(Banks. 2001 ) 

그련에 최근 미국 다문화주의가 흔들리고 있다 다문화주의가 다분히 분열적 

이고 파괴적이라고 보는 시각이 그것이다 Samuel P. Huntington(1996)은 

다문회주의 자체가 미국적 감각에 대한 직접적이고 위험한 도전이라여 다문화 

주의를 혹명했으여 2004년에는 미국의 정제성 상싱올 우려하연서， 특히 멕시 

E 출신 이민자을용 경계하며 다문회주의의 결과로 미국은 용괴할 수도 있다고 

정고했다 

최근 ~국사회도 국제결흔 이주노동자의 유입으로 외국인 인구가 총 인구 

의 1%를 념으면서 오랫뚱안 계속되어융 단잉 ~l족국가에서 다문화사회로의 연 

화 과정을 겪고 있다 흑히 2005년도에는 전제결혼의 13.6%가 국제걸흔이었 

고 특히 2007년 농링어엉 종사 냥성의 결혼 가운데 41.0%가 국제결혼{흥계청 

자료)을 차지힐 정도로 크게 증가하면서 국제결혼가갱 자녀교육문제는 한국이 

주 노풍자의 자녀 교육문제와 함께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의 사회적 특성에 맞는 다문화교육은 어떤 것인지 외국의 사혜 

블 탐구하고 우리의 시각에서 이올 비판적으로 수용하여‘ 우리 사회에 맞는 

다문화교육올 오색해나가야 할 시점에 와 있는 것이대깅현덕 2(07) 예을 들 

어 우리의 다문화교육이 다"J'한 인종과 인촉융 우리 사회의 주류 문회써1 수용 

하고 포용하려는 흐릉으호써 흔히 회자되는 용광호(melting pot) 정책에 주력 

항 것인지 영웅의 관정에서 생러드 올{salad bowl) 처펌 다0"한 각 집단의 

문화툴 인갱하고 교육의 주 대상융 소수인측으로 하고 이들의 권익을 보호"는 

자원으로까지 앨션시켜나갈 것인지 풍을 절정해야 힐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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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 한국 교육을 위한 시사점 

미국은 한국교육 제도의 형성에 가장 않은 영향올 이친 나라이 다 19세기 알 

영 근대적인 학교의 설립이나 해방 이후의 우리나라 교육제도의 플융 형성하는 

데 미국의 영양은 절대적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한 나라의 교육 

은 그 나라의 전흉이나 고유의 문화 그리고 국인등의 교육에 대한 욕구 등에 따 

라 다르게 발전되기 마련이다 따라서 미국의 교육제도와 교육개혁 조치를이 

한국에서도 그대로 효과가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교육 문제는 이제 어느 나라에서나 가장 복쟁}고 어려운 문제로 이혜되고 

있다 국가의 경쟁력융 결정하는 관건이 교육개혁이라는 인식이 앵배하연서 교 

육개혁은 선 후진국올 악롱하고 국가의 최우선척 과제가 되고 있다 미국도 

예외는 아니다 그간의 교육개혁의 초점이 초퉁교육과 고퉁교육에 지우쳐져 중 

퉁교육의 위기가 고조되고 있다는데 많은 교육 공풍재 구성원을이 인식윤 갇이 

하고 있는 것 같다 미국은 교육개혁올 위해 국가적인 차원에서나 주정부 학교 

구 잊 단위학교 수준에서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미국의 교육개혁 노력을 

다산지석의 교홍으로 삼아 우리도 미혀 사회가 요?하는 창의적인 인재을 양성 

하는데 주력하지 않으연 안 될 것이다 미국 교육의 힌국적 수용에는 주의가 요 

구된다 비교교육의 판정에서 미국 교육이 호F국 교육 발전에 기여항 수 있는 측 

연이 않지만 다른 문화권 속에서 발당된 교육 제도와 개혁안은 수용되는 나라 

에 의미가 있올 때 수용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여기서 이국의 충퉁교 

육개혁 초치들이 우리나라의 교육 발전에 어떠한 시사정융 주고 있는지를 논의 

하고자한다 

첫째 교육개혁은 어느 한 집단의 노력으로는 달성될 수 없으며 갱치인， 정부 

관료， 기업 납세자， 학교 행정가， 교장 교사， 학부모 퉁의 협동적 노력이 필요하 

다 교육에 창여하는 모든 사람들은 각기 책임올 지뎌야 한다 직접 교육을 당당 

하고 있는 일선 교육현장의 교시와 행정가의 책임 있는 과엽수행안으로 교육성 

괴뚫 기대하기는어렵다교육을지원하는집단의 노력이 홍합휠 때 가시적인 교 

육성과가 나타난다는 사싣올 미국의 교유개혁 노력에에 ξ}아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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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째 미국은 교육문제에 관한한 연방정부의 권tl이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 

이지안 갈수록 연빙 갱부의 관여와 교육재정 지원이 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연방정부 자원의 종합적인 대책의 쟁요성융 느끼고 있기 때분이다 교윤에 대 

한 홍제권을 연방정부가 가짐으로써 교흡의 집권제제를 강화하자는 것이 아니 

라‘ 주정부나 학교구 단위학교들이 연방정부의 지원올 받지 않으연 미국 교육 

처제에 대한증가되는복잡한요구을충촉시키기 어려올것이랴는현실 인식이 

연방정부의 적극적인 개잉으로 나타났다고 올 수 있다 우리는 미국과 달리 매 

우 집권화된 교육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교육개혁 노력의 중싱이 중앙 

쩡부에만 치우쳐져 상대적으로 지역 교육청이나 단위학교 수준에서의 노력은 

적은 것이 사실이다 단위학교의 실정이나 문화을 반영하지 않고 우리하게 상 

영하달식 일어움이기 교육개혁이 성공을 거두기 어렵다는 것은 이이 여러 연구 

에서 지적된 바이다 따라서 교육개혁이 성공적으호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중앙 

정부 지역교육청 단위학교 기업 정치조직의 역할 퉁이 운영히 명시되고 주 

기적으로 확인될 휠요가 있다 

셋째 미국의 성공적인 학교의 경헝에서 얻을 수 있는 교흥은 교육이 기업이 

나 대학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엉격한 학시관리와 선택적인 교음과정 

을 흉하여 학생의 진로에 맞는 교육융 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학교는 학생의 성 

취툴 지원<1-는네 개별화된 접근영염을 취해야 한다 학교 행정가들은 많은 전 

략을 사용하여 개별화된 학습 환경을 조성해줄 믿요가 있다 이플 위해 소규모 

의 회념 공동제 구축 학생 자운단 구성 교사의 다년간 학생지도 학생 개인적 

인 진로 계획서 작성 등의 망안올 마련할 필요가 있다 

넷째 최근 이국 중퉁교육의 개혁방안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학교선택제 교 

샤 명가 및 성과급제 교육표준지향 개혁방안에 대하여 우리도 대비를 하지 않 

으연 안 펼 것이다 교육문제에 대한 유일한 해당을 찾기는 어렵다 더구나 우 

리나라처영 교육에 대한 학부모의 관심이 지대하고 학력(!I'ffi잉에 의해 인생의 

명운이 좌우되는 나라의 정우에는 더더욱 교육의 해답을 찾기가 더 어렴다 그 

러나 학교선택제나 교사명가제 교사 성피녕제‘ 국가적인 교육요준의 설정과 

학력영가 동은 많은 나라에서 싱제적으로 교육개혁의 방안으로 시행 확대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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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는 것이 사싣이다 그러나 이들 갱책에 대한 명가없이 성급하게 시행하는 

것은 교육계를 더 흥란스렵게 요띨 수도 있다 따라서 우리도 이에 대하여 적극 

적으로 검토하고 시엄적으로 운영하여 효과흘 검증하고 나타난 문제점올 해결 

하여 정진죄으로 도입항 영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다섯째 미국은 건국초기부터 이주민들이 정착하여 세운 나라이기 때운에 

시민교육이 나 다문화교육에 대하여 관심용 가지고 노력융 해왔던 것이 사실이 

다 미국처럼 싱각한 수준은 아니지만 우리나라도 이미 국제결혼이나 이주 노 

동자의 유입으로 다문화을 경협하고 있다 더구나 교육격자에 영향율 미치는 

빈부의 차이도 갈수혹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유잭인종의 중퇴로 미국 사회 

가 지루고 있는 비싼 대가를 생각하연 우리에게도 다문화교육이나 용함교육이 

이제 절실한 과제가 아냥 수 없다 모든 학생올 창의적인 인재로 양성하는 것은 

국가적인 과제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국가의 교육정책이나 교육개혁의 망향 

이 수월성이냐 아니면 명동생이냐에 따라 정책이나 개혁방안이 달라질 수 있 

다 아무리 우수한 인재툴 장 교육시컸다 하더라도 일부 소외계총율 제대로 교 

육시키지 않으연 이들의 문제가 결국 국가적인 부당으로 몰이용 것은 분영한 

시질이다 우펴도 미국 정부치업 모든 국민을 세금융 속내논 시당이 아닌 세금 

올 내는 사랍으료 교육시키려는 적극적인 대책용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소외계충의 교육융 복지적 관접에서 국가가 접근항 영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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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eform and Issues of American 
Secondary Education 

Sae Hoon Park 
(Chonbuk National University) 

This article reviewed reform of American public education 
in federa! and state government level and extracted some issues 
in American education to gain the implica tion for Korean 
education 

There is c1early crisis in U.s. secondary schools, especia lly in 
public high schooJs. In this article, crisis in American secondary 
schools was traced by students, teachers, schools, and impact on 
American society_ Nea rl y every inte rnational a !õò se~ !õ';men t 

showed that american students fall short of their counterparts in 
。ther advanced countries 

The national reform movement in education shifted focus of 
educational p이icy from equality to excellence. A series of policy 
reports spo tlighted current concern fo r excellence is 
summarized . Despite crîticisms by members of educatîona l 
community, the reports have captured national atten tion, 
hîghlighted nationwîde concern for the educational quality, and 
upgraded school s tandards. The sta te reform movement in 
erlucation got momentum since the 1980s and can be 
categorîzed into such fo ur types of reform as student 
achievement, professionalism, curriculum, and accountability by 
high stake testing 

Issues in U.5. education can be summarized as school choice, 
academic achievement gap, standard based reform and NCLB, 
and multicultural education. These issues are a1so probl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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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fronting Korean education 

KeyWords: U.S. educational reform( 미 국 교 육 개 혁 ), 
academic achievement gap(학력격자)ι standard 
ba sed reform(교육요준지향개핵 )， U.S. school 
system (미국학교제도)， school choice(학교선택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