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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경을 초월하여(Cross-border) 교육서비스가 교환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교육시장 개방의 문제는 국가
마다 피할 수 없는 현상이 되고 있다. 교육서비스는 WTO 및 FTA 서비스 협상 중 중요한 한 부분을 차지하
고 있다. 이 연구는 시장개방과 관련한 두 흐름, 즉, GATS와 FTA에서 규정하고 있는 서비스 교역 내용과 교
역 방식을 살펴보고, 교육시장개방에 대한 대학의 실무자 및 연구원들의 의견을 조사하여 향후 교육시장개방
에 부응하기 위한 정책제언을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조사 대상자는 대학의 국제교류 실무자 65명, 관련교수 
및 연구기관에 재직하고 있는 전문가 65명 총 130명이었으며, 이중 77명이 응답하여 59%의 회수율을 나타
냈다. 조사내용은 대학의 외국시장 진출현황 및 진출계획, 외국시장의 진출의 제한점, 교육시장 개방시 고려
되어야 할 원칙, 교육시장 개방시 우리나라에 위협적인 분야, 교육시장 개방시 우리나라가 경쟁력이 있는 분
야, 교육단계별 개방의 내용과 정도 등으로 구성하였다. 조사결과, 응답자들은 교육시장이 개방될 경우 우리
나라에 위협적일 것으로 예상되는 분야로 외국어, 공학, 의료 분야를 제시하였다. 영리목적의 외국학교 설립
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이었다. 고등교육기관의 유입은 국내 고등교육의 질 제고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허
용되어야 함을 강조하였고, 사립대학의 교육과정 운영 및 교원임용의 자율화, 토지와 건물의 임대, 사이버 대
학의 국내 진입 등에는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내었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이 연구는 향후의 연구과제들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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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교육부문 시장개방의 문제는 이미 1991년 우루과이 라운드(UR) 다자간 상에서 의제로 

등장하면서 출발되었다. 이후 1994년에는 UR 상이 타결되었고, 1995년에는 새로운 국제무

역 질서인 세계무역기구(WTO: World Trade Organization)의 출범과 함께 세  무역에 

한 일반 정(GATS: General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s)이 발효되었으며, 이때부터 

본격 으로 서비스 산업  분야에 한 개방 상이 본격화되었다. 이를 계기로 교육서비

스 분야도 상을 한 논의 열에 오르게 되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2003년) ‧ 등교육

은 미양허하며, 학의 경우는 제한 으로 개방하고, 성인교육의 경우는 개방하되 몇 가지 

제한을 두는 것을 기본사항으로 하는 양허안을 WTO에 제출한 바 있다. 재 146개 회원국 

 54개국이 5개 교육서비스 분야  최소한 1개 이상을 양허한 상태이다. 교육서비스 개방 

상은 이제 피할 수 없는 과제가 되었으며, 우리에게 도 과 기회를 동시에 제공하고 있다.

한편 GATS와 함께 자유무역 정(FTA: Free Trade Agreement, 이하 FTA로 표기)도 활발

히 이루어지고 있다. FTA는 국가 간의 제반 무역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하여 무역자유화를 

실 하기 한 양국간 는 지역간에 체결하는 특혜 무역 정을 의미한다. FTA는 기본 으

로 WTO의 최혜국 우  다자주의원칙을 벗어난 양자주의  지역주의 인 특혜무역체제

이므로 FTA 회원국간에 무 세나 낮은 세를 용하는 반면, 비회원국에게는 WTO에서 유

지하는 세를 그 로 용하게 된다. FTA 회원국간에는 상품의 수출입을 자유스럽게 교역

할 수 있게 허용하는 반면, 비회원국의 상품에 해서는 WTO에서 허용하는 수출입의 제한

조치를 그 로 유지하는 것이 가능하다.

아시아 지역의 각국들은 동 아시아 융 기 이후 자유무역 정의 필요성을 크게 느끼기 

시작하여 지역주의에 참여하기 한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하고 있다. 컨  국의 경우 

2000년 11월 싱가포르 ASEAN+3 정상회의 기간  ASEAN 국가들과 FTA 추진의사를 밝힌 

이후 양 지역간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싱가포르의 경우는 개방화 국제화를 국가

 차원에서 도모하고 있는 도시 국가로서 WTO 상은 물론, 국, 일본, 우리나라 등과 지

역무역 정의 일환으로서 FTA에 큰 의욕을 보이고 있다. 

교육서비스 부문은 WTO  FTA 서비스 상  요한 한 부분을 차지한다. 그러나 교

육서비스 개방은 그 향이 교육에만 한정되지 않고, 경제‧사회‧문화 등 제반 분야에 큰 

향을 미칠 수 있다는 에서 매주 신 하게 고려해야 할 부문이다. 실 으로 유학이나, 교

육 로그램 등의 교류를 통하여 교육서비스가 국경을 월하여(Cross-border) 교환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교육시장의 내  경쟁력을 확보하면서 밖으로는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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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략이 필요한 시 이다. 

이러한 취지에서 이 연구는 시장개방과 련한 두 흐름, 즉, GATS와 FTA에서 규정하고 

있는 서비스 교역 내용, 교역 방식을 살펴보고, 교육시장개방에 한 학의 실무자  연구

원들의 의견을 조사하여 향후 교육시장개방에 부응하기 한 정책제언을 하는데 그 목 이 

있다. 학실무자와 연구원에 조사 상을 한정한 이유는, 시 에서 고등교육의 시장개방문

제가 체제의 경쟁력제고와 연계하여 상 으로 논의가 활발하기 때문이고, 시장개방 련 

정책개발을 한 연구에 직․간 으로 참여해 본 경험을 토 로 한 의견이 요하다고 

단되었기 때문이다.

Ⅱ. 교육시장 개방의 배경

1. GATS/DDA

재 세계의 무역을 규율하는 다자간무역체제는 세계무역기구(WTO)체제이며, WTO는 1994

년 4월에 공식 타결된 우루과이라운드 상의 결과로 1995년 1월에 공식 인 국제무역기구로 

출범하게 되었다. WTO는 국제무역을 규율하기 한 주요 정으로 상품 정(GATT: General 

Agreement on Tariff and Trade)  13개 부속 정, 서비스 정(GATS), 지 재산권 정을 가

지고 있고 통합된 분쟁해결 차도 가지고 있다. GATT는 유형상품의 교역을 할하는데 

GATT의 부속 정으로 농산물 정, 섬유 정, 표  정, 반덤핑 정 등을 가지고 있어 유

형재화의 교역에 한 모든 사항을 규율하고 있다. GATS는 서비스 교역을 규율하는 새로이 제

정된 규범인데 서비스 교역에 하여 GATT와는 독립 인 원칙을 가지고 있다.

GATS는 서비스 무역 정으로서 기본 으로 무역자유화를 추구한다. 무역이 자유화되기 

해서는 무역에 장애가 되는 요소들, 즉 각국의 모든 규제제도가 제거되어야 한다. 그러나 

어느 나라이든지 서비스 분야에는 규제제도가 복잡다기하게 규정되어 있고, 한 나라마다 

그리고 서비스 산업별로 사정이 특별하기 때문에 어느 규제제도가 장애가 되는지 원칙을 정

한다는 것이 단히 어려운 일이다. 이러한 어려움을 감안하고 서비스 교역을 자유화하기 

하여 GATS는 특별한 시장개방 방법을 개발하 다.

UR 상과정에서 시장개방을 추진하는 방안으로 선진국은 개방분야  규제조치 선정에

서 모두 네거티  근법(negative approach)을 주장한 반면 개도국들은 모두 포지티  근

법(positive approach)을 주장하 다. 네거티  근법을 따를 경우 우선 분야에 있어서는 개

방하지 않을 분야만 선정하고 나머지 분야는 모두 개방하는 것이며, 국내규제 제도도 명확



114  아시아교육연구 7권 1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하게 시한 규제 외에는 모두 자유화하게 된다. 이에 반하여 포지티  근법을 따를 경우

에는 개방분야나 규제조치는 시한 분야나 조치만 허용되는 것이다. 

각국의 제한  조치는 시장 근 상의 제한  조치와 내국민 우 상의 제한  조치로 구분

된다. 시장 근은 회원국의 서비스  서비스 공 자에 해 자국의 양허표 상에 합의되고 

명시된 제한  조건 하에서 규정된 우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우를 부여하는 것이다. 이

것에 해 GATS 정은 다음과 같은 6가지 원칙으로 명시하고 있다. 

① 수량 쿼터, 독 , 배타  서비스 공 자 는 경제  수요 심사 요건의 형태 여부에 

계없이 서비스 공 자의 수에 한 제한

② 수량 쿼터 는 경제  수요 심사 요건 형태의 서비스 거래 는 자산의 총액에 한 

제한

③ 쿼터나 경제  수요심사 요건의 형태로 지정된 숫자 단 로 표시된 서비스 업의 총 

수 는 서비스 총 산출량에 한 제한

④ 수량 쿼터 는 경제  수요 심사 요건의 형태로 특정 서비스 분야에 고용되거나 혹은 

한 서비스 공 자가 고용할 수 있는, 특정 서비스의 공 에 필요하고 직  련되는, 

자연인의 총수에 한 제한

⑤ 서비스 공 자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수단인 법인체나 합작투자의 특정 형태를 

제한하거나 요구하는 조치

⑥ 외국인 지분 소유의 최  비율 한도 는 개인별 투자, 외국인 투자 합계의 총액 한도

에 의한 외국 자본 참여에 한 제한

내국민 우(national treatment)는 자기나라의 양허표에 기재된 분야에 있어서 양허표에 명

시된 조건  제한을 토 로 각 회원국은 그 밖의 회원국의 서비스  서비스 공 자에게 

서비스의 공 에 향을 미치는 모든 조치와 련하여 자기나라의 동종 서비스와 서비스 공

자들에게 부여하는 우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우를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2. 자유무역협정(FTA)

자유무역 정(Free Trade Agreement, FTA)은 정을 체결한 국간간에 상품  서비스 교

역에 한 세  무역장벽을 완 히 철폐함으로서 마치 하나의 국가처럼 자유롭게 상품, 

서비스를 교역하게 하는 정이다. FTA는 1950년 부터 등장하기 시작했으며 체결지역은 주

로 서유럽과 미주지역을 심으로 이루어져 지역무역 정이라고도 한다. 이후 FTA는 다자간 

무역체제인 GATT 체제와 공존하면서 증가하면서 1995년 WTO 출범 이후  세계로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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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확산되고 있다. 2003년 5월 재 GATT  WTO에 통보된 FTA  총 184개가 발효되고 

있으며, 70개의 새로운 정이 추진 에 있다(박순찬 외, 2004)1). 

세계무역기구(WTO)는 모든 회원국에게 최혜국 우(Most - Favoured - Nation Treatment)

를 보장해주는 다자주의원칙의 존 을 기본으로 하는 세계무역체제이다. 이는 WTO 정의 

부속 정인 1994 GATT 제1조, 서비스무역 정(GATS) 제2조  지 재산권 정(TRIPs) 제4

조 등에 규정되어 있다. 반면 FTA는 기본 으로 WTO의 이 최혜국 우  다자주의원칙을 

벗어난 양자주의  지역주의 인 특혜무역체제이다. FTA에서는 FTA 회원국간에 무 세나 

낮은 세를 용하는 반면, 비회원국에게는 WTO에서 유지하는 세를 그 로 용한다. 

 FTA 회원국간에는 상품의 수출입을 자유스럽게 교역할 수 있게 허용하는 반면, 비회원국

의 상품에 해서는 WTO에서 허용하는 수출입의 제한조치를 그 로 유지하는 것이 가능하

다. FTA 회원국에게 이런 특혜를 부여할 수 있는 WTO 정상의 근거는 1994 GATT 제24조 

 1994 GATT 제24조의 해석에 한 양해(Understanding on the Interpretation of Article 

ⅩⅩⅣ of the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1994)와 GATS(General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s) 제5조  제5조의 2에 규정되어 있다. 

FTA의 체결에 따른 경제  효과는 회원국과 비회원국간에 상품과 서비스의 교역  투자 

등이 이 보다 더 확 되는 무역창출효과를 가져올 수 있고, 한 회원국과 비회원국간에 

교역과 투자 등이 감소하고 회원국간에만 확 되는 무역 환효과가 발생한다. 이와 더불어 

기술 가 가속화되어 기술수 이 향상되고 지식자본이 축 되어 장기  경제성장을 진

하고 투자의 활성화를 가져오며, 역내  역외 국가로부터의 직  투자를 진한다. 반면에 

FTA로 경제통합이 진척되면 국가 체에는 이익이 되지만, 무역장벽으로 보호받던 비효율

인 산업의 생산은 감소하게 되므로 산업간 이해 계가 립될 수 있다. 이는 경제력이 약하

고 비효율 인 산업에 고용되어 있는 인력의 효율 인 산업으로 이동할 때까지 일시 인 실

업문제가 발생될 수 있으며, 한 숙련 노동과 비숙련 노동간의 소득격차가 확 됨을 시사

하기도 한다(박순찬, 2004).

3. GATS와 FTA의 협정 내용 및 양허 차이

보통 FTA는 GATS에서의 4가지 공 형태를 그 로 따르고 있다. 다만 4가지의 공 형태 

 국경간공 (M1), 해외소비(M2), 내국인 우(M4) 형태를 서비스교역이라고 부르고, 상업  

주재(M3) 형태는 투자부분에서 같이 다루고 있다. 

1) 외교통상부에 따르면 WTO에 통보된 수가 293개, 그  208개가 발효(WTO 2004. 6) 에 있음(외교통상부 

홈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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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GATS FTA
서비스 유형 - 서비스 부문 (M1 - M4) - 서비스 부문(M1, M2, M4)

- 투자 부분(M3)  

투
자 

내국민대우 동일 동일
시장적 접근 - 수량적 제한은 주요 협상 대상임 - 수량적 제한 정의 없음

* 투자기업의 임원 제한 포함
이행의무규정 - 없음 - 있음
지방정부 규제 - 협상 대상 - 협상 제외

보조금 - 규제로 봄 - 예외 인정
양허 방식 - Hybrid - Negative

서
비
스

내국민대우 - 동일 - 동일
시장적 접근 - 현지주재 요구

- 양허안에 대한 수량적 조치 기재
- 현지주재 요구 금지
- 모든 수량적 제한 조치 기재 

양허
- Hybrid - Negative

* 내국민대우, 현지주재에 대한 유보 
가능

효력/적용국가
- WTO 모든 회원국
* 양허 사항은 FTA 협정에 영향을 

미침
- 협정 대상국
* 양허 사항은 GATS 협정과 무관함

출처: 이만희 외(2002). WTO 교육서비스 상안에 한 정책연구. 한국교육개발원 CR2002-39

<표 1> GATS와 FTA 정내용  양허방식

따라서 양허 상을 한 제한  규제조치의 발굴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GATS와 FTA가 각기 다른 부분에서 높은 수 의 자유화를 추구하는 것으로 보

이지만, FTA 상은 실질 으로 높은 수 의 자유화만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이는 GATS 

하의 자유화는 무조건 으로 FTA 국가에게도 부여되기 때문이며 거꾸로 FTA하의 자유화는 

GATS 회원국에게는 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한 추가로 발굴해야 하는 조치는 첫째, 이행

의무와 련된 조치로서는 내국인 교사 비율 등이 문제될 수 있으나 GATS의 수량제한 조치

로 발굴이 가능하다. 둘째, 지주재 의무 조치는 원격교육시 한국내 주재 요구 등에 해당되

는데, 실 으로는 모드 1, 2, 4에서 지주재를 요구하기 어렵다. 셋째, 모드e 1, 2, 4에서의 

수량  제한조치 발굴이 필요하다. 넷째, 자격인정과 련된 조치가 FTA의 조건을 충족하는

지의 여부, 즉 자격인정과 련된 규제조치가 합리 , 불편 , 객 인지의 여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4. 서비스 협상 품목으로서의 교육

GATS 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장규제가 가능한 교육서비스 는 공 형태는 다음과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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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정의 사례
Mode 1: 국경간 공급 한 회원국 영토로부터 다른 회원국 영토로의 서비스 

공급 원격교육
Mode 2: 해외 소비 한 회원국 영토에서 다른 회원국의 서비스 소비자로의 

서비스 공급 해외유학
Mode 3: 상업적 주재 다른 회원국의 영토에 상업적으로 주재함으로써 한 회

원국의 서비스 공급자에 의한 서비스의 공급
사립학교, 
분교설립

Mode 4: 자연인 주재 다른 회원국의 영토에 한 회원국의 자연인이 주재함으
로써 한 회원국 서비스 공급자에 의한 서비스의 공급 외국인교사

자료 : OECD(2002 d). Education Policy Analysis. Paris. p. 92.

<표 2> GATS 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서비스 공  형태

은 4가지 모드(Mode)로 구분된다. 모드 1(국경간 공 )은 한 회원국 토로부터 다른 회원국 

토로의 서비스 공 으로서, 주로 원격교육에 의한 서비스를 그 로 들 수 있다. 모드 2

(해외 소비)는 한 회원국 토에서 다른 회원국의 서비스 소비자로의 서비스 공 으로서, 해

외유학을 그 로 들 수 있다. 모드 3(상업  주재)는 다른 회원국의 토에 상업 으로 주

재함으로써 한 회원국의 서비스 공 자에 의한 서비스의 공 으로서, 교육기 의 설립을 

로 들 수 있다. 모드 4(자연인 주재)는 다른 회원국의 토에 한 회원국의 자연인이 주재함

으로써 한 회원국 서비스 공 자에 의한 서비스의 공 으로서, 외국인교사의 임용을 로 

들을 수 있다(OECD, 2002d: 92). 

교육상품의 유형이 다양한 만큼, 공 형태를 구분하는데 있어서 복되는 경향이 지 않

게 발생하고 있다. 컨  미국의 교육기 이 자신의 사이버 교육과정 로그램을 한국의 

수요자에게 공 할 경우 통상 으로 국경간 공 의 유형(M1)으로 분리된다. 그러나 이 로

그램이 한국 지 을 통해서 공 될 경우는 상업  주재유형(M3)에도 해당한다. 한 한국 

지 에서 미국인 교사가 사이버 배체를 통하여 로그램을 직  공 할 경우는 상업  주재

와 자연인 주재의 유형(M4)을 통하여 공 되는 것이다. 따라서 해외 교육기 의 요구, 그리

고 국내 교육기 의 요구를 상으로 GATS 하에서 개방 상을 진행할 때, 매우 미시 으로 

근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교육서비스의 경우에는 이러한 공 형태가 요할 뿐 아니라 학   학 인정, 교수  

교사의 자격인정 등도 요한데, 이러한 사항은 제16조의 시장 근이나 제17조의 내국민

우에 해당되지 않고 제6조의 국내규제에 해당된다. GATS는 비록 국내규제에 한 사항이라

도 교역자유화를 하여 필요한 사항이라고 단되면, 국가간의 상을 통하여 추가  약속

이라는 형태로 양허표에 기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는 제18조 추가  양허에 규정되어 

있다. 추가  양허(additional commitments)는 회원국이 자격, 표  는 면허사항에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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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를 포함하여 제16조 는 제17조에 따른 양허표 기재사항은 아니나 서비스의 무역에 

향을 미치는 조치와 련하여 약속에 한 상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GATS는 궁극 으로 교육시장의 리성을 추구하고 있다. 교육시장을 세계화하여 리 추

구를 목 으로 하는 교육서비스 공 자의 활동 범 를 넓히려는 것이다. GATS에서 규정하

고 있는 보조  제한(제15조), 최혜국 우(제2조), 국내 규제의 객 성․합리성․공정성(제6

조), 투명성(제3조), 특정권 내에서 부여받은 면허나 증명 인정(제7조), 내국민 우(제17조), 

시장 근(제16조) 등의 의무에 한 원칙은 국제 표 (global standard) 속에서 교육 서비스 

시장의 자유화를 통하여 공 자간의 경쟁을 보장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GATS는 ․ 등 교육 서비스가 자국 정부의 고유의 몫이며, 자국의 정체성을 확

립하는 공공성을 지닌 부문이라는 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GATS는 교육 서비스에 있어 

교육의 공공성  문성을 근간으로 하는 공교육 체제를 유지하고 리하기 한 국내 규

제 주권을 인정하고 있다. 한 교육 서비스 시장의 자유화로부터 유발되는 시장실패를 방

지하기 하여 진 , 자발  자유화를 보장하는 한편, 국가의 정책  목 을 달성하기 

하여 필요한 경우 양허 일정을 조정할 수 있는 권리, 이미 취한 양허를 수정하거나 철회할 

수 있는 권리, 시장 근을 허용하거나 허용조건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 등을 인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서 양허국들은 국가 규제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WTO, 2002 b). 

한편, FTA 약을 해 각국은 개방의 수 를 WTO에 하고 있다. 그러나 FTA 상의 

질제에서는 교육 서비스가 여러 가지 서비스 품목의 하나로 간주되어 상이 이루어지고 있

다. 따라서 당사국들은 여러 서비스 품목들을 선별 으로 자국의 이익에 비추어 볼 때 개방

이 필요한지 아닌지,  어떠한 상품을 개방했을 경우 경쟁력이 있는지를 심사숙고하여 

상을 하게 된다.

Ⅲ. 조사내용 및 방법

이 연구에서는 교육시장 개방 상의 원칙으로 고려되어야 할 사항, 단계별 개방의 정도, 

우리가 경쟁력이 있는 직종 등에 한 실태  의견조사를 실시하 다. 조사내용에 일본과 

싱가포르에 한 시장경쟁력을 조사한 이유는 우리가 칠 와 FTA를 체결한 이후 아태지역

에서는 싱가포르  일본과 가장 활발하게 FTA 상을 벌이고 있기 때문이다. <표 3>은 이

러한 조사내용을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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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대상 주제 질문내용

실무진: 
대학의
국제

교육부서

외국교육시장 
진출현황

- 현재 진출 중인 국가
- 진출 형태
- 진출(학문) 분야

외국교육시장 
진출계획

- 진출 대상국
- 진출 형태
- 진출(학문) 분야

외국교육시장
의 제한점

- 법적 규제, 학교설립규제, 인적 규제 등 각종 규제의 내용
- 외국교육시장 진출이 좌절된 경우 구체적 사례

외국교육기관의
제휴·합작 

현황
- 제휴 요청국
- 제휴 형태
- 제휴학문 분야

전문가: 
대학교수,
연구원

교육시장의 
개방

- 교육시장 개방시 고려해야 할중요 원칙
- 교육시장 개방시 위협을 받을 것으로 생각되는 우리나라 서비스 시장의 분

야, 업종

초·중등교육

- 외국의 사이버 초·중등교육의 국내 진출 허용
- 초·중등학생의 해외 유학규제 완화
- 국내 초·중등학교에 외국인 교사 확대
- 현재의 외국인 초·중등학교 확대 여부
- 외국 영리법인이 국내에 초·중등교육기관 설치
- 경제특구에만 외국의 초·중등교육기관 설치 여부

고등교육
- 수도권에 외국 사립고등교육기관 설립 허용
- 외국 사립고등교육기관의 국내 영리 추구 허용
- 외국 사이버대학의 국내 진입 허용
- 외국 사립고등교육기관에 대한 정부 보조금 지원

고등교육
- 외국 사립고등교육기관의 수익용 재산 소유, 토지와 건물의 임대, 재산의 매

도와 증여 허용 여부
- 외국 사립고등교육기관의 잔여재산 처리문제, 과실송금 허용 여부
- 외국 사립고등교육기관의 교원임용, 학생 정원 조정, 교육과정 운영 등의 완

전 자율권 허용

성인교육

- 외국법인과 외국인의 사이버 성인교육기관 설립, 입시준비기관 확대
- 수도권에 외국의 성인교육기관 설립 허용
- 외국인 성인교육 강사의 확대 채용
- 학원수강료 제한규정 폐지
- 외국인의 학원 및 성인교육 교습소의 확대
- 외국법인과 외국인의 기업내 대학 설립 허용
- 외국인의 사내 대학 설립기준 완화, 사이버 성인교육기관 설립기준 완화, 직

업훈련센터 설립 허용
- 외국인 설립의 기업내 대학의 과실송금허용
- 외국인과 외국영리법인의 직업훈련센터 설립을 위한 국가보조금 및 융자 허용
- 외국인과 외국법인의 성인교육기관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화

우리나라의 
對 일본, 

對 싱가포르
경쟁력

- 교사직의 경우
- 교수직의 경우
- 연구·개발직의 경우
- 의료직의 경우
- 예술가의 경우
- 법률가의 경우
- IT 분야 기술자의 경우
- 국제업무 담당자의 경우
- 평생교육 담당자의 경우
- 경영관리자의 경우

<표 3> 교육시장 개방 련의견 조사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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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상은 학의 국제교류 실무진 65명, 련 교수  연구기 에 재직하고 있는 문

가 65명을 상으로 하 다. 조사 상자들은 교수들의 경우는 시장개방과 련하여 그동안 

세미나와 토론회 등에 참여하여 의견을 표명하 거나 련 분야의 공이라고 단되는 인

사들을 심으로 선정하 고, 연구기 은 경제 분야와 교육 분야의 연구기 에 제한하 다. 

우편조사 실시 결과 77명이 응답하여 59%의 회수율을 보 다.

Ⅳ. 교육시장 개방에 대한 의견조사 결과

1. 대학의 국제교류 담당 실무자들의 의견

1) 외국 교육시장 진출 황

재 외국 교육시장에 진출하고 있다면 어느 나라에 어떠한 형태로 진출하고 있는가에 

한 질문에서 학들은 미국, 국, 일본, 필리핀 등의 국가에 진출하고 있으며 부분이 학

교류  교환학생 제도를 이용하고 있다고 응답하 다. 분교 설립이나 인터넷 사이버 

학 운 , 문화원 설립 등의 형태로 진출하는 학도 있다. 부분의 학들은 어학  한국

학 분야가 외국에 진출해 있으며, 공학․IT 분야, 국제학, 술분야, 디자인 분야 등도 진출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진출 정에 해서는 국에 심을 두는 학교가 많았고, 

재의 학생교류나 신(편)입생 제도를 확 하는 것은 물론, 복수학 ·공동학  운 , 사이버 

강좌 운  등도 고려하고 있다고 응답한 학교가 많았다. 진출 정 분야는 기존의 진출분야

를 확 하는 한편, 양교의 특성학과를 심으로 실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응답하 다. 

2) 학의 해외진출을 제한하는 규제

우리나라 학이 외국 진출시 제한이 되는 내용으로는 법 규제를 가장 많이 꼽았다. 외

국인 지 채용자의 교육 혹은 정기 보고를 한 국내 입국이 용이하지 않는 등, 인 교류

가 규제되는 것은 학의 외국진출에 큰 장애가 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외 학교설립의 

규제나 자본확보 등의 문제도 제한 으로 나타났다.

3) 학들의 해외진출 계획

우리나라 학이 외국에 진출하고 있거나 앞으로 진출할 계획이 있는 것과 더불어, 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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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도 우리나라 학에 제휴를 요청하는 사례가 조사되었다. 제휴 요청국은 국과 미국이 

가장 많았고, 공동학 (복수학 ) 과정 운 을 가장 많이 요청받고 있는 것으로 악되었다. 

공동학  과정운 과 각종 로그램의 공동 운 은 공학  술 분야, 국제학 분야에 집  

요청된 것으로 나타났다.

2. 교육시장개방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

1) 교육시장에 따라 고려되어야 할 원칙

문가들은 교육시장 개방을 해 요하게 고려해야 할 원칙들로 교육기회의 균등성 유

지와 함께 다양한 교육기회를 제공할 것, 교육의 질  수 을 유지할 것, 역차별이 일어나지 

않도록 할 것, 국내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보완책 마련을 고려할 것, 우리나라 교육을 보

완할 수 있는지의 기여도를 악하여 개방의 수 를 조정할 것, 우수한 외국의 교육기 을 

선별 으로 히 유치할 것, 외국 학교의 국내 설립시 국내 학교와 학교 운 , 교과과정 

운  등에서 정책  형평성을 유지할 것 등의 내용을 제시하여, 교육의 균등성․형평성․수

월성 제고를 시하고 있음을 나타내었다. 

한, 학의 자율성 보장하는 한편 심화 경쟁을 통해 학의 국제 경쟁력을 제고할 것, 

단계  개방과 함께 정부기 의 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것, 한국학생의 해외 견보다 

외국학생의 수용에 더 심을 가질 것 등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응답하여, 자율성과 함께 

경쟁력 제고에 을 두어야 함을 강조하 다. 

반면, 교육시장개방은 교육의 기회균등을 해치고 빈부격차를 심화시키기 때문에 제한 으

로 경제특구에서만 실시하도록 하고, 필수 으로 소득층 장학제도와 병행실시 되어야 한

다는 의견 등, 시장개방에 부정 인 견해를 갖고 있는 응답자들도 지 않았다. 그 외, 교육

시장을 개방하되, 한 평가 시스템도 필요하므로, 이에 한 제도마련이 요하게 다루어

져야 한다는 의견과, 자유롭게 무제한으로 개방하여도 무방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2) ․ 등 교육시장 개방에 한 장기 인 망

문가들은 국내 학교에 외국인 교사 수를 늘리고 외국인 · 등학교 설립을 확 하거나 

해외유학 규제를 완화하는 등의 내용에 찬성을 표시하여, 세계화·국제화에 합한 교육을 

해 외국어 습득과 문화의 체득이 필요함을 강조하 다. 그러나, 비 리법인이 아닌 외국의 

리법인이 국내에 · 등 교육기 을 설치하는 것이나 사이버교육의 확 실시 등에는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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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평균 표준편차
외국의 사이버 초‧중등교육 국내진출 허용 -0.02 1.13 
초‧중등학생의 해외유학규제완화 0.37 1.10 
국내 초‧중등학교에 외국인 교사 확대 1.04 0.86 
현재와 유사한 외국인 초‧중등학교 확대 0.18 1.06 
외국 영리법인이 국내에 초‧중등교육기관 설치 -0.12 1.17 
경제특구에만 외국의 초‧중등 교육기관 설치 0.14 1.07 

주: 매우반  = -2, 반  = -1, 보통 = 0, 찬성 = 1, 매우찬성 = 2

<표 4> ․ 등 교육시장에 한 장기  망

항목 응답수 비율(%) 항목 응답수 비율(%)
외국어 15 19.5 학원 4 5.2
공학 11 14.3 서비스 3 3.9
의료 10 13.0 금융 3 3.9

경영(MBA) 9 11.7 인문사회 2 2.6
법학 7 9.1 예능분야 1 1.3

국내학교 7 9.1 위협 안 됨 1 1.3
교육, 사범 4 5.2 계 77

<표 5> 교육시장개방시 우리나라에 으로 작용할 분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외국의 교육훈련기 의 국내진입시 인 분야

문가들은 외국의 교육훈련기 이나 인력이 우리나라에 진출할 경우, 우리나라 교육  

노동 시장에 인 요인이 될 것으로 생각하는 학문분야나 직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

가에 한 질문에는 부분이 외국어 교육과 경 학 분야라고 답하 다.

조사결과, 외국어 련 분야는 교육시장 개방시 우리나라에서 가장 을 받을만한 분야

로 나타났다. 응답자들은 학의 외국어 공학과는 물론, 외국어 교습학원, 강사들도 향

을 받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답하 는데, 그 이유는 원어민 교사의 유입과 외국의 기 이 직

하는 학원 등이 증가함에 따라 기존의 시장이 받기 때문으로 보았다. 그 다음으로 

을 받을 분야로는 IT를 포함한 공학 련 분야로서, 외국의 산업기술인력이 유입되어 기존

의 인력체계에 개편이 따를 것으로 평가되었다. 의료  경 , 법학 등의 문직 분야도 시

장개방에 크게 향을 받을 것으로 평가되었고, 우리나라 학생의 해외유학 선호가 증가할 

것으로 상되어 이것이 국내 · ·고등교육기  경 에 향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고 응답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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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평균 표준편차
수도권에 외국 사립고등교육기관 설립 허용 0.35 1.13 
외국 사립고등교육기관이 국내에서 영리추구 -0.02 1.15 
외국 사이버 대학의 국내진입 0.33 1.01 
외국 사립고등교육기관에 대한 정부 보조금 지원 -1.35 0.78 
외국 사립고등교육기관의 수익용 재산 소유 -0.44 0.96 
외국 사립고등교육기관이 토지와 건물을 임대 0.28 1.09 
외국 사립 고등교육기관이 재산의 매도와 증여 가능 -0.11 0.97 
외국 사립 고등교육기관의 법인 해산시 잔여재산의 일부 또는 전부 환원 0.37 0.97 
외국 사립고등교육기관의 과실 송금 허용 0.05 1.02 
외국 사립 고등교육기관의 교원임용 전적 자율화 0.58 0.92 
외국 사립 고등교육기관의 자율적 정원 조정 0.18 1.06 
외국 사립대학의 교육과정 운영의 완전 자율 0.67 1.07 
주: 매우반  = -2, 반  = -1, 보통 = 0, 찬성 = 1, 매우찬성 = 2

<표 6> 고등교육시장 개방시 외국 교육기 의 요구에 한 허용 여부

4) 고등교육시장개방에 한 견해

외국의 고등교육 교육기 이 우리나라에 진출시 양허 요구가 망되는 내용에 한 응답

을 보면 다음의 <표 6>과 같다.

먼 , 고등교육의 분야에서 외국 사립 학의 교육과정 운 의 완  자율, 교원임용의 자율

화, 법인 해산시 잔여재산의 일부 는 부 환원, 토지와 건물의 임 , 사이버 학의 국내

진입, 수도권에 교육기  설립 등은 외국의 교육기 이 요구할 시 체로 허용해 주어야 한

다는 의견이었다. 그러나, 외국의 사립고등교육기 에 정부보조 을 지원하는 것은 반 하는 

입장이며, 이와 더불어 외국의 사립고등교육기 이 수익용 재산을 소유하거나, 재산의 매도

와 증여 등을 하는 것은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어, 응답자들은 외국의 교

육기 이 우리나라에 진입하는 것은 교육의 질 제고에 이바지하는 측면에서 허용되어야 하

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이와 련한 수익행 에 해서는 부정  견해를 갖고 있는 것

으로 조사되었다. 

5) 성인교육시장개방에 한 견해

외국의 교육기 이 우리나라에 진출시 성인교육 분야에서 요구할만한 사항으로 제시된 내

용에 해서는, 외국인 강사 확 에 찬성하는 입장이었고, 직업훈련센터 설립, 외국인의 사

내 학 설립, 법인의 기업내 학 설립, 수도권 내 설립, 학원  교습소 설립 등에 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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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평균 표준편차
외국법인과 외국인의 사이버 성인교육기관 설립허용 0.49 0.94 
외국인이나 외국법인 운영의 입시준비기관 확대 -0.14 1.10 
수도권에 외국의 성인교육기관 설립허용 0.47 0.99 
현재 외국어 강사에 한정된 외국인 성인교육 강사확대 0.79 0.79 
학원수강료 제한규정 폐지 0.00 1.12 
외국인의 학원 및 성인교육 교습소 확대 0.51 0.88 
외국법인과 외국인의 기업내 대학 설립 허용 0.56 0.90 
외국인의 사내 대학설립기준 완화 0.53 0.84 
외국(법)인의 사이버성인교육기관 설립기준 완화 0.39 0.93 
외국인 설립의 기업내 대학의 과실송금허용 -0.05 1.07 
외국인과 외국영리 법인의 직업훈련센터 설립허용 0.63 0.89 
외국인과 외국영리법인의 직업 훈련센터 설립을 위한 국가보조금 및 융자허용 -0.49 1.13 
외국인과 외국법인의 성인교육기관 교육과정 운영자율화 0.49 0.99 
주: 매우반  = -2, 반  = -1, 보통 = 0, 찬성 = 1, 매우찬성 = 2

<표 7> 성인교육시장 개방시 외국 교육기 의 요구에 한 허용 여부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교사직 2.38 1.08 법률가 2.74 1.06 
교수직 2.77 0.99 IT 분야 담당자 3.98 1.14 

연구개발직 3.38 0.86 국제 업무 담당자 2.62 0.94 
의료직 3.38 0.96 평생교육 담당자 2.79 0.82 
예술가 3.85 0.97 경영 관리자 3.13 1.73 

주: 경쟁력 없음 = 1, 경쟁력 약함 = 2, 보통 = 3, 어느정도 경쟁력 있음 = 4, 매우 경쟁력 있음 = 5

<표 8> 우리나라 직종의 싱가포르시장에 한 경쟁력

찬성하고 있어, 성인 상의 교육기 이 증 되고 강사수를 늘려 보다 다양한 교육을 받고자 

하는 욕구를 해소시켜 주여야 한다는 견해를 나타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리고 고등교육시장의 개방에 한 입장과 마찬가지로 외국인과 외국 리법인에 해 국

가보조 을 제공하는 것에는 반 하는 것으로 나타나, 성인교육시장의 개방을 허용하되 정

책 으로 기존의 우리나라 교육기 과 역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율하는 것이 요하다는 

입장임을 나타내었다.

6) 싱가포르에 하여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고 보는 직종

싱가포르에 진출할 경우에도 일본과 마찬가지로 IT 분야와 술 분야에서 우리나라가 경

쟁력이 있을 것으로 평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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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교사직 2.60 1.02 법률가 2.57 0.87 
교수직 2.79 0.97 IT 분야 기술자 4.21 0.80 

연구개발직 3.36 0.84 국제업무 담당자 3.13 0.91 
의료직 3.40 0.89 평생교육 담당자 2.79 0.85 
예술가 3.83 0.81 경영관리자 2.87 0.79 

주: 경쟁력 없음 = 1, 경쟁력 약함 = 2, 보통 = 3, 어느정도 경쟁력 있음 = 4, 매우 경쟁력 있음 = 5

<표 9> 우리나라 직종의 일본시장에 한 경쟁력

7) 일본에 하여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고 보는 직종

상호 자격인증을 통하여 우리나라의 직종들이 일본 시장에 진출할 경우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고 보는 직종은 IT분야  기술 분야라고 제시되었으며, 이어 술가, 의료직, 연구 개발

직 등에서 다소 경쟁력이 있다고 평가되었다. 우리나라의 IT 기술력이 해외 시장에서도 잘 

응할 것으로 보고 있어, 시장 개방시 이에 한 지원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일본의 경

우에는 각종 미디어 매체를 통한 ‘문화 한류’ 상이 반 되어, 문화상품 련 시장을 포함

하여 술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낼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되었다. 반면, 법률가나 교사  교

수직 등의 업종은 일본에 해 우리나라가 별로 경쟁력이 없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8) 기타 의견

싱가포르  일본과의 교육시장 개방 상과 련해서는 상호 공존  성장의 입장에서 

진 으로 개방정책을 펴 나가야 한다는 의견이 부분이었다. 세계화와 개방·국제화는 시

 세이므로 경쟁력 강화와 시장의 체질개선을 해 기단계부터 면개방을 빠르게 

실천해야 한다는 입장이 있는 한편, 국내 산업의 자생력을 키우기 해 보호정책에 을 

두어야 한다는 입장이 있어, 두 입장이 립하는 양상을 보여주기도 하 다. 체 으로는 

기존 우리나라의 시장에 해 역차별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면서 개방을 추진해야 하고, 이

때 일정 수 의 가이드라인을 제공하여 시장개방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 할 수 있어야 한다

는 생각들이었다. 이를 해서 경제특구로부터 각종 정책의 시행을 시험해보고 이후에 차 

확 한다든가, 외국교육기 의 리법인을 인정할 경우 우리나라 사립교육기 의 리법인

화를 인정하는 것과 같이 형평성을 고려하는 정책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라는 등의 견해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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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및 제언

이상과 같은 조사결과, 학의 실무진과 연구자들은 다음과 같은 인식을 갖고 있었다. 우

선, 등 교육의 경우, 국제화․세계화에 응하는 교육이 필요하나, 리법인이 국내에 

학교를 설치하는 것과 사이버 교육 등에는 반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등교육의 경우는 

외국사립 학 교육과정 운 의 자율화, 교원  임용 자율화 등에는 찬성하는 비 이 높았

으나, 수익용 재산소유, 재산의 매도와 증여 등 수익행 에 해서는 부정 인 것으로 나타

났다. 성인교육의 경우는 개방을 허용하되 국내 교육기 과 역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시장개방의 는 외국어 분야나 공학, 의료 분야가 가장 인 분야

가 될 것으로 망하고 있다.

한편 싱가포르  일본에 하여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고 보는 직종은 싱가포르에 해

서는 연구개발직, 의료직, 술가, IT 분야 등으로, 일본의 경우에는 역시 술가, 연구개발

직, IT 분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향우 GATS와 FTA 상에 주요한 고려 사항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연구에서는 교육시장개방의 원활한 상을 해 다음과 같은 노력이 

국가  차원에서 계속되어야 함을 제안한다. 

첫째, FTA 교육서비스 상으로 인한 경제  효과 분석 연구가 필요하다. 그동안 시장개

방으로 인한 경제  효과분석이 없었던 것은 아니나, 교육서비스 부문만을 별도로 계상하여 

그 효과를 분석한 경우는 문한 실정이다. 그러나 교육시장 개방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해서는 개방으로 인한 경제  효과분석이 반드시 뒷받침될 필요가 있다. 효과분석의 방법은 

다양하겠으나, 서비스 모드를 고려하여 해외유학 등으로 유출되는 인력에 따른 해외소비, 외

국으로의 강사나 교수 진출로 인한 외화획득, 교육기 의 설치에 따른 직 교육비, 교육기회

비용, 행정  리를 한 간 비용 등이 계산하여 비용-효과 분석을 시도해야 할 것이다.

둘째, 고등 교육  성인교육에 한 질 보증(Quality Assurance) 체제 구축이 시 하다. 

FTA 상이 개됨에 따라 우리와 교육시장 개방을 양허하는 국가가 늘어날 것이다. 특히 

고등교육 시장의 개방 폭이 넓어질 것이며, 성인교육  기타교육의 경우도 완 개방의 방

향으로 개될 것이다. 학의 경우 학 상호인정의 수 을 벗어나 학 의 상호인증도 망

해 볼 수 있다. 이를 해서는 학의 질을 담보할 수 있는 평가제도의 구축이 필요하다. 일

본의 경우 제3자에 의한 학 평가 제도를 실시하는 등 질 보증을 한 노력을 다각도로 경

주하고 있다. 

셋째, 교육서비스 산업의 인력수  황 분석  망에 한 연구도 필요하다. 재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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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고 있는 교육서비스 인력수 에 한 자료들은 산업별 분류 취업자수를 기 으로 하고 

있어 직종별 그리고 교육단계별 상세한 인력 수요를 알아보기가 어렵다. 교육서비스 산업의 

인력 수 연구가 요한 이유는 FTA 상 상국에 비하여 경쟁력이 있는 직종과 경쟁력이 

약한 직종은 무엇이며, 그 직종에 한 인력확보는 어느 정도나 되어 있는지에 한 분석을 

통해 수요(demand)에 근거한 상호 자격인증을 요청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교육시장 개방 략은 교육부문 만의 응 략이어서는 곤란하고, 경제·사회·

문화  측면의 공동 응이 요구된다. 그 이유는 교육서비스 시장개방과 련하여 검토되어

야 할 규제와 제한들이 비단 교육부문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부문에서의 규제와도 

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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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Opinions of University Faculty, Staff, and 

Educational Researchers on Educational Market 

Opening

2)Yu, Hyunsook*․Song, Sun-young**

As the era for cross-border education comes, educational market opening becomes an 

unavoidable phenomenon globalwide. Educational service is already one of the most critical 

issues for WTO and FTA negotiation. This study was to identify two mainstreams of market 

opening- GATS and FTA- in terms of the content and way of the educational service trade 

and then, provide political suggestions to meet the needs by educational market opening by 

surveying the opinions of university faculty and staff and educational researchers on the issue. 

The survey was administered to a total of 130 survey participants, which are made up of 65 

university staff who work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 and 65 professionals who work as 

university professors or educational researchers, and the final return rate was 59%. The contents 

of the survey include 1) how many universities presently go into or have a plan to go into 

foreign educational market, 2) principles that must be considered when the market opens, 3) 

threatening factors against Korea, 4) competitive fields of Korea against market opening, and 

5) identification of educational contents and degrees appropriate to each step of market opening 

process. According to the results, the respondents perceived that foreign languages, engineering, 

and medicine are the fields most threatened by educational market opening. They also had 

a negative perception on the establishment of a profit-making foreign school. On the other 

hand, the respondents positively perceived the autonomy of private universities for curriculum 

and faculty employment, real estate businesses, advance of foreign cyber universities to Korea. 

 * Korean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 Korean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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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ir responses also confirmed that the inflow of foreign higher education must correspond 

to the quality improvement of Korean higher education. Based on the results, this study provided 

suggestions for further study. 

Key words: educational market opening, educational service, FTA(free trade agreement), higher 

educat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