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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유럽 국가의 평생학습체제: 오래된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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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유럽 국가들은 역사적으로 평생학습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 이전부터 실제로 평생학습을 실현하는 교육
정책을 구축해온 국가들로, 노동자 학습체제로서의 학습사회의 한 양상을 보여준다. 

북유럽에서는 평생학습이 노동자의 권리로 인식되어 추구되어왔으며, 민중의 자발적이고 참여적인 학습문
화 속에서 사회정치적 특성이 발생되어왔다. 이들 국가에서는 초․중등 단계에서 생애기초능력 및 자기주도 학
습력을 강조하고, 고등교육 단계에서 비대학 고등교육체제를 적극적으로 수립하고 있으며, 초기학교교육과 
성인계속교육을 구조적으로 연계하고 있을 뿐 아니라, 국가 기간학제 내에서 평생학습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교육-고용-복지의 삼각체제를 긴밀하게 연계하는 적극적인 노동시장교육을 펼치고 있으며, 자치에 기
반한 비형식 민중교육의 전통 가운데 공교육 및 성인학습체제를 발전시켜왔다. 이러한 총체적인 평생학습체
제를 위해 총괄적 책임을 담당하는 부서가 정책적으로 장기적이고 통합적인 개혁을 주도해 가고 있다. 

북유럽 모형에서 평생학습체제는 완전고용을 지향하는 노동시장 및 사민주의적 복지국가체계의 엔진 역할
을 하면서, 그 안에 학교 교육체제, 노동시장 교육체제, 시민사회 교육체제 등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포괄하
고 있는 상위체제라고 할 수 있다.  

￭ 주요어 : 평생교육, 평생학습정책, 평생학습체제, 북유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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립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의 일부 내용을 발 시킨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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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북유럽 국가들1)에서 교육정책은 일 부터 평생학습과 뗄 수 없는 계를 가지고 개되

어왔다. 오히려 보다 정확하게 말한다면 이들은 역사 이래 아동  청소년기만을 지칭하는 

교육제도를 구축한 이 없다고까지 말할 수 있다. 16세기 로마 가톨릭에서 로테스탄트 

루터교로 개종하면서 모든 성인에 한 문해능력을 교회가 리하기 시작하여 성인들은 문

자를 해독하는 학습을 하 고, 결과 으로 성인 비문해율이 매우 낮은 특성을 보이게 된다. 

20세기 까지 농업사회 고, 땅이 넓어 농노가 거의 존재하지 않았던 만큼 국가인증 학력

에 한 의존도는 낮았지만 반면에 민 에 의한 비제도권 교육열은 여타 다른 지역에 비하

여 매우 높게 나타났다는 특성도 보이게 된다. 19세기 말 국가가 4년제 등교육을 의무화

했지만 바로 이때 농민과 노동자를 한 계속교육기 으로서의 포크하이스쿨이 이 지역에서 

탄생했던 것은 특기할 만하다. 그러한 경향성은 1960년  들어 의무교육을 9년으로 상향조

정하는 것과 동시에 그러한 혜택을 받지 못했던 성인들에 한 의무후기 등교육체제가 거

의 동시에 출범하게 된 것을 통해서도 입증된다. 복지국가  형태로서 운 되고 있는 노동

시장훈련정책  시민사회의 기 가 되고 있는 스터디 서클과 포크하이스쿨 등은 공교육체

제의 한 부분으로서의 성인고등학교 등과 함께 이들 국가들로 하여  OECD 국가 가운데 

성인학습 참여율의 1 에서 5 까지를 고스란히 노르딕 국가들이 차지하도록 만드는 원동력

이 되고 있다. 요컨  이들 국가들에 있어서 교육이란 곧 평생학습을 의미하기에, 학령기 아

동교육과 함께 성인계속교육이 여러 가지 형태로 균형을 맞추어 발 해왔다. 

여기에서 흥미로운 은, 이러한 이들 국가의 평생학습  특성은 최근 지식기반사회를 배

경으로 한 평생학습론, 특히 국 등을 심으로 한 평생학습  학습시장론이 등장하기 훨

씬 이 부터 존재해 왔다는 것이며, 그 존재양식에 있어서도 국식의 평생학습 모형과는 

근본 인 차이 을 내포하고 있다는 이다. 말하자면, 우리는 북유럽과 서유럽의 비를 통

해 평생학습 모형의 양극단을 목격하고 있는 셈인데, 결론 으로 서유럽의 모형이 신자유주

의  특성을 보여 다면 북유럽 모형은 사민주의  모형을 보여 다고 할 수 있다.  

평생학습사회를 구축해 나가는 데에는 크게 두 가지 방향에서의 근이 있다. 하나는 자

본가 즉 고용주의 필요에서 출발하는 모형이며, 다른 하나는 노동자 즉 피고용자의 필요에

1) 북유럽 국가란 개 스웨덴, 덴마크, 핀란드, 노르웨이, 아이슬란드의 5개국을 지칭하는 말이다. 이들은 역

사 으로 바이킹의 문화를 공유함과 동시에 세 이후 서로 상당기간동안 식민지 지배와 피지배의 계 

속에 얽  있었기 때문에 상당 부분의 공통 을 공유하고 있다. 가운데 스웨덴, 덴마크, 핀란드는 근 국가 

형성과 산업자본주의 구축 과정에서 상당히 유사한 특성들을 공유하게 된다. 반면 북해 석유에 의존하는 

노르웨이와 다소 고립되어 존재하는 아이슬란드 등은 사회제도  측면에서 이들과 다른 차이 을 가진다. 

이 논문에서 말하는 ‘북유럽 국가들’은 덴마크, 스웨덴, 핀란드 3국을 지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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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출발하는 모형이다(Field, 2005: 2; Alheit, et al. 2004: 10). 서유럽  북미의 모형이 주로 

자에 해당한다면 북유럽 평생학습사회의 모형은 주로 후자에 터한다고 말할 수 있다. 그

것은 이들 국가들이 노동계 에 의해 주도되고 구축된 체제에서 노동자 학습의 필요에 터하

여 평생학습체제를 구축해 왔기 때문이다. 일종의 사민주의에 터한 코포라티즘(corporatism)

에 의해 시민역량이 강화되고 그들이 국가에 납부하는 높은 세 에 의존하여 운 되는 사회

체제라는 특이성에서 출발하여 구축된 체제인 것이다. 지난 2-3년 동안 참여정부가 북유럽 

평생학습과 노동훈련정책에 깊은 심을 가져왔던 것도 이와 무 하지 않은 이유에서일 것

이다.

이들 국가를 이해하기 해서는 우선 사회체제의 재생산 양식과 사회  학습 리체제로서

의 평생학습체제의 상호 시 지 효과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제2차 세계  이후 지구  

경제성장의 호황 속에서 구축되어 왔던 사민주의와 복지국가체제를 배경으로, 평생학습체제

는 이들이 추구하는 평등하고 민주 인 사회체제의 구축과 재생산에 핵심 인 역할을 수행

하여 왔다. 

그러나 1990년  유럽경제의 기와 함께 나타난 지구  자본의 총체  기는 이들 국가

들의 사민주의의 기반을 하 으며, 그 틈새를 통하여 나타난 신자유주의 정책들은 1960

년  이래 구축되어 온 평생학습체제에 상당한 정도의 변화를 몰고 오게 된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이론 으로 매우 흥미로운 실험의 장을 목격하게 된다. 2차  이

후 노동자 학습체제로서의 평생학습체제가 구축되는데, 이러한 형태의 평생학습체제는 재

까지 지구상 어느 나라도 경험하지 못한 매우 견고한 형태의 교육체제2)라고 볼 수 있다. 어

쩌면 북유럽 산업화 가운데 나타난 평생학습체제의 모습은 우리가 목격한 실제화 된 학습사

회의 한 가지 범으로 간주될 수 있을 것이다. 

이 논문의 목 은 북유럽의 평생학습체제의 구조와 배경을 탐색하는 가운데 ‘평생학습체

제’가 학교 밖 교육으로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닌 한 국가의 총체  학습 리 시스템 안에 

붙박  있는 양상을 드러내려는데 있다. 특별히 우리나라와의 비교 속에서 한 가지 강조할 

수 있는 부분은, 우리나라의 평생학습정책이 마치 학교교육과 무 한 어떤 것이며 한 인

자원개발정책과도 구분되는 어떤 ‘변방의 것’으로 이해되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교육부의 

직제 역시 인 자원개발과 평생학습정책이 구분되어 있는 것과 달리, 이들 국가에서의 평생

학습체제는 (1) 학교 교육체제, (2) 노동시장 교육체제, 그리고 (3) 시민사회 교육체제 등을 

유기 으로 연계한 하나의 체라고 볼 수 있다는 이다. 평생학습에 한 요구에서부터 

2) 교육체제(educational system)란 학습자와 교수자로 만나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 수행하는 행 와 과제, 그

리고 그 결과  그러한 과정을 지원하는 각종 법  제도  재정  체계들의 살아있는 상호작용을 통칭한

다.(한숭희, 2006: 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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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구조화에 이르기까지 이들 국가의 평생학습체제는 상당 부분 노동계 의 요구를 반 하

여 시작되었으며, 따라서 그 안에 노동자의 삶의 핵심이 담겨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논의는 평생학습이라는 개념이 실제로 북유럽의 교육체제에서 어떻게 고려되어 구 되고 있

는가라는 질문을 심으로 이들 국가들의 학교교육, 노동시장교육, 시민사회교육 등을 들여

다보았다. 

이 논의를 해서 문헌분석  지 방문 조사를 수행하 다. 각국의 평생학습체제에 

한 기본 인 사항들을 문헌을 통해 악하고, 선행연구를 분석하 다. 이후 본격 인 사례연

구를 시작하 다. 연구자  한 명은 2005년 8월 9일부터 9월 5일까지 1개월의 기간을 스톡

홀름 학교 국제교육연구소 방문교수 자격으로 지 연구를 수행하 다. 이 가운데 2주일

은 공동연구자  연구조원들과 함께 덴마크  핀란드의 주요 기 을 방문하 고 약 35명

의 각국 교육 문가들을 인터뷰 하 다. 이 과정에서 지문건들을 획득하 으며, 지어로 

작성된 문건의 경우 번역을 하 다. 이 게 지에서 확보된 인터뷰 자료, 각종 황 자료 

 학술자료들을 분석하면서 연구자들 간 토론을 통해서 그 특징을 도출해내었다.  

Ⅱ. 북유럽의 특수성: 노르딕 평생학습사회가 가능한 배경

1. 북유럽 모형: 개략
일반 으로 북유럽 혹은 노르딕(Nordic)은 스칸디나비아 제국(노르웨이·스웨덴·핀란드)과 

덴마크·아이슬란드를 합한 5개국을 가리키는 지명이다. 이들 국가들은 많은 학습 기회와 학

습 선택의 자유를 제공하는 북유럽 나름의 독특한 평생학습사회를 만들어가고 있다. 한 사

회와 그 사회 속에서 작동하는 시스템은 따로 떼어 생각할 수 없는, 불가분의 것이다. 이러

한 에서 북유럽 국가들에서 구축된 재의 평생학습사회는 바로 북유럽 국가들의 독특한 

문화와 통 에서만 가능했다고 말할 수 있다. 

이들 국가들은 유럽의 북쪽에 인 해 있으면서 역사 으로 비슷한 정치 ․문화  통을 

공유한다3). 하지만 다른 편에서 바라보면 이들 국가들은 인종과 언어도 다르고4), 역사  과

3) 이들 국가들은 유럽의 북쪽에 인 해 있으면서 역사 으로 비슷한 문화  통을 공유한다. 덴마크, 스웨

덴, 노르웨이는 1523년까지 덴마크 왕의 지배아래 있던 단일국가 다. 아이슬란드는 노르웨이의 향권 하

에 있었고, 스웨덴과 덴마크 등은 건국 처음부터 서로 련 있는 신화를 가지고 있다. 이후 스웨덴이 북유

럽의 강국으로 떠오르면서 노르웨이와 핀란드까지 통치하게 되다가, 다시 나폴 옹 쟁 후 1812년 핀란드

는 러시아의 지배를 받게 된다. 노르웨이는 1905년 스웨덴에서 독립한다. 

4) 인종과 언어를 살펴보면 스웨덴인과 덴마크인은 북게르만계이고 핀란드인들은 스칸디나비아족과 발트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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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에서 각기 다른 국가들의 향을 받으면서 각국 고유의 독자 인 특성들을 형성해왔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5). 

이러한 공통성과 독자성은 평생학습  고용 체제와 련해서도 마찬가지이다. 북유럽 국

가들이 갖는 독자성을 고려할 때에는 각기 보유한 차별 인 측면에 주목하게 된다. 각국에

서 추진하는 평생학습 련 략과 모형들을 깊이 있게 들여다보면 각국의 역사․문화  배

경에 따라 다양하게 개되고 있으며, 상당히 이질 인 특성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 히 이들 국가 간에는 공유하고 있는 모종의 공통가치(common 

values)  공통표 (common standards)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Belanger& Tuijnman(eds.), 

1997; Tuijnman & Schuller(eds.), 1999). 이러한 에서 북유럽 모형이라는 것을 말할 수 있다고 

보는 논의들은 이 모형의 특징을 주로 앵 로색슨 모형과의 비 속에서 설명하고 있다. 요컨  

북유럽 모형은 1) 경제  자본(economic capital)에 치 하는 것과 비되는 사회  자본(social 

capital)을 극 화하는 모형이며(Field, 2005), 2) 신자유주의 모형(neo-liberal version)과 비되는 

평등주의  복지국가 모형(egalitarian welfare state version)(Alheit et al., 2004: 10)이다6). 

이처럼 북유럽을 하나의 모형으로 묶을 수 있는 느슨한 연결고리는 1990년  이 , 이들 

국가들이 구축해 온 사회민주주의  정치성향  그것을 지지하는 독특한 경제체제, 그리고 

비교  독립 으로 발 해 온 문화  경향성 속에서 형성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 속에

서 형성된 가치와 표 을 공유하는 맥락에서 북유럽 국가의 모형은 유럽의 다른 지역 모형

들 혹은 OECD 등의 거 국제기구들이 선도해온 모형과 일면 차별성을 가지면서 성장해올 

수 있었던 것이다.

종에 속한다. 스웨덴어와 덴마크어는 인도유럽어족의 게르만어   북게르만어에 속하며 그 에서도 스칸

디나비아어에 속한다. 덴마크어는 약 1000년경 친족 계에 있는 스칸디나비아 제어에서 갈라져 나와 많은 

변화를 겪으면서 스웨덴어와 아이슬란드어에 향을 주었고, 한 때 노르웨이에서 공식 문어  행정어로 

사용되었다. 핀란드어는 우랄어족의 핀우고르어군에 속하는 발트핀어  언어로, 에스토니아어·리보니아어·

보트어·카 리야어·벱스어·잉그리아어와 가장 한 계를 갖고 있다. 핀란드어에는 인도유럽어, 특히 발

트어·독일어·러시아어에서 차용한 낱말이 많이 들어 있다. 

5) 스웨덴과 덴마크는 폭넓은 공유와 교류를 하고, 핀란드는 덴마크와 한 스웨덴 문화를 다시 만나 자신

의 문화를 만들었다가 다시 러시아의 향을 받으면서 북유럽의 다른 나라와는 다른 핀란드만의 문화를 

형성해가게 된다. 

6) 사회  자본(social capital)을 극 화하는 모형은 직 인 인간자본 혹은 경제  자본의 축 보다는 사회

 신뢰와 연 로 표되는 사회  자본(social capital), 즉, 사회민주주의 정신을 재생산하기 한 연 와 

신뢰  기반을 축 해온 측면이 강하다는 특성을 가진다. 한 평등주의  복지국가 모형은 일종의 코포라

티즘(corporatism)에 기반을 두어 국가-시장-시민사회가 일종의 조합주의  공동의사체제를 형성함으로써 

학습에 한 공공의 임무  시장가치가 서로 조화되도록 유도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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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평생학습 용어 이전의 평생학습 체제
1990년  이후 유럽연합의 평생학습정책이 공식 으로 등장하기 훨씬 이 부터 이 국가들은 

그 공교육체제 내부에 이미 자체 인 평생학습체제를 잉태하고 있었다. 북유럽 3국은 역사 으

로 교육의 상을 모든 연령과 계층의 국민이라고 보아왔다. 비록 이것이 ‘평생교육체제’ 혹은 

‘평생학습체제’라는 개념 하에 고려되기 시작한 것은 비교  최근의 일이지만(Sohlman, 1998), 

이들 국가들이 추구해온 교육체제는 하나의 평생학습모형이라고 볼 수 있다. 

이들 국가들이 평생학습이라는 용어 없이 추구해온 수많은 교육정책들은 재 다른 국가

에서 필요로 하는 여러 가지 정책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사례가 되고 있다. 를 들면 스

웨덴의 울로  팔메 수상에 의해 처음 사용된 용어인 순환교육(recurrent education)은 

OECD 평생교육정책의 핵심 용어  하나가 되었고, 스웨덴에서 생겨난 ‘life-wide 학습’이라

는 개념이 EU 략에 핵심 으로 포함되었으며, 평생학습결과인증에 련된 ‘인증

(validation)’이라는 개념 역시 스웨덴식 사고가 담긴 것이라고 이해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2000년 유럽연합이 유럽평생학습각서(Memorandum of Lifelong learning)를 발표했을 때 그 

안에는 상당 부분의 북유럽식 평생교육 략 요소들이 포함되었다. 특히 노르딕 국가 장

회의가 산출해낸 “Golden Riches in the Grass”의 아이디어는 “Making a European Area of 

Lifelong Learning a Reality(2001)”에 반 되어 있는데, 이 과정에서 특히 스웨덴의 역할은 

매우 극 이었다. 

이러한 통 속에서 북유럽 국민들은 성인학습훈련체계에 해 높은 심을 보여 왔다. 

성인학습참여율로만 도 북유럽의 5개국이 모두 IALS 조사에서 1-5 를 차지하고 있다. 덴

마크는 성인인구의 약 50%가 학습에 참여하고 있으며(MOE, 2005), 핀란드는 성인인구(25세

-64세)의 58.2%가 성인교육에 참여(1994-1998)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OECD, 2001a). 뿐만 

아니라 이들 국가들은 성취도에 있어서도 높은 수 을 보여 다. 2005년 국제성인문해수

조사 연구(IALS, International Adult Literacy Survey)에서 스웨덴, 덴마크, 핀란드는 각각 3

, 5 , 2 를 차지하고 있으며, 문해수 의 분포도 다른 국가들에 비해 평등한 것으로 나

타난다.   

3. 노동자의 평생학습권
북유럽의 교육 련 정책문건에서 인 자원개발이라는 용어는 잘 사용되지 않는다. 이는 

이들 국가들이 개해온 독특한 정치  통 속에서 노동자의 교육 문제가 노동자 권리의 

일환으로 인식되어 추구되어왔기 때문이다. 즉 북유럽에서 노동자의 학습은 사용자나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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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아닌, 노동자 자신에 의해서 극 으로 추구되어왔다. 성인계속학습은 노동조합이 주도

한 노동권의 하나 기에, 각국의 노동조합은 노동 조건  하나로 계속학습의 보장을 요구

해왔다. 그리고 구체 으로 이를 한 학습휴가에 해서 철 하게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제

도화해왔다. 노동자들은 사회의 평등, 부의 평등 분배를 해서는 교육기회의 평등이 선행되

어야 한다고 믿었기에, 교육기회의 평등을 통해 경제 ․사회  평등을 실 하고자 하 다. 

이러한 양상은 각국의 사정에 맞게 개된다. 스웨덴 노동조합은 이미 회사에서 임 을 

지 받고 있는 작업장노조(분회) 간부들  노동자들에 한 교육권을 각각 [노조 장 원

의 지 에 한 법](1974년)과 [노동자의 교육휴가에 한 법](1974년) 등에 의해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제도  토 를 닦아 놓았다. 스웨덴에서 노동조합운동의 노동교육과 련해서는 

생산직노총(LO)과 한 계를 맺고 있는 노동자교육 회(ABF)와 사무직노총(TCO)과 연

계된 사무직교육 회(TBV)의 역할이 매우 크다. 노동조합에서는 자체 인 노동 학을 통해

서 교육을 하기도 하지만 의 교육 회들과 공동으로 교육 로그램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

이 있다.

덴마크의 경우 성인직업훈련에 한 지원과 참여가 고용주의 의무이자 종업원의 권리로 

인식되어 노동조합과 고용주 간에 매년 체결되는 단체 약에 반 된다. 이 단체 약에서는 

회사차원에서 직업훈련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법론과 도구에 한 기본 틀  권고사항을 

제공하고, 직업훈련에 참여할 수 있는 자유를 확보하며, 특정 분야의 직업훈련 지원을 한 

직업훈련기 을 모을 수 있도록 한다. 개별 사업장을 심으로 체결되는 단체 약 수 에서

만이 아니라 노동조합 총회 차원에서의 성인직업훈련에 한 지원과 리더십도 덴마크 성인

직업훈련의 성장과 발 에서 빼놓을 수 없는 요소이다. 한 덴마크노조총연맹은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 체 차원에서의 역량개발과 평생학습의 요성도 강조하고 있다. 

핀란드도 1899년에 이미 노동자들이 세력화되면서 노동자 기 (workers' institutes)이라는 

범 한 네트워크가 생겨난다. 이 기구들은 재까지도 노동자 기  혹은 성인교육센터라

는 명칭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런 노동자 기 에서는 학력취득을 한 교육과 직업기술 훈

련, 기타 교양교육 등의 로그램을 제공하면서, 비형식 성인교육 분야에서 가장 활발하게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4. 스터디서클 학습문화의 정치적 전이
북유럽 근  교육체제  인 평생학습체제를 이해하기 한 씨앗은 민 교육이라는 

개념과 실천에서부터 생된다. 북유럽에서 민 교육은 다양한 민 운동 가운데 시작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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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으며, 이를 통해 비형식 교육기 들이 생겨나고 포크하이스쿨이나 스터디서클도 형

성된다. 이후 북유럽의 사회민주주의가 70년 이상 지속되어 나올 수 있기 해서는 끊임없

이 평등과 연 , 그리고 참여의 실천이 사회 으로 재생산되지 않으면 안 되었는데, 그것을 

가능하게 했던 힘이 바로 평등한 보통교육과 극 인 성인학습 공동체들을 구축하는 데에

서 도출되었다고 볼 수 있다(Sohlman, 1998; Larsson, 2001) 

이러한 역사  과정에서 형성된 것이 북유럽 특유의 사회조직과 국가 간의 계 모형이

다7). 이 계의 핵심은 정부와 시민사회단체들 간의 정책 의모형에서 출발한다. 북유럽에서

는 정부가 어떤 정책을 마련할 경우 그 내용을 련 시민단체에게 알려서 사 에 의를 거

치는 행이 시작되었는데, 이 때 그 핵심  역할을 담당했던 것이 스터디 서클이다8). 

북유럽의 스터디서클은 통 인 학교교육과는 차별되는, 자발  참여와 리더십을 통해 운

되는 수평  자율조직이다. 스터디서클이 운 되는 핵심 키워드는 ‘평등’, ‘참여’, ‘자율’ 이

라고 볼 수 있다9). 이러한 기본 원리의 기반 에서 스터디서클 학습자들은 개인의 삶의 문

제, 의문  요구를 스터디서클 공동체의 문제로 확 ․연결시키고, 공동체 구성원 체가 

극 으로 참여하여 기획하고 실천하며 탐구하는 가운데 삶과 착된 학습을 해나가고 있다. 

스터디서클은 자율 인 학습모임이지만 그 모임을 통해서 다양한 역할들을 해왔다. 시

으로 요구되는 사회운동의 심지 으며, 민주  의사소통체계 재생산의 심 기제 고, 

각종 정치 인 이슈나 정책에 한 의견 수렴이 이루어지는 장이었으며, 각 정당․조직․단

체들이 성장해갈 수 있는 동력을 제공한 활성화 기제 다. 

특히 스웨덴의 교육학자와 성인교육실천가들은 스터디 서클을 심으로 노동계 과 민

계층이 의식의 수 을 고취하게 되었고, 정치 으로 참여할 수 있는 시민역량을 강화하 다

고 설명한다10). 그리고 이들의 역량에 기반하여 사민당이 주도하는 정치구도가 창출되었다

고 보고 있다. 이러한 경험으로 인해 스웨덴에서는 거의 모든 정치․사회  상황에서 합의

와 타 에 의한 문제해결을 제로 하는 정치문화를 가꾸어오게 된다. 

7) 20세기에 들어서면서 북유럽의 사회조직과 국가 간의 계는 주목받아왔다. 를 들면 스웨덴에서의 사회

조직들과 국가 간의 계는 스웨덴 모델(The Swedish Model)이라며 언 되기 시작하 다. 

8) 출처: 지 린쇠핑 학(Linkӧping University) 원로교수 인터뷰

9) 출처: 지 스터디 서클 로슈어

10) 출처: 스웨덴 지에서의 교육학자들  성인교육실천가들과의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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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교육단계별로 구축된 평생학습 토대

1. 초․중등 교육 단계: 생애기초능력과 자기주도 학습능력
북유럽 국가들에서 보는 평생학습의 기 는 정확히 우리가 말하는 생애기 능력(life skill 

or key competency)을 일컫는다. 이들에게 있어서 ‘학교를 졸업한다’는 것은 교육을 마치는 

것을 의미하기보다 오히려 성인이후의 본격 인 학습을 한 자기주도  학습능력을 구축하

는 과정으로 이해된다. 

북유럽의 등  기 등교육에서는 몇 가지 측면에서 평생학습의 엔진이 될 만한 능력

들을 갖추도록 교육받는다11). 첫째, 평등한 계에서 화와 토론을 통해 민주주의를 실 하

는 것에 해서 학습한다. 둘째, 아동 스스로 자신의 성장을 추구할 수 있는 자기개발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독려된다. 셋째, 극 으로 학습에 참여하는 법을 배운다. 넷째, 자기 자신의 

장 을 발견할 수 있도록 격려된다. 다섯째, 독립 인 사고와 생활방식을 갖도록 훈련된다. 

이들 국가에서는 교육을 통해 평등이 실 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에, 교육 장에서도 어

떠한 방식의 불평등도 존재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덴마크의 학령기 학교교육

에서 강조되는 것은 주로 아동 심, 교사와 학생 간의 평등한 계, 민주시민으로서의 인성

개발, 민주주의 경험과 공유, 그리고 비  의식 등이다12). 핀란드에서도 · 등교육과정에

서 평등성을 도모하고, 아동이 향후 생애 반에서 스스로 자기 개발할 수 있는 기본 능력

을 갖출 수 있도록 독려하는 것을 기본 방향으로 하고 있다13). 스웨덴에서도 · 등교육에

서는 동학습과 문제해결, 그리고 자기주도 학습력 등이 가치 있는 교육목표로 설정되어 

있다14). 아이들은 부모  교사로부터 충분히 독립 이며, 학교 2학년까지는 어떠한 종류

의 평가도 하지 않는다. 

이 게 강조되는 교육의 목표들을 성취하기 해서 · 등학교에서는 학생들의 심과 

질문에 을 둔 수업방식을 채택한다. 주된 학습방법으로는 집단 토의, 로젝트 수행, 문

제해결 등을 활용한다. 학생들은 교육과정을 통해 개별 인 학습보다는 함께 문제를 풀어가

고, 동하는 훈련을 하게 됨으로써 사회 속에서 실제로 맺게 되는 계를 미리 학습한다. 

한편, 3국에서 겉으로 드러나는 후기 등교육과정의 설계 형태는 각기 다른 특징을 보여

주고 있다. 하지만 이 시기는 시민들의 생애발달에서 실질 인 진로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

11) 출처: 각국의 교육부 홈페이지(덴마크 교육부 http://www.uvm.dk, 스웨덴 교육부 http://wwweng.hsv.se, 

핀란드 교육부 http://www.minedu.fi)

12) 출처: 덴마크 교육부 http://www.uvm.dk

13) 출처: The Basic Education Act, 1999

14) 출처: 스웨덴 교육부 http://wwweng.hsv.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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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치 지워져 있다. 

스웨덴의 후기 등교육은 한 학교 내에서 인문교육과 직업교육이 동시에 이루어진다는 특

징을 갖는다. 16개 국가표  교육계열 가운데 어떠한 종류의 교육계열을 학교에 개설할 것

인지는 지역사회의 필요를 고려하여 학교별로 학교장이 결정한다. 직업교육과정을 듣는 학

생들은 핵심교육과정을 의무 으로 이수하고, 나머지는 선택해서 수강한다. 

덴마크의 경우, 후기 등교육을 담당하는 공식 인 교육기 은 김나지움 하나이다. 김나지

움은 학을 포함한 고등교육기 에 진학하고자 하는 학생들을 상으로 인문교육을 시키는 

교육기 이다. 그 외 직업 련성이 높은 인문교육, 청소년 직업교육은 모두 김나지움이 아

닌, 직업 문 학(vocational college) 등에서 이루어진다. 덴마크의 직업 문 학은 보통 단

기고등교육과정인데, 이들 학교에서는 고등교육과정 뿐만 아니라, 청소년들을 한 기술고시 

 상업고시 등의 비 과정을 개설하고, 실제 직업훈련과정도 제공한다. 이 외에도 다양한 

직업교육기 에서 청소년들을 상으로 하는 직업훈련과정을 운 하고 있다. 

핀란드의 경우에는 후기 등교육 단계에서 명확하게 실업계 고등학교와 인문계 고등학교

를 구분해놓고 있다. 핀란드 학생들은 종합학교 후기 3년(우리나라 학교 과정) 동안 고등

교육을 비하는 경로와 직업교육을 받는 경로  선택하게 된다. 실업계 고등학교는 산업

체와 력하여 인턴제 등 장실습 주의 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으며, 인문계 고등학교는 

학과 연계하여 이 단계에서 학의 교양교육을 미리 이수할 수 있도록 력을 강화해가고 

있다. 최근에는 실업계 고등학교에 진학한 학생들도 원할 경우 학입학시험을 치를 수 있

도록 하여 선택의 기회를 한 번 더 주고 있다.  

등교육의 기회를 가지지 못한 기성세 를 한 성인교육이 이들 국가에서는 공교육의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덴마크는 성인교육을 기본학제와 같은 수 에 의거하여 구성하

고, 정부의 재정지원으로 지자체에서 할하는 성인교육센터(VUC)들을 설립하여 운 하고 

있다. 스웨덴의 경우 성인을 한 공립학교 시스템은 지자체 성인교육인 콤북스(Komvux), 

학습장애 성인을 한 교육, 이민자를 한 스웨덴어 교실 등이 있다. 학령기 아동  청소

년들이 · 등 수 의 교육에서 받는 것과 동일한 학령인정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

는 콤북스(Komvux)는 재 모든 지자체에서 리  운 하고 있다. 학교나 학에서는 

단기 교육과정이나 단일 과목 등을 성인들이 자유롭게 수강할 수 있도록 무상으로 개설하고 

있다.   

일반 으로 북유럽에서 성인교육은 각종 타 교육정책  사회정책을 기획할 때 요하게 

함께 고려되는 분야이다. 핀란드의 경우를 보면, 이미 1970년 에 성인교육이 하나의 독립된 

분야로 인정받아, 국가 인 성인교육 계획으로 통합되기 시작하 으며15), 사회정책의 일환으

로 포섭된다(Rinne & Vanttaja, 1999: 23. 재인용 OECD, 2001a: 6). 이러한 결과로, 성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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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은 지역의 문화활동  타 교육기 과 력하는 능동 인 트 로 자리매김 되었으며, 

지역 도서 , 지역행정기 들, 다양한 지역의 회 혹은 각종 조직들과 네트워크를 맺고 활

동하는 사회의 구심 으로 역할하게 된다.

2. 고등교육: ‘유니버시티’ 중심에서부터의 탈피
이들 국가들은 산업의 요구에 부응하여 고등교육의 다양화에 주력하고 있다. 이를 한 

하나의 방법으로 직 인 문직 참여활동을 학 체제로 편입하여 공교육의 일환으로 만

드는 등 새로운 형태의 비 학 고등교육체제를 마련해왔다. 그리고 이것을 주로 지자체  

지역의 산업과 연계한 지역 착형 모형이 되도록 하고 있다. 

를 들면 핀란드의 폴리테크닉(Polytechnics)은 학 비진학자에게 고등교육 수 의 직업

교육을 제공하는 기 이다. 90년 의 교육개  과정에서 탄생한 폴리테크닉은 종래의 등 

후 직업교육(post-secondary vocational education)의 수 을 높여 기존의 학에 상응하는 

고등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한 목 을 가지고 있었다. 폴리테크닉은 처음부터 지역 내 

소기업과의 력을 통해 지역개발을 진하고, 직업세계의 변화에 부합하기 한 다양한 분

야의 교육을 실시하기 해 도입되었다(Välimaa & Neuvonen-Rauhala, 2004). 따라서 폴리

테크닉의 행정부에는 교직원, 학생은 물론 지역 내 산업계 인사도 참여한다.16) 

스웨덴의 고 직업교육인 KY(Kvalificerad yrkesutbildning) 로그램도 이러한 노력의 일

환으로 볼 수 있다. 고  직업교육 분야에 새로운 교육형식을 만들어낸 KY 로그램은 종합

학교, 단과 학, 자치단체, 사기업과 같이 범 한 역들이 참여하는 로그램으로, 본격

인 기업에서의 장학습을 통해 직업 세계의 요구를 직 으로 수용하고, 더불어 사회

15) 핀란드 교육체제 내에서 성인교육은 별개의 교육부문이 아니라, 교육체제 내에 통합되어 있는 한 부분이

다. 한 별도의 성인교육기 은 있지만 기본 으로 모든 교육기 에서 성인교육을 제공할 수 있다. 

16) 폴리테크닉은 소규모의 다양한 직업훈련기 들에서 산발 으로 운 되고 있는 직업훈련 로그램들을 고

등교육체제로 개 하여 직업훈련의 질 인 개선을 도모한 정책이라는 특징을 가진다. 핀란드 정부는 1991

년 AMK 로젝트에 따라 직업교육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해 기술·상업·보건 분야의 서로 다른 2∼8

개의 직업교육기 들의 연합 약을 이루고 이에 의해 컨소시엄 형태로 폴리테크닉을 구성하 다. 기존 85

개의 직업훈련학교들을 통합․조정하여 처음에 22개의 폴리테크닉이 설립되는데, 기존의 85개 직업교육 

조직들은 핀란드 체 직업교육 기 의 15%에 달하는 숫자이다. 폴리테크닉 개 을 단행할 때의 핀란드

의 직업훈련체제의 문제 과 개  이후의 소득은 여겨볼만 하다. 개  이 , 독립된 역으로 나눠진 

직업교육은 산발 인 학교와 기 들로 이루어져 있었으며, 장과의 력이 거의 무한 실정이었다. 이

에 정부는 직업교육의 수 을 높이고 신기술에 한 장 요구에 부응하며, 지역 착형이면서 동시에 국

제 인 수 의 직업교육체제를 구축하기 해서 폴리테크닉을 구상한 것이었다. 개 과정에서 다양한 학

교와 기 을 폴리테크닉으로 통합하고 학 제도를 개 하여 폴리테크닉 학 라는 고등교육 수 의 학

를 신설했으며, 교수의 수 을 높이고 교수 방법을 개선하 다.(Välimaa & Neuvonen-Rauhala,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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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로그램을 마치면 쉽게 취직까지 할 수 있도록 고안된 것이다. KY 

로그램 역시 지역  지역 산업과 착된 산학 력 모형을 보여 다. KY 로그램은 기 

단계에서 지역의 산업체가 특별한 지식과 기술에 한 요구사항을 확정하는 것으로 시작된

다. 이후 지역의 산업체가 주체가 되어 지역의 교육자들에게 교육요구사항을 요청한다. 요청

이 이루어지면, 교육자들과 기업체 표들이 로그램 구성을 한 원회에 참여하고, 기업

체에서는 학습장소로 사용될 노동 장과 장학습을 지도할 감독 을 선정해 다. 

이러한 장 심의 새로운 교육 형태는 성인학습자에게 공교육권에서의 학력을 획득할 수 

있는 길이 되는 동시에 실무능력에 한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장으로 다가갈 

수 있다. 한 동시에 이러한 새로운 형태의 안  성인계속교육 심의 비 학 고등교육

체제를 통해 이들 국가들의 공교육 체제는 체제의 취약한 부분을 보완하여 더욱 강력하고 

견고하게 구축되어가고 있다.  

학생들의 특성을 보면, 학교에 입학하는 학습자들은 다양한 연령의, 다양한 교육배경을 

가진 사람들이다. 그들은 개개인별로 다른 자신의 필요에 의해 학교에 입학하고 있으며, 

이러한 학습자의 다양한 배경과 목 에 따라 학습 진도와 학습방식뿐 아니라 진로도 달라진

다. 교육에 있어서 막다른 길이 존재한다고 여기지 않는 문화 덕에 성인들은 언제든지 자신

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시 에 계속학습을 해 다시 학교로 돌아오려고 한다. 그래서 

북유럽에서는 성인의 학 입학비율이 높은 편이다. 를 들어 핀란드의 경우 체 학 재

학생  25세 이상이 22% 이상이고, 30%가 결혼한 학생들이라고 보고된다17). 

이들 국가에서는 제도 으로 성인이 학교에서 학습하는 것을 다각도로 지원하고 있다. 

먼  성인학습자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한 입학시스템과 로그램을 구비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스웨덴의 경우에는 성인들이 학교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학입학자격에 25세 이상이

면서 4년 이상의 직업경력을 가지고 있으면 입학이 가능하도록 문호를 열어놓고 있으며, 덴

마크는 학교 내에 문직 종사자들이 들어와서 학습할 수 있는 별도의 로페셔  트랙을 

구비하고 있다.   

 하나의 방식은 기존의 학교 내에서 성인을 한 개방 로그램들을 제공하는 것이

다. 핀란드의 경우 학교는 개방 학 교육에 있어서 요한 역할을 한다. 개방 학은 단

순히  역에 걸쳐 다양한 로그램을 제공할 뿐 아니라 학사  석사 학  로그램까지 

제공하고 있다. 

17) 출처: 지 Tampere 학 리젠테이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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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노동시장교육: 교육-고용-복지의 삼각체제
성인들은 직업과 직장 환에 한 사회 ․심리  부담이 을 경우 보다 공격 으로 자

신의 직업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도 감과 욕구를 가질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사회 으

로 복지체제가 구축된 북유럽 성인들은 실업 후의 극 인 노동시장교육을 통해서 자신의 

능력을 향상시키고, 보다 도 으로 재보다 높은 수 의 능력을 갖추려는 시도를 할 수 

있다. 이들 국가에서는 학습을 통해 직업지 를 상향조정하는 빈도가 높게 나타난다.

북유럽 국가들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학습방식, 재정지원, 학습휴가 등의 각종 장치들을 통

해 성인들이 직업훈련이나 성인교육 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주고 있다. 

를 들어 스웨덴은 1960년  말부터 순환교육(recurrent education) 개념 하에서 언제든지 본

인의 필요에 따라 직장과 교육장을 번갈아 넘나들 수 있는 평생 순환교육 형태를 조직해왔

다. 이와 같은 평생교육제도를 구에게나 보장하기 해 공공 교육기 에서 주 하는 모든 

형태의 교육은 무상으로 실시되고, 교육목 을 한 휴직은 기간에 제한 없이 우선 으로 

신청․허가되며, 휴직기간  직장이 보장되는 것은 물론 교육이 끝나는 즉시 복귀할 수 있

도록 규정되어 있다(Sohlman, 1998)18). 이 과정에서 특히 1980년  평생학습이 노동자들의 

생존과 성장을 한 핵심 인 노동조건으로 받아들여지면서, 학습기회, 학습휴가, 학습비지

원 등 평생학습과 련된 패키지들이 노동조합 총연맹(LO)의 정책  강령으로 주장되었다. 

이에 1974년 학습휴가권법령(Employee’s Right to Educational Leave Act (SFS 1974: 981))이 

제정되어, 1975년 이래로 모든 노동자들은 법에 근거하여 학습휴가를 갈 수 있게 되었다. 

북유럽 3국은 모두 극 인 노동시장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덴마크의 경우 황 삼각형

(Golden Triangle)으로 불리는 교육, 고용, 복지를 연계하는 모형은 1994년 이후 노동시장의 

구조개  이후에 등장한 것이다. 이때부터 극심한 노사갈등을 겪은 덴마크는 이후 타 을 

바탕으로 노동시장의 높은 유연성을 보장하면서 동시에 한 실업 여 체계를 구축하고, 

직업훈련 기회를 강제 으로 제공하는 극 인 노동시장정책을 채택한다. 극 인 노동시

장정책의 구체 인 사례는 덴마크 노동시장교육(AMU, labour market training system)의 변

화과정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AMU는 창기 농업 심과정을 심으로 시작되었다가 1960

년  이후 산업 심과정으로 많이 향되었으며, 1970-80년  덴마크의 실업률이 높아지자, 

이를 억제하기 한 정부의 고용정책의 일환으로 AMU 과정을 증설하게 된다. 1990년 에 

18) 이를 한 구체  시책은 다음과 같다.

◦ 공공교육기 에서 실시하는 모든 형태의 교육은 무상이다.

◦ 교육목 을 해서는 우선 으로 휴직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

◦ 휴직 기간  직장이 보장되어 교육을 마친 후 즉시 복직할 수 있다.

◦ 교육기간  국가로부터 여 장학 을 받아 생활비에 충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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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 노동시장에서 실제 으로 필요로 하는 지식, 기술 등의 필요가 증가하면서, AMU에서

는 지역사회의 기업과 훈련기 과의 긴 한 연 를 통해 사회에서의 필요도가 높은 훈련과

정들을 제공하기 시작했다. 덴마크에서는 2000년 VEU 개  이후, 성인직업훈련을 통해 교육

수 이 낮은 성인들에게 숙련노동자들과 비슷한 수 으로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훈련과

정을 제공하는데 을 두고 있다.19)

스웨덴의 경우에도 노동시장 정책은 성인 훈련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다. 으로 국가

(the Swedish National Labour Market Administration)에서 성인훈련 자 을 지원하며, 학습

자는 국가의 노동 원회에 의해서 훈련과정에 배치된다. 노동시장 정책을 한 정부의 목

은 완  고용과 경제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원활하게 기능하는 노동 시장을 만드는데 있

다. 이를 해 1) 구직자와 구인 자리의 효과 인 연결, 2) 구직자를 한 능력과 기술 향상 

로그램 제공, 3) 모든 부문에 있어서의 경제 성장과 경쟁력 있는 경제생활 도모, 4) 사람들

의 참여감 도모, 5) 성별 간 평등 보장, 6) 유연하고 안 한 노동 생활 보장 등에 을 두

고 있다.

일상 으로 이루어지는 극 인 노동시장훈련 외에도 직업훈련을 해 스웨덴에서는 성

인교육의 도약(The Adult Education Initiative, AEI), 고  직업교육  훈련 로젝트

(Advanced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KY), 개인 역량 계좌제 등, 덴마크에서는 순

환교육을 한 10개 로그램, 성인교육  직업계속훈련 개 인 VEU 개  등, 핀란드에서

는 폴리테크닉, 고령근로자능력개발을 한 국가 로그램 등 극 인 련 정책들이 수

립되어 실행되어 왔다.   

4. 노르딕 평생학습의 배아(胚芽)로서의 “민중교육”
북유럽 국가들의 공교육체제를 포함한 교육은 근본 으로 민 교육이라는 씨앗을 발 해 

성장하고 진화해 나온 것이라고 볼 수 있다20). 북유럽에서 민 교육이라는 개념과 실천은 

역사 으로 덴마크에서 스웨덴으로, 그리고 차 핀란드로 되어 나간다. 민 교육에 해

당하는 덴마크어는 fri folkeoplysning이며, 여기에서 fri는 시험이나 학력 등으로부터 자유롭

다는 의미를 나타내며 oplysning은 enlightenment와 유사한 개념으로 이해된다21). 

19) 출처: 지 AMS 리젠테이션 자료

20) 이것은 마치 1600년 부터 1800년  사이에 국에서 popular education이 을 한 공교육을 지칭하

는 용어로 사용되었던 것처럼 이들, 국가에서도 민 교육은 에 한 보편교육체제를 국가가 갖추기 

훨씬 이 부터 이들을 한 일반교육체제로 이해되었다고 볼 수 있다. 

21) 스웨덴어에서의 민 교육은 folksbildning인데, 여기에서 bildning은 독일어의 bildung과 유사한 개념으로

서 cultivate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핀란드는 스웨덴으로부터 자유를 획득할 때까지 공식 으로 스웨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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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민 교육의 통은 북유럽의 정치와 사회, 문화를 떠받치고 있는 핵심 인 사회운

동으로서의 민 운동과의 깊은 련성 속에서 탄생한 것이었다. 덴마크의 사례를 보면, 이들

의 역사 안에는 마을자치와 자율의 통이 지속 으로 존재한다. 세 부분의 유럽 국가

들이 건제를 경험하고 있었지만 덴마크 농민들은 노  혹은 농노로 락한 경험이 없

다. 1200년  덴마크 주민들의 부분은 주로 자 농민들이었는데, 당시 귀족이나 산층등 

계  우월성을 주장할만한 집단들이 거의 존재하지 않았다. 1733년 농노 속법이 공포되

면서 모든 농민들은 그들이 태어난 지에 귀속되며 자유로이 이동할 수 없도록 되었지만 

이것도 랑스 명 직 인 1788년 폐지되었고, 농민들은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후 덴마크는 사회민주화  민족주의의 길을 걷게 되는데, 그룬트비히를 통해 리 알려

진 포크하이스쿨은 덴마크의 민주화 역사와 맞물려 나가게 된다. 1814년 야간학교(evening 

school)가 시작되었는데, 일종의 노동교육  직업교육을 담당하면서 주로 8시간 공장노동을 

마친 노동자들에게 교육(당시 4년) 이후의 교육을 제공하 다. 한편, 1844년에는 최 로 

기숙형 학교인 포크하이스쿨(folk high school)이 문을 열게 되는데, 이 두 가지 형태의 비형

식교육기 들은 덴마크 교육의 비형식  측면을 그 로 보여 다. 즉, 학력인증에 얽매이지 

않는 교육기 , 제도 그리고 그에 한 지원 시스템 등이 직업교육, 야간학습, 성인교육 등 

다양한 장면에서 발견된다. 다시 말해서 덴마크 교육을 이끈 교육형태들은 결코 국가의 공

교육체제가 아니었으며 오히려 자치에 기반한 비형식 교육기 들  자기학습의 통들이 

교육의 기반을 구성하고 있었던 것이다.

덴마크의 민 교육이 주로 국민주의의 발 으로서 문화와 이념에 한 학습에 치 하는 

것이었다면, 스웨덴의 경우 그것은 오히려 매우 실용 인 성격을 강하게 가지는 것이었다. 

스웨덴의 사회민주주의  정치체제가 가능했던 이유는 그 근 에 강력한 사회운동의 일상화

가 구축되어 있었기 때문인데, 그것을 가능하게 했던 힘이 결국 민 교육  통에서 나왔

다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스웨덴의 민 교육  통은 노동자 운동과 그 과정에서 노동

자들의 자기학습과정에서 생겨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1800년  말 스웨덴은 가난한 나라

다. 그러나 루터교의 향으로 국민이 을 읽을 수 있었고 등학교가 보편화되어 있었

다는 에서 스웨덴 노동자들은 다른 나라 노동자들과 매우 달랐다. 스웨덴에 1870-90 산업

명이 도입되었을 때 노동자들은 부분 문해자 다. 1880-1910년 사이 스웨덴은 민주주의

 토 를 구축하 고, 그것은 여러 가지 종류의 민 운동에 터해 시작된 것이었다. 제운

동(temperance movement), 노동운동(labor movement), 자유교회운동(free church 

movement) 등이 서로 얽  새로운 사회 구조를 직조해내고 있었다. 당시 이러한 운동들은 

어를 사용하 고, 따라서 스웨덴식 민 교육의 흐름이 상당 부분 이식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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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크하이스쿨이나 스터디 서클 운동 등의 자기학습(self-education)과정과 깊은 계를 맺고 

있었다. 한 1930년부터 1976년까지 사민당이 지속 으로 집권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민

운동이 그 근 를 받쳐주고 있었기 때문이다.

흥미로운 은 스웨덴 공교육의 발 과 성인학습체제의 발 이 거의 같은 시기에 이루어

질 수 있었던 것은 그 뿌리가 동일하게 민 교육의 이념  그것을 실천하는 다양한 비형식 

비정부 교육기 에 의존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컨 , 스웨덴 시민사회교육(포크하이스쿨 

 스터디서클)에 정부지원이 시작된 것은 1947년으로서 이것은 등교육이 9년으로 의무교

육화 되기 훨씬 이 이었다22). 다시 말해서 노르딕 국가들의 교육체제는 학교교육체제와 거

의 동시에 민 교육이 시작되었으며, 후자가 훨씬 빠른 속도로 주민자치를 통하여 성장함으

로써 이들 국가의 학습문화  평생학습체제의 기 로 자리 잡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Ⅳ. 학교체제와 연계된 성인계속교육의 특징

1. 초기학교교육과 성인계속교육의 구조적 연계
북유럽의 교육은 비교  학력으로부터 자유롭게 발달해왔다. 취업을 해 학력이 큰 역할

을 하지 않는 특수성과 함께 역사 으로 강력한 주민자치  사민주의  평등화 사상은 ‘학

력을 부여하는 교육’과 ‘학력으로부터 자유로운 교육’의 차별성이 약화될 수밖에 없는 사회

 분 기를 형성하 다. 결국 우리나라처럼 ‘학력이 부여되는 학교’와 ‘학력과 상 없는 성

인계속교육’이 구조 으로 이분화 되지 않는 교육체제를 가지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기학

교교육과 성인계속교육은 자연스럽게 연계될 수 있게 되었다. 

이들 국가에서 성인 비형식 직업교육과정은 학교교육체계와 교류가 가능하도록 체계화  

구조화되어 있다. 북유럽에서는 성인 비형식 직업교육과정에서의 학습이 사회 으로 소외되

거나 경시되는 것을 방지하고, 보다 활성화하면서 동시에 질 인 수 을 향상시키기 해서 

학교교육체계와 교환 가능한 형태의 학   자격 제도로 환시켜가고 있다. 덴마크의 경

우 1989년부터 이미 성인교육 역과 일반학제간의 교육수 을 평행하게 만드는 개 을 실행

하 으며, 직업교육에서 얻은 자격증으로도 고등교육에 입학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하

다. 

22) 이것은 마치 1600년 부터 1800년  사이에 국에서 popular education이 을 한 공교육을 지칭하

는 용어로 사용되었던 것처럼 이들 국가에서도 민 교육은 에 한 보편교육체제를 국가가 갖추기 

훨씬 이 부터 이들을 한 일반교육체제로 이해되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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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의 경우 코뮨성인고등학교 산의 경우 지자체의 학교일반 산 안에 포함되어 있으

며 별도의 항목으로 책정되지 않는다. 한 학력을 부여하지 않는 포크하이스쿨 출신자들이 

학에 입학하는 것을 허용하기 하여 별도의 입수능을 실시하고 있으며 일정 비율 이상

의 학생들이 그 검정을 통하여 선발되도록 제도화하고 있다. 컨  우리나라의 경우로 비

유해보자면 검정고시 출신자들의 입학을 한 정원할당제도를 실시하는 것이다. 

핀란드는 폴리테크닉 개 을 통해 등 후 교육수 의 직업교육 기 들의 로그램을 통

합․연계하여 수 을 한 차원 높이면서 학학 에 하는 폴리테크닉 학 를 마련했다. 이 

학 를 가지고 학교에 입학할 때 상당한 학 을 인정받고 편입할 수 있으며, 2005년부터

는 폴리테크닉 학원으로 곧장 진학할 수 있도록 학원 과정도 마련해놓고 있다.23)  

2. 국가기간학제 내의 평생학습 기회 제공
북유럽은 학교체제를 심으로 평생학습체제를 구축하는 표 인 경우이다. 3국 모두 학

교 교육과정이 평생학습자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운 되고 있으며, 학생들이 학습을 강제로 

종결지어야 하는 막다른 길(‘dead-end’)이 존재하지 않는다. 학령기 학생이 곧장 상  학교로 

진학하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다양한 다리역할을 하는 경로를 통해 얼마든지 상 학교로 진

학이 가능하고, 평생 동안 계속되는 학습의 기회를 통해 지속 으로 학력을 보완할 수 있는 

장치가 기본 학제 안에 마련되어 있다. 

구체 인 를 들면, 스웨덴의 경우 학과목 성 에서 ‘낙제(fail)’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고 

‘통과 못함(not passed)’이라는 표 을 사용하는 것에서 볼 수 있듯이, 모든 사람들이 구나 

일정 수 의 능력에 도달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으며, 시간과 노력 그리고 여건만 

주어진다면 구나 ‘통과(passed)’할 수 있다고 믿는다. 결과 으로 학업 성 이 뒤떨어지는 

아이들도 결코 자신을 낙오자나 실패자라고 생각하지 않고, 속도만 조  늦을 뿐 언제든 도

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만일 고등학교를 좋은 성 으로 졸업하지 못함으로써 학입학이 불가능할 경우 스웨덴 

아이들은 다양한 방법의 만회할 기회를 가지고 있다. 포크하이스쿨이나 지역의 성인고등학

교(KomVux)에서 고등학교 과목을 재수강하거나 다른 체과목을 이수함으로써 자신의 이  

성 을 바꿀 수 있다. 우리로 말하면 검정고시 겸 수능의 역할을 하는 학입학수능시험이 

있고, 직장에 4년 이상 다닌 경험이 있는 25세 이상의 성인을 한 특별 형도 있다. 

23) 출처: 핀란드 교육부 폴리테크닉 담당자 리젠테이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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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평생학습체제 정책관리의 특징

1. 평생학습체제에 대한 장기적 통합개혁
북유럽 국가들에서는 스웨덴의 살쮀바덴 약24)이 상징 으로 보여주는 것처럼, 모든 개

 과정에서는 우선 으로 최우선의 원칙과 방향에 한 합의가 이루어지고 그 이후 세부 

과제에 한 개 이 이루어진다. 이 흐름 속에서는 비록 내각이 바 는 일이 있더라도 일단 

거시 으로 합의된 사안에 해서는 체계 인 개 이 지속된다. 특히 스웨덴의 경우 이것이 

가능할 수 있는 이유는 교육부와 국가교육청이 분리되어 있음으로써 일단 교육부 차원에서 

이루어진 정치  결정이 교육청으로 넘어가면 그 이후는 거의 정치  향력으로부터 자유

로운 독자 인 행보를 보장받기 때문이다. 이러한 체계가 정책수립과 집행의 패키지로서의 

일 성과 장기 개 의 가능성을 열어 다.

이러한 은 지난 20년간 덴마크에서 이루어진 다양한 교육개 과정에서도 살펴볼 수 있

다. 1990년  반의 “ · 등학교(Folkeskole) 개 ”과 동시에 일반 고등학교 교육

(Gymnasium) 개 이 있었으며, 1990년  반에는 후기 등교육 단계에서의 직업교육  

훈련체계의 개 이 이루어졌다. 그 이후에도 고등교육개 (Higher Education Reform)이라는 

학행정의 주요한 개 이 이루어졌으며, 2000년에는 다시 직업교육분야에 한 개 (VET 

개 )이 단행되었고, 2001년에는 성인교육 역의 직업훈련과 련된 개 (VEU 개 )이 이

루어졌다. 한 2002년 정권이 교체되면서, “보다 나은 교육(Better Education)”이라는 새로

운 교육개 이 제시되었다. 이 듯 덴마크는 · 등학교부터 고등교육, 성인교육까지 순차

인 개 을 통해서 통일성 있고 유연한 제도를 마련해가고 있다. 

한편, 세 나라 모두 하나의 개  패키지를 완성하기 해서 5년에서 10년에 걸친 단계  

개 과제들을 순차 으로 진행하 다. 컨  스웨덴은 1962-1977년 사이 하나의 통일성 있

는 교육체계를 구축하 고, 다시 1991년 이후 재까지 일 성 있는 교육정책을 견지하고 

있는데, 이 개  드라이  안에는 각 부문별 평생학습체제의 단 들이 서로 모순되지 않고 

호응되도록 기획되어 있다. 덴마크는 1985년 “10포인트 로그램”을 설계도로 하여 등교육

24) 살쮀바덴 약이란 1938년 스웨덴의 생산직노조 국 앙조직(LO)과 사용자연합(SAF)이 체결한 약이다. 

이 약은 기본 으로 노조 측에는 산업평화를 유지할 기본책무를 부여하고, 사용자 측에는 노조활동의 

자유와 단체행동권을 침해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약에는 경제발 을 해서는 생산성증 를 

통한 기업 육성이 시 하며 이를 해 노조 측에 생산수단 국유화 포기 등의 양보 등을 요구하는 신 

이에 상응하는 복지를 확충해 다는 략이 담겨 있다. 살쮀바덴 약은 앙조직사이에 노사자율교섭의 

원칙을 세웠다는 에서 다른 의미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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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에서 시작하여 고등교육  직업교육개 에까지 평생학습체제의 한 사이클을 모두 개

하 는데, 2002년의 ‘보다 나은 교육(Better Education)’ 개 은 완결된 총체  개 로그램

의 업데이트 버 이라고 할 수 있다. 핀란드에서는 교육연구발 계획이라고 이름 붙여진 개

 드라이 가 매년 5개년 단 로 계획․집행되고 있는데, 이 안에는 유아․ 등교육에서부

터 고등 직업교육에 이르는 모든 단계의 평생학습체제가 일 성 있게 포함되어 있다. 

2. 평생학습-노동을 통합적으로 담당하는 주무부서
3국은 모두 어떠한 략으로든지 국가의 평생학습을 총 으로 다룰 수 있는 행정체제를 

구성하는데 노력을 기울인다. 특히 평생학습이 사회 반 인 정책에 있어서 주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되면서 행정부서의 구조조정과 신설을 통해 효율 으로 련 책무를 담당할 수 있

도록 개편한다. 덴마크의 경우에는 노동부가 직업훈련체제를 할하고 교육부가 나머지 

부분의 성인교육을 담당해오다가 2001년에는 성인직업훈련체제에 한 업무도 교육부로 이

시킨다. 이 때 노동부에서 노동시장교육을 담당하던 부서 체를 그 로 교육부로 옮겨옴

으로써 노하우와 문성 수 상을 방지하고 있다. 이 게 함으로써 기존의 노동시장정책 

주의 직업훈련행정과 교육 의 성인교육행정이라는 이원지배구조를 통합하여 노동과 교

육을 보다 일 되고 통합된 에서 연계하는 교육행정구조를 살리고자 하고 있다. 

핀란드의 경우 약 350명의 문가가 있는 교육부 산하 기구인 “국가 교육 원회(National 

Board of Education)”는 자격 리, 로그램 개발, 교육성과 평가 등의 업무를 담당하면서 

국가 교육 반에 한 정책 수립과 지원 기능을 종합 으로 수행한다. 

스웨덴의 경우에는 유년학교(pre-school), 학교, 방과 후 교육 간의 통합을 해서 1998년, 

유년학교와 방과 후 학교에 한 책임을 보건복지부에서 교육부로 이 시켰다. 

Ⅳ. 결론 및 제언

지식경제의 등장과 노동시장의 지구화는 산업사회와 질 으로 구분되는 노동력 공 패턴

을 만들어 냄으로써 이러한 심을 증폭시키고 있다. 세계 으로 청년 실업, 이민자 실업, 

노년층과 여성의 실업은 장기화  구조화되는 국면을 보이고 있다. 일견에서는 그것을 노

동시장정책의 실패로 보는 견해도 있었지만, 이제 이 문제를 보는 기본 인 시각은 극

인 노동시장정책이 직 훈련의 차원을 넘어선 평생학습의 거시  지원체제와 결합할 때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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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구조  고용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쪽으로 선회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교육계의 가장 큰 과제  하나는 고립된 교육공간 심의 시스템에

서 벗어나 평생학습이라는 개념 하에 일상 인 삶과 학습을 구조 이면서도 방 으로 

연계시키는 체제를 구축하기 해서 어떻게 사회를 재구조화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될 것이

다. 이러한 교육계의 고민에 북유럽 국가들의 평생학습체제는 다양한 정책  상상력  구

체 인 시사 을 제공해 다. 

가장 근본 으로 제시하는 시사 은 평생학습체제가 완 고용을 지향하는 노동시장  사

민주의  복지국가체계의 엔진 역할을 하면서, 그 안에 학교교육체제, 노동시장교육체제, 그

리고 시민사회교육체제를 포용하는 통합체제로 작동할 수 있다는 이다. 북유럽의 포

인 평생학습체제의 구조 인 틀은 국가-시민-노동시장의 결속과 연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들 국가에서는 3자 간의 조합주의  연 에 의해 시민의 자발  학습문화를 생성하면서, 

노동  고용을 고려한 교육정책을 실행하고, 교육기회와 결과의 평등을 추구해갈 수 있는 

토 를 마련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은 특히 성인교육부문과 련하여 1) 극  노동시장교

육정책, 2) 시민사회단체 주도의 자유교양교육, 3) 공교육의 일부로서의 성인학습 등으로 나

어 살펴볼 수 있다.  

먼  북유럽 국가들에서는 극 인 노동시장교육정책을 펼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북유럽 사회민주주의의 핵심은 자본주의  생산정책과 사회주의  분배정책으로 특징져진다. 

국가가 분배의 부담을 덜고 막 한 자원을 확보하기 해서는 가능한 한 경제활동인구의 비

율을 높이고 그들에 한 완 고용정책을 실 해야 한다. 스웨덴의 -메이드네르 정책의 기

조가 바로 이것을 지향한 것이었다. 노르딕 모형으로 이름 붙여진 성인교육  노동시장교

육 모형은 이러한 ‘공격 인 노동시장정책’에 의해 드라이 된 것으로서 시장과 기업의 극

 참여가 제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특히 실업률을 이기 해서 성인 실업자를 한 

훈련 로그램 등을 실시하게 하고 있으며, 실업문제의 해결과 동시에 산업계에서의 부족한 

기술 문제를 극복하기 해 경제활동인구의 역량과 자격을 향상시키기 해 노력하고 있다. 

둘째, 시민사회단체가 주도하고 있는 자유교양교육의 역할을 볼 수 있다. 북유럽 국가들의 

높은 성인학습참여율의 근 에는 활발한 시민사회활동  자발  조직 활동에 기 한 왕성

한 학습활동이 내재해 있다. 등 이후의 교육에 해 스스로 학습기반을 확보해 온 노동계

은 이후 그 힘을 바탕으로 노동자 심 정치사회화에 성공하 고, 에 들어서서도 이들

의 학습조직화는 사민당 심의 이념과 정책이 나름 로의 주도성을 빼앗기지 않고 유지해 

갈 수 있는 근간을 제공해 왔다. 재 상당 부분 료화되기는 했지만 사회 반에서 이루

어지는 끊임없는 사회운동의 기류는 학습과 참여의 문화를 일상화하고, 그로 인하여 다시 

사회운동에 에 지를 공 받는 환류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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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성인학습이 공교육의 일부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북유럽은 외 없이 교육을 공  

역이 담당해야 할 부분으로 보고, 사회분배와 평등, 그리고 민주화의 차원에서 교육문제에 

근한다. 이들 나라에서 교육은 공공 역이 담당해야 할 과제이며 성인교육도 외는 아니

다. 비록 1990년  경제 기 이후 성인교육에 제공되는 지원 의 비 이 어들기는 했지

만 여 히 성인교육은 공공교육체제의 한 부분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당연히 이에 한 국

가의 공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 

이 듯 성인학습 부문에서의 노동시장, 시민사회, 정부의 력체제  역할분담은 고등교

육, 등교육, 등교육 수 으로 내려올 때에도 마찬가지로, 각 교육수 에서 요구되는 방

식에 맞게 조정되어 용된다. 그리고 그 장이 바뀔 때마다 력체제는 노-사-정, 산-학-  

등의 다양한 연계체제로 바 어간다. 력 계를 맺으면 이들 3자는 공동의 책임 하에 각각

의 정책 아이디어를 기획하고 실 해가게 된다. 이 게 해서 상호 배타 이거나 고립되지 

않고, 서로 연결되고 겹치는 방식으로 정책을 개방해 나감으로써, 시 지 효과를 통하여 

체 인 학습수요와 학습의 질 인 측면을 포 으로 상승시키는 결과를 만들어내게 되는 

것이다.  

이상 본 논의에서는 북유럽의 평생학습체제를 3국에 있어서 공통 으로 통하는 특성을 

심으로 살펴보았다. 북유럽 사례가 갖는 시사 은 평생학습체제를 해 재 존재하는 교

육체제 외에 별도의 것을 구축해야 한다기보다는  교육체제를 ‘평생학습’이라는 개념 하에 

그 기본원리, 작동방식, 그리고 련 체제 간의 연계 형태 등을 새롭게 조직하는 것이 필요

하다는 것을 보여 다는 에 있다. 북유럽의 경우 통 으로 구축되어온 개념 혹은 용어 

이 의 평생학습체제를 ‘평생학습’이라는 용어를 통해 그 의의를 해석해낼 수 있다고 본다

면, 우리의 경우에는 역으로 ‘평생학습’이라는 개념을 극 으로 교육체제 안에 심는 일을 

해나가야 하는 상황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북유럽 사례를 통해 우리나라 평생학습 체제를 

구축하기 한 시사 을 도출하여 본격 인 방법과 략을 얻는 작업은 향후 다른 논의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양상을 읽어내는 일도 지속 인 과제로 남아있다. 북유럽 모형은 이 순간에도 변

화하고 있는 역동 인 생물체이기 때문이다. 이들 국가들의 평생학습체제는 외부환경의 변

화에 따라 인식을 바꾸고, 정책을 조정하며, 실행 략과 술을 개편해가는 여정 에 있다. 

특히 북유럽 모형은 1990년  이후의 유럽 경제 기 상황  그 이후 물살을 타고 있는 

EU 통합정책의 향으로 변화하고 있다. 1990년   핀란드는 10퍼센트에 육박하는 실업률

을 잡기 해 거의 모든 정치  이념과 경제  정의 실  정책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으며 

가장 신속하고도 명료하게 신자유주의  정책을 수용한 경우로 평가받고 있다. 덴마크와 스

웨덴은 그에 비하여 정도는 덜한 편이지만 최근 들어 뚜렷하게 신자유주의 으로 개편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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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는 모습을 보여 다. 더군다나 스웨덴의 경우 지난 2006년 9월 17일 총선에서 도우

연합이 승리하면서 향후 정책방향이 어떻게 설정되고 실행될지에 해서 세계 으로 심이 

집 되어 있는 상태이다. 이들 국가들이 이러한 변화의 과정 속에 잠재되어 있는 환경  요

인을 어떠한 방식으로 정책과 조율하면서 평생학습체제를 수정․보완해 가는지 지속 으로 

그 상응 계를 읽어내는 작업을 해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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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felong Learning System in Scandinavian Countries: 

The Old Future

25)Soonghee Han*․Kyung-ae Kim**․Jung Eun Lee*

Scandinavian countries have been building educational systems and implementing 

educational policies even before the word of 'lifelong learning' is used. 

Scandinavian lifelong learning can be characterized by three main aspects. First, in 

Scandinavian countries, labour workers insisted on having opportunities to learn as their right. 

Also they have learning culture from the tradition, in which lifelong learning is embedded. 

Second, Scandinavian educational systems have provided lifelong learning opportunities at 

every stages. Primary and secondary education draw attention to life skill/key competencies 

and self-directed learning as the foundation for lifelong learning. At higher education, various 

non-university higher education systems have been established to give adults learning 

opportunities. Public school education and adult continuing education are structurally linked. 

Third, progressive labor market education is developed with triangle system- connection of 

education, labor market, and welfare. 

The public and adult education systems in Scandinavian countries have been developed 

based on the long-established tradition of nonformal popular education, and the ministries 

of education are leading long-term and integrated reforms. Lifelong learning system in 

Scandinavian model directs social democratic welfare systems and labor market systems for 

full employment. Finally, lifelong learning system as an umbrella system includes school 

education, labor market education, and civil education systems. And these systems are 

organically and structurally linkaged. 

Key words: lifelong education, lifelong learning policy, education system, nordic count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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