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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논문은 Amartya Sen의 토 역량 근이 더 나은 삶에 한 발 의 
개념을 어떻게 확장하 는가에 한 논의와 그의 안  근이 교육
의 으로 어떻게 해석될 수 있는지 논의한다. 교육개발 력에서 발

의 개념은 국가의 경제  생산력과 개인의 소득에 필요 이상의 강조
를 부여하고 있으며, 주요한 평가지표들이 경제  재화와 효용성에 

을 맞추고 있다는 비 을 받고 있다. Sen이 지 한 바와 같이 재화와 
효용을 통한 발 에 한 평가는 실제 삶의 다양한 환경과 맥락을 담아
내지 못하고, 편 한 해석만을 허용한다. 같은 이유로 개발 력에서 
교육의 역할은 경제  보상을 높이기 한 도구  수단으로서의 의미
로 그 역할과 의미가 축소되었다. Sen의 토 역량 근은 개인이 가치 
있게 여기는 삶에 한 극 인 선택의 자유를 확 하는 과정으로서
의 발 을 추구하며 그 안에서 우리는 교육의 역할과 의미를 도출해 
내고자 한다. 본고는 교육의 으로 Sen의 토 역량을 해석하고, 이후 
토 역량 근의 교육개발 력에의 용 가능성을 탐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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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국제개발 력 분야에서는 ‘무엇이 발 1)인가’에 한 충분한 사유 없이 ‘어떻게 발 시

킬 것인가’에 한 논의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 공여국이 제공하는 원조의 투입 

비 산출 혹은 성과의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어떻게’에 한 “원조 효과성” 논의와 함께, ‘어

떻게’ 세 를 거쳐 함께 번 할 수 있는가에 한 “지속가능발 ” 논의가 각각 2008년 리

회의와 1992년 리우회의 이후 지 까지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다. 사회가 차 다원화됨에 

따라 무엇이 더 나은 삶인가에 한 다양한 해석이 가능함을 검토하지 못했고, 발 에 

한 명확한 합의가 없이 계속해서 “How”에 한 답을 얻기 해 애써왔다. 그 다면 지 까

지 발 에 한 지배 인 지표는 무엇이었을까? Headcount 지표2)라 불리는 경제생산량에 

의한 개발 평가는 2차 세계  이후 개발의 역사에서 가장 효율 인 지표로서 활용되어왔

다(Alkire&Roche, 2011). 그리고 1990년 유엔개발계획(UNDP)은 발 을 측정하는 ‘인간개발지

수(Human Development Index)’를 통해 국민총생산과 같은 경제  측면만을 강조해왔던 

‘Headcount’의 근에서 교육과 보건이라는 지표를 추가함으로써 발 에 한 해석의 범 를 

확장시켰다. 

   이러한 시도에 큰 기여를 한 인도의 철학자이자 경제학자인 Amartya Sen은 개인의 가치

가 어떻게 사회선택이론에 용될 수 있는지, 어떻게 분배의 정의를 이룰 수 있는지에 

한 논의로 노벨경제학상을 받았다. 그의 이론  통찰은 인도라는 국가의 경제를 뛰어 넘어 

국제사회의  지구 인 개발문제에까지 엄청난  효과를 가져왔다. 그는 발 에 한 

논의가 국가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국가를 구성하고 있는 개인의 차원으로 구체화되기 

해서는 발 의 지표로서 표 으로 사용되어온 GNP, 소득, 효용이나 복지의 비교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주장하 다.3) 오히려 개인이 처한 사회  환경과 문화 속에서 그/그녀가 

얼마나 자신의 삶을 자유롭게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는가에 한 자유, Capability(이후, 토

1) 어 'development'의 번역어이며 ‘발 ’이외에 ‘개발’이라는 말로 함께 혼용된다. 본문에서는 일반 으로 

‘개발’ 신 ‘발 ’을 사용한다. 단, 다른 용어와 함께 통용되는 경우, 를 들어 ‘개발학’ ‘교육개발 력’ 

‘국제개발 력’ ‘국제개발목표’등의 경우에는 ‘개발’이라는 말을 굳이 ‘발 ’으로 바꾸지 않는다.

2) 체 인구 비 빈곤선(Poverty line) 아래 인구의 비율을 의미하는 지표로서, 국가의 빈곤 정도를 측정하

는데 가장 손쉽고 효율 인 지표로 활용된다. 

3) Sen은 테  강좌(A. Sen, “Equality of What?”, Tanner Lectures on Human Values: Volume I, Cambridge 1980: 

195~220)에서 공리주의와 Rawls(John Rawls)의 이론에 한 안으로 토 역량 근을 도입하 고, 이후 

많은 후속 작에서 이것이 어떻게 삶의 질과 발 을 분석하는데 활용될 수 있는지를 극 으로 해명

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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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량으로 번역)야 말로 발 을 해석하는 안  이라고 말한다(Sen, 1980). 

   Lewis를 포함한 기존의 경제학자들과 달리 Sen은 발 의 본질을 논의할 때, 경제  풍요

로움 즉, 소득이 아닌 개인의 자유의 확장에 심을 두었다(Sen, 1999). Sen에게 소득 지표는 

발 을 말할 때 덜 요한 것이 아니었다. 단지 발 에 한 논의에서 보다 본질 인 개인

의 실질  자유에 한 더 많은 강조를 요청하기 함이었다.  Sen은 다음과 같이 자유 

심  개발 근법의 필요성을 주장하 다. 첫째, 자유는 개인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결과

를 성취하는 선택의 과정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궁극 으로 추구해야 하는 발 의 결과이

기도 하다. 하지만 부분의 경우 우리는 자유를 말할 때 결과를 성취하기 한 수단 즉, 

얼마나 소득을 높이고 소비를 늘리는데 요한 수단이 되었는가에 집 한다. 그러나 자유

는 정치 결정에 한 참여와 사회  선택의 과정에서 ‘수단’으로서의 발 뿐만 아니라, 발

의 ‘결과’로도 해석되어야 한다. 즉 성취를 한 자유만큼이나 자유 그 자체가 갖는 발

의 결과  의미도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 둘째, Sen은 많은 사례를 통해서 발 의 목표를 

소득증 가 아닌 자유의 확장으로 두었을 때, 개인이 성취할 수 있는 실질 인 기회가 확

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 다. 자유의 확장을 의미하는 사례는 수 없이 많이 나열 될 

수 있다. 를 들면, 사망이나 질병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자유, 가치 있는 직장을 가질 

수 있는 자유, 범죄나 분쟁으로부터 벗어나 수 있는 자유, 배움의 자유 등을 들 수 있다.  

   토 역량 근에 한 연구는 교육분야에 비해 철학, 사회복지학, 윤리학 등 다양한 분

야에서 더욱 활발하게 다 져왔다. 그러나 Sen이 이것을 이론(theory)이 아닌 근(approach)으

로 특성을 규정지었다는 을 강조해야 한다. 따라서 Sen의 논의를 잇는 후속 연구들은 

Alkire(2002; 2004; 2005; 2011)와 Robeyns(2000; 2002; 2003; 2005a)와 같이 이론  기 를 확

립하려는 시도에 비해 장에서의 실천  역에서 용문제를 다룬 연구가 더욱 활발하게 

이 졌다. 토 역량 근의 핵심 인 논의인 개인의 주체 이고 능동 인 ‘자유의 확 ’와 

‘인간의 발 ’은 교육의 목 과 많은 부분 첩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 분야와 비

교하여 교육의 역에서 충분히 다 지고 있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교육 분야에서 다

진 표 인 연구로 Walker와 Unterhalter(2007), Saito(2003)와 같은 학자들이 뒤를 잇고 있다. 

Sen과 토 역량 근 연구를 함께 진행한 교육철학자 Nussbaum(1993; 1998; 2000; 2003)은 

Sen에 비해 인문학  소양  술교육의 역에 보다 을 두어 논의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Sen에 한 연구가 정치학과 윤리학 분야에서 철학  근으로 다 지는 인

권과 민주주의에 한 논의(Mok, 2010; 2011; Heo, 2013; Oh et al., 2015), 사회복지정책 수립

을 한 안  패러다임으로의 논의(Choi&Suh, 2006)가 있다. 교육 분야에서는 최근에 연구

된 정윤경(2015), 유성상 외(2015)와 Mok&Jeong(2016)의 논문정도가 있을 뿐이다. 정윤경

(2015)은 교육의 역에서조차 경제 논리가 작동하고 있는 것에 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한다. 즉 능동  존재로서 교육 행  주체성(agency)을 키우는  토 역량 근이 교육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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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어떠한 시사 을 부여하는지 검토하고, 인간 심의 자유 확 와 자유교육과의 첩, 그

리고 사회 안 망으로서의 학교교육의 한계와 가능성에 하여 논의하고 있다. 유성상 외

(2015)는 오늘날의 학교육의 문제 을 다양한 에서 비 하면서 Sen의 토 역량 근

을 통해 교육의 본래  의미강조와 비가시  측면에 한 교육의 가치 측정, 학습주체를 

심으로 일어나는 역동 이고 복잡한 상황에 한 능동  처 등에 한 안  가능성

을 탐색함으로써 학교육의 목 과 방향을 제시하 다. Mok&Jeong(2016)은 Sen의 토 역량

근이 내포하는 교육  의미에 한 철학  논의를 시도한다. 특히 Sen의 근이 교육에 

갖는 이론  결함을 교육의 본래  가치와 비경제  도구성의 가치를 강조함으로써 극복하

고자 하 다.  

   본 논문은 교육  으로 Sen의 토 역량 근을 재해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교육개

발 력’ 분야에의 용가능성을 논의하고자 한다. 교육개발 력은 인간의 발 을 논의하는 

개발학에서 교육을 통한 성장과 발 , 그리고 교육이 갖는 의미를 밝 내는 역이라고 할 

수 있다. 개인의 주체 인 참여를 통한 자유의 확 와 그 이면의 다양성과 이질성을 고려

하는 Sen의 토 역량 근은 교육개발 력에 다양한 시사 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

으로 향후 교육개발 력에 요한 이론  틀(framework)과 을 심화·발 시켜나갈 수 있

으리라 기 한다. 이를 하여 본 연구는, Sen의 토 역량 근에 한 반 인 해석과 논

의를 정리하고, 토 역량의 핵심 인 개념인 자유(capability), 기능(functioning), 그리고 선택

(choice)에 해 교육  으로의 해석을 시도한다. 그리고 토 역량 근에 근거한 발 에

서의 교육의 의미와 역할을 모색함으로써 교육개발 력에의 용가능성을 탐색하고자 한

다. 

 

II. Sen의 토 역량 근 

   Sen의 토 역량 근과 교육과의 계, 그리고 이것이 교육개발 력에 주는 함의를 도

출하기에 앞서 Sen이 주장하는 토 역량의 개념 정리  이해가 필요하다. 흔히 토 역량이

라는 용어를 했을 때 쉬게 떠오르는 유사 개념은 역량(capacity 는 competency)이나 능력

(ability), 혹은 기술(skill) 등이 있다. 이러한 개념들은 Sen이 이후 토 역량을 설명하는데 차

용하는 기능(functioning)이라는 개념과 의미가 유사하다. 그러나 이들 개념은 개인이 가치 

있다고 여기는 삶을 선택해 나갈 수 있는 능력, 혹은 자유의 잠재  능력을 의미하는 토

역량과는 분명히 구분된다(Walker&Unterhalter, 2007). Sen은 Martha Nussbaum과 함께 토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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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 근에 한 연구를 확립하는 무렵부터 자주 아리스토텔 스로부터 토 역량의 어원을 

찾고 있다(Sen, 1993). 아리스토텔 스가 말한 인간의 선함에 한 논의에서 사용된 

‘capabilities of existing or acting’4)은 그리스어로 dunamin과 같은 의미인 ‘potentiality’ 즉 가치 

있게 여기는 삶을 선택하여 살 수 있는 잠재력 정도로 해석할 수 있다. 하지만 토 역량이 

의미하는 범 는 잠재력이 포 하는 의미에 비해 매우 구체 이고 특정한 의미를 갖기 때

문에 잠재력이라 번역하지 않으며, 이에 한 차이 을 제시한다(Sen, 1993; 1999). 

토 역량은 실질 인 자유(substantial freedom)를 행사 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고, Sen은 

이것을 발 의 궁극 인 목표로 삼는다(Sen, 1993). 실질 인 자유를 행사 할 수 있다는 것

은 개인의 가치 있는 삶의 결과물인 기능들5)의 조합을 선택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Sen, 

1993; 1999). Sen은 개인의 삶을 다양한 행 (doing)와 존재(being)의 조합으로 바라보았다. 따

라서 삶의 질에 한 평가는 가치 있는 기능들을 획득할 수 있는 개인의 토 역량을 바탕

으로 이 져야 한다고 주장한다(Sen, 1993). 뒤에서 다시 언 되겠지만, 기능이 좋은 양 상

태, 을 읽고 쓸 수 있는 것, 학교를 가는 것과 같은 어떠한 성취결과라면, 토 역량은 이

러한 다양한 기능들 에 개인이 생각하는 가치 있는 삶을 해 원하는 것을 자유롭게 선

택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이처럼 토 역량 근은 개인의 성취결과를 평가의 상으

로 놓지 않고, 그것을 얻을 수 있는 능력 혹은 상태에 을 두고 있다. Sen은 자유의 개

념이 고려되지 않은 성취결과만을 평가의 지표로 삼았을 때 나타나는 문제를 종종  ‘단식’

과 ‘굶주림’의 비교를 통해 설명하 다. 단식과 굶주림은 결과 으로는 음식을 섭취하지 않

는다는 에서 동일하지만 우리는 이 두 상태가 결코 같은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만

약 우리가 성취결과로만 발 을 논의한다면 개인이 먹지 않는 것을 선택한 ‘단식’( 양을 

섭취할 기능을 선택하지 않은 자유)과, 경제  빈곤이나 기근으로 인한 ‘굶주림’을 구분 지

을 수 없게 될 것이다(Sen, 1999).  

Sen은 개인의 발 이 사회  발 과 서로 구분되어 논의될 수 없고, 그래서도 안 되는 이

유를 토 역량 근으로 설명하 다. 개인이 인간다운 삶을 극 인 선택을 통해 하

는 것은 단순히 개인의 능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개인이 속해있는 사회 인 환경이 함께 뒷

받침 될 때 가능하다. 여기에는 경제 인 배경뿐만 아니라 사회, 문화  요소나 정치  안

정 등이 포함될 수 있다. 그 외에도 개인의 역량에 직 인 향을 미치는 보건 혹은 교

육에 한 사회  지원이 함께 뒷받침 되어야 한다. 따라서 사회마다 개인이 처한 다양한 

4) Sen은 Nussbaum과 함께 토 역량 근을 연구하면서 본격 이게 아리스토텔 스를 차용하기 시작한다. 

Sen은 Nussbaum(1988)의 책에서 아리스토텔 스의 과 토 역량 근과의 연결을 상세히 다루고 있

음을 소개한다. 

5) 기능들의 번역어이다. 기능을 의미하는 ‘function‘과 유사하여 의미의 오해가 생길 수 있지만, 이를 별달

리 번역할 수 있는 개념을 찾기 어려워 편의상 ’기능(들)‘이라고 사용한다. 이 둘 사이의 개념  차이에 

해서는 본문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강조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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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에 따라 가치 있는 삶을 한 토 역량 집합(capability set)의 구성 역시 다양할 수 있다. 

이 때문에 개인이 성취한 자원이 꼭 자유의 확장, 즉 토 역량의 확 를 의미한다고 볼 수

는 없다(Sen, 1992). 

Sen과 함께 토 역량에 한 연구를 함께 진행한 Martha Nussbaum은 Sen의 주장에 완벽히 

동의하지는 않았다. 그녀는 Max Weber의 주장을 근거로 하여 개인의 삶을 풍요롭고 가치 

있게 하는 최소한의 보편  토 역량이 목록화될 수 있다고 주장하 고6) 그래서 “열 가지 

핵심 토 역량” 목록이 작성되었다(Nussbaum, 2003). 하지만 그녀는 Sen이 주장한 바와 같이 

토 역량 집합(Capability Set)은 개인이 처한 환경과 사회 정책에 많은 향을 받는다는 것에 

동의하 다. 다시 말해, 불평등한 사회  정치  환경은 개인에게 불평등한 기회와 불평등

한 선택으로 나타난다는 것이다(Nussbaum, 2000). 이 때문에 그녀의 열 가지에 이르는 핵심 

토 역량 목록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용되는 문화  사회  맥락에 따라 얼마든지 수정

되고 제고될 수 있음을 밝혔다(Nussbaum, 2003).  그 외에도 그녀는 Sen의 모든 자유는 존

되고 확 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반 하 는데, 많은 경우 힘이 있는 자들의 자유 행사는 

힘이 없는 사람들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방해한다고 생각하 기 때문이다. 이처럼, Nussbaum

과 같은 몇몇의 학자들( 를 들어, Sugden(1993)이나 Stewardt(2001) 등)은 Sen의 논의가 이론

으로 완성이 되려면 실제에 용되고 해석될 수 있는 수 으로 구체화되어야 한다고 주

장하고, 이와 련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Sen은 이러한 비 (Sugden, 1993; Stewardt, 2001; Nussbaum, 2003)에도 아랑곳 하지 

않고 특정한 토 역량 목록을 제시하는 것을 거부하 다. 그 이유는 토 역량은 잘 정리된 

‘이론’으로서가 아니라 개인의 삶과 사회  약속에 한 평가를 하는 보다 진보된 ‘ 근’이

기를 바랐기 때문이다(Robeyns, 2005b). 한, 더 나은 삶에 한 가치와 지향은 사회와 문

화, 그리고 각 개인의 이질성에 의해 다양할 수 있기 때문에 민주 인 과정과 사회  선택 

과정이 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보았다(Sen, 2003). 이러한 그의 주장은 Nussbaum 논의의 

근거가 된 Weber의 ‘방법론  개인주의’, 즉, 개인은 사회를 구성하며 사회  계의 산물이

라는 개념(Weber, 1949)에 반 하는 것으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의 개인의 의미를 넘어서 

한 사람 한 사람 개별 인 이질성과 처한 환경의 특수성 등을 고려한 근이었다.7) 

6) 그녀가 제안한 10가지 토 역량에는 1)보통의 수명을 할 자유, 2) 건강한 몸, 재생산, 양섭취, 그

리고 한 거주의 자유, 3) 자유로운 이동, 폭력으로부터의 자유, 성  만족의 자유, 4) 개인의 선택을 

해 감각, 상상력, 생각을 활용할 자유, 5) 자유로운 감정을 가질 자유. 6) 선에 한 개념을 확립하고 

개인의 삶에 비 으로 용할 자유, 7) 타인과 더불어 살 자유, 8) 자연과 함께 공존할 자유, 9) 즐거

운 삶을 할 자유, 10) 개인의 정치  물질  환경을 결정할 자유가 있다.

7) 이를 좀 더 잘 이해하기 해서는 구체 인 사업을 간단하게 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Sen이 

추구한 토 역량에 한 ‘내부인’들(이론가의 것이 아닌)의 고민과 숙고의 과정을 확인해 볼 수 있다. 

Sen이 인도의 서쪽 벵갈지역에서 진행한 기 교육 사업이 한 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 사업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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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천 장에서 토 역량을 활용하기 해서는, 개념을 규정하는 것부터 발 의 인 

정도를 측정하는 문제, 이 논의를 장에 용하는 방법의 문제 등을 끊임없이 논의해야만 

한다. 특히 용(operationalization)에 한 비 은 여 히 큰 과제로 남아 있다. Sen의 주장

로라면 토 역량은 일반화시킬 수 없는 것이다. Gasper(2007)의 주장 로 자유의 확장을 통

한 발 은 사회 속 수많은 요소들과 개인의 계를 고려해야 하며 동시에 이 모든 것은 가

치 있는 삶을 단하고 선택하는 개인의 ‘선택’이 심이 되어야 한다면 실제로 개발 장

에서의 용과 평가의 문제는 큰 도 과제로 남을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자는 

토 역량 근은 국제개발 력에서 발 의 논의의 심에 있으며 그 속에서 의미 있는 철

학  논의를 발 시켜 나가는 동력이 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III. 토 역량 근과 주요 개념 

A. 극  자유로서의 토 역량 

 토 역량 근의 배경을 풍성하게 이해하기 해서는 Sen의 사회선택이론에 한 설명

과 John Rawls의 공리주의와 결과주의에 한 비 을 함께 논해야 한다. 그러나 본 논문은 

Sen의 이론을 분석하기보다는 이를 실제 국제개발 력에서 어떻게 해석하고 활용하여야 하

는가에 심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에 한 내용은 본 논문에서 다루지 않기로 한다8). 하

지만 Sen이 주장하고 있는 토 역량 근을 이해하기 해서는 핵심 개념인 개인의 발

(development)과 자유와의 계를 먼  정리할 필요가 있다. Sen의 이론에 의하면 자유란 한 

을 보고한 자료(Sen, 2010)에 따르면, Pratichi Trust는 로젝트를 진행하면서 가장 먼  지역의 교사, 학

부모, 연합체, 교육 행정가, 지역 주민을 상으로 인 설문조사를 실시하 다. 이것은 외부인의 

입장에서 객 인 마을의 상황을 진단하는데 사용되었다. 그 이후, 그들은 로젝트의 한 과정으로서, 

교사들과 학부모들이 각각의 연합체를 구성하도록 장려하고, 그 안에서 그들 스스로 치열한 논의를 통

해 마을의 문제 을 밝히고 이것을 해결하기 한 핵심 이고 근본 인 해결책을 이끌어내도록 하 다. 

그리고 이것은 그 자체로서 정당성과 진정성을 발휘하 다. 본 사업은 7년 단 로 진행되었는데 풍부한 

1차 자료와 지역 구성원들에 의해 작성된 정책 제안서는 의 이목을 집 시키기에 충분한 신뢰를 

받았다고 평가된다. Sen의 은 서쪽 벵갈지역에 보편  기 교육을 달성하기 해 장기 사업 기간 동

안 일 성을 유지하 으며, 지역 주민들에 의해 제기된 문제 인식과 해결책은 결과 으로 많은 련 기

과 정부의 공식 인 지원을 이끌어내었다. (Sen, 2010)

8) 해당 논의는 Sen(1999)의 Development as Freedom의 제 3장과 Deneulin(2006)의 The capability approach and 

the praxis of development에서 잘 정리해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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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궁극 으로 추구해야 하는 발 의 방향이자 종착 이라 할 수 있다(Sen, 2003). 여기

에서 자유는 단순한 사  의미의 자유를 벗어나 한 개인이 스스로 추구하는 가치에 따라 

선택 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기회(opportunity)를 의미한다(Sen, 1999). 한 개인의 선택에 

외부  개입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는 소극  자유(Isaiah, 1969)를 넘어 자신이 가치 있게 생

각하는 로 행동하고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선택하는 보다 극 인 의미에서의 자유라고 

할 수 있다.9) 

사회정의를 폭넓게 분석하고 있는 그의 논의(Sen, 1999)에서, 자유는 표면 으로는 개인이 

공장에 나가 일을 할지 학교에 남아 학업을 이어나갈지를 선택하는 ‘선택의 자유’일 수 있

다. 조  더 나아가 개인이 속한 사회가 한 사회 안 망 속에서 질 좋은 교육을 무상

으로 제공하는 환경을 제공하고 있는지를 스스로 단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이것을 극

으로 추구할 자유일 수 있다. 후자의 자유가 숙고되지 않은 채 표면 인 선택으로 자유의 

정도를 논의하는 것은 발  혹은 삶의 질에 한 큰 왜곡이 생길 수 있음을 Sen은 비 하

다. 따라서 두 가지 경우 개인의 선택에 한 기회는  다른 것으로 구분되어야 한다. 

Sen이 토 역량이라는 개념을 통해 설명하고자 하는 기회(opportunity)는 단순한 A와 B사이

에서의 ‘선택’을 하는 자유가 아닌 본인이 가치 있게 생각하는 삶을 한 추구와 이를 한 

극  의미의 참여 혹은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힘을 의미한다. 

따라서 Sen은 개인 스스로의 가치 단에 의한 선택의 자유를 존 하기 해서는 상황의 

결과만을 보고 발 의 정도를 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비 한다. 앞 장에서 짧게 언 한 단

식과 굶주림의 차이를 통하여, Sen은 ‘종국의 결과(culmination outcome)’와 ‘포  결과

(comprehensive outcome)’의 구분을 강조하 다. 그는 발 (development)을 평가하기 해서 

상이나 상황의 결과가 아닌 자발 인 선택의 과정과 그 환경을 함께 고려할 수 있어야 한

다고 주장하 다. 이에 한 고민이 깊지 않은 경우, 한 개인이 ‘선택하여’ 굶는 경우와 ‘어

쩔 수 없이’ 굶는 경우를 하나의 동일한 빈곤의 상황으로 보게 된다. 즉, ‘종국의 결과’만을 

놓고 평가해 버린다. 하지만 두 상황은 완 히 다른 개인의 선택과 선택을 강요받은 사회

 환경의 결과이다. 토 역량 근을 통해 개인과 사회가 처한 상황을 발 의 결과(results)

가 아닌 선택의 과정(process)으로 보게 된다면, 발 을 조  더 포 인 의미의 결과로 해

석하고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이유로 토 역량 근은 발 을 단하고 평가하는 

근으로서의 의미가 있다. 

Sen의 토 역량에서 의미하는 자유는 보다 극 인 형태의 개인이 실제로 릴 수 있는 

자유를 의미한다. Sen은 ‘ 극  자유’를 개인이 가치 있게 여기는 삶의 방식이나 삶의 질을 

성취할 수 있는 실질 인 능력이라고 정의한다(Sen, 1988). 그가 말하는 실질  자유란 지

까지 경제학에서 지배 이게 정의되어온 Alfred Marshall(1980)의 ‘경제  자유’10)나 John 

9) 이에 한 구체 인 논증은 그의 기 작  하나(Sen, 1988)에서 살펴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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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wls(1985)의 ‘기 재’11)를 넘어선다. 그보다는 개인이 실제로 자기가 처한 환경과 주어진 

삶 속에서 추구하고 향유할 수 있는 ‘실제 ’자유를 의미한다.  

기본 으로 Sen은 토 역량 근이 Rawls의 기 재 이론에 많은 뿌리를 두고 있다고 밝히

고 있다(Sen, 1999). Rawls(2009)는 합리  이성을 가진 인간이 삶의 에 필요한 기 재들

을 많이 가지고 있을수록 개인이 향유할 수 있는 자유가 확장된다고 말한다. 이것은 이미 

소극  자유를 넘어선 극  자유에 한 해석이라고 할 수 있다. 를 들어 한 개인이 

빈곤에 빠져 있는데, 그 이유는 임 이 은 직업을 갖고 있거나 혹은 직업이 없는 경우를 

측할 수 있다. 소극  자유로 이 개인이 처한 상황을 해석한다면, 그 개인이 빈곤에 처하

도록 군가가 강제하거나 조작한 것이 아니라면 빈곤한 개인은 소극  자유가 침해되었다

고 볼 수 없다. 즉, 자유를 침해받지 않은 상황이 된다. 하지만 이러한 해석은 개인이 리

는 자유를 무나도 소하게 보게 되는데, 따라서 Rawls는 단순히 군가의 개입이나 침해

가 없는 소극  자유의 상태뿐만 아니라 그것을 하기 해 꼭 필요한 보다 극  형

태의 자유를 한 조건들이 필요하다고 주장하 다(Rawls, 1985). 그리고 그것이 Rawls가 말

한 기 재이다. 

하지만 Sen은 Rawls의 주장에서도 여 히 포 하지 못하는 실질  자유의 범 가 존재한

다고 말한다. 가장 큰 문제  하나는 Rawls의 주장에서는 개인이 갖는 다양성과 이질성이 

충분히 고려되지 못한다는 것이다(Sen, 1988). 를 들어 Rawls에 따르면 신진 사율이 높거

나 몸집이 큰 사람은 더 많은 기 재를 가진 것처럼 해석될 수 있다. 즉 다른 사람들과 비

교했을 때 더 큰 자유를 리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실제 그 사람이 상

으로 더 나은 양상태를 가지고 있느냐의 기능 (기능)차원의 자유는 측정하지 못하게 

된다. 즉 Sen이 찰한 인도의 랄라(Kerala) 지역12)이 다른 어떤 지역보다도 양 상태가 

낮고 섭취한 음식이 부족했지만 동시에 상 으로 긴 수명을 가진 역설을 단순히 기 재

를 통한 해석이 할 수 없는 한계를 보여  것과 같은 맥락이다. 

따라서 Sen이 제시한 토 역량 근의 해석은 개인이 자신의 삶을 가치 있게 살 수 있도

10) Marshall의 ‘경제  자유(economic freedom)’ 혹은 ‘산업과 기업의 자유(freedom of industry and enterprise)’에

서의 자유는 통  경제 이론에서 지배 이게 논의된 바와 같이 국가를 포함한 그 어떤 제한(restrain 

and interference)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는 소극  자유를 의미한다.   

11) Ralws는 개인이 삶의 를 한 기본 인 재화 즉 기 재를 많이 획득할수록 자유가 확장된다고 주

장한다. 

12) 인도의 남부 끝단에 치한 랄라(Kerala)주는 ‘ 랄라 모델’이라는 표 이 등장할 정도로 많은 공여국

과 개발 력 기구들에게 심있게 연구되어온 사례지역이다. 그 이유는 비슷한 GDP 수 의 다른 지역

에 비해 많은 사회  발 (낮은 유아사망률, 긴 평균 수명, 높은 문해율, 인구 증가율 등)을 이뤘기 때문

이다. Sen은 지난 40년 동안 약 스무 차례 넘게 이 지역을 방문하며 랄라지역의 발 이 갖는 특수성

을 연구를 통해 알려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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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하는 실질  기능조건(혹은 기능들)들을 한 개인이 얼마나 향유하고 선택할 수 있는가를 

보는 것이다. 여기서 실질  자유 즉 실재 개인이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은 개인들 각자가 

갖고 있는 기 재들을 기능조건으로 환원할 수 있는 능력(capability)에 따라 상이할 수 있다. 

그 이유는 ‘좋은 양 상태’라는 기능조건을 충족하기 한 각자의 개인들이 가진 신진 사

율, 몸 사이즈, 성별, 출산, 기후  조건, 문화 등 다양한 변수들의 집합이 무한하게 다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Sen의 토 역량의 에서 자유는 개인이 고립된 자아로서가 아닌 

‘세계-내-존재’로서 타인과 사회 속의 상 인 자아로 해석되어야 한다. 따라서 개인은 자

신이 지닌 개인 , 사회 , 문화 , 자연  성향 등의 방 한 이질성에 의해 고려되고 이해

되어야만 한다(Sen, 1999). 

Sen(1999)은 자유를 두 가지 개념으로 구분하 다. 하나는 과정의 자유이고, 다른 하나는 

기회의 자유이다. 과정의 자유는 보다 민주  실천과 운동의 결과를 가짐으로써 한 개인이 

당면한 문제에 해 행동으로 처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기회의 자유는 다양한 가

능성 에 선택하여 가치 있는 기능을 성취할 수 있는 있는 실질 인 기회를 말한다(Alkire, 

2004). Sen은 우리에게 자유를 정의할 때 보다 의  의미로 근하기를 원하 는데, 자유

의 과정  측면만을 강조하게 되면 (보통 자유주의자들이 하는 것처럼) 사회의 제도나 구조

인 불이익으로 인해 실질 인 기회를 리지 못하는 사람들의 부자유를 놓치게 된다. 반

로, 만약 자유의 기회  측면만을 강조하게 되면 (결과주의자와 같이) 개인이 향유하는 

선택의 자유와 기회의 과정을 간과하게 된다. 따라서 자유의 과정 , 기회  두 가지 측면

은 모두 요하며 자유로서의 발 을 이야기 할 때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Sen, 1999).

B. 토 역량과 기능(Functioning)

 Sen의 논의에 있어 보통 토 역량과 기능을 이해하고 구분하는데 혼동이 발생한다. 여기

에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한다. 첫째는 무엇인가를 ‘성취한 것’과 ‘성취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것’에 한 두 개념이 구별되지 않고 평가되어왔기 때문이다. 앞서 여러 

차례 언 된 바와 같이 단식과 굶주림의 구분을 엄 히 하지 않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

다. 둘째는 개인이 가치 있는 기능을 선택하는 자유 그 자체에 한 요성이 발 의 요

한 요소로서 충분히 부각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Sen(1992)은 토 역량 근이 기존의 기 재

나 소득과 같은 성취와 자유의 수단에만 심을 기울이는 평가와 차별되는 부분은 바로 기

능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 가치를 부각시키는 것에 있다고 말한다. 

 토 역량과 기능 각각의 개념은 이 둘을 비교함으로 보다 자세히 구분지어 설명될 수 

있다. 기능은 한 개인이 성취한 결과물로서 개인이 ‘할 수 있는 것’과 ‘될 수 있는 것’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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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개인의 생활방식을 반 한다(Sen, 2003). 따라서 기능(들)의 목록은 끝도 없이 나열 

될 수 있다. 읽을 수 있는 것, 아이들과 화할 수 있는 것, 학교에 한 지역 차원의 논의

에 참여함으로써 사회에 일원이 되는 것, 거주할 장소가 있는 것,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

는 것, 직업이 있는 것 등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이것들은 개인의 삶의 질(well-being)을 구

성하는 요소들이 된다. 그에 반해  Sen(1992)은 ‘토 역량은 가치 있는 기능을 확보할 수 있

는 자유를 반 한다’라고 말한다. 기능을 더 나은 삶(well-being)의 구성요소로 본다면, 토

역량은 개인이 기능을 확보할 수 있는 자유를 의미한다고 계를 설명한다.   

[그림 1] 토 역량(Capability)과 기능들(Functionings), 자작성 

   하지만, 각각의 개인들이 다양하듯이 한 기능이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가치 있을 수

는 없다. 구에게는 더 가치 있거나 덜 가치 있는 기능들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다양한 

기능들의 조합과 요도의 상 성이 평가에 고려되어야 한다. Sen은 다양한 그의 서에서 

토 역량과 기능들의 차이를 명백히 구분하 다. 기능들이 획득한 성취물이라면, 토 역량

은 이러한 기능들을 획득할 수 있는 잠재력(potential)이라고 할 수 있다(Walker and 

Unterhalter, 2007). 다시 말하면, 기능은 개인의 행 들과 상태들의 조합으로 이 진다면 토

역량은 기능들의 집합(set) 즉, 개인의 행 들과 상태들의 다양한 조합을 선택할 수 있는 

잠재  능력을 의미한다(Sen, 1993). 

   따라서 확보된 기능 조합을 통해 삶의 질을 단한다는 것은 이 에 이 졌던 통 인 

방식의 GNP나 소득을 통한 평가와는 완 히 다른 근을 의미한다. GNP나 소득은 기능을 

확보하기 한 수단이나 도구로서 가치를 지니기 때문이다. 하지만 여기서 Sen은 더 나아가 

기능 집합뿐만 아니라 토 역량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가치에 해 강조한다. 물론 토

역량이 개인의 삶의 질에 어떠한 직 인 련을 가지고 있는가에 해서는 자세히 언

하고 있지 않지만, ‘요소평가(elementary evaluation)’가 가지고 있는 한계를 통해 토 역량이 

우리의 삶을 구성하는 요한 요소라는 을 나타낸다. 다시 말해 만약 개인이 기능집합을 

자유롭게 선택할 토 역량이 없다면, 개인이 ‘X를 하는 것’과 ‘X를 선택하고 그것을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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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의 가치가 구분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마치 요소평가에서 최상의 요소 이외의 모든 요소

들을 제거하는 것이 어떠한 실질  문제가 되지 않는 것처럼 말이다. 다시 말해 한 개인이 

A를 선택한다고 했을 때 수많은 기회들 에 A를 선택하는 것과, A 이외에는 다른 기회가 

없이 A를 선택하는 것의 차이를 문제화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개인이 가치 있는 

기능집합을 선택하는 자유 그 자체도 삶의 질에 요한 향을 미친다. 이것이 바로 국제

개발 력의 이론  설명에 토 역량 근이 가지는 핵심 인 강 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많은 학자들이 비 한 것과 같이 Sen의 토 역량 근은 실제 장에서 용되

기에는 구체화 되어야 할 부분들이 남아있다. 특히 Sen(1992)이 지 한 바와 같이 우리는 실

제로 이용 가능한 자료를 확보하기 힘들다는 이유로 발 을 평가할 때 토 역량, 즉 실질

인 선택의 자유를 배제하고 확보된 기능만 가지고 단하는 ‘실용  타 ’에 도달하게 된

다. 앞서 밝힌 토 역량 근의 평가를 해서는 개인이 확보한 기능 집합에 한 많은 양

의 정보와 자료가 필요하며, Beitz(1986)가 지 한 바와 같이 토 역량 사이의 선택과 가

치의 문제 역시 면해야 한다. 하지만 실제 정보 이용가능성의 문제와 자료를 이용한 분

석의 문제를 차치하고서도 우리는 선택의 자유(토 역량)가 실제로 개인의 삶의 질에 직

인 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지하면서 실용 인 타 에 도달해야 할 것이

다. 

   지 까지 개발 력에서 삶의 질이나 발 에 한 논의를 할 때 흔히 국가나 개인이 가

진 기능을 측정하고 비교해왔다(Deneulin, 2009). 즉, 개인이 을 읽고 쓸 수 있는지, 정기

인 소득이 발생하는지, 균형 잡힌 양섭취를 하고 있는 지 등이 삶의 질을 말하는 지표가 

되어왔다. 물론 이러한 지표가 다양해지고 다층 이게 된다면 경제 인 소득만을 측정하는 

방법보다는 훨씬 더 포 이고 풍부하게 개인의 삶을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Sen

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토 역량이라는 개념을 통해 단순히 기능을 많이 갖춘 사람이 삶의 

질이 높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Rawls의 기 재가 많을수록 삶이 더욱 윤택해진다는 주

장을 비 한 것처럼, 기능을 토 역량으로 환할 수 있는 능력은 개인마다 다르고 그것은 

개인의 능력뿐만 아니라 사회의 구조나 개인이 처한 환경에 따라 다양할 수 있기 때문에

(Sen, 1992), 개인의 실질  자유와 토 역량이 평가될 때는 이 부분 역시도 함께 고려되어

야 한다. 

C. 개인의 이질성과 선택의 문제 

   토 역량을 해석하는데 자주 등장하는 개념이 있다면 ‘개인’의 더 나은 삶을 한 ‘선택

의 자유’이다. 인간은 다양하고 이질 이기 때문에 추구하는 삶의 모습과 가치 역시도 획일



Amartya Sen의 토대역량 접근과 교육개발협력에의 적용 가능성 탐색 131

하지 않다. 따라서 보다 나은 삶을 선택하는 자유는 지극히 개인 인 가치 에 바탕하고, 

이것은 외부의 억압이나 굴 로부터 자유로운 것이어야 한다. 하지만 ‘선택’과 ‘토 역량’은 

분명히 다른 의미를 가지며 단순히 선택할 수 있는 삶이 더 나은 삶이라고 할 수는 없다. 

한 ‘개인’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도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다. 

   우선 더 나은 삶을 해 필요한 ‘선택’이 갖는 의미를 해체해 보아야 한다. 보통 우리는 

선택의 폭이 넓은 삶이 질 높은 삶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선택’이라는 용어를 통해서는 

삶의 질을 세 하게 구분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있다. 를 들어, 어떤 선택인지, 즉 가치 

있는 선택인지에 한 구분이 필요하다. 가치의 문제가 포함되지 않고 이야기 하는 선택은 

더 나은 삶을 한 숙고의 선택과, 스웨터 랜드를 선택하는 것 사이에 차별을 갖지 못하

는 문제를 가져온다. 한 심지어 단순히 많기만 한 선택의 기회는 삶의 질을 풍요롭게 하

기 보다는 오히려 더 많은 혼란을 야기할 가능성도 있다. 이에 해 Sen은 “개인의 선택을 

확장한다는 말을 통해 우리는 많은 선택이 언제나 좋은 경우라고 생각하게 된다. 하지만 

늘 그런 것은 아니다. 종종 사람들은 복잡하고 번거로운 선택들보다는 소수의 옳은 선택에 

가치를 둔다(Sen, 1992: 112)”고 말한다. 따라서 삶의 질을 높이는 것과 선택의 폭이 넓은 삶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가 존재하고, 선택 그 자체만으로 삶의 질이 보장될 수 없다고 본다. 

    다른 문제는 ‘개인’의 선택들은 그들이 처한 문화  상황에 따라 다양할 수 있다는 

것을 쉽게 간과한다는 이다. 선택이라는 것이 완벽하게 고립된 객체인 개인의 유물이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상 개인은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가족과 사회와 문화를 고려

한 선택을 하게 된다. 한 가치 있는 선택은 종종 여러 사람들에 의해 함께 만들어지기도 

한다. 선택은 늘 (하이데거가 「존재와 시간」(1998)에서 설명한) ‘세계 내 존재’가 내리는 

것으로 문화 인 맥락과 내용이 배제될 수 없는 개념이다. 따라서 ‘개인’의 선택이 갖는 ‘개

인’의 의미는 서구의 자유주의  맥락에서의 개인주의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그 다면 토 역량에서 말하는 개인은 어떤 차원일까? 개인을 규정하는 다양한 개인주

의13)의 해석이 존재한다는 것을 제하더라도, 연구자들은‘윤리  개인주의(Ethical 

individualism)’(Robeyns, 2000)에서 제시하는 개인에 한 설명을 합한 개념으로 받아들인다. 

‘윤리  개인주의’에서 개인은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오직 개인만이 도덕에 한 궁극  단 (unit)이다... 물론 이것은 사회  구조나 사회

 자본을 평가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윤리  개인주의

는 이러한 구조와 제도들은 개인의 삶의 질에 요한 향을 미치기 때문에 평가되어야 

한다.”(p. 16)

13) Robeyns는 윤리  개인주의를 방법론  개인주의(methodological individualism)와 존재론 인 개인주의

(ontological individualism)와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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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obeyns의 윤리  개인주의로 해석할 수 있는 토 역량은 개인을 둘러싸고 있는 사회와 

세계를 고려하지 않는 고립된 객체로서의 개인이 아닌, 세계와 유기 이고 상호의존 인 

계를 맺고 있는 개인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세계와의 끈끈한 연계를 

인정하면서도 여 히 발 의 궁극  평가 상은 ‘개인’이어야 한다. 그 이유는 그 단 가 

개인이 아닌 가족이나 사회가 되었을 때, 그 안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평등의 문제를 간과

하지 않기 해서이다. 한 우리가 궁극 으로 추구하는 것은 사회의 행복이 아닌 구성원 

개개인의 삶의 행복이기 때문이다.  

IV. 토 역량 근의 교육개발 력에의 용

A. 편 한 역으로서의 교육의 의미 극복

   2차 세계  이후 수많은 국가들이 독립을 하고, 등의무교육과 성인문해를 한 정

책 마련과 수행에 열을 올렸다. 1960년 에는 문해교육이 주요 개발 로그램의 핵심에 자

리 잡았다(Faure et al., 1972). 이 시기 교육은 공공재의 성격을 띤 공식교육 즉 학교교육을 

통해 제공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 고, 교육은 인간의 삶의 개선을 한 통합 인 원

동력으로서 국제사회의 인정이 있었다. 1970년 에 들어서 인 자본(Human Capital)이라는 

개념이 부상했는데 이 개념에 따라 교육은 경제  번 을 한 제물로 여겨졌다

(Vally&Spreen, 2012). 이후, 학계와 정계 그리고 국제사회에서는 교육을 경제 번 의 수단으

로 여기는 정책들을 만들어냈고 이때 등장한 개념들이 ‘인력계획(manpower planning)’, ‘회수

율(rates of return)’, ‘기능문해(functional literacy)’와 같은 것이다(Samoff&Carrol, 2003; Tilak, 

2007). 이러한 경제학 심의 발 에 한 해석이 팽배하던 시기에 세계노동기구(Evans, 

1976)는 1976년 교육을 포함한 인간의 기본 욕구가 충족되는 과정을 발 (development)이라

고 정의하 다. 이후 좀티엔 회의와 UNDP의 인간개발지수(Human Development Index, ‘HDI’), 

Sen의 토 역량 근 등의 논의가 이어졌다. 

   이같이 교육을 바라보는 은 경제 발 을 한 도구  역할과 발 의 최종 도달지

인 목표  역할로 나뉘어 재까지도 그 논의가 지속되고 있다. 물론 1990년  들어서 교

육을 모두가 평등하게 려야 하는 인간의 기본 인 권리로 인식하는 논의가 인권과 교육 

분야에서 강력하게 주장되고 있지만(Walker, 2005), 여 히 막 한 개발 자 을 조달하는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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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은행은 교육을 경제  발 을 한 도구  역할로서 그 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논의는 2015년 지속가능발 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14)를 설정하기 

한 2013년 이후의 주요문서들(UN High Level Panel, 2013)에 자주 등장한다. 이러한 근은 

교육분야에 많은 재원을 투입하는데 기여했다. 학교를 짓는 것부터 직업훈련원을 짓는데 

까지 다양하게 국제사회와 민간 분야의 투자를 유치했다. 뿐만 아니라 기본권으로서의 교

육을 주장하는 UN과 UNESCO 역시도 이러한 민간분야의 역할과 시장 심  근에 해 

용 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UN Global Compact, 2013; UNESCO, 2013).

   1967년 UN과 UNESCO는 교육에 한 분석 보고서를 발간하 다. 보고서(Harbison, 1967)

를 바탕으로 낸 책에서, Coombs(1968)는 개인의 교육에 한 필요와 염원을 피력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주장은 교육의 경제 인 가치를 측정하는 보다 경제학  분석틀을 

차용하고 있다는 한계를 지녔다(Schramm et al., 1968). 수년의 시간이 흐른 후에야 1972년 

UNESCO에 의해 ‘Learning to Be’ 라는 보고서가 발간되었고, 비로소 도구  가치로서의 교육

의 역할이 아닌 목 으로서의 교육의 요성이 주장되었다. 보고서에서는 “발 의 목 은 

인류의 완 한 발 이어야 한다. 한 개인과, 가족의 일원과 공동체의 구성원, 시민으로서, 

그리고 생산자, 발명가, 기술자, 그리고 창의 인 꿈을 꾸는 사람으로서, 성품과 표 의 복

잡성, 그리고 다양한 약속들이 제된다”라고 함으로써 발 의 목 이 단순한 경제  번

이 아닌 인간으로서의 삶의 풍성함으로 확장되었다(Faure et al., 1972: 6). 

   비슷한 시기에 World Bank는 첫 번째 교육분과 실행 보고서(1971)를 작성하 는데, 보고

서는 ‘교육을 시장의 수요에 맞춤’으로써 생산의 효율을 증 하는 역할로 명시하 다. 세계

은행은 발 에 있어 교육의 요성과 역할을 아주 극 이게 제시하고 있지만, 그 근이 

교육을 그 자체로서의 가치보다는 교육이 가져올 수 있는 빠른 경제  성장, 빈곤과 불평

등 감소 등의 교육의 산물에 더 큰 을 두고 있다고 할 수 있다(World Bank, 1995). 세계

은행(1995)의 교육 략에서는 여 히 교육의 향을 회수율(rates of return)로 계산하 고, 

교육을 빈곤 감소와 경제 성장의 핵심 인 역할로 규정하 다. 2020 교육 략 보고서(World 

Bank, 2011: 3)에서 “한 국가의 발  정도는 국민의 삶의 질에 달려있으며, 교육은 이러한 

질을 높이기 한 가장 좋은 투자”라고 밝힌 것을 통해 교육을 하나의 사회  ‘투입’으로 

근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다. 그 외에도, 세계은행은 교육이 빈곤과 불평등을 이고 

장기  성장을 가져오는 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것을 성장의 근거를 제시하며 주

장(2008)하고 있다. 이를 지시하는 몇 가지 내용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아마도 정부가 제공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보호 장치는 교육이다. 이것은 새로운 기술 

14) 2015년 MDGs 달성 이후 UN은 2015년 9월 총회에서 17개의 목표와 169개의 타겟을 향후 15년간의 발

 의제로 채택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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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득을 돕고, 직업 생성에 향을 주고,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데 큰 역할을 한다." (p. 6)

"여자 아이들을 교육한다는 것은 정부가 기회의 평등을 추구하는 것을 보여 다고 할 

수 있다. 여자 아이들이 학교에 가는 데는 많은 장애물들이 존재하는데, 가족의 인 

압박, 안 성의 문제, 혹은 아주 기본 인 화장실 시설의 부재 등이 포함 될 수 있다. 그

러나 만약 이러한 장애물들을 극복할 수 있다면 그 가는 분명히 높다. 교육 받은 여성

은 아이들을 조 만 낳고, 건강한 아이들을 가질 수 있으며, 보다 많은 나이에 아이를 임

신한다. 이것은 아이들이 학교에서 더욱 훌륭한 결과를 가져오게 하는데 이는 부분 엄

마의 교육 수 에 달려 있다. 따라서 여자 아이들을 교육하고 그들을 노동시장으로 편입

하는 것은, 빈곤의 반복 인 구조를 깨뜨릴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된다." (p. 8)  

   교육은 ‘발 의 원동력이며 빈곤을 이고, 건강을 증진하고, 양성 평등과 평화와 안정

을 유지시키는 가장 강력한 도구’로 강조되고 있다(World Bank, 2011: 1). ‘2020 교육 략 보

고서’의 제목인 ‘모두를 한 학습’(Learning for All)의 부제 ‘발  증진을 한 지식과 기술에

의 투자’를 통해 교육은 발 을 한 하나의 도구  역할로서 그 요성이 인식되고 있음

을 명백하게 알 수 있다. 그 외에도 많은 략보고서에서 아주 쉽게 세계은행이 교육을 투

자의 개념으로 이해하고 성장의 동력으로 보는 도구  가치의 근은 논란의 여지가 없이 

자명하다. 

   이후 1980~1990년 에 걸친 경제 불황과 구조조정, 교육의 정체와 같은 난항을 겪으며 

많은 국제사회는 권리로서 교육의 의무화와 보편화를 Jomtien(UNESCO, 1990) 선언에서 발표

하 다. 이후 1990년  경제학자 Muhbub ul Haq와 Amartya Sen의 추진력으로 UNDP 인간개

발보고서에는 소득 이외에 교육과 보건에 한 지표가 포함되었다. 보고서(UNDP, 1990: iii)

는 “우리는 인간이 발 의 심이 되어야 한다는 요한 사실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발

의 목 은 사람들에게 더 많은 선택을 제공하는 것에 있는데, 여기에는 수명 연장, 지식, 

정치  자유, 개인 안보, 공동체 참여, 그리고 인권의 보장이 포함된다. 인간의 삶은 단순히 

경제  결과물과 같은 단면으로 평가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표명함으로써 발 에 한 평

가와 해석의 지평을 넓혔다. 

 

B. 교육의 본래  의미와 도구  요성 강조

   국제개발 력에서 교육의 의미는 이미 많은 학자들과 개발기구에서 수십 년에 걸쳐 연

구되어온 주제이다. 하지만 부분의 연구는 경제학 측면에서 교육이 경제 발 에 미친 

향이나 둘 사이의 상 계를 밝히는 것에 집 되어 왔다(Lucas, 1998; Barro, 1993; Gr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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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 al., 1992). 그러나 이에 비해 교육학  측면에서 교육이 발 에 어떠한 의미를 지니는지

에 한 심도 있는 논의는 많이 이 지지 않았다(Saito, 2003). 하지만 Sen의 토 역량 근

은 교육이 발 에 갖는 의미를 상기하는 역할을 하 는데, 교육학자인 

Unterhalter&Walker(2007)뿐만 아니라 철학자이자 경제학자인 Sen과 Nussbaum 역시도 토 역

량 개발에 있어 교육이 추 인 역할을 하고 있음을 인지하 다(Andresen et al., 2008).

   Robeyns(2005)는 심지어 교육 그 자체를 토 역량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하 다. 그녀에 

따르면 지식을 축 하고 교육의 기회가 보장되는 것은 개인이 릴 수 있는 요한 토 역

량을 얻는 것을 의미한다. 한 동시에 교육은 다른 토 역량을 확장하는데 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교육은 토 역량의 결과이자 개인의 토 역량을 확장하는 도구로서

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Saito, 2003). Sen 역시도 교육을 단순히 인  자본의 

축 을 의미하는 것을 넘어 개인의 토 역량을 확장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보았는데, 이것

은 교육을 받은 개인이 “읽고, 소통하고, 논쟁하고, 논리 으로 선택할 수 있게 되고, 타인

에 의해 진지하게 받아들여짐”을 통해서 실 된다고 주장한다(Sen, 1995: 294). 따라서 Sen의 

토 역량 근에 의하면 국제개발 력에서의 교육은 발  그 자체를 의미하기도 하며 동시

에 발 을 한 도구로서의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 토 역량의 으로 정의

하는 발 의 의미는 재 행해지고 있는 개발 력의 실천  행 보다 훨씬 더 포 이기 

때문에 우리가 발 의 목표를 Sen의 토 역량 으로 보는 것에 큰 무리가 없을 것이다. 

   토 역량 근에서 교육은 본래  가치와 도구  가치를 동시에 지니고 있다(Sen, 2002). 

본래  가치를 갖는 이유는 교육 그 자체가 토 역량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개인이 

인간다운 삶을 살기 해서는 필수 으로 교육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Sen은 기 교육이 인

간안보의 핵심이라고 보았다. 여기에서도 역시 한 개인이 읽고 쓰지 못하고, 셈하지 못하는 

것은 그것 자체로 삶의 불안정성(insecurity)을 의미한다고 말하 다. 따라서 교육은 그것 자

체만으로도 개인의 토 역량라고 할 수 있다. Sen은 인 자본(Human Capital) 근과 인간 

토 역량 근의 차이 을 설명하면서, 생각해 야 하는 세 가지 주제를 제안했다(Sen, 

1999). 하나는 well-being과 자유와의 ‘직 ’ 계, 둘째는 토 역량이 사회  변화에 미치

는 ‘간 ’인 향, 그리고 마지막은 토 역량이 경제  생산에 미치는 ‘간 ’인 향에 

한 것이다.  Sen의 토 역량 근은 세 가지 모두를 포함하는 근이지만, 인간자본 근

의 지 까지의 이론  연구는 세 번째인 경제 인 계에만 집 되어 있다고 비 하 다. 

이같이 개인의 경제 인 역량 증진뿐만 아니라 자신이 처한 부자유한 환경을 개선하는 선

택의 자유, 그리고 더 나아가 정치  참여를 통한 사회 변 을 이끌어 내는 자유를 토 역

량의 목 이자 역할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토 역량 근에서 교육이 의미를 갖는 이

유는, 교육 그 자체가 갖는 가치뿐만 아니라 개인의 사회  정치  참여를 담보하기 한 

도구로서의 교육에도 큰 가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Sen(1999)은 개인의 사회 , 정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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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를 담보하는 참여의 자유를 해서는 지식과 기 교육을 통해 얻는 기술이 필수 이며 

따라서, 학교교육을 받을 기회를 박탈하는 것은 참여의 자유에 필요한 기본 조건에 즉각

으로 배된다. 

   토 역량을 확장시키는 교육의 도구  역할은 크게 두 가지로 나  수 있다(Walker and 

Unterhalter, 2007). 첫째는 삶의 다양한 기능들을 성취할 수 있는 토 가 되고 기본 조건을 

마련하는데 요한 역할을 한다. 교육을 통해 개인은 더 나은 삶에 한 정보를 탐색하게 

되고, 그리고 그것을 추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된다. 를 들어 여성의 교육수 이 높

은 마을은 유아 사망률이 그 지 않은 지역에 비해 히 낮은 것을 볼 수 있다. 한 

교육을 통해 더 복잡하고 종합 인 사고와 행동을 필요로 하는 단계의 기능들을 성취할 수 

있다. 비 로 손을 씻고 오염된 물을 정화시켜 마심으로써 기 인 건강함을 유지할 수 

있다. 혹은 기 교육을 통해 등교육과 고등교육을 받을 기회가 생길 수 있고, 직업을 구

해 정기 인 소득을 얻게 될 수도 있다. 즉 교육을 통해 인간은 더 복잡하고 종합 인 사

고나 행동을 필요로 하는 기능들을 성취하고 확 해 나갈 수 있게 된다. 

   둘째, 교육은 기능들을 토 역량으로 변환하고 그것을 구 해 내는 힘을 키운다. Sen은 

여러 차례 동일한 기능들을 갖춘 것이 동일한 토 역량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을 강조했다. 

그 이유로 개인별로 기능들을 토 역량으로 변환하는 능력의 차이를 들었다. 이것은 개인

이 처한 문화  사회  환경에 의한 이유일 수도 있고, 개인의 가치 이나 선호에 따른 

단일 수 있다. 하지만 만약 개인이 자신의 극 인 자유를 성취함에 있어 방해가 되는 요

인이 있다면 그것을 제거하고 결국은 가치 있는 선택을 하게 되는 일련의 과정이 교육에 

의한 효과라고 볼 수 있다. 교육은 개인이 추구하는 가치 있는 삶을 ‘방해’하는 환경  요

소를 제거하는데 요한 의미를 가진다. 동시에 교육을 통해 개인은 정보를 바탕으로 상황

을 분석하고 이것으로 더 나은 삶에 한 개념을 정립하게 되고 방해 요소를 악하는 힘

이 생긴다. 물론 이러한 능력은 단순한 학교 교육을 통해 모든 이들이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Unterhalter, 2003; Raynor, 2007). 개인의 삶 반에 걸쳐 진행되는 다양한 형식의 교

육은 한 개인이 그들의 삶에 한 결핍을 악하고, 스스로 성취해 나가기 한 극 인 

태도를 갖게 하는 원동력을 제공한다(Andresen et al. 2008 재인용; Sturma, 2000; Garret, 

2001).  

   그 외에도 많은 학자들이 교육과 토 역량과의 계를 연구하 는데, Terzi는 교육을 받

을 자유(capabilities to be educated)는 Sen(1992)이 주장하는 상 으로 은 수의 핵심 인 

기  토 역량에 포함된다고 주장한다(Walker&Unterhalter, 2007). 그 이유는 교육을 받을 기

회를 박탈당하거나 부족할 경우 그것 자체로서 개인의 삶에 불이익과 해를 입게 되지만, 

교육을 받게 된다면 그것을 통해 다른 토 역량을 확장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

해에 따라 그녀는 교육  기능들을 한 기  토 역량의 목록을 구성하 다. 여기에는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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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산술, 사회성과 참여, 학습능력, 체육활동, 과학과 기술, 그리고 이성  사고가 포함된

다. Sturma와 Garrett 역시도 개인의 부분의 토 역량은 경험과 교육에 의해 형성된다고 

보았고(Andresen et al. 2008), Robeyns(2005)와 Unterhalter(2003)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는 

보편 으로 가치 있는 토 역량(capability)’이라고 보았다(Andresen et al. 2008). 한, 

Alkire(2004)는 교육이 개인의 인성을 온 히 개발시키고 인권과 근본 인 자유를 강화시킨

다고 보았다. Sen과 Dreze(1995: 10)는 “교육과 그이외의 높은 질의 삶의 구성 요소들은, 생

산성에 근거한 인  자본  의미를 떠나 그것 자체로서 요”하다고 보았는가 하면, 

Nussbaum(1988)은 아리스토텔 스의 에서 교육은 토 역량의 근에서 공공 정책에 가

장 향을 미치는 요소라고 밝혔다. 결론 으로, 토 역량 근에서 교육은 본래  가치로

서의 교육과정과 도구  가치로서의 교육결과를 모두 강조하고, 이 둘의 변증법  순환에 

의해 개인과 사회가 릴 수 있는 선택의 자유를 확장한다.

   토 역량을 확장시킨다는 에 있어 Sen의 토 역량 근은 교육이 갖는 도구  가치를 

보다 강조한다고 볼 수 있다(Sen,1999; Walker&Unterhalter, 2007). Andresen et at.(2008)은 만약 

교육의 의미가 조  더 포 이게 되어 형식교육(formal education)과 비형식교육(non-formal 

education), 더 나아가 무형식학습(informal learning)15)을 아우를 수 있다면, 교육과 토 역량의 

계는 아주 해진다고 주장하 다. 즉‘교육이 토 역량이며, 토 역량은 즉 교육의 결

과’로 볼 수 있게 된다(p. 166).  Nussbaum(1997; 2006) 역시도 교육과 련지을 수 있는 핵심 

토 역량을 제시 하 다. 그 첫째는 비  사고 혹은 삶의 성찰, 둘째는 이상 인 세계 시

민, 셋째는 서사  상상력을 들었다. Sen과 Nussbaum은 교육이 그 자체로서 기 인 토

역량이 될 수 있으며 동시에 다른 토 역량을 확장시키고 개발하는데 향을 미친다고 보

았다. 

C. 교육의 성과-평가의 새로운 패러다임 제시

  

   Sen의 토 역량은 개인이 갖는 자유 즉, 개인이 그들이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을 한 변

화를 만드는 행동을 의미한다(Sen, 1992; 1999). 토 역량은 따라서 단순한 기술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이 갖고 있는 자유와 기회를 언제든 그들이 원하는 성취와 결과를 해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이 때문에 Unterhalter(2007)는 교육을 평가할 때, 투입물로

서 단순히 교사, 교과 시간, 학습 도구를 보거나, 산출물로서 특정 교육 수 의 습득만을 

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그것 외에 교육을 받는 상태와 환경, 그러한 환경을 만들고 있

15) 이 세 개념의 차이에 해서는 Coombs, P. with Ahmed, M. (1974) Attacking Rural Poverty, Baltimore: The 

John Hopkins University Press. 을 참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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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정 이고 부정 인 자유, 그리고 교육이 어떻게 개인이 가치 있는 삶을 선택할 수 있

도록 하는지를 평가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논의가 의미 있는 이유는, 토 역량 근은 

단순히 결과의 평등을 넘어서 기회의 평등을 논의하기 때문이다(Tikly&Barrett, 2011). 즉, 교

육을 통한 성과는 단순히 학업성취나 기술의 습득에 그쳐서는 안 되며, 개인의 토 역량을 

얼마큼 확장시켰는가를 보는 것이 요하다. 

   발 을 평가할 때, 성취의 결과물인 기능들이 아닌 확장된 자유를 행사하는 토 역량에 

을 두는 것은 교육에서 사회  정의(social justice)를 논의하는 데에도 큰 기여를 한다

(Walker&Unterhalter, 2007). 이 논의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하나는 학교 교육이 불평등과 

사회의 부정의를 재생산한다는 주장이고, 다른 하나는 학교를 포함한 교육의 장이 학습자

에게 불평등에 해 항하고 이를 바꾸게 하는 힘과 환경을 제공한다는 주장이다. 여기서 

Walker et al.(2007)의 주장에 따르면 첫 번째 논의를 이끄는 학자들( 를 들어, Pierre 

Bourdieu, J-C Passeron, Stephen Ball, Sheila Aikman)은 기능들과 결과를 강조하는 경향이 있고, 

두 번째 그룹의 학자들( 를 들어, Nelly Stromquist, Kathleen Lynch, John Baker, Harry 

Brighouse)은 '학교의 변  공간(transformative space of schooling)'으로서 갖는 사회의 정의와 

평등을 구축하기 한 기여를 강조하며, 보다 토 역량 근과 하게 정의의 과정  측

면에 을 맞춘다. 따라서 토 역량 근의 교육에 한 은 사회  정의를 실 하고 

불평등을 완화하는 교육의 순기능에 있다고 할 수 있다. 

   Sen의 토 역량 근은 개인과 사회의 발 에서 교육의 성과를 무엇으로 정의할 것이며, 

교육의 역할은 무엇인가에 한 보다 근본 인 논의거리를 제공한다는 에서 교육개발

력 평가 분야에 요한 의미를 지닌다. 본 논문에서는 자세히 다루지 못하 지만 향후 Sen

의 토 역량 근이 교육개발 력 사업 평가에 주는 함의와 용가능성에 한 논의가 보다 

교육  차원에서 이 지기를 기 한다.  

V. 논의  결론 

   발 이란 우리가 이끄는 삶과 그 안에서 향유할 수 있는 자유를 증진하는 것과 련되

어야만 한다. 우리가 가치 있게 생각하는 자유의 확장은 삶을 더욱 풍요롭게 하고 장애를 

이기도 하지만, 자신의 의지를 통해 세계와 상호작용하고 향을 끼침으로써 개인이 더

욱 완 한 사회  인간이 되게 한다(Sen, 1999). 자유의 확장에는 두 가지 요한 의미가 있

다. 하나는 개인이 가진 자유 그 자체로 가치가 있다는 이고, 다른 하나는 그로 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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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치 있는 모종의 다른 것을 산출할 기회를 확장시킨다는 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한 개인이 려야 하는 자유로서의 토 역량은 인간이 자신의 가치

단에 따라 인간답게 살기 한 발 의 필요조건이라 할 수 있다. 개인이 속해있는 사회는 

수많은 요소로 구성되며, 무한한 변수에 의해 각기 다른 사회  상황을 연출해낸다. 따라서 

경제  수 이나 동일 문화권 혹은 지리  유사성으로 국가들을 블록지어 사회  맥락을 

단하는 것은 외부인을 한 편의성의 결과라 할 수 있다. 각각의 모든 사회는 각기 다른 

요소의 결합으로 완 한 독립  상으로 이해되어야만 하며 이는 토 역량 근을 이해하

고 용하는데 필수 인 제라고 할 수 있다. 그 이유는 개인이 자유로서의 발 을 추구

하기 해 필요한 토 역량 집합은 개인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 즉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요소들과 끊임없이 상호작용하기 때문이다.

   2차 세계  이후 지 까지 발 의 맥락에서 해석되어온 교육의 의미를 살펴보면 경제

 풍요를 성취하기 한 도구  수단으로서의 교육이 지배 이었다. 방법론상의 문제나 

데이터 오류의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음에도 국가의 경제 생산성을 높이고 개인의 

소득을 높이기 한 수단으로서의 교육은 수 십 년간 강조되었고 그것이 교육의 역할로 인

식되어 왔다. 하지만 무엇을 발 으로 야 하는가에 한 조 은 더욱 근본 인 질문에 

한 답을 찾아가면서 우리는 이제 GDP이외에도 다양한 기 과 지표로 발 을 논의하게 

되었다(McMichael, 2011). 

   본 논문은 Sen의 토 역량 근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핵심 인 개념인 자유와 선택, 그리

고 개인의 이질성에 해 교육의 으로 논의하 다. 본문의 논의를 통하여 Sen의 토 역

량 근은 ‘세계-내-존재’로서의 개인이 더 나은 삶을 한 선택을 하는 자유의 확장을 강조

하 다. 이는 교육의 의미, 특히 교육개발 력에서 보다 더 통합 으로 발 을 조망할 수 

있는 을 제시하 다는 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사회의 발 은 개인의 발 을 제외하

고 논의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개인의 이질 이고 다양한 삶의 발 에 이 맞

춰져야 한다. 

   여 히 Sen이 주장하는 자유로서의 발 은 특히 교육개발 력 맥락에서 시기상조라는 

느낌을 갖게 한다. 실에서는 교육개발 력의 이론  성장과 담론 경쟁이 아직 채 성장하

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교육개발 력에서는 그가 말하는 토 역량 근에 의한 교육의 

본래  요성과 자유를 확장하기 한 도구로서의 요성이 이론과 실천을 아우르는 차원

에서 동시에 강조되어야 한다. 그리고 교육의 성과 역시 그러한 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Sen은 구체 인 토 역량의 목록을 만들거나, 평가를 한 지표를 우리에게 제안하지 않았

다. 그는 철학자이자 이론가로서 발 에 한 근본 인 질문을 모두에게 던졌고, 그것에 

한 나름의 정리와 해석을 내놓았다. 한 국제개발 력에서 막연하게 추구해 왔던 발 에 

한 방향성을 실증 으로 제시하고 안 인 을 제안하 다. 그의 주장과 해석을 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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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서서 향후 이것이 보다 구체 인 교육이론, 특히 교육개발 력과의 목으로 이 지고 

한 실천내용으로서 어떻게 장에 용될 수 있는지 다양한 연구로 이어지길 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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