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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bstract

All the factors related in education of Korea are very important in the aspect of economic development. The

numbers of students being in school from kindergarten through university approximate a quoter of Korean people.

Nevertheless paradigm of commercialism in education has been excluded completely in discussion by the reason

of 'educational objective' of education fields in Korea. So Korea's educational services have been confronted with

various problems which could hardly be solved, and have lost global competitiveness with the development of

globalization.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the commercialism of educational services by analysing various social

phenomena and government policies relating to educational services in Korea, and to find some alternatives which

are able to introduce commercialism on educational fields in Korea. Methodology of this paper depends on the

theoretical analysis. Major findings of this study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notwithstanding that the relative importance of education is the same to that of economy in Korea, the

providers of educational services in Korea are against their commercialism problems. Second, it is suggested that

the stereotyped idea, that is, the commercialism in educational services be excluded, should be removed above

all. Third, in order to improve the competitiveness of educational services in Korea, it is recommended that the

commercialism be recognized in a part and various strategies such as the s-SCM, educational service marketing,

etc. be introduced. Fourth, we have to prepare for globalization of educational services through making the

educational industry to exporting services.

Key Words Services, Service Export, Trade in Services, Education, Educational Services, Commercial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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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Ⅰ

교육은 백년대계이며 국가의 근간이므로 함부로 손 댈 수 없는 것이다 라는 시각은 고정관념이다“ ” .

물론 이렇게 단언하면 당장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반박하려는 사람들이 많다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교육문제에 대한 갈등은 근본적 원인을 찾아보면 바로 앞의 표현과 같이 출발하는 사례들이

대부분이다 고정관념으로 보는 시각과 그렇지 않다고 판단하는 인식의 차이 때문에 교육과 관련된 문.

제는 언제나 갈등 투성이 그 자체인 채로 남아 있는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갈등을 풀지 못하고 있는‘ ’ .

동안에 다방면에서 국가적 손실이 잉태되거나 현실화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우리나라에 있어서 교육은 분명 국가의 근간이자 한국경제를 책임지는 동력의 원천이다 교육은 한.

국의 현실이며 동시에 한국의 미래이다 그러한 이유로 우리는 교육문제에서 한 시도 눈을 뗄 수 없으.

며 한 발짝도 양보할 수 없는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언제까지 이러한 고집을 유지할 것인지, . ‘ ’

고민해 보아야 할 때가 되었다 광속으로 변하는 사회현상 속에서 국가경제 전체에 뿌리를 내리고 있.

는 교육서비스를 백년대계로 남겨놓고 변화의 유혹을 무시해야 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는 뜻이‘ ’ ‘ ’

다 이미 선진 각국들은 교육서비스를 중요한 무역상품으로 인식하고 통상협상의 핵심의제로 삼아 테.

이블에 앉아 있다 다자간 무역협상이 그렇고 협상에서 그러하다 한미 협상을 걱정하는 국. FTA . FTA

민들의 마음에는 자동차 의류 농산물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건강과 문화와 교육이 자리잡, , TV,

고 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받아들여야 할 때가 되었다.

이제 교육은 인간의 기본욕구인 의식주 다음으로 중요한 문제가 되었다 시각을 달리해 보면 오히려.

의식주의 문제보다도 더 중요한 관심사이며 이러한 사실은 교육 관련 문제가 언제나 중요한 현안문제,

로 발전하는 사례들이 끊이지 않는 사회현상에서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교육비 지.

출이 대비 년를 차지하였고 년에는 우리나라 교육예산이 대비 수준을 상GDP 8.2%(2001 ) , 2004 GDP 5%

회하였으며 국가간 거래에서도 교육서비스를 이유로 수취 또는 지불되는 금액의 규모가 급증하고 있,

는 등 사실상 우리나라 산업의 중추를 이루는 부문이 되어 있다.

글로벌 시대를 맞아 교육서비스의 가치를 제대로 인식해야 할 때가 되었다 특히 현대는 진정한 글.

로벌 경쟁의 시대로서 글로벌 및 디지털의 대 트렌드가 주도하는 무한경쟁으로 말미암아 한국의 교2

육서비스가 심각한 난관에 봉착할 우려마저 예견된다 한국교육이 사는 것은 곧 한국경제가 사는 것이.

다 교육서비스에 대한 그릇된 고정관념이 한국경제를 병들게 한다면 마땅히 바로잡아나가야 한다 그. .

대안을 찾기 위해 교육서비스의 상업성 인식의 문제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교육서비스의 상업성을 분석하는 목적은 교육서비스 자체가 산업의 중요한 일부를 형

성하고 있는 현실에서 패러다임 변화의 시대에 교육서비스의 품질을 높여 한국경제의 소중한 투입요

소인 인적자원을 확충하며 동시에 문화자원의 질적 수준을 개선하여 글로벌 경쟁시대에 지혜롭게 대

처해나가기 위함이다 궁극적으로는 교육서비스의 상업주의 관련성을 검토하여 글로벌 시대의 소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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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상품으로써 교육서비스를 받아들이고 이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인식변화의 계기

를 마련해 나가는 데 일조하는 것을 본 논문의 연구목적으로 한다.

이 논문은 기본적으로 문헌연구의 방법에 의해 진행된다 이를 위해 교육서비스 시장개방과 관련된.

기존의 문헌연구와 우리나라 교육정책 및 글로벌 교육시장 관련 정책자료를 분석하여 연구목적에 부

합하는 분석의 틀을 모색하고 우리나라 교육서비스의 발전적 대안을 제시하기로 한다 연구진행 과정, .

에서 상업성의 문제는 연구의 특성상 상업주의의 적용문제와 동일한 수준에서 혼용하였음을 밝혀‘ ’ ‘ ’

둔다.

상업성 논쟁과 인식의 변화.Ⅱ

상업주의의 인식관행 및 접근1.
상업주의의 인식관행1)

상업주의 는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사고의 흐름을 의미하며 영리주의( , commercialism) ,商業主義

의 개념으로 이해된다 즉 도의적 한계를 넘지 말아야 할 부문까지 자본의 논리가 침투하여( ) . ,營利主義

무엇이든 돈벌이 대상으로 보는 영리본위의 사고방식을 상업주의의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자본주의.

사회는 물질적인 사용가치를 포함하여 교육 예술 사상 이데올로기 도덕 등은 물론 인간의 존재 그, , , ,

자체를 이윤실현의 수단으로 보고 접근하고 있다 자본주의 이전의 사고라면 의료 복지 종교 등의 영. , ,

역은 이윤추구의 대상영역이 아니었을 것임에도 그 한계를 넘어 자본의 논리가 침투해 들어가는 경향

을 상업주의라고 한다 최근 들어 이와 같은 상업주의 현상은 다양한 미디어의 발달로 사회기구 인간. ,

행동 문화구조 등 전 부문으로 확산되고 있다, .

그러나 상업주의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은 그 자체로서 반발 심리를 야기한다 상업주의에 대한 긍정.

적 측면은 대부분 무시된 채 경계의 대상으로 인식되고 있을 뿐이다 상업주의를 수긍하는 상황에서‘ ’ .

도 지나친 상업주의는 경계한다는 표현이 사족으로 덧붙어 있을 정도이다 이처럼 무조건 상업주의를‘ ’ .

경계하는 인식의 틀이 교육현장에도 가감없이 적용되고 있다 특히 공공성이 크게 강조되고 있는 교육.

서비스에 시장원리를 적용한다거나 또는 영리추구를 허용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민족성특히 유교사상(

에 기반을 둔 민족적 성향이나 교육적 양심에 부합할 수 없는 일로 받아들이고 있다 문제는 상업주) .

의를 어떻게 개념정의하고 어느 정도 수준에서 상업주의를 허용할 것이며 상업주의에 대한 무조건적, ,

부정적 인식관행을 어떻게 교정하여 나갈 것인가라는 점이다 사회과학 분야의 제 영역에서 변화하기.

가장 힘든 일이 사람들의 인식변화임은 과거 경험에 비추어 잘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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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사람들이 교육은 사고파는 물건이 아니다라는 사고를 관행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가령 교육‘ ’ .

개방은 교육의 시장화이자 국가가 더 이상 교육에 책임지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받아들인

다 또한 교육개방은 돈 있는 사람들만 특혜 받는 일로 인식하고 있다. .1) 국경을 넘어 이동하는 것으로

개방할 수 있는 것은 상품 만이 가능할 뿐이지 교육은 아니라는 시각이다 이와 같은 인식에는‘ ’(goods) .

우리나라 교육계의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참여정부 들어 급격히 추진된.

교육개방 및 시장화 정책으로 학교교육을 통해 가난이 대물림되는 교육 불평등의 구조화를 야기시켰‘ ’

다는 교육단체의 주장도 있다.2) 이들은 경쟁력 수월성 선택권을 명목으로 강화된 교육시장화 정책때ㆍ ㆍ

문에 한국교육이 난맥상을 보인다고 비난한다 표 은 한국교육의 수장인 교육부총리에 대한 인물요. < 1>

건으로 교육단체가 내세운 주장의 이면에는 교육의 상업주의 반대를 전제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단 체 교육부총리 인물 요건

전 국

교 직 원

노동조합

� 교육 전반의 평등성과 수월성을 조화롭게 조합해 안정적인 교육정책을 수립 추진할 수,

있는 인물

�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교육계를 화합시켜 통합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인물

� 일부 경제력이 있는 사람들에게만 양질의 교육기회가 주어지는 사회불평등을 해소할' '

수 있는 사람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 교육의 수요자는 교육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 모든 국민이므로 교육부장관은 공공교육을

강화하고 교육철학과 장기적인 비전을 가진 개혁적 인물 요구

전국교수

협 의 회

� 교육정책을 알고 있는 인물 가운데 개혁성향을 띠고 있는 사람

� 시장논리에 따라 교육정책을 수립하는 사람은 더 이상 교육계의 수장이 되어서는 안 됨.

자료 연합뉴스 기사에서 발췌, 2006. 7. 2：｢ ｣

표< 1 교육단체가 희망하는 교육부총리 인물 요건>

스포츠가 상업적 상품으로 자리 잡은 것은 누구도 부정하지 않는다 월드컵 올림픽 등 상업주의의. ,

극치라고까지 비판받는 스포츠 이벤트들이 부지기수이며 축구 야구 골프 등 프로선수들의 몸값은 천, , ,

정부지이다 이들은 별다른 제약 없이 국경을 쉽게 넘나들며 스포츠상품을 판매한다 이제는 순수한. .

스포츠 정신을 크게 강조하지도 않으며 상업주의로 인한 폐해가 많아 보이지도 않는다 스포츠 분야‘ ’ , .

에는 상업주의가 이미 정착한 것이다.

그러나 교육서비스는 상업주의의 바람이 주변에 얼씬하지도 못한다 긍정적 효과가 있을지 부정적.

효과가 있을지 결과는 차치하고 아예 말도 꺼내지 못할 정도로 상업주의를 경계한다 스포츠와 교육이.

라는 서비스재의 차별적 속성때문이라 할지라도 인식의 차이가 너무 크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왜.

교육서비스에 대한 상업주의적 시각은 크나큰 잘못으로 인식되고 있는가?

1) 한겨레신문 교육은 사고파는 물건이 아니다 이철호 참교육연구소 부소장 인터뷰 내용, “ ”( ), 2006. 4. 7.

2) 연합뉴스 교육부총리는 공공성 강화할 인물로, “ ”, 2006. 7. 2.｢ ｣



교육서비스의 상업성 논쟁과 발전과제 47

접근방법의 한계2)

교육서비스의 상업성 논쟁은 상업주의 그 자체의 논리적 한계와 교육서비스의 속성에서 비롯되는

한계가 중첩되어 있기 때문에 접근이 곤란하다 한국 사회의 두 마리 토끼경제와 교육를 모두 잡을. ( )

수 있도록 현명한 판단을 내리기 위해서는 상업주의의 긍정적 측면을 최대한 살려야 하지만 상업주의

의 이면에 있는 부정적 측면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교육서비스가 국가경제의 중추적 역할을.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다 한국의 교육은 민주화는 되어 있.

으나 교육자유는 없는 편이며 아직 상업주의에 대한 경험이 일천하여 자칫 제동장치 없는 질주를 만, ‘ ’

들 위험을 안고 있다 교육자유가 쉽게 정착되지 못하는 이유는 상업성의 부재 탓일 수 있다 상업주. .

의는 정치적 논리를 배제시킬 수 있기 때문에 교육자유를 구현하는 지름길이 될 수 있다 교육현장에.

서 상업성이 배제될수록 교육자유의 구현은 오히려 요원해질 것이다.

한편 교육서비스의 속성에서 당면하게 되는 한계들로는 서비스가 매우 중요하다는 경제현실에도 불

구하고 무형성 계측곤란 등을 이유로 경제의 제 부문에서 무시되고 있는 점이다 우리나라는 한정된, .

국토면적과 천연자원 부족이라는 태생적 한계에서도 그나마 유일한 희망으로써 인적자원을 개발해 왔

다 또한 그 동안의 경제발전을 성공으로 이끈 최고의 기여요인이 바로 교육이라는 점도 잘 알려져 있.

는 사실이다.

긍정적 측면 부정적 측면

� 시장원리에 의한 효율성 제고

� 교육투자의 활성화

� 투명성 제고로 교육부패 개선

� 상업적 광고허용 등 교육재원 확충 용이

� 교육현장과 산업현장의 괴리 해소현실적 교육(

정책 수립 가능)

� 정책의 일관성 유지로 예측가능성 제고

� 교육규제완화 촉진 등으로 교육자유를 구현하

는 지름길

� 경계심 유발로 교육당사자간 갈등 유발

� 과도한 영리추구의 경우 교육파행 예상

� 자본의 지배로 인한 분배정의 실천 의문

� 건전한 교육문화 형성 저해 우려

� 인문학 사회과학 등 기초학문의 황폐화 우려,

표< 2 교육서비스 상업주의의 긍부정적 측면> ․

교육은 곧 한국경제 라는 등식은 언제나 유효한 상태로 남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교육서비“ ” .

스에 대하여 산업 시장 또는 상품이라는 표현을 덧붙이게 되면 교육서비스의 공공성을 망각하는 행위,

라고 격렬하게 비난하는 사례들을 쉽사리 볼 수 있다 그러나 교육투자라는 표현은 전혀 거부반응 없. ‘ ’

이 사용하고 있는 것도 모순적인 단면의 하나이다 이처럼 교육서비스에 대한 상업적 사고와 논리를.

배제시키는 것은 경쟁원리를 배제함으로써 효율성을 제고시키기 어렵고 동시에 교육투자를 저해함으,

로써 교육의 질적 수준을 높이는 데 실패하기 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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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서비스가 산업이나 시장 측면에서 경제에 기여하는 부문은 다양하다 한미 의 중심에 교육. FTA

서비스가 있고 서비스협상에서도 교육서비스 시장개방문제가 중심에 놓여 있다 이미 다양, WTO/DDA .

한 시각에서 교육서비스는 더 이상 비경제적 논리로 접근해서는 안 되는 문제로 전개되고 있다.

교육서비스의 상업성 논쟁을 전개하기 위하여 선택할 수 있는 방법론은 많지 않다 이는 교육서비스.

자체가 무형성불가시성 저장불가성생산과 소비의 동시성 계측곤란 등 서비스재 특성을 기본적으로( ), ( ),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방식으로든 문제에 접근하기 힘든 편이다 또 다른 이유로 교육서비스는.

국가존립에 필요한 주요 재원이 되는 공공재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비용부담의 주체를 확정짓기 곤란

한 측면이 있고 교육수요자의 다양한 요구를 전폭적으로 수용하여 서비스를 공급하기에는 더 없이 곤,

란하기 때문에 교육서비스에 대한 접근이 어려운 상태로 남게 된다.

따라서 교육서비스의 상업성 논쟁을 검토하기 위한 분석의 틀로 계량적 도구나 방법을 활용하는 데

에 한계에 부딪칠 수밖에 없다 또한 설문 등 실태조사에 의한 접근도 다양한 교육서비스 수요공급자.

의 특성을 체계적으로 분류하여 접근하는 것이 곤란할 것이다 그럼에도 한미 등 교육서비스 시. FTA

장개방문제에 있어서 계량분석의 틀을 원용하는 사례가 많다 이러한 경우 낮은 변별력 데이터의 강. ,

제 조작 원시 데이터의 낮은 신뢰성 등으로 분석의 효과는 그다지 높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향, .

후 서비스무역 내지 서비스산업 분석에 있어서는 계량적 분석방법을 무리하게 동원하여 도출된 결과

들이 자칫 정책실행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오류를 발생시킬 것이므로 경계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

교육패러다임 변화와 상업성2.
교육패러다임 변화와 인식지연1)

교육서비스는 이미 오랜 전부터 한국경제의 근간으로 자리 잡고 있다 교육서비스의 산업경제적 비.

중이나 경쟁의 핵심요소라는 사회적 현실에서 교육서비스에 대한 시각이 과거의 사고방식 그대로 고

착화된 채로 남는다면 한국경제의 미래에 심각한 손상을 줄 수도 있다 교육서비스를 둘러싼 환경은.

과거 년 년 년 등 시간흐름과 더불어 급변하고 있다 물론 큰 골격은 글로벌화 및 디지털화에50 , 30 , 10 .

의한 변화로 요약할 수 있겠으나 각종 미디어의 발전 정보공유에 의한 전 국민의 교육서비스 참여 증,

대 교육서비스의 경제자원화 및 상품화 등 시시각각 변모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

사회과학이 인간 삶의 현실문제를 풀어나가는 데 기여하는 학문이라면 교육서비스에 대한 현실적

당면과제를 풀어나가야 할 책무를 게을리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미 교육서비스는 공공재의 성격보다.

는 사유재로서의 성격이 높아지고 있고 글로벌 시장에서는 중요한 무역상품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은 교육서비스를 사유재로서의 성격은 무시한 채 아직도 공공재로만 인식하는

경향이 높으며 이 때문에 교육서비스 수요자는 비용부담구매비용 지출을 꺼려하고 공급자는 보호의, ( )

테두리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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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인식이 결국 시장질서를 왜곡시키는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경쟁력을 저하시키거나,

대외거래에서의 협상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교육에 대한 문제를 논할 때 교육산업. ‘ ’ ‘ ’

또는 교육시장의 관점에서 해결점을 찾고 있음에도 교육은 상업화 논쟁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강‘ ’ ‘ ’

조하는 모순을 보이기도 한다.

패러다임 변화 의 총량 지표를 비교할 수만 있다면 여타 부문보다 교육 부문의 변화량(paradigm shift)

이 가장 적을 것으로 보인다 교육은 백년대계라는 이유로 한국교육의 학제 교육이념 교육기관 운영. , ,

시스템 교원에 대한 예우 등 수십년의 세월이 지나는 동안에도 변함이 없다 이처럼 단면을 보면 교, .

육패러다임의 변화를 읽을 수 없다 그러나 교복착용이 자율화되었다가 복귀되었고 한자교육 역시 사. ,

라졌다가 복귀되었으며 인문계와 실업계로 나누어지던 고교교육이 과학고 외국어고 자사고 등 다양, , ,

화 되었으며 대안학교가 늘어나고 있고 대학의 전공이 수시로 바뀌며 급식방법 학생활동 교원활동, , , , ,

수업방식 학급당 학생수 등 교육시스템 전반이 변화하고 있다 실로 변화무쌍한 교육현장의 모습을, .

읽을 수 있다 우리나라의 교육패러다임 변화를 개별적으로 분석하는 것은 곤란하지만 거시적장기적. ( )

으로는 그림 과 같이 매트릭스 형식으로 도식화하여 요약할 수 있다[ 1] .

그림 한국교육의 패러다임 요약 매트릭스[ 1]

사( )士 농 공( )/ ( )農 工 상 서비스( )/商산업 인식

충효사상과

예절의 고취

지식자본의 축적

기회기술 등( )

글로벌 문화지향

및 상업화 진전
교육 문화

한자중심의

유교문화시대

한글중심의 편의성

활용

영어병용으로

글로벌 시대 부응
언어 사용

조선시대 산업사회 지식사회

상업성 논쟁의 확산2)

무엇보다 중요한 패러다임 변화는 교육서비스에도 영리법인 허용 시장개방 교원 성과급제 도입 등, ,

상업성 논쟁이 시작되었다는 점이다 교육현장에서도. 3E3) 요인을 중심으로 한 각종 체험형 캠프를 만

들어 판매하고 있고 코스닥 상장업체인 메가스터디 등 온라인 학원들이 주가상승으로 국민들의 관심, ‘ ’

을 끄는 것은 모두 교육서비스의 상업성 논쟁에 불을 당기는 사례들이다 또한 교육경쟁력 강화를 명.

분으로 대학들이 기업의 고객만족 내지 고객감동 전략을 학생들에게 원용하거나 교원에 대한 성과급

제의 도입 총장 및 교장 공모제 졸업후 학생관리를 기업마인드인 사후관리 라는 표현을 사용하였, , (A/S)

3) Education, Experience, Entertai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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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 학생들의 반발을 불러 일으켰던 사례들도 상업마인드 인식이 확산되고 있음을 입증한다.

한편 국민 모두가 교육서비스의 프로슈머 가 되었다는 점도 중요한 교육패러다임 변화이자(prosumer)

상업성 인식의 예가 된다 특히 네티즌은 인터넷을 통한 지식서비스의 생산자인 동시에 소비자로서 역.

할을 수행해 왔다 네티즌은 디지털 시대가 심화됨에 따라 더욱 진화하여 교육서비스 공급주체로서의.

역할과 동시에 교육서비스의 소비자 기능을 수행하는 교육시장 참여자가 되었다 이미 미국에서는 영.

리대학 모델이 운영되고 있는 사례도 교육현장에의 상업주의 도입이 현실화되고 있(For-profit college)

음을 말해준다.4)

교육서비스의 상업주의 현상.Ⅲ

교육서비스의 경제적 의의1.
지금까지 교육서비스는 공공재의 성격이 강하다는 이유로 시장으로부터의 보호대상으로 인식되어

왔다 이 때문에 시장원리의 적용이나 영리성 논쟁에서 심각한 갈등요인으로 작용해 왔으며 결과적으. ,

로 교육서비스의 효율성을 저하시키거나 소비자 선택의 기회를 제한함으로써 사회적 낭비를 초래하는

요인으로도 작용하였다 한국의 교육현실이 현재 상태로 계속 머물러 있게 된다면 글로벌 경쟁시대에.

서는 외국의 교육서비스와 경쟁할 수 있는 자생력을 구비해 나갈 수 없을 것이다 교육서비스에 대한.

상업주의 배제로 야기되는 근본적 문제는 효율성 저하 및 소비자 선택기회를 제한하게 되고 이로써

교육소비자로 하여금 상대적으로 비싼 값에 교육서비스를 구매하게 만든다 이제 교육서비스에 대한.

인식변화의 계기를 찾아야 한다 즉 상업주의를 일부라도 허용하는 계기를 마련하여 교육체질을 개선. ,

해 나갈 수 있도록 현안 쟁점들을 정리해 볼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현상들을.

분석해 보기로 한다.

거대 산업규모1)

교육서비스가 사회적으로 파생시키는 문제들은 의식주의 문제만큼이나 다양하고 심각하다 그만큼.

교육서비스의 비중이 중요한 요인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점을 의미한다고 볼 수도 있으나 이는 교육서

비스의 산업 비중이 매우 높아졌다는 사실의 반증이기도 하다 이미 교육서비스의 문제는 거대공룡의.

문제로 발전되어 있다 이러한 사실은 각종 교육지표 또는 사회적 현상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를. ,

방치할 경우 교육 관련문제가 통제불능의 상태로 빠져 한국경제의 독소적 요인으로 작용할 위험이 있

4) 미국의 고등교육 전문 주간지 기사에서 미국 영리대학과 비영리대학 비“The Chronicle of Higher Education”(2006. 5. 5)

교모형을 소개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http //chronicle.com：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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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영화 쥐라기 공원의 예에서 보듯이 소수의 과학적 호기심과 상업적 욕심 내지 관심이 공룡을 양. ‘ ’

산시켜 통제불능의 상태로 비화되는 것과 동일한 현상이 예견된다는 뜻이다.

한국에서는 교육의 방향이 곧 경제력의 향방을 결정한다 이는 한국의 경제발전 성공이 곧 부모들의.

교육열에 의한 인적자원 개발의 결과라는 평가에서도 이해될 수 있는 사실이지만 우리나라 교육서비,

스에 종사하는 인구와 직간접 교육지원산업 규모를 고려하면 교육서비스는 그 자체로서 이미 중요한

산업이며 거대 시장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표 은 년 현재 우리나라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및 대학의 학교수와 학생수 교원수를 발췌한< 3> 2005 , ,

것이다 교육서비스산업은 이 규모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교육지원공무원수 학부모 기숙사 체육시. , , ,

설 및 컴퓨터 등 교보재 학교급식 등하교 교통수단 등에 관련된 직종과 그 종사자들이 거대산업을, ,

형성하고 있다 기업 및 공직사회 등 산업현장에서의 교육연수비용 지출 투자 등은 교육서비스. , R&D

와 함께 지적자본을 높이는 산업을 형성하고 있으며 이 부문 역시 교육산업의 일부라는 시각에서 그,

규모를 가늠할 수 있다 표 에서 보듯이 유치원부터 대학에 이르는 학생수를 단순합산하면 여. < 3> 1,120

만명으로 전체인구의 을 차지하는 규모이다 또한 교사 및 교수를 단순합산한 교원수는 만명을1/4 . 47

넘는다 이 규모는 우리나라 공교육 현황을 말해줄 뿐 사교육 시장과 교육지원서비스를 포함할 경우에.

는 한국경제의 중추가 될 수밖에 없다.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문대학 대 학 계

학교수교( ) 8,275 5,646 2,935 2,095 158 173 19,282

학생수명( ) 541,603 4,022,801 2,010,704 1,911,173 853,089 1,886,639 11,226,009

교원수명( ) 30,495 160,143 103,835 116,411 12,027 49,200 472,111

자료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 년 성장에 대한 교육지표 분석, “ 60 ”, 2006. 7. 7.：

표< 3 우리나라 학교 학생 및 교원 현황> , (2005)

교육산업은 교육과 관련된 재화 및 서비스를 생산 또는 제공하는 산업부문이다 교육산업은 학교 또.

는 공공기관에서 제공하는 비영리적 활동뿐만 아니라 각종 교보재산업 온라인 교육과 학습 사설학원, , ,

기업의 교육훈련 국내외 유학생 교류 등을 포함한다 우리나라 교육산업에 배분되는 총예산을 의, . GDP

수준으로 높이는 것이 현 정부의 약속이며 이 목표는 년 또는 년 중 달성될 것으로 보인6% , 2006 2007

다 표 는 년도 기능별 세출예산 중 교육비 부문이 경제개발비를 제치고 가장 큰 비중을 차지. < 4> 2006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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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문
2005 2006

금 액 구성비 금 액 구성비

방 위 비 22,020,476 16.3 23,511,696 16.2

교 육 비 27,438,045 20.3 28,540,223 19.7

사 회 개 발 17,779,505 13.2 19,347,715 13.4

경 제 개 발 28,060,533 20.8 28,303,225 19.6

일 반 행 정 14,607,042 10.8 17,101,586 11.8

지 방 재 정 교 부 금 20,135,831 14.9 21,366,498 14.8

채무상환 및 기타 3,334,,922 2.5 4,036,842 2.8

예 비 비 1,645,159 1.2 2,249,825 1.6

재 정 융 자 지 원 194,073 0.1 350,000 0.2

계 135,215,587 100.0 144,807,610 100.0

자료 기획예산처 나라살림 년 예산개요, 2006 (2006 ), 2006. 2.： ｢ ｣

표< 4 년 기능별 세출예산 현황> 2006
단위 백만원( , %)：

교육의 권력화2)

몇 년 전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부총리급으로 승격한 사례나 기능별로 분류한 정부예산에서 교육

부문이 국방예산이나 경제개발비를 제치고 순위의 비중을 차지하게 된 사례 그리고 가계 지출에서1 ,

교육비 지출 비중이 점증하고 있는 사례들은 모두 교육서비스에 관한 문제의 중요성을 반증하는 것들

이다 특히 최근 들어 불고 있는 영어교육 열풍이 사교육비 지출을 부채질하는 것은 물론 영어교육을.

목적으로 한 조기유학이나 해외 어학연수 등으로 여행수지 적자규모가 급증하고 있는 것도 우리나라

교육서비스 문제에 대한 상업적 판단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대 권력기관으로는 검찰과 경찰 국세청 국가정보원으로 인식되어 왔으나 이4 , ,

제는 재정경제부와 검찰청 국방부 및 교육인적자원부가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이 연구는 우리나라 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하여 자원지수소속인원 고위직수 예산규모 등45 ( , , ),

자율성지수예산전용 비율 특수활동비 하위법령수 등 네트워크지수소속 산하기관 업무연계성 등( , , ), ( , , ),

영향력지수장차관 진출자 요직비율 언론관심 등 잠재력지수주요 고유권한 등 가지 지수로 권력( , , ), ( ) 5

의 정도를 측정한 것이다.5) 그 결과 교육인적자원부는 재정경제부 점 검찰청 점 국방부(67.92 ), (67.77 ),

점에 이어 권력지수 점으로 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인적자원부는 교육부총리(65.74 ) 55.75 4 .

등 요직이 많고 소속 및 산하기관이 방대하여 자원지수 및 네트워크 지수에서 높은 점수를 기록한 것

5) 오재록 관료제 권력지수 개발에 관한 연구 연세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 ,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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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교육인적자원부의 권력화는 정치적 논리에 의하여 교육정책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자칫 시장.

왜곡을 야기시킬 수 있다 이때도 역시 교육서비스 발전의 균형감각을 유지시켜 줄 수 있는 것이 상업.

성을 고려하는 일이다.

순위 정부기관 권력지수 순위 정부기관 권력지수

1 재정경제부 67.92 6 행정자치부 47.42

2 검찰청 67.77 7 경찰청 43.07

3 국방부 65.74 8 보건복지부 41.51

4 교육인적자원부 55.75 9 국가정보원 40.36

5 건설교통부 49.15 10 감사원 39.72

자료 오재록 관료제 권력지수 개발에 관한 연구 연세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 , 2006.：

표< 5 중앙행정기관 권력지수>

글로벌 이동성 확대3)

글로벌화 요인의 핵심은 운수 및 통신기술의 발전에서 비롯된다 또한 국가간 협상으로 물리적 국경.

장벽이 상징적 장벽으로 남게 된 것도 글로벌화의 중요한 촉진제가 되었다 물품 및 서비스 자원 노. , ,

동 및 자본 정보 문화 등 어느 요소이든 이제는 별다른 제재를 받지 않고 국경을 넘나든다 이처럼, , .

글로벌 이동성이 증대됨으로써 해외시장이 곧 국내시장과 같이 인식되고 있는데 이러한 현상은 교육,

현장이라 하여 예외일 수 없게 되었다.

년도
구 분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p 20061)

유학연수

서비스수출 38.7 23.0 10.8 16.9 14.8 16.0 10.2 7.3

서비스수입 905.5 957.9 1,070.0 1,426.6 1,854.7 2,487.2 3371.4 1,950.0

수지 -866.8 -934.9 -1,059.2 -1,409.7 -1,839.9 -2,471.2 -3,361.2 -1,942.7

일반여행

서비스수출 6,801.9 6,811.3 6,373.2 5,918.8 5,343.4 5,696.9 5,649.8 2,629.0

서비스수입 3,975.4 6,174.0 6,547.0 9,037.9 8,248.1 9,498.8 11,942.7 6,479.6

수지 2,826.5 637.3 -173.8 -3,119.1 -2,904.7 -3,801.9 -6,292.9 -3,850.6

주 상반기 월 월 실적임 는 잠정치1) (1 ~6 ) . p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 ｢ ｣ http //ecos.bok.or.kr： 에서 발췌) .

표< 6 여행수지의 부문별 추이>
단위 백만( US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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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전체 여행수지는 년 억 만 달러의 흑자를 시현하였으나 년부터 적자로1999 19 5,970 , 2000

반전된 이후 그 규모가 급증하고 있다 여행수지는 전체 서비스수지를 크게 압박하고 있으며 유학연. ,

수 부문 및 일반여행 부문이 함께 큰 폭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어서 더욱 큰 문제이다 여행수지 적자.

규모 가속화 현상은 조기유학 붐을 비롯한 해외유학수요의 지속적 증가 주 일 근무제의 확산 해외골, 5 ,

프여행 등으로 인한 해외지출 급증에서 주로 기인한다 해외여행으로 인한 소비 확대는 상대적으로 국.

내소비를 위축시킴으로써 경기침체를 부채질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해외유학 선호 현상은 교육서비스.

의 글로벌화 수준이 미흡함을 반증하는 사례의 하나일 것이다.

교육서비스의 상업적 특성2.
우리나라는 홍익인간의 교육이념 아래 미래를 위한 교육투자의 덕분으로 세계 위를 오르내리‘ ’ 11~13

는 경제강국이 되었다 그러나 글로벌 무한경쟁시대로의 진입과 후발개도국들의 발전속도를 감안하면.

경제위기의 잠재성도 상대적으로 높은 것이 현실이다 지금까지의 교육투자가 경제부흥에 기여한 투자.

였다면 이제는 국가생존 및 발전전략의 투자로써 교육서비스의 기능을 살려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

는 교육의 본질적 기능 즉 순수한 교육적 목적에만 집착해서는 안 된다 교육인프라를 다지고 교육, ‘ ’ .

서비스의 품질 마인드를 높이지 않으면 한국의 교육토양을 기름지게 만들 수 없다 교육서비스 개방화.

시대라는 글로벌 트렌드에 역류하게 되면 그 결과는 경제고통으로 남게 된다 교육서비스의 본질을 이.

해하기 위해 거래적 특성과 상품적 특성을 개관하여 보기로 한다.

교육서비스의 거래적 특성1)

자료에 나타난 우리나라의 교육수익률은 세의 연령대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남성보다OECD 25~64

년제 대학을 졸업한 남성이 약 배 이상의 임금을 얻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성의 경우 세의4 1.3 , 25~64

연령대에서 년제 대학을 졸업한 여성이 고등학교만을 졸업한 여성보다 약 배의 임금을 받는 것으로4 2

나타나 여성의 고등교육 수익률이 더 높다.6)

서울대 진학률이 오르면 서울지역의 아파트 평당 가격은 만원 전세가는 만원 상승한다1%P 878 , 152

는 연구보고서가 있다.7) 또한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등 개 대학의 진학률이 상승할 경우에는, , 3 1%P

매매가가 만원 전세가가 만원 상승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처럼 명문대 입학률 등 교육환경206 , 36 .

이 우수한 지역서울 강남지역의 주거환경 가치는 정부의 교육정책에 크게 의존한다는 사실을 알 수( )

있다.

이와 같은 사회현상들은 모두 교육서비스가 경제문제와 직결되어 있음을 시사한다 교육서비스의 기본.

6)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지표, “2005 OECD (Education at a Glance)”, 2005. 9. 13.

7) 신용상하준경구정한 자산가격 버블 가능성 점검 및 시사점 금융연구원, “ ”, , 2006. 7.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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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거래모델은 의 모드에 따른다 표 참조 교육서비스는 공급자 개인의 지식경험이나WTO/GATS 4 (< 7> ). ․
노하우 등 지적 가치와 노동력에 의존하는 정도가 크다 또한 공급자의 서비스 공급능력을 확인하는 자격.

인증제도가 활용되고 있으며 서비스 공급자와 수요자의 장소적 근접성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교육서비스의 원격제공이 가능해짐으로써 교육서비스 생산과 소비의 동시성,

즉 서비스 거래의 장소적 동시성 요건대면요건이 변화하였으며 또한 녹화 또는 교육서비스의 서버보관( ) ,

기술을 활용함으로써 서비스 거래의 시간적 동시성 요건저장불가성도 변화하고 있다( ) .

구분 유 형 거래 방식
교육서비스의
무역거래 사례

Mode 1
국경이동형 서비스무역
(cross border)

� 서비스의 국경간 이동에 의한 공급
� 일국으로부터 타국으로의 서비스 공급

� 원격교육

Mode 2
해외소비형 서비스무역
(consumption abroad)

� 일국 내에서의 타국 소비자에 대한 서
비스 공급

� 해외 유학

Mode 3
상업적 주재형 서비스무역
(commercial presence)

� 일국 서비스 공급자의 타국내 상업적
주재를 통한 서비스 공급

� 외국교육기관의
설립 운영

Mode 4
자연인 이동형 서비스무역
(presence of natural persons)

� 일국 서비스 공급자에 의한 타국내 자
연인의 주재를 통한 서비스 공급

� 외국인 교원의
이동

표< 7 서비스공급의 가지 유형> 4 (4 Modes of Supply)

교육서비스의 상품적 특성2)

다른 서비스재와는 달리 교육서비스는 일과성 재화로 접근할 수는 없는 문제가 있다 교육서비스는.

상품으로서의 효용이 장기간에 걸쳐 나타나고 이러한 현상을 차적 소비과정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2

교육서비스에 관련된 문제들을 일시적 판단에 의하여 해결하기 곤란한 측면이 있다 이와 같은 교육서.

비스의 상품적 특성을 좀 더 살펴보기로 하자.

첫째 공공재 및 사유재의 이중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교육서비스는 기본적으로 공공재, . (public

의 성격과 사유재 의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교육비의 부담이나 교육서비스의goods) (private goods) .

소비측면에서 판단해 볼 때 초중등교육과정 이하의 교육은 비경합성(non-rivalry)8) 또는 비배제성

(non-excludability)9) 속성으로 인하여 공공재로 판단되며 의무교육 또는 비직업교육 중심으로 수행되고,

있다 또한 고등교육과정 이상의 교육은 선택적이고 비경합성 또는 비배제성 속성이 미약하여 사유재.

8) 소비에 참여하는 사람의 수가 아무리 많아도 한 사람이 소비할 수 있는 양에는 전혀 변함이 없는 재화 및 서비스의

특성을 말한다 많은 사람들이 동일한 재화 및 서비스를 동시에 소비할 수 있으며 한 개인의 소비가 다른 사람의 소.

비를 감소시키지 않는다 명이 수강하는 강의실에서 수강생 명이 더 늘어난다 하여도 교육서비스의 효과에는 별. 30 1

다른 영향이 없는 현상이 그 예가 된다.

9) 재화 및 서비스에 대하여 대가를 치루지 않고 이를 소비하려고 하는 사람의 경우에도 소비를 못하게 할 수 없다는

특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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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격을 가지고 있다 물론 초중고등 전 교육과정에서 학원교육과 같은 사교육. 10)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

기 때문에 교육서비스의 공급체인 전체를 놓고 초중등 교육과정 이하를 공공재 고등교육과정 이상을,

사유재로 구분할 수는 없다 이처럼 교육서비스는 다른 재화와는 달리 이중적 속성을 가지고 있어서.

교육문제에 관한 많은 논쟁의 발단이 되고 있다 교육서비스의 공공재 인식은 규제의 빌미가 되거나.

상업주의 배제 주장의 논거가 된다 공공재 인식은 또한 비현실적 교육정책 수립의 한 원인이 됨으로.

써 궁극적으로는 국가경쟁력 저하요인이 될 것이다.

둘째 사람 의존성이 높다는 점이다 교육서비스는 사람에의 의존도가 높은 상품이다 따라서 교육산, . .

업의 연계 부문도 결국 사람의 움직임과 관련된 것이 대부분이다 교육지원서비스에 의식주와 관련된.

산업들이 주종을 이루는 것도 교육서비스의 사람 의존성 때문이다.

셋째 지식산업의 일 분야라는 점이다 교육서비스의 공급자는 일반적으로 전문직 종사자로 분류된, .

다 따라서 교육서비스는 전문직 서비스의 한 분야로 분류할 수 있으며 지식산업인 동시에 비즈니스. ,

서비스의 일종이다 다만 교육서비스는 산업의 광범위성 및 방대성 거래방식의 다양성 등으로 인하여. , ,

공교육 중심으로 접근분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교육서비스의 과제 및 발전전략.Ⅳ

교육서비스의 향후과제1.
교육예산교육재정자립도 확충 교육감 및 교육위원 선거 교직문호 개방교원양성체제 개선 국립( ) , , ( ),

대 법인화 문제 입시 수능시험 기여입학제 사교육비 경감 고교평준화 교육자치 이공계 기피현상, , , , , , ,

지방대 경쟁력 강화 교육선택권 학교급식 사립학교법 초등학교 시험 부활 대학구조개혁 로스쿨 의, , , , , , ,

학전문대학원 고교내신 부풀리기 교원평가제 교원성과급 교직원교수노조 학교폭력 주 일 수업, , , , , , 5 ,․
일본 교과서 왜곡 총장직선제 직업교육 교육격차 학군조정 학제개편 자립형 사립고 외국어고 대, , , , , , , ,

안학교 교원승진 교장임용제 조기영어교육 교권수호 교육양극화 시골학교 폐교 서비스, , , , , , , WTO/DDA

협상 한미 시장개방 등 한국의 교육현안 문제들을 무작위로 열거해보면 이처럼 끝이 없다, FTA .

이 가운데 어느 부문이든 교육서비스의 이해당사자간 갈등 없이 개선되거나 해결 또는 추진되는 것

이 없을 정도이다 무엇이 문제이고 대안은 무엇인가에 대해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교육문제가.

한국경제와 사회안정과 장래 국가존립의 문제와 직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문제해결을 위한 노력과 시, , .

간이 무한대로 소요될지언정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않을 수 없는 것이 또한 교육문제이다.

10) 설립주체의 차이에 따른 공립학교교육과 사립학교교육은 모두 공교육에 해당하며 사립학교라 하여 사교육을 의미( ) ( )

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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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경쟁력 관심1)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연구원 이 평가하는 한국의 교육경쟁력 실상은 항상 밑바닥 수준을 벗어나(IMD)

지 못하고 있다 학력. 11)이나 학업성취도 국제비교 성적 등 교육성과에 있어서는 세계적으로 높PISA( )

은 수준을 보이고 있지만 통계지표에서 초등학교 교사 인당 학생수의 경우 년 명에서, 1 2005 31.4 2006

년 명으로 감소하였음에도 순위는 위에서 위로 하락하는 등 교육경쟁력 부문 순위가 년30.2 54 56 2005

위에서 위로 단계 하락하였다40 42 2 .12)

교육서비스는 사회의 지식경쟁력을 제고시키고 자원을 확충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국가경쟁력을R&D

확충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 결과적으로 교육은 평가항목 각각의 요인에 영향을 미치는 원동력. IMD

이 된다는 뜻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교육경쟁력 하락의 이면에는 일관성 없는 교육정책이 그 원인으.

로 작용한다는 지적이다 교육서비스의 수장인 교육부총리가 수시로 바뀌는 현상이나 추진력 및 방향.

성을 상실한 교육개혁 추진은 교육정책에 대한 책임성이 결여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교육경쟁력 제고.

는 이 시대의 교육계는 물론 한국경제가 당면한 최대의 현안과제이다 교육경쟁력 없이는 글로벌 시대.

에서 마땅히 발 붙일 곳을 찾기도 어렵다 교육경쟁력이라는 표현자체가 상업주의의 산물로 치부하는.

것은 현실무시의 처사일 뿐이다 교육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책임에 상응하는 의무 권한의 위임 선. , ,

택과 집중 규제완화 등 상업주의 원리들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

교육글로벌화에의 순응방식2)

글로벌화 과정에 한국적인 것과 상충되는 사례들을 빈번하게 경험한 바 있다 영어교육과 한글사‘ ’ .

랑의 딜레마를 비롯하여 한자교육의 방식 김치수출의 미각 조정 문화적 충돌 등 다양한 부문에서 갈, ,

등이 표출된다 가령 우리 교육에는 아직도 중국어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한자를 가르치고 있다 물. .

론 한자를 가르치는 데에는 다른 이유가 있기 때문임은 분명하지만 실제 중국여행을 해 본 사람은 우,

리나라 한자학습의 방향을 이해할 수 없게 된다 한자를 배웠음에도 중국의 도로표지판 하나 읽기 힘.

든 현실적 문제에 부딪치니 그 동안의 한자학습 노력과 수고에 대한 보상은 어디에도 탓할 수 없게

된다 이러한 예도 결국 우리나라의 교육서비스에 대한 고정관념의 폐해가 아닐 수 없다. .

김치수출의 예를 보자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이라는 말 때문에 외국인이 한국김치 본래. ‘ ’

의 맛에 입맛을 맞추라고 한다 길게 보면 입맛이 변하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할 수 있겠으나 한.

번의 김치맛 경험이 고객을 영원히 끊어버릴 수도 있다 선택의 문제이겠지만 글로벌화에 대한 대처방.

식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시사하는 점들이다.

년도 한국의 세계경쟁력은 조사대상 개 국가권역 중 전년도 위에서 위로 하락하2006 IMD 61 29 38․
였다 평가 부문 대 분야 중 경제성과 부문이 전년도 위에서 위로 상승한 것을 제외하고는 정부. 4 43 41

11) 세 인구의 고등교육 이수율은 년 발표시 였으나 년 발표에서는 로 높아져 위를 유지하고 있다25~34 2005 41% 2006 47% 4 .

12) 산업연구원 세계경쟁력 보고서 분석 산업경제, “2006 IMD ”, KIET , 2006.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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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성 기업효율성 인프라 부문 등 모두 큰 폭으로 하락하였다 경제성과 분야에서 한 가지 주목할, , .

것은 서비스수출 규모는 위이지만 에서 점하는 서비스수출 비중은 위를 기록하고 있다는 점16 GDP 36

이다.13)

이는 우리나라 서비스산업이 수출상품화 되지 못하고 국내소비재 단계로 머물러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서비스의 수출상품화 전략이 적극적으로 강구될 필요가 있으며 시장개방에 대처하는 소극적,

내지 방어적 전략보다는 서비스의 수출상품화를 통하여 해외수출을 증대시키는 적극적 내지 공격적

전략을 수립 실천해야 함을 시사한다 교육서비스의 글로벌화에는 학력 및 자격의 상호인정 인터넷에. ,

의한 교육정보의 공유 및 활용 사람의 이동 및 노동력 공급에 따른 상업적 제도영리성 허용 여부 교, ( ,

육보조금 지원 여부 등 언어의 활용 등 분야별 검토사항이 많다 이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전제되어), .

야 할 것임은 물론이다.

교육서비스의 공급체인 분석3)

교육서비스는 저장불가성 계량화 곤란 등 고유의 속성으로 수요공급간 괴리가 있다 또한 교육서비, .

스의 품질수준에 있어서도 수요공급에 괴리가 발생한다 대학이 공급하는 교육서비스에 대한 기업.

들의 인식수준을 보면 기업이 중요시하는 대학교육의 내용과 대학이 실제 가르치는 교육내용과는CEO

격차가 있다는 지적이다.14) 비교적 인식의 격차가 높은 요인으로는 실습 및 현장적응 능력 직업적, ․
도덕적 책임감 창의력 배양 문제해결 능력 외국어 및 국제화 능력 등이다, , , .

그림[ 1 교육서비스의 거래모델 및 공급체인 확장]

교육서비스의 거래모델

교육 지원 조직 및 활동 프로슈머의 기능( )
학생 교원 학부모 기업 정부 지자체 사회단체 등, , , , , ,

교육기관설립주체/

차적 공급자(2 )

학부모기업사회국가/ / /

차적 수요자(2 )

교원

본원적 공급자( )

학생

본원적 수요자( )

13) 산업연구원 전게자료, .

14) 년 월 기업체 근무연수가 최소 년 이상인 전국 기업체 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분석결과이다 윤대2004 5 3 CEO 904 .

희한경희 공과대학 학부 교육의 혁신방향 공학교육기술학회 공학교육 제 권 제 호, “ ”, , 11 2 , 2004. 6, pp. 14~1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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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서비스의 공급체인 확장

사교육 학원교육 과외 등( , )

사이버교육 러닝 러닝 원격교육 등(e- , u- , )

교육의 글로벌화 영어마을 유학 확대, (In&Out)：

공교육 설립주체 국공립 사립 등( , )：

유아교육 초등교육 중등교육 고등교육
성인교육
평생교육

이와 같은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교육서비스의 공급체인 분석이 필요하다 서비스공급체.

인 분석을 교육부문에 적용하게 되면 유휴 교육시설 발생 확인 적정한 예산배분 체계 수립(s-SCM) , ,

수요공급의 조절 예측가능한 교육정책 수립 수요공급의 양적질적 괴리 해소 등 교육서비스의 효율, , ․
성 제고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 그림 는 교육서비스의 거래모델 및 교육서비스의 공급체인을 확장. [ 2]

하여 다각적으로 분석할 수 있도록 도식화한 것이다.

교육서비스의 발전전략2.
본래 경제문제의 갈등은 비용과 편익에 대한 부담과 귀속의 문제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다 비용부.

담은 회피하려 하고 이익분배는 큰 목소리로 요구하는 주장들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곳이 자본주의 사

회의 한 가지 속성이므로 교육서비스와 같은 공공재 성격의 경우에는 국가가 그 비용을 부담해야 한

다는 주장이 강할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교육서비스에 대한 상업주의 적용의 시의적 필요성에도 불.

구하고 갈등으로 일관하거나 아예 배척하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으며 결국 교육서비스의 정책 내,

지 전략의 주체는 국가 또는 정부가 될 수밖에 없다 또한 교육서비스는 경제적 규모 또는 산업연관성.

과 사회생활에서 점하는 문화적 중요성에 비추어 특정 주체에 국한된 정책적 수단들을 활용할 수 없

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 논문에서는 우리나라 교육정책의 미시적 부문에 대한 실천적 대안을 제시하려.

는 것이 아니라 보다 장기적이고도 거시적으로 상업주의 적용의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전략적 활용

방안을 강구해보기로 한다.

이카루스 패러독스와 교육서비스1)

이카루스 패러독스｢ ｣15)는 무릇 가장 빛나는 기업의 자산이 자칫 파멸에 이르는 지름길이 된다는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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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적인 이야기이다 과거 한 때 성공으로 이르게 했던 기업의 강점이카루스의 날개이 고착화 내지 과. ( )

도하게 되면 오히려 실패를 가져오는 약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과거의 성공 체험에 안주하고. , ,

그 때의 경영방식에 고착화될 때는 오히려 약점이 될 수 있으며 결국 기업의 쇠퇴를 가져오게 된다는,

것이다.16) 기업의 경직된 사고와 고정관념은 과거의 성공방식을 과신하고 그것에 집착하게 만들며 그,

렇게 되면 급변하는 시장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무기들의 개발 즉 새로운 경영전략 수립 등을,

소홀히 하게 되고 결국 고객과 유리되어 몰락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기업이 과거 또는 현재의 성공요, .

인을 발판으로 쇠퇴의 함정에 빠지지 않고 계속기업 으로서 지속적으로 성장해 나가기(going concern)

위해서는 경직된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시장과 고객의 변화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대니 밀러가 이카루스 패러독스 에서 지적한 성공기업의 몰락 과정은 우리나라 교육현실에 비추어｢ ｣
볼 때 여러 부문에서 대동소이하다 즉 한국의 교육은 한국경제의 성장동력이자 성공의 일등공신이었. ,

음이 국내외적으로 인정받고 있거나 자타가 공인하는 사실이고 교육이야말로 백년대계로서 국가의 근,

간이라는 사고에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는 현실이 그렇다 또한 아무리 광속으로 변하는 디지털 시대.

또는 글로벌 시대라 할지라도 교육에 관한 한 상업성 논쟁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시장개방은 곧 한,

국교육의 몰락으로 이어지므로 보호의 빗장을 풀 수 없다는 것이 교육에 대한 시각이다.

이와 같이 교육에 관한 모든 문제들은 교육이라는 이름만으로도 보호받아야 하고 신성한 교권확‘ ’ ,

립이야말로 올바른 교육을 가능하게 하여 한국의 경쟁력을 유지 개선시켜 줄 것이기 때문에 영리법인

을 허용하는 등 상업적 논리는 배제되어야 한다는 시각이 우리나라 교육현장의 모습이다 그야말로 한.

국에서의 교육은 언제나 교육적 인식의 틀 안에서만 논의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경직된 사고 또는 고‘ ’ .

정관념이 아니라고 할 수 없는 상황에서 교육이 인식되고 있으니 이카루스 패러독스에서 지적하고‘ ’

있는 상황과 다를 바가 없다 즉 성공기업이 시장환경에 전략적으로 대응하지 못함으로써 이카루스. ,

날개의 모순에 빠져 몰락하듯이 한국경제도 교육이 모든 것이라는 고정관념에 집착하다 이카루스 날‘ ’

개의 모순에 빠질 수 있다는 뜻이다.

따라서 한국의 교육은 과거 또는 현재의 성공요인을 발판으로 삼아 쇠퇴의 함정으로 빠지지 않고

한국경제의 성장동력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시장의 변화에 순응할 필요가 있다 상업주의를 무조건적.

으로 배제하던 과거의 인식이 남아 있는 한 교육부문의 변화를 기대할 수 없으며 이는 디지털 및 글,

로벌 시대를 역행하는 결과가 되어 교육문제의 해결능력을 상실하게 될 것이다 이 시대는 한국의 교.

15) 그리스 신화에 이카루스의 날개 이야기가 있다 이카루스는 밀랍으로 만든 인조날개를 달고 하늘을 날다가 아버지‘ ’ .

의 경고를 무시하고 태양에 너무 가까이 접근하는 바람에 밀랍이 녹아 날개를 잃고 에게해로 추락한 신화속의 인물

이다 이 이야기를 년 미국의 경영학자 대니 밀러 가 이카루스 패러독스 에 담아 기. 1990 (Danny Miller) (Icarus Paradox)｢ ｣
업경영에 시사하는 바를 제시하고 있다 대니 밀러는 이러한 이카루스 역설의 관점에서 성공기업들이 몰락하거나. ‘ ’

위험에 빠지는 주요 원인을 규명하고 집중화 쇠퇴 모험 쇠퇴 발명 쇠퇴 유리화 쇠퇴라는 가지의 기업 쇠퇴 유형, , , , 4

을 제시한다 기업몰락의 근본원인은 과거의 경험이나 가치관에 의해 형성된 사물에 대한 인식구조 즉 고정관념을. ,

타파하지 못하는 데 있으며 소위 경험이라는 렌즈로 모든 경영현상을 보고 해석하려 하는 경직된 사고 그리고 타, ‘ ’ ,

인의 문제제기나 새로운 시각을 무시하는 자기방어적 관행들에 근본원인이 있다는 것이다.

16) 한창수 이카루스 패러독스 삼성경제연구소 이춘근 이카루스 패러독스 경제연구소, “ ”, , 1995 ; , “ ”, LG , 1995. 08.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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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이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끊임없이 받아들이고 이를 소화하여 능동적으로 교육현장을 변화시켜 나

가려는 자기혁신노력을 요구한다 교육현장에서 양산되는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과거의 인식.

방법을 탈피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카루스의 날개가 녹아내리기 전에 교육서비스에 대한 고정관.

념을 타파한다면 생존을 위한 지혜를 얻을 것이다.

고르디아스 매듭풀기식 교육문제 해결2)

한국에서의 교육문제에 대한 인식과 해결은 고르디아스의 매듭 풀기 이야기와 흡사‘ (Gordian Knot) ’

한 방법으로 접근할 수 있다.17) 관점에 따라서 각기 다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그 결과를,

평가하는 관점 역시 달리 할 수 있을 것이다 교육문제를 푸는 것은 매우 복잡하지만 알렉산더 대왕이.

시도했던 방법을 원용하여 간단히 해결할 수 있다 다만 근본적인 해결방법인지의 여부를 신중하게 판.

단한 연후에 추진해야 할 것임은 물론이다 신속하고도 용이한 해결방법이 자칫 또다른 갈등을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우선 사교육비 문제가 대학입시문제에서 파생된 부분이 크기 때문에 수능시험을.

비롯한 대입수험제도 개선에 초점을 맞추어 접근할 필요가 있다 즉 수능을 자격시험으로 전환하거나. ,

그 단계를 넘어 시험 자체를 폐지하는 조치를 취함으로써 선발권을 대학자율에 완전히 맡겨버리는 것

이다 이와 같은 변화가 현 상태에서는 불가능할 수 있겠지만 시장원리가 작동할 때는 매우 유용한 방.

법이 될 수 있다.

불정책본고사 고교등급제 기여입학제 교원평가 및 성과급제 등 찬반양론이 뚜렷한 교육문제들3 ( , , ),

은 어느 한 쪽을 과감하게 포기하는 방법이 오히려 전체적인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다 문제해결을.

지연시키는 동안 교육의 병폐정도가 심화되고 그 결과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가 상존하게 되며,

교육문제를 교육적으로 해결하려는 고집스러운 노력 때문에 우리 국민들만 고통받게 된다 따라서 고‘ ’ .

르디아스 매듭풀기 방법을 유용하게 검토해 볼 수 있는 것이다.

상업성 인식의 방향 설정3)

교육서비스는 한국경제 전 부문에 실뿌리를 내리고 있는 산업이다 따라서 글로벌 트렌드를 외면한.

채 교육적으로만 남는다면 전체적인 균형감각을 가질 수 없다 그림 에서 도식한 것처럼 교육서비‘ ’ . [ 3]

스가 곡선 모양으로 진화할 때 사회적 안정성은 높을지 모르나 발전성은 기대할 수 없다 또한 곡A .

17) 그리스 신화의 알렉산더 대왕 이야기로 고르디아스 는 마차를 견고한 매듭으로 묶어 두고 후세에 이를 푸는, (Gordias)

자는 아시아 전체의 왕이 될 것이라고 예언한다 많은 왕들이 그 매듭을 풀려고 시도했으나 모두 실패하였지만 알렉.

산더 대왕은 칼을 뽑아 단칼에 끊어버리는 방법으로 복잡한 매듭을 풀고 예언대로 아시아 전체를 지배하게 된다는

내용이다 이 신화에서 알렉산더 대왕의 문제해결 방법에 대해서는 찬반의견이 엇갈린다 아주 훌륭하게 매듭을 풀었. .

다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매듭을 푼 것이 아니라고 한다 즉 알렉산더 대왕의 행동을 통해 똑같은. ,

문제를 다른 관점으로 보면 의외로 쉽게 풀릴 수 있다는 의미를 찾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복잡한 문제를 대담한 방,

법으로 풀어냈다는 견해 쉽고 빠르지만 근본적인 해결이 될 수 없으며 또 다른 문제를 낳을 수 있다는 견해 대담하, ,

게 행동하는 것은 좋지만 인내심이 부족하다는 견해 매듭을 자른 것이지 매듭을 푼 것이 아니라는 견해 등으로 자,

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각기 달리 해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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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 처럼 상업주의가 지나치게 되면 발전성은 높을지 몰라도 안정성 측면에서는 위험하다 곡선 처B . C

럼 교육서비스에 대한 비용부담을 기업의 사회공헌 또는 사회기부에 의존할 경우 균형을 유지하면서

발전할 수 있겠으나 사회공헌에 의존할 수 있는 비중은 현실적으로 높지 않다 따라서 곡선 방향을. E

대안으로 제시할 수 있다 즉 일정부분 상업주의를 허용하는 것이 진정한 균형을 유지하는 선택이 될. ,

수 있다 이는 시대변화를 수용할 수 있어서 상업주의에 지나치게 치우침으로써 우려되는 폐해를 사전.

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타협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비영리

영리

이
윤
추
구

퇴보

발전

안전

위험

순수교육적

완전상업성

사회공헌적

사회의
발전성

및
안정성

t 시간( )

A

B

C
E
최적방향

그림[ 4 교육서비스의 인식방향]

전략의 활용4) s-SCM

서비스공급체인관리 전략을 원용하면 교육서비스의 글로벌 경쟁력을 겨냥한 일종의 로드맵(s-SCM)

을 구상할 수 있다 교육서비스 역시 공급체인관리가 필요한 이유는 각 단계별 효율성 극대화를 도모.

하는 한편 공급체인의 각 단계에 잠재하고 있는 문제들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적정한 처방을 내릴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전체숲와 부문나무을 동시에 볼 수 있어서 투명성을 제고시킬 수 있고 교육서. , ( ) ( ) ,

비스에 관련한 갈등의 근본적 원인을 찾아낼 수 있다.

서비스산업은 복잡계의 산업이다 또한 국민생활과 직접적으로 연계되어 있어 민감도가 매우 높은.

산업이기도 하다 따라서 서비스산업정책의 수립집행 그 자체에 갈등요인이 많을 뿐만 아니라 효율. ․
성을 판단하거나 적합한 대안을 찾는 일도 곤란하다 하물며 산업비중이 막대한 교육서비스 부문은 그.

가치사슬에 있어서 매우 복잡하게 참여자들이 관계하고 있으며 기업의 가치사슬 구조와는 기본적으로,

다르지 않기 때문에 전략을 적극 활용할 수 있다s-SCM .



교육서비스의 상업성 논쟁과 발전과제 63

교육글로벌화에의 대응준비5) ( )

교육서비스의 글로벌 문제와 관련하여 지침에 관심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다 이 지침은OECD . ｢
고등교육 질 보장 가이드라인OECD/UNESCO (Guidelines for Quality Provision in Cross-border Higher｣

Education)18)으로 알려져 있으며 국경을 넘는 고등교육의 질 보장을 위해 대학 자체 및 외부의 질 보,

장 체제를 갖추고 질 보장과 관련된 활동 및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며 해당 지역 또는 국제적으로, ,

관련된 이해당사자들과의 협력을 강화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19)

이 지침에 따르면 국내 대학들은 대학차원의 질 관리 체제를 확립하여 국내 대학 학위가 국제적으

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거나 우선적으로 학사학위가 외국에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대학교육의

질적 개선 노력을 요구한다 또한 외국의 교육수요자가 국내의 대학교육과 학위에 관하여 신뢰할만하.

고 정확한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즉 국내 대학들이 해외홍보. ,

및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위해서 각 대학의 질적 수준에 대한 정보를 담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이를 웹을 통해 접근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고등교육의 국제적 통용성을 강화하.

기 위해서는 국제적 수준에 적합하도록 고등교육 평가인정기구에 대한 인증을 실시해야 하며 장기적,

으로는 가이드라인에 제시된 각종 지침을 이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가야 한다.20)

18) 동 가이드라인은 비강제적 연성규범으로서 국제법상의 효력을 갖지는 않지만 와 회원국 간의 동료, UNESCO OECD

압력 형태로 사실상 이행이 강제될 수 있다 동 가이드라인은 질 보장과 관련된 이해당사자정부 대학(peer pressure) . ( , ,

평가기구 학생 학위 자격인증 기구 전문단체들을 명확히 제시하고 관계자별로 구체적으로 책무를 부과하는 참여, , , )ㆍ

적 접근법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19) http //www.oecd.org/dataoecd/27/51/35779480.pdf：

20) 한국교육개발원 고등교육 질 보장 가이드라인에 대한 대응 방안 자료에서 재인용, “UNESCO/OECD ”, 2006. 3. 30

대
상

주요 내용
체
제

활동

정보
공개

협력

정

부

� 자국내에서 활동하는 외국기관에 대한 인허가 시스템을 갖추어야 하며 국경을 넘, ‘

는 고등교육 의 질 보장과 인증을 위한 포괄적인 체제를 갖추어야 함(CBHE)' .
○

� 에 대한 인허가 질 보장인증을 위한 기준과 그 결과가 학생 대학 및 프CBHE , ,․
로그램 등의 재정 지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함.

○

� 자격인증 관련 지역협약 비준을 고려하고 국가정보센터를 설립함UNESCO , . ○

� 자격인정에 관한 양자다자간 협약을 추진하며 고등교육기관프로그램에 관한 정/ , ․
보를 국내외에서 접근 가능하게 함.

○

표< 8 고등교육 질 보장 가이드라인의 주요내용 요약> UNESCO/OE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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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등

교

육

기

관

� 국내외에 제공하는 프로그램의 수준을 같게 하며 교육 수입국의 문화적언어적, ․
다양성과 질 보장 및 평가인증 체계를 존중함.

○

� 현행 질관리 체제를 점검하고 수여 학위가 국내외적으로 일정 수준에 이를 수 있,

도록 함.
○

� 국내외 네트워크에 참여하여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상호 자격인증을 활성화함, . ○

� 교육서비스의 제공방식과 자격인증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와 유럽위원회의UNESCO

권고를 존중함.
○

� 대내외적인 질 보장 및 학위인증 기준과 절차에 관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함. ○

학

생

� 의 질 유지 통제 등에 있어서 대학 국가 국제적 수준에서 추진되는 활동에CBHE , , ,

적극 참여
○

� 에 등록할 경우 대학 질 보증 기구를 통해 해당 기관의 평가인증 여부 등을CBHE ,

확인함.
○

질

보

장

기

구

� 를 질 보장 및 인증 평가체제에 포함시키고 지역 및 국제 네트워크를 활성CBHE ,

화여 인증에 관한 우수사례를 교환하고 직원들의 전문성 신장을 지원함, .
○ ○

� 교육 수출국과 수입국간의 협력을 강화하고 질 보장 및 평가인증 시스템에 대한,

상호이해를 높일 수 있는 체제를 마련함.
○

� 평가기준 절차 질 보장 체제가 학생 기관 프로그램에 대한 재정지원에 미치는, , , ,

영향과 평가결과에 관한 정보를 제공함.
○ ○

� 와 유럽위원회의 질 보장과 평가와 관련된 행동강령을 준수함UNESCO . ○

� 다른 평가인증기구들과 상호인증협약을 체결하고 내부 질 보장 시스템을 개발하,

며 정기적으로 외부평가를 실시함, .
○ ○

학

위

․
자

격

인

증

기

구

� 지역 및 국제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우수사례를 교환하고 직원들의 전문성 향상을,

지원함.
○

� 질 보장 및 평가인증기구와의 협력을 강화하여 학위의 질적 수준을 점검하는 과정

활성화
○ ○

� 관련 주체들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여 정보를 공유하고 학문분야와 전문분야 학,

위인증 평가 방식간의 연계를 강화함.
○ ○

� 국제 노동시장의 확대와 국제적 인력 이동을 고려하여 외국 학위자격증 소지자와․
고용주들에게 국내 노동시장에서 인정되는 학위 및 자격 인정에 관한 정보를 제공함.

○

� 인증과정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외국학위 및 전문자격 인증에 관한 유럽

위원회유네스코 권고 등을 따르고 학위평가 준거 등에 대한 자료 제공,․ ○ ○

전

문

단

체

� 취득학위에 대한 인증이 용이하도록 국내외 학위취득자나 고용주들에 대한 정보채

널 구축
○ ○

� 자격 인증에 있어 각국의 문화적 다양성을 반영하고 프로그램이나 학위를 비교할,

수 있는 평가 준거 및 절차를 확립함.
○

� 전문직의 상호인증협약에 대한 정보에 대한 국내외에서의 접근가능성을 높임. ○

자료 한국교육개발원 고등교육 질 보장 가이드라인에 대한 대응방안, “UNESCO/OECD ”, 2006. 3.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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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서비스의 수출상품화6)

교육서비스에 대한 상업성 논쟁의 종식은 수출상품화 전략으로 가능하다 미래를 내다보는 한국경제.

의 해법은 수출이며 어떻게든 수출상품을 만들어내야 한다 경제 및 산업 분야에 있어서 효율성 제고, .

의 지름길은 상품화이다 한국의 경제구조에서 볼 때 물질자원에서 만들어지는 수출상품보다는 서비스.

자원에서 개발할 수 있는 수출상품의 가능성이 높다 이는 우리나라 경제발전의 역사가 협소한 국토.

및 시장 빈약한 천연자원이라는 태생적 한계에서 교육을 통한 지식자원을 활용한 발전경험에서 잘 알,

수 있는 사실이다.

교육서비스의 수출상품화 유형은 서비스무역모델 모드로 이루어진다 이 가운데 제 유형 의4 . 1 (Mode 1)

국경간 공급 형태의 서비스수출에 관심을 제고시켜야 한다 우리나라는 교육프로그램 내지 교육콘텐‘ ’ .

츠 러닝 러닝 솔루션 등 교육서비스와 기술이 결합된 수출상품을 양산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e- (u- ) IT

있다 이때 언어장벽의 극복과 더불어 수출시장에 대한 문화적 배경 등 철저한 해외시장조사를 전제조.

건으로 하고 있음은 물론이다.

교육서비스의 수출상품화 전략에 대한 두 번째 관심은 해외 유학수요를 흡수하는 일이다 해외 유학.

생 유치노력과 더불어 해외유학출국을 대체할 수 있도록 국내 교육경쟁력을 확보하는 일이 시급하다.

영어마을의 사례는 이의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으며 서비스수입대체산업으로 육성할 필요도 있을 것이,

다 글로벌 무대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증대됨에 따라 세계의 유학생들이 중국으로 몰려드는 사례를 관.

찰해 볼 필요가 있다 저렴한 학비로 중국어와 한의학을 배울 수 있다는 강점 때문에 년 만명의. 2005 14

유학생이 중국으로 유입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만명의 고용창출이 이루어진 사례는 교육서비스수출, 66

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기에 충분하다.21)

해외 유학수요를 흡수하기 위해서는 교육시장 개방이 전제되어야 한다 교육시장 개방은 이제 불가.

피한 현실로 받아들여야 한다 교육시장 개방 없이 교육경쟁력 제고는 어불성설임을 과거 경험에서 수.

차례 확인하였다 세계의 교육서비스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각국들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데 언제. ,

까지 빗장을 걸어둘 것인가 현 상태를 방치할수록 사교육비를 이유로 영어교육을 이유로 해외유학? ,

출국이 급증할 것이다 고르디아스 매듭풀기 방식의 과감한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

교육서비스 발전전략의 한 축은 시장개방의 문제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수출상품화 전략의 문제로

접근하는 것이 더 유익할 수 있다 교육서비스 발전전략이 수출상품화의 한계에 부딪치고 만다면 한국.

경제의 강점요인인 교육서비스의 역량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것이므로 글로벌 경쟁력은 자연히

하락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21) 중앙일보 중국에 외국 유학생 몰린다, “ ”, 2006. 7.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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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및 결론.Ⅴ

한국의 교육현장은 혼돈 그 자체이며 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감각을 상실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

다 학생과 교사와 학부모 교원단체 설립주체 교육관련 정부 당국과 유관기관 등 교육서비스 당사자. , , ,

간에는 갈등이 없는 연결고리가 없다 교육서비스는 이처럼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교착상태에 빠.

져 좀처럼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 어려운 문제들로 남아 있다 여기에다 정치권마저 하나의 교육현안을.

두고 상반된 시각에서 접근하고 있으니 혼돈 그 자체일 수밖에 없다 그만큼 한 치의 양보조차 할 수.

없는 첨예한 이해관계가 걸려 있는 문제로써 교육서비스를 인식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이제 교육서비스에 대한 인식의 변화로 갈등을 봉합해야 할 때가 되었다 아무리 공공성을 요구하는.

교육현장이라 할지라도 일정 부분 영리성을 허용하고 시장원리를 도입한다면 교육투자의 효율성 제고

와 교육서비스의 질적 수준 제고에 기여함으로써 교육패러다임 변화에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을 것이

다 교육서비스는 공공재와 사유재의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그러나 교육서비스를 공공재로만 인. .

식한 결과 공교육이 지나치게 강조되면서 한국경제의 막대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교육산업의 민간

부문이 설 자리를 상실하고 있다 특히 상업성을 배제한 결과 비경제적 논리에 의해 교육문제가 논의.

됨으로써 시장원리에 의한 효율성 추구의 기회를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상업적 판단에 의한 교육서비스 발전전략은 교육관련 문제와 갈등의 상당부분을 해소해 나갈 수 있

다 시장원리는 교육부문이라 하여 예외적으로 적용이 배제될 필요는 없다 시장원리 도입은 교육부문. .

의 보호막을 제거하고 변화를 통한 체질개선을 유도할 수 있다 이로써 올바른 교육정책 발굴 및 방향.

설정이 가능하고 경쟁력 강화의 기회로 활용함으로써 패러다임 변화에 부응할 수 있다 다만 시장원. ,

리가 아무리 만능의 대안이라 할지라도 교육현장에서 시장원리를 적용하는 데에는 몇 가지 전제조건

이 있겠으며 무엇보다 균형감각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교육현장에 시장원리를 방임형으, .

로 적용하게 되면 보호막이 채 걷히기 전에 통제불능의 혼란을 초래하여 정책실패로 끝날 수 있다 따.

라서 시장원리의 적용은 자유로운 경쟁에 의한 효율성 추구 평가와 성과에 대한 보상체계의 합리성,

등이 전제되어야 할 것임은 물론이다.

경제가 발전할수록 서비스 부문에 대한 지출이 증가하고 그 중 교육비 지출이 급증하고 있는 것이

한국경제의 한 단면이다 더욱이 사교육비 지출은 교육 필요성과 비용지출의 당위성을 상호 인정받지.

못함으로써 사회적 불신만 사고 말았다 그 결과 해외의 교육서비스를 선호하게 되었고 이를 위한 유.

학 러시를 보이는 등 여행수지 적자의 주범이 되었다 교육에 대한 지출은 미래에 대한 투자로 인식된.

다 즉 인적자본은 물론 정보자원을 축적함으로써 지식자본을 확충하는 과정으로 이해된다 그럼에도. , .

우리는 교육적이라는 말 때문에 희비가 엇갈리는 경우가 많았던 경험을 가지고 있다 교육적이라는‘ ’ . ‘ ’

말은 상업적이라는 표현을 경계하는 대표적 표현이 되었다 교육을 이유로 한 상업주의의 지나친 경‘ ’ .

계는 글로벌 경쟁 시대에서는 자칫 약이 아니라 독이 될 수 있다‘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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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서비스의 상업성 논쟁은 교원 성과급 문제 평가문제 기여입학제 평준화의 문제 국립대학법인, , , ,

화 등 수많은 교육문제들과 결부되어 있다 어느 정도 수준으로 상업주의를 용인할 것인가의 문제에.

대한 해법을 도출하고 국민들의 동의를 구하는 일은 결코 용이하지 않다 그럼에도 글로벌 환경에 적.

응하지 않으면 안 될 우리나라 교육현장이 생존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타협점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

다 그 대안의 하나로 시장원리의 이점을 활용하는 길이며 대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단계별 시나리오. ,

를 연출하여 우리나라 교육서비스의 발전전략을 모색해 나가야 할 것이다.

첫째 교육서비스에는 상업주의를 배제해야 한다는 고정관념을 타파하고 교육관련 패러다임 변화에,

능동적으로 부응할 필요가 있다.

둘째 공공재 중심의 교육문제 인식의 틀을 벗어나 일정부분 상업주의를 인정하고 민간부문을 참여,

시킴으로써 시장의 내성을 강화함과 동시에 국가개입을 최소화시킬 필요가 있다.

셋째 시장원리에 의한 적정수준의 경쟁 도입 자원배분의 효율성 도모 개방에 의한 체질 개선 등, , ,

우리나라 교육서비스의 경쟁력 제고에 범국민적 합의를 도출해야 할 때이다.

넷째 글로벌 시장을 내다보아야 한다 교육서비스라 하여 글로벌 이동성이 없는 재화로 인식하는, .

것은 큰 오류다 한국경제의 현실과 특수성을 직시하고 교육서비스 그 자체를 수출상품화하여 글로벌.

경쟁의 마당에 자신있게 뛰어들어야 한다 그러한 준비의 첫 단계가 교육서비스에 대한 상업주의의 인.

정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본 논문은 기본적으로 교육서비스를 글로벌 무역상품으로 발전시키고자 그 제언을 위하여 시도된

것이다 제반 여건을 고려해 볼 때 교육서비스는 국내용 공공재로 더 이상 안주시킬 수 없는 당위성. ‘ ’

에서 상업성을 논의하고 전략적 대응방안을 모색해 본 것이다 우리나라 교육이 교육의 본질적 목적에.

집착하는 순수성을 강요하는 사이 외국의 교육자본은 상업성을 내세우며 한국시장 진입을 시도하고

있다 출산율 저하 및 고령화 등 급격한 인구구조의 변화도 한국교육의 미래를 어둡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왜냐 하면 이러한 추이는 예산배분에 제약을 가져옴으로써 교육서비스에 대한 투자여.

력을 상쇄시키기 때문이다 교육은 백년대계라는 고정관념으로 상업주의에 무관심하는 한 교육서비스.

에 대한 효과적인 경쟁력 확보전략을 수립할 수 없다.

교육부문은 언제나 혁신이 필요한 부분이다 경험에서 획득한 지식이든 학습으로 얻은 지식이든 모.

든 지식은 시간효용 과 장소효용 이 결합되어야 비로소 자신의 가치를 가질 수(time utility) (place utility)

있다 시간은 흐르고 장소는 지식의 소유자인 사람이 이동하기 때문에 항상 변한다 따라서 지식의 가. .

치를 높여주는 과정의 하나로 이해되는 교육서비스는 스스로 고정되어 있어서는 안 된다 교육서비스.

는 산업에 영향을 주고 무역상품의 품질 등 경쟁력을 결정하는 원천적 투입요소이다 이와 같이 한국.

경제를 진정으로 걱정한다면 산업의 흐름에서 후방 의 먼 곳까지 내다보는 교육서비스가(downstream)

되도록 인식의 변화를 가질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교육관련 정책은 발표되기만 하면 논쟁의 불씨가 된다 그것도 매우 격렬하게 찬반의견.

이 쏟아지고 물리적 행동으로 이어지기도 하며 정책실행이 표류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 교육문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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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만큼 이해관계가 복잡하다는 반증일 것이다 그렇다고 한국경제의 중추를 이루는 교육서비스 산업과.

시장문제가 언제까지 아날로그식 사고의 인식으로 일관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광속으로 변화하는 시.

대에 걸맞는 교육문제의 인식이 필요하며 글로벌 지향의 교육서비스 발전전략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

다 교육의 상업성 적용문제를 무조건 배척할 것이 아니라 점진적 도입을 발전적으로 모색해야 할 때.

가 되었다 교육서비스의 상업성 문제에 대한 재인식은 서비스협상 월 협상중단 선. WTO/DDA (2006. 7

언이나 한미 협상을 원활하게 이끌 수 있도록 도움이 될 것이며 다양한 교육문제 해결에 유용) FTA ,

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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