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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교육은 우리나라 학교, 학부모, 학생들이 가장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교육문제입니다. 학교교육의 담장 너머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지만 학교와 가정에 가장 영향을 많이 주고 있는 교육
의 한 형태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많은 연구가 있었지만 주로
학부모와 학생이라는 수요자 입장에서의 연구가 그 주를 이루어
왔습니다. 그러다보니 정책을 주관하는 정부, 사교육을 제공하는
학원 등의 사교육기관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것이 지금까지의
연구 동향이었습니다.
연세대학교 교육연구소는 사교육과 관련된 종합적이고 포괄적
인 연구를 시행하려는 첫걸음으로 마크 브레이 홍콩대학교 교수
의 저서인 공익을 위한 사교육규제: 아시아 국가들을 위한 정책
적 제안 (Regulating Private Tutoring for Public Good: Policy

Options for Supplementary Education in Asia)의 번역서를 간
행하게 되었습니다. 브레이 교수는 비교교육학자로 사교육과 관
련된 국제비교연구를 꾸준히 축적해온, 이 분야의 세계 최고라
는 말이 어색하지 않은 전문가입니다. 본 책의 소개는 사교육비
증가가 교육적인 문제를 넘어서서 정치,경제,사회적 이슈가 되어
가는 우리나라의 현실에
이라고 생각합니다.

매우 시의적절한 학문적, 정책적 대응

본 책이 사교육을 고민하는 정부의 정책담당자, 교육담당자,
학부모, 그리고 관련된 분야를 연구하는 학자들에게 많은 도움
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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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학교 교육연구소에서 사교육과 관련된 연구물인 ‘공익
을 위한 사교육규제: 아시아 국가들을 위한 정책적 제안’의 한
국어판 번역본을 간행하게 된 것을 큰 기쁨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오래전부터 한국을 사교육의 종주국이자 사교육관련 연
구의

최강자

(Grandmother

of

Shadow

Education

&

Champion of Shadow Education Research)라고 소개해왔습니
다. 사교육의 역사가 더욱 오래된 것으로 알려진 일본의 경우
관련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 분야의 연구는 한국이
매우 앞서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교육분야에 대한 국제비교
연구를 하면할수록 한국에 대한 관심이나 중요성이 커지게 되었
습니다. 한국에서는 사교육이 공교육에 큰 영향을 주는 단계에
이르렀기에 교육계나 학부모들도 관심이 많고, 정부도 적잖은
정책적 고민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연세대학교 교육연구소에서 본 책을 한국어판
으로 출간하는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고 큰 의미가 있을 것이라
고 생각합니다. 한국어판이 간행되도록 해주신 연세대학교 교육
연구소와 소장이신 연세대학교 교육학과 이규민 교수님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또한 번역의 실무를 맡아준 이지윤 박사의 헌신
과 노고는 아무리 칭찬하여도 과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홍콩

대학교와 연세대학교를 연결시켜준 박대권 박사에게도 고마움의
마음을 전합니다.
이 책이 한국의 독자들이 사교육과 관련된 규제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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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 전세계적으로 정규 학교교육 이외의 보습을 목적으로
하는 사교육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아시아 국가에
서 이러한 증가현상이 현저하게 나타나며 이를 뒷받침 하는 데
이터는 아래와 같다.
·
·

홍콩의 경우 2011/12년도 조사에 따르면 9학년 학생들

중 53.8퍼센트와 12학년 학생들 중 71.8퍼센트가 사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대답했다.
·

인도 서벵골의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6세에서 14세에 해

당되는 학생들 중 73퍼센트가 사교육을 받은 것으로 2012
년 조사에서 나타났다.
·

카자흐스탄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2005/06년 조

사에서 59.9퍼센트의 대학생들이 고등학교의 마지막 학년에
사교육을 받았다고 대답했다.
·

대한민국의 경우 2010년 86.8퍼센트의 초등학생과 72.7

퍼센트의 중학생, 그리고 52.8퍼센트의 고등학생이 사교육
을 받았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베트남에서 2006년에 실시한 조사에서 32퍼센트의 초등학
생, 46퍼센트의 중학생, 그리고 63퍼센트의 고등학생이 사
교육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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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사교육의 증가추세는 아이들의 양육적 측면, 국가의
경제적 사회적 발달 측면, 그리고 학교제도의 운영측면에도
시사점을 제공한다. 긍정적 측면뿐만 아니라 부정적 측면도
상당부분 나타나며, 이것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사교육시장이
규제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것과도 연관되어 있다.
이 책에서 설명하는 사교육은 여러 종류의 사교육 중 수강
료를 지불하는 유료 형태의 사교육에 국한한다. 사교육의 수업
방식은 개인수업에서부터 대규모 수업까지 다양하다. 수업형태
는 크게 대학생이나 일반인이 비공식적으로 제공하는 개인교습
과 자격증이 있는 교사 또는 전문사교육기관에서 제공하는 사교
육으로 나뉜다.
첫 장에서는 사교육의 종류를 구분하고 사교육을 규제해야
할 주체와 내용을 소개하며 규제해야 하는 이유에 대하여 다룬
다. 규제의 정당성은 공익적인 측면에서 생각했을 때 건전한 경
제적, 사회적 발전과 함께 소비자와 이해관계자들의 보호와 연
관된다. 교육은 한 개인의 성장을 위한 주요 수단인 반면 사회
적 불평등을 초래하고 악화시키는 데에도 기여한다. 또한 교육
이라고 부르는 모든 형태가 개인과 가정 또는 사회를 위한 유익
한 투자라고 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정부는 공공부문뿐 아니라
민간부문의 교육에 대한 질과 그 영향에 대해 주목해야 할 책임
이 있다. 몇몇의 민간교육기관은 이러한 정부의 관심에서 벗어
나기를 선호하지만 잘 설계된 규제체제는 민간부문에 대한 규제
도 장기적으로 포함한다. 민간교육의 질에 대한 인식은 쉽게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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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질 수 있으며 실제로 낮은 수준의 교육을 제공하는 민간교육
기관에 대한 부정적 보도는 민간교육부문 전체에 대한 인식을
악화시킬 수 있다.
그렇다면 다양한 형태의 민간교육기관들을 대상으로 어떤
규제가 필요한지에 대한 질문을 제기할 수 있다. 특히 이 책에
서는 사교육전문 회사와 보충수업을 제공하는 교사를 집중적으
로 다룰 것이다. 사교육회사의 경우, 통상적으로 정부규제의 첫
단계로 사업자등록 유무를 확인하며 교육적 상업적 측면으로 규
제의 범위를 넓힌다. 교사의 경우, 본인의 학생, 학교내의 다른
교사의 학생, 또는 타 학교의 학생을 대상으로 교습을 하는 것
이 허용되는지를 확인한다. 다수의 나라를 대상으로 한 비교연
구에 따르면 이러한 규제(규제의 모습)들과 규제의 이유, 그리고
규제들의 잠재적 위험성들이 다양하게 나타난다.
규정들이 고안되면 반드시 시행되어야만 하며, 이를 가능케
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정치기구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그
러한 정치기구는 주변의 폭넓은 지지 없이는 작동될 수 없다.
따라서, 정부는 주변 이해 관계자들, 즉 학교, 교원노조, 그리고
지역사회와 유기적 관계를 구축하고 유지해야 한다. 혹은 민간
교육을 제공하는 업체 또는 개인들이 협회의 울타리 안에서 자
체적인 통제를 하는 방안을 스스로 선택하기도 한다. 또한 정부
는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 그들이 정확한 정보에
근거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사교육
공급자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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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장에서는 유네스코에서 제시한 모두가 양질의 교육
을 공평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계획에 대해 소개한다.
저소득층 가정은 자녀의 사교육에 투자할 경제적 여유가 없으
며, 심지어 중산층 가정도 자녀에게 양질의 사교육을 시킬 형편
이 안 될지도 모른다. 따라서 이러한 형평성의 문제로 인해 정
부는 이를 감독하고 개입할 수 있는 명분을 갖는다. 또 다른 명
분은 사교육은 지식의 습득(learning to know)이라는 교육의 다
양한 목적 중에서 한가지만을 강조할 뿐, 행동으로 옮기는 것을
배우며(learning to do), 공생하는 방법을 배우고(learning to
live together), 자아를 만들어 나가는 것(learning to be)에 대한
교육의 주요한 부분은 간과하고 있는 것이다.
보충적 의미의 사교육에 대한 수요는 여러 나라에서 꾸준
히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비록 이 책의 종합적 메세지는 더욱
포괄적이고 효율적인 규제가 필요하다는 것이지만 정부는 이러
한 규제의 규모와 정부차원의 개입 사이의 적정선을 찾아야만
한다. 과도한 규제는 그에 따른 비용 또한 커지며 자칫하면 창
조적 측면을 차단할 수 있다. 따라서 정부는 총괄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사교육 규제를 시행할 수 있는 정부의 역량에 대해 고
민해봐야 한다.
이 책을 통해 정책 입안자들은 여러 나라의 비교연구를 접
할 수 있다. 특히 이 책은 아시아 지역을 위주로 각 나라의 정
책입안자와 교육현장에 있는 전문가들로부터 나온 현실적인 내
용에 대해 다뤘다. 동시에 보충적 사교육이 전세계적인 현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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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확대되면서 이 책은 아시아 지역뿐 아니라 다른 지역의 전문
가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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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에서 점진적으로 두각을 나타내고 특히 아시아에서 부
각되어 있는 현상에 이 책은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 현상은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고 있으며 그 중 영어권에서 가장 흔한 용
어는 보충학습용 사교육(private supplementary tutoring, 이하
“사교육”)이다. 다른 용어로, 특히 방글라데시, 인도, 파키스탄에
서는 개인 교습, 코칭이 있다. 기관은, 일본에서는 jukus (학습
숙), 대한민국에서는 학원, 대만에서는 buxiban (학원)으로도 불
린다. 이 책은 교과목들을 대상으로 정기과정 외에 추가로 유상
으로 제공되는 레슨들에 초점을 맞춘다. 이러한 강습은 일대일,
작은 규모 단체, 대규모 학급을 대상으로 또는 인터넷을 통해서
도 제공될 수 있다. 강의 제공자들은 전문 학원, part-time 교
사들, 대학교 학생 그리고 돈벌이를 위해 비공식적으로 사교육
을 제공하는 다양한 사람들을 포함하고 있다.
널리 알려진 사교육의 한 형태는 shadow education이다. 이
형태의 사교육은 정규 학교를 모방한다.

이 비유는 말레이시아

(Marimuthu외 1991), 싱가폴 (George 1992), 일본 (Stevenson
& Baker 1992)에서 인용되었으며, 이 책의 공동 저술자인 Bray
(1999)가 출간한 연구물을 통해 국제적으로 알려지게 되었다.
그 책은 사교육 중 몇가지 형태들이 정규교육과정들의 내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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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방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왜 이를 shadow에 비유했는지 네 가
지 이유를 제시했다.

(p.17):

첫째, 사교육은 정규교육과정의 존재 하에서만 존재할 수 있
다. 둘째, 정규교육과정의 규모와 형태가 변화하면 동시에 사교
육도 변화한다. 셋째, 대부분의 사회에서는 대중의 관심은 사교
육보다는 정규교육과정으로 집중된다. 넷째, 사교육의 특성들은
정규교육과정 대비 상대적으로 매우 불명확하다.
사교육의 두번째 형태는 기존 정기 교육 과정에서 심도를 높
이는 것으로, 상대적으로 shadow education의 의미와 거리가
있는 것으로 묘사된다. 이 사교육의 과목들은 정규 교육에서 다
루어지지만 이를 더욱 심화하는 학습이다. 다른 사교육은 정규
교육과정에서 다루어지지 않는 과목들을 다룬다. 예를 들어 소
수 언어, 종교와 연관된 교육이 이에 해당된다. 더 나아가 미술,
음악, 스포츠처럼 정기교육 과정에서 다루어지기는 하나 핵심
커리큘럼이 아닌 경우,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학습 방법, 리더십
트레이닝 등과 연관된 커리큘럼들이다. 이러한 영역들 중, 이 책
은 정규교육과정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과목들을 다루는 shadow
의 형태 그리고 기존 학교의 연장선상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사
교육 형태에 집중을 한다.
1999년 shadow education에 관한 책을 출간하던 당시, 몇몇
나라에서는 사교육의 규모가 상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책입안자
나 연구자들은 이러한 형태의 사교육에 큰 관심을 기울이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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았다. 이후, 사교육의 중요도에 대한 인지도가 급격히 상승하였
다. 이러한 인지도 상승으로 인해 정책 관련 자료(예를 들어 일
본 2008; Askew외 2010; Mauritius 2011; UNESCO 2012,
2014a)과 리서치 문서들 (예를 들어 Buchmann 2002; Dawson
2009; Lee외 2009; Aslam & Atherton 2012; Bregvadze
2012)의 발표가 늘어나게 되었다. 그럼에도 이 소재는 아직 충
분한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사교육의 규모, 형태 그리고
그 영향에 대한 추가적인 분석이 더 필요한 상황이다.
사교육의 몇몇 측면은 교육의 수혜자 개개인, 그들의 가족 그
리고 사회에 매우 유익한 효과를 제공한다. 사교육을 통해 학습
속도가 상대적으로 느린 학생들이 또래들에 뒤쳐지지 않게 도움
을 줄 수 있으며 또한 학습 속도가 빠른 학생들에 대해서는 교
육 성취를 증대시킬 수도 있다.

개별 그룹에 맞추어 커스터마

이징될 수도 있으며, 특정 과목이나 기술에 대해 일반 정규과정
에서 다룰 수 없는 심도까지 교육을 제공할 수가 있다. 사교육
은 또한 어린 학생군에 대해서는 학교밖 교육과정이 교육 기능
에 더불어 보육의 기능을 하기도 하여, 양부모가 모두 직장생활
을 하는 가정을 지원할 수 있다.
보수를 제공한다.

더불어 사교육은 강사들에게

몇몇 강사들은 기존의 학생 또는 교사로서의

본 역할을 수행하는 한편 비공식적으로 교육을 제공하며, 다른
이들은 사교육 기관의 고용자로서 교육을 제공한다.
반면, 사교육의 몇 가지 측면들은 문제를 야기하기도 한다.
사교육은 정규 교육에 더해 학생과 가정에 추가적인 교육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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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부담 및 금전적 압박을 줄 수 있다.

더 광범위하게는, 사교

육은 기존 정규 교육 시스템에 부정적인 여파를 미칠 수 있다.
사교육과 정규 과정을 겸하는 교사들은 정규 과정의 의무에 소
홀히 한 채 사교육 과정에 더 노력을 기울이게 될 수 있다.

교

사별 교육 접근이 학교와 항상 조화롭지 않을 수 있고, 몇몇 사
교육 기업들이 그들의 마케팅 전략의 일환으로 사교육의 우위를
의도적으로 주장하여, 기존 교과 과정에 대한 신뢰를 약화시킬
우려도 있다.

또한 사교육은, 도심지역의 고소득 가정이 교외의

상대적인 저소득 가정보다 유리한 기회들을 선점하게 되면서 사
회적 불균형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
이러한 관측에 따라, 사교육의 긍정적인 측면을 극대화하고
부정적인 측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관리 감독이 필요
하다는 점이 부각된다. 이에는 단지 감시만이 아닌 다양한 종류
의 규제들이 요구된다. 그러나, 다양한 국가들의 유형을 검토한
결과, 정책과 관행의 영역에서 그 규제의

편차는 매우 큰 것으

로 나타났다. 몇몇 정부들은 사교육을 중요도 측면에서 우선순
위에 두지 않거나 또는 어떻게 사교육에 대한 생산적인 관리 감
시의 역할을 가져갈 지 방법을 몰랐기 때문에 사교육에 대응을
하지 않았다. 다른 정부들은 규제를 도입했지만, 규제의 설계가
정교하지 못했고 의도치 않은 결과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검토
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입안이 이루어졌다. 따라서 전세
계적으로 사교육에 대한 규제는 새로 도입되거나 기존 규제가
개선되어야 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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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이제 어떤 규제가 필요한지가 다루어져야 할 것이
다. 명확한 대안은 각 정부에 의해 도출되어야 하나, 어떤 상황
에서 어떤 정책이 성공적이었는지, 어떤 정책이 실패했는지, 그
리고 어떤 접근 방식들이 실험해볼 가치가 있는지를 판별하기
위한 사례의 비교분석이 유용할 수 있다. 이 책은 이에 참고할
수 있는 몇 가지 경험들을 공유하고 위의 질문에 대한 제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핵심적인 메시지는 정부가 공익의 보호와 증
진을 책임진 기관으로서 규제에 대한 노력과 관심을 지금보다
더욱 기울여야 한다는 점이다. 추가적인 메시지로는 규제의 개
선이 사교육의 소비자뿐만 아니라 공급자에게도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이다. 공급자는 보다 안정적이고 합법적인 환경에서
확신을 가지고 교육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고, 소비자 역시 유
사한 방식으로 신뢰와 확신의 혜택을 얻게 될 것이다. 이러한
개선을 통해, 파트너십이나 공생관계를 조성할 수 있을 것이고
이를 통해 보다 조화롭고 효과적인 경제 및 사회 발전을 통해
공익에 기여할 수 있게 될 것이다.
• 정책 분석과 전문가의 견해
이 연구물의 근간의 일부는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UNESCO) 그리고 Asian
Development Bank (ADB)와 공동작업을 통해 이루어졌다.
UNESCO,

특히

International

Institute

for

Educational

Planning (IIEP)는 shadow education에 대한 분석을 보급시키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IIEP는 Bray의 전세계를 대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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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한 1999년 책과 2003, 2009년 후속 저술을 출간했고 영어
원문을 여러 언어로 번역하기도 했다.1) ADB 또한 보다 지역중
심의 소재들을 다룬 Bray와 Lykins의 2012년 저서를 출간하는
데 주도적 역할을 했다.2)
이

책의

준비에

있어

홍콩대학

(HKU)의

Comparative

Education Research Centre (CREC)와 두 번의 정책 포럼을 개
최한 것이 중요 이정표가 되었다.
UNESCO의

아시아

부문,

첫번째 포럼은 2013년 4월,

Pacific

Regional

Bureau

for

Education (방콕) 그리고 ADB (마닐라)와의 협력으로 개최되었
다.

이 포럼은 아시아 지역 전체에 초점을 맞추었고 18개 관할

구역에서 33명의 리서치 인력들, 공무원, 현업의 전문 인력들
및 기타 연관 산업 종사자들을 한자리에 모았다.

참석자들은

정책이 입안된 배경에 대해 토론하고, 사교육에 대한 규제 및
관리 시스템의 효과에 결정적 역할을 하는 요소들을 평가했다.
두번째 포럼은 CER가 China Education Training Union
(CETU)와 손을 잡고 두 달 후에 개최하였다.
기업 협회로 베이징에 본부를 두고 있다.

CETU는 사교육

중국에서 사교육 업

체들은 유의미한 세력을 형성했고, 본 정책 포럼을 통해 전문
사교육 업체들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분석할 수 있었을 뿐

1)

1999년 저서는 아제르바이잔 언어, 중국어, 페르시아어, 불어 그리고 일어로
번역되었다. 2003년 책은 아제르바이잔 언어, 중국어, 그리고 페르시아어로
번역되었다. 2009년 책은 아랍어, 아르메니아어, 아제르바이잔 언어, 벵골어,
중국어, 페르시아어, 불어, 그루지야어, 인도 힌디어, 인도 칸나다어, 한국어,
몽골어, 네팔어, 폴란드어, 포르투갈어, 러시아어, 스리랑카 싱할라어, 스페인
어, 파키스탄 우르두어 그리고 우즈베크어로 번역되었다.
2) 본서는 중국어, 베트남어로 번역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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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아니라 중국 각 지역에서 사교육에 대한 규제들이 어떤 패턴
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이해할 수 있었다.
이 두 포럼에 이어, 저자들은 정부 문서, 연구 논문 그리고
사교육 제공자들로부터 추가적인 정보를 취합했다.

이 정보들

을 통해, 우리는 정책 포럼에서 다루지 못했던 관할지역들에 대
한 이해를 높일 수 있었고, 이미 확보된 자료들에 대해 더 면밀
히 검토할 수 있었다.

저자들은 아시아를 주요 분석 대상으로

하되, 필요 시에는 아시아외의 지역의 분석을 참조했다.

역사적

으로 shadow education은 동아시아 그리고 남아시아에서 두드
러지게 나타났으며, 따라서 이 지역의 정부들이 상대적으로 가
장 오랜 고민을 해온 상황이다.

이제, shadow education과 여

타 형태의 사교육은 전세계적인 현상이 되었다 (Bray 2009;
Mori & Baker 2010; Aurini외 2013).

이에 따라, 아시아의

기관들은 여타 지역의 기관들에게 유용한 정보가 될 수 있는 경
험을 보유하고 있다.

동시에, 아시아의 기관들은 다른 지역의

사례들을 참조함으로써 유용한 교훈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 Conceptual Framework (개념 체계)
이후의 내용에 대한 프레임워크를 정하기에 앞서, 몇몇 용어들
에 대해서 설명하고 정의할 필요가 있다.

사교육의 본질적 특

성 그리고 규제의 유형에서 시작해볼 수 있겠다.

추가적으로

프레임워크는, 서로 다른 사회에서의 정부의 상이한 역할 및 특
징 그리고 규제가 입안되고 도입되는 정치, 사회, 경제적 배경을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

23 l

• 사교육의 성격 및 범위
본 연구가 관심을 두고 있는 영역이 무엇인지에 대해 상술하
기 위해서는 다양한 유형의 과외 레슨들, 그리고 학습의 다른
형태들과의 비교가 유용할 것이다. 전체적으로, 이 책은 보습과
더불어 수학, 언어, 과학 등 학교에서 가르치고 있는 학과목과
관련된 기타 보충 학습들을 다루고 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이 책에서는 보다 원만한 인성 발달을 위한 과외 활동이 아닌
검정 가능 과목일 경우를 제외하고는 축구, 발레, 음악 활동 등
은 중점적으로 다루지 않는다. 또한 가족, 지역 사회 차원에서
무료로 제공되는 교습이 아닌 개인, 기업, 또는 기타 다른 형태
로 금전적인 보수를 요구하는 유료 교습을 주로 다루고 있다.
대부분의 사교육은 학교에서의 혹은 교육 편제에 따른 시험을
목표로 행해진다. 보기 1은 시험 지향 활동과 인성 발달, 그리
고 교내 외에서 이루어지는 교육 활동에 대한 대조 도표이다.
본 책이 주로 다루는 부분은 이 도표의 우측 상단에 속한 부분
이다. 하지만 교육 제공 방식 사이의 경계가 뚜렷하지 않기 때
문에 도표 상의 구분선 또한 실선이 아닌 점선으로 표시되어 있
다. 본 책이 다루고 있는 강의 제공자들은 학과목을 최우선으로
다루고 있지만, 학교 정규 교육 범위에 국한되지 않고 보다 광
범위한 교과 내용과 발표, 시간 안배, 정보 검색 등의 기술들까
지 다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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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기 1: 교내, 외에서의 학습 형태>

교내

사교육
미술, 음악,
체육 및 기타
교내 과외 활동

학교 및
기관에서
가르치는
학과목

인성발달

시험지향
취미, 종교,
캠핑, 리더십
개발, 기타
강화 교육

피아노,
바이올린 등
일부 교외 학습

교외

대부분의 사교육 활동은 학교 밖에서 이루어진다. 많은 경우
학생이나 선생님의 집, 보습 기관, 공공 도서관과 같은 지역 시
설 내에서 행해진다. 하지만 일부 사교육의 경우 학교에서 이루
어지기도 한다. 이러한 경우 선생님들이 정규 수업 외에 개인
교습을 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또한 사교육 기관에서 상업 활
동을 목적으로 학교 내 공간을 대여하는 방식도 이루어지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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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이는 학교 규정 관리 감독자가 교외뿐 아니라 교내에서
어떠한 형태의 사교육이 행해지고 있는지를 감안해야 함을 의미
한다. 이렇게 교내에서 이루어지는 사교육 중에는 선생님들이
무료로 제공하는 교육들이 있다. 이 책에서는 이러한 교습들은
주로 다루고 있지 않다. 보통 이는 무료로 제공되며 관련 선생
님들의 업무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찰을 통해 사교육
제공 형태에 대한 설명이 가능해진다. 사교육은 대체로 1대1로
이루어지는데, 일부의 경우 소규모 그룹 혹은 반 단위로도 이루
어진다. 홍콩은 한 번에 100명 이상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업
을 하는 ‘스타 강사’로 유명한 나라다. 이들은 수강생 정원 초과
로 인해 영상 시설을 이용하기도 한다(Kwo & Bray 2011;
Kedmey 2013). 이들 스타 강사들은 교실 수업 대체용으로 수
업 동영상을 제공하기도 한다. 또한 실제 강사가 출연하는 혹은
출연하지 않는 인터넷 강의가 점점 늘고 있다. 인터넷 강의는
규제적 관점에서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인터넷 강의의 경우
개인 청강자가 집에서 사적으로 이용할 수도 있고 국가 간 강의
제공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 규제, 법, 지침 및 행동 규약
이 책의 제목은 규제를 강조하고 있지만 이 책의 목표는 보
다 광범위하다. 첫째, 법과 규제를 구분해야 한다. 법이란 입법
부의 의결 과정을 거치며, 법의 준비과정에서 해당 법의 집행
체계 및 사법 기관을 통한 위반 행위 처리 구조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진다. 이와 대조적으로, 규제는 교육부와 같은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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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가 그룹에 의해 고안되기도 한다. 규제 준비 과정에서도 집행
체계에 관한 검토가 이루어지지만 법보다는 강제력이 약하고 규
제 변경 절차도 덜 까다로운 편이다. 법과 규제 외에도 이보다
경미한 형태로 지침과 행동 규약 등의 규정도 있다(보충설명 1
참조). 이러한 규정들은 정부 기관뿐 아니라 교원 노조나 기타
교육기관 단체 협회 등 전문 집단들에 의해 마련되기도 한다.
정부 기관은 다양한 형태의 파트너십을 통해 소기의 목적을 달
성하고자 하며, 법, 규제 등의 강제력을 동원하기보다는 각 관련
자들의 자발적인 호응을 유도한다. 또한 정부에서 소비자들에게
정보를 전파함으로써 소비자들이 스스로 규제 준수에 대한 감시
역할을 수행하도록 돕기도 한다. 따라서, 이 책은 규제라는 단어
를 사용하면서도 다른 형태의 계도 및 자발적 행위까지 모두 아
우르고 있기도 하다.
보충설명1. 행동 규약
이 책은 규제뿐 아니라 행동 규약도 다루고 있다. 행동
규약은 정부 혹은 전문 기관 및 기타 기관에서 마련하기
도 한다. 일반적으로 행동 규약 준수에 대한 법 조항은
마련하지 않지만 다양한 종류의 전문적인 제재 장치가
활용되기도 한다. 교육계의 행동규약에 대한 지침은 포아
송(2009)에 의해 마련되었다. 본 지침은 행동 규약에 대
한 정의 및 구성을 시작으로 당 규약의 채택, 전파, 홍보,
실행 과정을 망라하고 있다. 그 외에 규약 불이행에 대한
제재 및 규약 평가 및 갱신 과정도 다룬다. 지침서의 내
용은 기타 교육 수단만이 아닌 사교육 부문과도 연관되
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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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교육 규제 맥락
아시아는 문화적 다양성과, 국가의 역할에 대한 기대, 그리고
감독 당국이 마련한 규제 집행 능력을 갖고 있는 커다란 지역이
다. 아시아의 경제력 또한 다양성을 지니고 있다. 아시아에는 브
루나이, 홍콩, 일본, 한국, 싱가폴 등 고소득 국가부터 중국, 말
레이시아, 태국, 베트남 등 중간소득 국가, 방글라데시, 미얀마,
네팔 등 저소득 국가까지 다양하게 분포하고 있다.
아시아의 입법 및 규제 체계는 식민지 역사를 통해 조성되었
으며, 이 지역에는 과거 구 소련 소속 혹은 동맹국들(카자흐스
탄, 몽골, 우즈베키스탄), 영국의 관행을 이어받은 국가들(인도,
말레이시아, 파키스탄), 그리고 네덜란드, 프랑스, 포르투갈, 미
국의 영향을 받은 국가들(인도네시아, 필리핀)이 포함되어 있다.
일부 국가(브루나이, 몰디브, 싱가폴)들은 규모가 작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중앙 집중화가 되어 있지만, 규모가 큰 국가(중국,
인도, 인도네시아)들의 경우 분산화가 필요할 수도 있다. 분석을
통해 이러한 모든 맥락의 차이를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한다. 또
다른 맥락적인 차원에는 사교육과 사교육 제공자에 대한 대중들
의 태도를 다루고 있다. 부탄에 정규 교육 과정이 생긴 것은 비
교적 최근의 일이고, 사교육의 역사도 그만큼 짧다. 부탄 규제
당국의 사교육 현상을 억제하고 바로잡는 방법은 스리랑카와 한
국에서는 절대 불가능하다. 이들 국가에는 이미 사교육이 사회
깊숙이 침투해 있고 이제는 사회적 관행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이다 (Seth 2002; Lee et al. 2010; Pallegedara 2012). 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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콩 국민들은 학교에서 선생님이 이미 가르치고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사교육을 제공하는 것은 이해에 상충되는 것으로 받아
들이고 있다. 게다가, 교사가 고소득 직종인데다 추가 수입을 벌
어들이는 일은 받아들이기 힘들기 때문에 교사가 타 학교 학생
에게 사교육을 제공하는 것 조차도 드문 일이다. 중국 본토에서
도 교사가 자신이 가르치는 학생들을 상대로 사교육을 제공하는
것을 법적으로 엄격히 금지하고 있지만 이것이 항상 잘 지켜지
지는 않고 있으며 교사들 스스로도 부모들의 추가적인 사교육
요구에 부담을 느끼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Zhang 2013a). 또
다른 문화적 맥락에서 살펴볼 때 스타 강사 현상을 따져 볼 수
있다. 앞서 언급된 바와 같이, 스타 강사 현상은 홍콩에서는 이
미 잘 알려져 있으며, 다른 나라에서도 유사한 현상을 찾아 볼
수 있다. 홍콩과 같이 버스나 기타 다른 매체를 통한 휘황찬란
한 광고가 이루어지지는 않지만 스리랑카에서도 대규모 수강생
을 거느리는 Tuition Master 가 존재한다. 특정 과목에 특화된
유명 강사들의 경우 방콕, 콸라룸푸르, 서울, 타이페이 같은 도
시의 사교육 시장에서 두드러진다. 이와 관련된 기업형 구조도
마찬가지다. 일부 사교육 기업의 경우 세계적인 프랜차이즈로
운영되기도 한다. 한 예로, 구몬은 일본에 본사를 두고 있지만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한국,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
폴, 스리랑카, 태국, 베트남 등 48개국에 지사를 두고 있다
(Kumon 2014). 호주에 본사를 둔 킵맥그래스는 2013년 보고서
를 통해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싱가폴 등 20개국에 프랜차이즈
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Kip McGrath 2013). 주로 홍콩에
서 운영되고 있는 모던 에듀케이션은 홍콩 상장사로서 중국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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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로 사업을 확장하고 있는 추세이다 (Modern Education
Group Limited 2013). 반면에, 방글라데시의 경우, 사교육 시장
이 주로 지역 기반의 영세 독립 기관들로 이루어져 있다
(Mahmud 2013). 따라서, 기업형 구조를 또 다른 형태의 변인
으로 감안해야 한다.
• 책의 구성
이러한 맥락적인 요인을 감안하면서 본 책의 다음 장에서는
규제 대상에 대해 논의한다. 사교육 시장의 규모 및 확산 현황
을 살펴보고, 사교육이 다루는

주요 과목 및 형태들을 짚어보

며 사교육 제공 기관들이 지닌 다양성을 조명한다. 다음으로 사
회적 불평등, 정규 교육 과정에 미치는 역효과, 부패, 소비자 및
노동자 보호, 조세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 공공재의 맥락에서 사
교육 시장에 대한 규제의 당위성을 살펴본다.
이를 바탕으로 본 책은 각각 형태가 다른 사교육 제공 기관
들에 맞춘 규제책을 다룬다. 규모에 상관없이 기업형 사교육에
대한 규제는 사교육 선생님들에 대한 규제와는 상당히 다를 수
있다. 불규칙적인 파트 타임 형태의 대학생 및 기타 개인 형태
의 과외 행위에 대한 규제를 마련하는 것은 더욱 어려울 수 있
어 각국 정부는 소비자들의 인식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기도
한다. 해당 장에서는 아시아 지역의 실례를 살펴보도록 한다. 이
러한 규제 방안의 주체는 교육부 만이 아닌 노동부, 재정부, 복
지부 등 기타 다른 정부 부처가 될 수 있다.
다음으로, 이러한 규제를 준수할 수 있도록 하는 체계를 살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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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다. 정부마다 감독관이나 감시 인력을 잘 갖추고 있기도 하고,
이와 반대로 재원이 충분치 않은 경우도 있다. 대부분의 경우에
규제 준수가 잘 이루어지도록 하려면 상향식, 하향식 접근법을
모두 활용해야 한다. 정부에서 지역 단체들에 정보 및 권한을
제공하여 사교육 제공 주체에 대한 압박을 가할 수 있다. 또한
사교육 업계 및 교원 노조와 협력하여 자체 규제를 도모하는 방
법도 있다. 감시 및 정보 배포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규제 준수
를 이끌어내는 중요한 수단이 된다.
마지막으로 본 책은 변화의 방향에 대해서도 다룬다. 아시아
의 사교육 시장 규모와 성격은 최근 몇 년 간 상당한 변화를
거쳤고 정부 차원의 규제 노력이 부재한 상황에서도 지속적인
변화를 겪게 될 것이다. 정부가 규제 및 기타 수단을 통해 사교
육 시장을 제도할 수 있는 기회와 책임이 있다는 주장은 논쟁의
여지가 있다. 사교육 규제는 shadow education 과 다른 형태의
사교육이 사회 깊숙이 뿌리 박고 만연해 있는 상황에서는 특히
어려운 일이다. 따라서, 사교육의 문제시되는 부분이 아직 두드
러지지 않고 있는 사회의 경우 정부가 즉각적인 행동을 통해 문
제가 심각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 것이다.
사교육 관련 규제를 마련 혹은 개정할 시, 정부의 행위는 당
연히 그에 상응하는 교육 체계에 대한 규제도 감안해야 한다
(Fielden & LaRocque 2008; Sergiovanni et al. 2009). 특히
20세기 중반 이후, 교육에 대한 규제는 규제가 문제시 되었던
때보다 더 심화되어왔다. 일부 관계자들은 교육이 과도하게 규
제 받고 있다고 느끼고 있으며, 실제로 일부 해당 감독 기관들
은 최소한 일부 공교육 기관에 유연성을 부여할 수 있는 방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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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구하고 있기도 하다. 하지만, 현재 아시아 대부분 국가들에서
사교육이 성행하고 있는 시점에서 교육에 대한 규제 완화를 지
지하는 이는 별로 없을 것이다. 따라서, 향후 트렌드는 사교육에
대한 규제 완화 혹은 현상 유지보다는 규제 강화로 흘러 갈 것
으로 보인다. 문제는, 어떻게 해야 이런 규제 정책이 모든 이해
관계자들로 하여금 봉착한 문제들에 대한 주인 의식을 공유하도
록 하고 공공재로서의 지속 가능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느냐
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시나리오 내에서도, 정치적 우선순위, 정부의 사
회경제적 접근법, 규제 마련, 개정, 시행에 따르는 재원 마련 능
력에 따라 여러 다양한 패턴으로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 이러
한 문제들에 대한 결정을 내릴 때, 교육 당국은 비교 분석을 통
해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 아시아라는 지역이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넓고 다양성이 존재하는 곳이기 때문에 트렌드를 파악하
고 그에 맞는 적절한 전략을 제시하는 데 어려운 부분이 있다.
하지만 이러한 아시아의 다양성은 각국 정부와 파트너들이 함께
배워갈 수 있는 환경과 모델을 제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하나의
자산이 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이 책의 마지막 장에서는 작금
의 국제 환경 하에서의 상호 배움이라는 주제를 다루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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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장에서는 아시아의 사교육 시장의 성격을 알아본다. 각국
간, 그리고 국내에서 편차를 보이고 있는 사교육 시장의 규모를
먼저 알아본다. 다음으로 사교육의 형태를 논의하면서 기업, 교
사, 비공식 과외 교사들이 어떤 방식으로 성행하고 있는지 살펴
본다. 이를 통해 사교육의 다양성을 자세히 살펴보기로 한다.
• 사교육의 규모와 확산
표1은 아시아 각 지역의 사교육 통계를 보여준다. 일부 통계는
제한적인 표본에 근거하고 있어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한다. 또
한 통계가 다루고 있는 교육 단계와 정보 수집 방법에 있어 상
당한 차이점이 존재할 수 있어 직접적인 비교가 어려울 수 있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표1은 전체적인 밑그림을 제시하고 있
으며 그 안에서 아래와 같은 일부 지역적인 차이가 존재한다.
• 일본, 한국, 대만을 비롯한 동아시아 지역에는 오래
전부터 사교육 시장이 광범위하게 성행하고 있으며 사교
육 등록률 역시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한국의 관계 당국
은 이미 1980년대 초부터 사교육 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왔지만 (Lee et al. 2010; Choi 2013), 성

35 l

공은 거두지 못했다. 일본, 대만, 홍콩의 경우 사교육 시
장에 대해 다소 자유방임적인 태도를 취해 왔다.
• 방글라데시, 인도, 파키스탄 등 남아시아 지역 또한
오랫동안 사교육 등록률이 높은 수준이다. 스리랑카의 경
우 식민지 시절인 1940년대부터 이미 사교육 문제에 대
한 공식적인 우려를 제기해왔다(Ceylon 1943). 인도에서
는 웨스트벵갈과 트리푸라 주에서 특히 사교육 등록률이
높다. 하지만 차티스가르 주와 라자스탄 주의 사교육 등
록률은 이보다 낮다(Pratham 2013).
• 구 소련에 부속되어 있던 중북부 아시아 지역의 사교
육 현상은 보다 최근의 일이다. 구 소련 시절이던 1991
년 이전에는 사교육이 존재했지만 미미한 수준이었다.
1991년 이후부터 사교육이 활발해졌지만 동아시아와 남
아시아 수준에는 미치지 못했다(Silova et al. 2006;
Silova 2009b).
•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폴, 태국,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 지역에서도 사교육 열풍이 불고 있다
(Dang 2007; Bray & Lykins 2012; Brehm et al. 2012;
Lao 2014).
• 중국에서 사교육은 지방이나 중서부 지역보다는 대도
시 지역과 고소득층이 몰려 있는 동부 지역에서 나타나
고 있다. 그렇지만 가계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사교육도
급속히 늘고 있다(Shen 2008). 중국 내 한 자녀 가족이
늘어나면서 사교육 수요도 늘고 있다(Zhang 201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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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사교육의 국가간 지표>

국
가

패턴

아
르
메
니
아

유엔개발계획(UNDP 2007: 45)은 중등학교 학생들의
47%가 2개 혹은 그 이상의 과목에 대한 과외를 받고
있으며 주 30-35 시간 가량을 과외에 할애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
제
르
바
이
잔

Silova 와 Kazimzade (2006)가 대학 신입생
913명에게 중등학교 졸업반 당시에 사교육을 받은
경험에 대해 물었다. 이들 중 93.0%는 사교육(개인
과외, 선행 학습, 혹은 둘 다)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말했다.

방
글
라
데
시

Nath (2011a)는 가계 설문 조사 데이터를 분석했다.
그 결과, 2008년에 초등학교 학생 중 37.9%, 중등학교
학생 중 68.4%가 사교육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0학년의 경우, 80% 이상이 사교육을 받았다.

브
루
나
이

Wong et al(2007: 455) 는 초등 6학년 학생들이
수학을 배운 경로를 조사했다. 209명의 학생 중
69%는 과외를 받았고 이들 중 대부분이 개인 과외
교사를 통해 배운 것으로 예상되었다.

캄
보
디
아

Dawson (2011: 18)은 총 3곳의 8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학생들 중 약 절반이 과외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Brehm et al(2012). 도 동일한
결과의 데이터를 제시했다.

중
국

2004년 4,772 가구를 대상으로 한 도시 지역 가정
교육 및 고용 실태 조사 결과 초등생 중 73.8% 가
비학문 과목을 포함하여 과외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 고등학생의 경우 각각 65.6% 와 53.5%
로 나타났다(Xue & Ding 2009). 2010년 지난 성의
12학년 학생 6,04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수학
과외를 받은 학생이 23.1%, 영어 과외를 받은 학생이
18.2%로 나타났다(Zhang 2011: 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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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루
지
아

Matiashvili 과 Kutateladze (2006)는 대학 신입생
839명에게 중등학교 졸업반 당시에 사교육을 받은
경험에 대해 물었다. 이들 중 76.0%는 사교육(개인
과외, 선행 학습, 혹은 둘 다)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말했다. 2011년 전 지역 중등학교 재학생 및 졸업생
1,200명의 부모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약 25%가
과외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고, 도시 지역은 35%,
시골 지역은 19%로 차이를 나타냈다(EPPM 2011).

홍
콩

2009년 521명의 학생 대상 전화 설문 조사 결과,
초등학교 고학년생들 중 72.5%가 과외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Ngai & Cheung 2010). 16개 중등학교의
1,646명 학생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9학년 학생 중
53.8%, 12학년 학생 중 71.8%가 과외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Bray 2013).

인
도

Sujatha 와 Rani (2011: 113) 가 안드라프라데쉬,
케랄라, 마하라쉬트라, 우타프라데쉬 등 총 4개 주의
중등학교 고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10학년 학생들 중 58.8%가 과외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Sen (2010: 315) 은 웨스트벵갈 주의
초등학생들 중 57%가 개인 과외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전국 지방 설문 조사에 따르면 6세-14세
아동들의 과외 교습 비율은 차티스가르 2.8%,
웨스트벵갈 주 73%로 나타났다(Pratham 2013: 55).

인
도
네
시
아

Suryadama et al(2006). 는 구체적인 수치 통계는
제시하지 않았지만 초등 교육 수준에서의 사교육이
널리 퍼져 있다고 파악했다. 비공식적인 자료를 통해
중등 교육 수준도 동일한 상황임을 보여주고 있다.

이
란

2011년 테헤란에서 조사한 결과, 5, 9, 12, 13학년
학생들 중 20%가 1대1 혹은 소규모 그룹 과외를
받고 있으며, 26.9% 는 학원 등에서 강의를 수강한
것으로 나타났다(Aryan 2012: 26).

일
본

2007년 조사 결과, 초등 1학년생들중 15.9%가
학습숙에 다녔으며, 학년이 올라갈수록 그 비율은
꾸준히 상승했다. 중등 3학년생의 경우 이 비율이
65.2%에 달했다. 또한, 중학교 3학년생의 6.8%가
집에서 과외를 받았고, 15%는 통신 교육을 수강한
것으로 나타났다(일본 2008: 13).

카
자
흐
스
탄

Kalikova 와 Rakhimzhanova (2009)는 대학 신입생
1,004명에게 중등학교 졸업반 당시에 사교육을 받은
경험에 대해 물었다. 이들 중 59.9%는 사교육(개인
과외, 선행 학습, 혹은 둘 다)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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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국

2012년에는 초등학생의 80.9%가 과외를 받고 있는
것으로 예상했다. 중학생의 경우 그 비율이 70.6%,
일반 고등학생의 경우 57.6% 로 나타났다(KOSIS
2013).

키
르
기
즈
스
탄

Bagdasarova 와 Ivanov (2009) 는 대학 신입생
1,100명에게 중등학교 졸업반 당시에 사교육을 받은
경험에 대해 물었다. 이들 중 52.5%는 사교육(개인
과외, 선행 학습, 혹은 둘 다)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말했다.

라
오
스

Benveniste et al(2008: 76, 106). 는 중등학교 저학년
교사들 중 14%가 보충 수업을 진행하였고 이를 통한
수입이 전체 수입의 1/3 을 차지했다고 밝혔다.
449개 초등학교의 총 2,082명의 교사를 대상으로 한
또 다른 연구 결과, 이들 중 5%가 수강료를 받고
보충 수업을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Dang & King
2013).

마
카
오

Vong (2011, Lee & Choi 인용2013: 10)은 유아 및
초등학생의 70% 가량이 일정 방식의 과외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말
레
이
시
아

Kenayathulla (2013b: 634) 가 2004/05년도 가계 소비
실태를 조사한 결과, 사교육비 지출 비율이 20.1%를
차지했다. Tan (2011: 105) 이, 셀랑고와 콸라룸푸르의
8개 학교의 1,600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들 중 88.0%가 초등교육 기간 동안 사교육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몰
디
브

Nazeer (2006: 159) 는 사교육은 “일반적인
현상”이라고 설명했다. 그가 진행한 질적 연구
대상인 9명 교사 모두 가르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추가적인 개인 과외를 진행하고 있었다. Mariya
(2012: 175) 도 사교육은 “몰디브에 이어져 내려 온
전통이자 문화이며, 현재도 대규모로 이루어지고
있다” 고 말했다.

몽
골

Dong et al(2006). 는 대학 신입생 1,475명에게
중등학교 졸업반 당시에 사교육을 받은 경험에 대해
물었다. 이들 중 66.0%는 사교육(개인 과외, 선행
학습, 혹은 둘 다)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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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얀
마

1992년도 보고서 (Myanmar Education Research
Bureau 1992: 24) 는 사교육을 “중등 교육을 마치기
위해서는 사실상 필수적인” 것으로 설명했다. 비공식
자료를 통해 20년이 지난 뒤에도 여전히 이 문제는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여전히 초등교육
수준에서의 사교육은 존재하고 있다. 미발행된
2009년도 조사는 총 25개 군, 구의 가계를 대상으로
하였는데 1학년생 교육에 드는 가계 지출은 12.6%,
5학년생 교육은 15.6%로 나타났다.

네
팔

Jayachandran (2013) 은 28개구에서 450개 학교를
대상으로 한 데이터를 분석했다. 분석 결과 (p.39)
공립학교 학생들 중 49%가 학교 내에서 추가적으로
과외를 받았고, 사립학교 학생들의 경우 51%가
과외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학교 밖에서 따로 과외를 받는 학생도 있을 것으로
추측했다. Thapa (2011) 는 452개 학교의 22,500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데이터를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를 통해 10학년 학생들 중 68%가
과외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파
키
스
탄

6개 도시와 136개 지방 구, 군을 분석한 2012년
조사를 통해 도시 지역 학생의 34.0%, 지방 학생의
11.3%가 사교육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카라치의
경우 그 비율이 60.2%에 달했다(ASER-Pakistan 2013:
118, 143).

필
리
핀

de Castro 와 de Guzman (2010) 은 23개 학교의
1,235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조사했다. 그 결과, 6학년
학생들의 40.7%, 10학년 학생들의 46.5%가 과외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싱
가
폴

Tan (2009) 은 사교육 실태를 보여주는 실증적인
데이터 부재에 대해 아쉬워했지만, Kwan-Terry (1991)
와 George (1992)의 자료를 통해 사교육 현상이 수
십 년에 걸쳐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2008년 한
신문 보도를 통해 설문에 참여한 초, 중, 고등학생들
중 97%가 과외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oh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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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
리
랑
카

Pallegedara (2012: 380) 는 2006/07 6세-21세 사이의
자녀를 둔 10,677개 가구를 토대로 한 데이터를
분석했다. 이들 중 64.0%가 사교육에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1995/96년에는 23.3%에
불과했다. Suraweera (2011: 20) 는 10학년 학생
2,578명 중 92.4%, 12학년 학생 884명 중 98.0%가
과외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대
만

2001년 20,000명의 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대만 교육 패널 설문 조사를 통해 7학년 학생
중 72.9%는 주당 평균 6.5시간을 과외에 할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Liu 2012).

타
지
키
스
탄

Kodirov 와 Amonov (2009) 는 대학 신입생
999명에게 중등학교 졸업반 당시에 사교육을 받은
경험에 대해 물었다. 이들 중 64.8%는 사교육(개인
과외, 선행 학습, 혹은 둘 다)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말했다.

태
국

Lao (2014) 는 경제연구훈련센터 보고서(2011)를
인용하면서, 고등학생의 65.5% 가 사교육을 받고
있는 것으로 추측했다. 전체 학생 인구의 6.4%가
사교육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그 중에서도 방콕
지역의 학생들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투
르
크
메
니
스
탄

Clement (2006, Silova 인용 2009a: 59) 는 본격적인
과외 제도가 나타난 것은 1991년 독립 직후라고
말했다. 대개 교사의 자택 등지에서 비공식적으로
진행되고 있고 대부분의 교사들이 과외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
즈
베
키
스
탄

자세한 통계는 없지만, 사교육 자체는 “거대
산업”으로 여겨지고 있다(Namazov 2013).

베
트
남

Dang (2013) 은 2006년 9,189개 가구를 대상으로 한
연구 데이터를 검토했다. 그 결과, 초등학생 중
32.0%가 과외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외를
받고 있는 중학생, 고등학생의 경우 각각 46.0%,
63.0% 였다.

출처: 본 표는 Bray & Lykins (2012), pp.4-7. 를 토대로
각색 및 갱신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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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목 및 형태
많은 국가들에서, 사교육의 수요가 가장 많은 부분은 시험에
서 다루는 주요 과목들이다. 일반적으로 수학, 과학, 영어, 국어
등이 그렇다. 한 예로, 그루지아의 경우, International Institute
of Education Policy, Planning and Management(EPPM)이
2011년 과외를 받고 있는 중등학생들을 설문 조사한 결과,
23%는 그루지아어, 48%는 수학, 78%는 외국어, 13%는 기술
관련 과목의 과외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EPPM 2011:
26). 홍콩의 경우, DSE (Diploma in Secondary Education) 시
험의 주요 4개 과목은 수학, 영어, 중국어, 일반 교양 과목이며,
이 중 수학, 영어, 중국어의 과외 수요가 많은 편이다(Zhan et
al. 2013).
하지만 초등과 중고등학생 사이에서 일부 편차가 존재한다.
예컨대, 그루지아는 평균적으로 초등학생은 최대 3과목을 수강
하는 데 반해, 고등학생 중 절반은 보통 4개 이상, 최대 9개 과
목을 수강하게 된다(EPPM 2011). 대만의 초등학생들은 대부분
외국어와 비학문 과목을 수강하지만 (Huang & Hung 2007),
중고등학생들은 학문 과목들에 중점을 두게 된다(Lin & Chen
2006). 표 2는 마카오에서 실시한 설문 데이터를 분석한 보고서
로서 학년 및 수준 별로 편차를 보이고 있다.

표 3은 태국에서

실시한 설문 조사로서 특정 과목의 인기도 뿐 아니라 지역적으
로도 편차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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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마카오의 과목별, 교육 수준별 사교육 참여율 (%)>

교육수준

전과목

영어

수학

중국어

초등

74.90%

53.20%

50.20%

46.30%

중등

50.00%

48.30%

55.10%

24.60%

고등

4.70%

27.90%

67.40%

4.70%

교육수준

전과목*

미술, 상업

과학

기타과목

초등

74.90%

3.90%

3.90%

3.00%

중등

50.00%

11%

33.90%

0.80%

고등

4.70%

18.60%

9.30%

0.00%

* 응답자의 복수 응답을 허용하였다. 일부 응답자는 "전과목"을
선택하였는데, 이는 학교에서 가르치는 모든 과목에 대해 과외
를 받고 있음을 뜻한다. 이와 함께 일부 응답자는 특정 과목에
대해 과외를 받고 있다고 응답했다. 해당 데이터는 2007년에 수
집된 것이다.
출처: Ho et al(2008), p.39.
<표 3: 태국의 과목별, 지역별 사교육 참여율(%)>
과목

방콕 및 도심

기타지역

총계

물리

11.1

41

29.4

화학

17.4

5

9.8

생물

1

1.7

1.6

영어

16.8

10.3

12.9

태국어

2.6

0.7

1.4

사회 과학

1.1

-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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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

45.3

26

33.5

태국 사회
과학

2.1

-

0.8

과학

2.1

13.3

9

기타

-

2

1.2

참조: 본 데이터는 2010년 기준이다.

출처: 태국, 교육 위원회 (2010), 부록.
도입부에서 언급하였듯이, 사교육의 형태는 다양하다. 1대1
개인 과외에서부터 소규모 그룹 과외, 대규모 강의, 인터넷 강의
등이 있다. 각 사교육 형태마다 학생들의 학습, 강사의 교육학,
비용, 정부 정책이 모두 다르다.
• 1대1: 한 명의 교사가 한 번에 한 명의 학생을
상대하는 형태이다. 다른 형태보다 개인에 맞추어져 있고
가격도 더 높다.
• 소규모 그룹 과외: 학생들이 무리를 지어 과외를
받는 형태이다. 일부 국가에서는 소규모로 분류되는
그룹도 다른 국가에서는 비교적 대규모로 여겨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그룹의 규모는 규제의 영향을
받기도 한다. 예컨대, 마카오의 경우 한 그룹이 7명을
넘지 않으면 정부 기관에 등록하지 않아도 된다 (Li &
Choi 2013: 12).
• 대규모 강의: 일부 사회에서는 과외 수업이 최소한
일반 학교 수업에 상응하거나 그보다 더 큰 규모로 이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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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지기도 한다. 홍콩과 방콕을 예로 들면, 커다란 강의실
에서 수업이 진행되고 실제 강의를 듣거나 비디오 녹화
강의를 듣기도 한다.
• 인터넷과 방송 강의: 인터넷을 이용한 개인 과외가
인기를 얻고 있다. 학생과 교사가 같은 장소, 심지어 같
은 나라에 살지 않아도 된다. 일부 인터넷 강의는 비디오
영상 및 기타 컴퓨터를 활용한 기술로 강의가 이루어지
기도 하지만 그 외에는 웹캠을 이용하여 직접 얼굴을 보
며 이루어진다.
이러한 기본적인 형태 외에도, 기능에 따라 다른 형태를 띠기
도 한다. Roesgaard (2006: 29-54) 와 McLean (2009:155) 은
일본에서 운영되는 학습숙들의 차이점을 살펴보았다. 학습숙 중
에는 입학 시험을 집중 대비하는 곳도 있고 기초 학습 및 또래
수준을 따라잡는데 주력하는 곳도 있다. 또한 우수한 학생들, 혹
은 저조한 학생들을 위한 학습숙도 있고 이들이 한데 모여 있는
학습숙도 있다. 일부 학습숙은 학교 교과과정과 거의 동일하게
운영되기도 하고 학교 교과과정보다 앞서나가는 곳도 있다. 일
부 학습숙의 경우 경쟁이 치열하지만, 경쟁적이지 않고 학생들
을 격려해주는 성격이 강한 곳도 있다. 다른 맥락에서, 보충설명
2는 캄보디아에 나타나는 서로 다른 형태의 사교육을 보여주고
있다. 형태의 차이에 따라 규제 또한 차이가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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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설명 2: 캄보디아의 다양한 사교육 형태
Brehm et al (2012: 16) 에 따르면, 캄보디아의 사교육의
주요 형태는 다음과 같다.
ReanKuo (나머지 학습): 일부 교사들은 방과 후에 학교
나 자신의 집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사교육을 하기도 한
다. 수업 시간 동안 다루지 못했던 필수 교과 과정을 가르
치는 것이 목표이다. 가장 일반적인 사교육 형태라 할 수
있다. 이는 ReanBoban Porn (보충 학습) 또는ReanChhnuol
(직업 교육)로 일컬어지기도 한다.
ReanKuoPelVissmakkal (방학 동안의 나머지 학습): 7-8
월 중 학교가 방학에 들어가면 학생들은 긴 방학 기간 동
안 사교육 과정을 수강할 수 있는 선택권이 주어진다. 본
과정은 이전 학년 담당 교사들이 해당 학년 교과 과정을
마치는 형식이나 다음 학년 담당 교사들이 참여하여 다음
학기에 들어가기 전에 교과 과정을 시작하는 형식일 때도
있다. 이를 통해 교사들은 연초 혹은 연말에 국가 교육 과
정을 마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벌게 된다.
ReanKuoPises (나머지 특별 학습): 공립 학교 교사들은
교내에서 1대1 혹은 자신의 반 학생들로 이루어진 소규모
그룹 단위의 과외를 진행한다. 보통 방과 후에 교사 혹은
학생들의 집에서 이루어진다. 이러한 형태의 과외는 비교
적 가격이 높은 편이다. 학생들은 이런 과외 학습을 보충
학습용, 혹은 아예 공립 학교 수업을 대체하는 용도로 활
용한다. 실제로 학생과 교사의 합의 하에 1대1
RienKuoPises 를 하면서 학생은 학교에 매일 나가지 않아
도 되는 경우도 있다. 교사가 학생을 출석 처리해 주기 때
문에 가능하다. RienKuoPises는 shadow education 이나
hybrideducation 보다 훨씬 더 개인 교습에 가까운 형태이
다.
Sala Akchoan사립(개인 교습)학교: 캄보디아에는 영어 학
교를 비롯하여 사립 대학교, 기술연수센터 등 다양한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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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사립학교들이 있다. 이 모든 학교들이 Sala Akchoan(개
인 학습)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이 범주 안에 드는 개인
학습은 사교육의 한 부분이다. 입시 대비 학원의 강의실은
매일 밤 학생들로 꽉 찬다. 국가 고시 및 대학 입시를 위
해 ‘벼락치기’로 공부하기 때문이다.

• 제공자와 방향의 다양성
사교육은 대학생, 주요 학교 교사, 또는 이와 같은 일을 구하
는 사람들을 통해 비공식적으로 제공된다. 보다 공식적인 방식
은 회사에 고용되어 일하는 전문 강사들을 통해 제공할 수 있
다. 강사들의 형태에 따라 학생들의 형태도 다르다. 비공식적인
사교육 형태는 보통 입소문을 통한 추천에 의해 이루어진다. 학
원 형식의 사교육 또한 추천을 통해 이루어지지만 강사들의 경
우 인터넷, 버스, 잡지 상의 광고 등을 통해 학생들을 유치할
수 있게 된다.
일부 국가의 교사들 중 사교육을 진행하는 이들은 학교 수업을
통해 실력을 인정받게 되는데 특히 유명한 학교일수록 유리하
다. 학부모들과 학생들은 이런 교사들이 강의 요강과 교육 당국
의 요구 사항을 더 잘 파악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방식
은 방글라데시, 캄보디아, 중국에서 나타나고 있다 (Hamid et
al. 2009; Dawson 2011; Zhang 2013a). 모든 국가에서 나타
나는 또 다른 사교육 제공자는 대학생, 혹은 적당한 일자리를
찾지 못한 학부 졸업생, 그리고 은퇴자 등이 있다.
이와 상반되는 사교육의 부류에는 대규모 강의를 제공하는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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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형 학원이 있다. 대도시에서는 커다란 강의실에서 실제 강의
를 하기도 하고 비디오 녹화를 통해 이루어지기도 한다. 표4는
홍콩의 중등학교 학생들이 받는 사교육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

<표4: 홍콩 중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한 사교육의 규모와 형태>

사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 비율
사례 수 (16개 학교를 대상)

9학년

12학년

53.8%

71.8%

967

657

교습 형태 (지난 12개월 간 사교육을 받은 학생들 대상)
소규모 그룹

53.5%

29.0%

개인 1대1

44.2%

31.1%

강사의 강의 형식(실강)

22.1%

54.2%

강의 형식(비디오 녹화)

7.90%

61.7%

온라인 강의

0.8%

1.7%

참조: 해당 데이터는 2011/12년도 데이터를 참고한 것이다.
출처: Bray et al(2014), p.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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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에서의 사교육 제공 방식의 다양성은 아래와 같이 확인
할 수 있다.
• 방글라데시: 방글라데시 통계청의 2006/07년 조사를
통해 전국에 총 5,499개의 학원이 성업 중이고 이 곳에
서 총 67,200명의 정규직 및 44,800명의 파트타임 근로
자가 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정부 허가를
받은 기관은 7%에 지나지 않았다 (Nath 2011b).
• 마카오: 2007년186개의 사교육 기관을 대상으로 조사
한 결과, 이들 기관 중 62.9%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3.2%는 유치원생을 대상으로 사교육을 제공하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Ho et al. 2008: 28). 유치원생들을 대상
으로 하는 모든 기관들과 초등학생을 지도하는 기관들의
절반 가량은 보육 시설을 갖추고 있었고, 방과후 픽업 서
비스와 식사를 제공하는 서비스도 갖추고 있었다. 이들
중 25% 정도가 중학생들을 지도하고 있었고, 고등학생을
지도하는 기관은 8.6%밖에 되지 않았다.
• 그루지아: EPPM (2011) 조사에 따르면, 사교육을 제
공하는 사람의 69%가 주요 학교 교사들이었다. 또한, 사
교육을 받은 학생들의 13%는 정규 교실에서 가르치는
선생님들에게 사교육을 받았다고 답했다.
• 대만: Chou 와Ching (2012: 164) 은 대만에 현재
18,300개의 ‘입시 학원’이 영업 중이고 이 중 15,248개는
중국어, 영어, 과학 등의 기존 학과목들을 집중적으로 가
르치고 있다고 밝혔다.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주요 대상으
로 하고 있으며, 전체 수강생 중 이들이 차지하는 비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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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였다. 이들 학원 대부분이 “요령과 기술에 초점을 맞
춘 시험 대비 사설 학원”이었다(p.165). 하지만 일부는
일반 학교 교과 과정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수업을 진
행하는 곳도 있었다. 여기에서는 학생들에게 “외국어, 논
술, 서예, 음악, 미술, 무용, 체육 등 특수 과목이나 코스
에 맞춘 수업을 제공”하고 있다(p.166).
• 태국: 정부 통계에 따르면 2011년 기준 1,964개의 사
교육 기관이 등록되어 있고 이 중 77.6%는 방콕에, 나머
지는 다른 지역에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태국,
교육부 2013).
• 우즈베키스탄: 2013년 국가 고시 센터 집계 결과 교
육 활동 허가를 받은 비정부 교육기관은 총 249개였다.
이 중 73개가 미취학 과정을, 12개가 초등교육, 5개가 중
등교육, 129개가 기술개발연수를, 26개가 학생들의 보충
교육을 제공하고 있었다(Namazov 2013).
• 베트남: Dang (2013) 은 보충 사교육은 학부모, 교
사, 학교, 특수 기관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말했다. 사교육
을 받는 학생들 중 약 70%는 학교에서, 26%는 강사의
집에서, 나머지는 자신의 집 혹은 기타 다른 곳에서 강의
를 들은 것으로 나타났다.
많은 경우, 다양성은 소비자들의 선택 욕구를 잘 보여주고 있
다. 일반 가정에서도 정규 학교 입학에 있어 어느 정도 선택권
이 있지만 대부분 사는 지역이나 입학 시스템에 의해 선택에 제
약이 있는 실정이다. 게다가 특정 학교에 입학하고 나면 나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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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학하는 것도 쉽지 않다. 이와는 반대로, 사교육 시장에서는 어
떤 과목에 어떤 교사를 고용할지에 대해 훨씬 많은 선택권을 가
질 수 있다. 이에 더해 교육의 형태, 기간, 강도 등도 선택이 가
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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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교육, 왜 규제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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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교육, 왜 규제해야 하는가?

교육은 개인, 사회, 국가의 발전을 위한 주요 수단이다. 교육
은 또한 사회 불평등을 지속하고 악화시킬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20세기 들어 각국 정부들은 학교, 유치원, 전문대학, 종
합대학에 대한 규제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왔다. 21세기에도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사교육에 대한 주의를 더 많이 기울여
야 할 것이다. 이는 비단 사교육의 내부 운영 구조 때문 만이
아니라 사교육이 갖는 광범위한 사회적 함의와 함께 정규 교육
과정에 끼칠 악영향이 존재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규제의 당위성에 있어 또 다른 요소는 소비자들이 처해 있는
불안정한 환경이다. 어린이들은 특히 불안한 상황에 놓여 있어
아동 학대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보다 명시적이고 세밀한 규제가
절실하다. 학부모 또한 어느 정도의 보호가 필요할 수 있다. 사
교육의 성격과 그 영향을 평가하기란 힘든 경우가 많기 때문이
다. 상업적 측면에서 소비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관련 광고와 계
약에 있어 규제가 필요하다. 마찬가지로, 사교육 업체와 사교육
업종 종사자들 간의 계약에도 규제가 필요해 보인다.
좀 더 넓게 보기 위해, Fielden과LaRocque (2008: 13) 는 다
음과 같이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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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국민들이 어떤 경로를 통하든 좋은 교육을 받
을 수 있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다. 공공 교육 부문의 경
우, 가용한 재원으로 교사, 시설, 장비, 기타 필요한 재료
들이 최상의 품질을 유지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어 있
어야 한다. 사교육 부문에도 동일한 원리를 적용할 수 있
다. 따라서 공교육과 사교육 모두 최상의 품질을 보장할
수 있는 감독 및 관리 체계가 마련될 필요가 있는 것이
다.
위 저자들은 사교육 기관보다는 공립학교와 수평적으로 운영
되는 사립학교를 염두에 두고 있었지만 이는 보충 교육 부문에
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
또한 Fielden과LaRocque는 (p.14)
민간 부문을 지원하면서 품질을 보장할 수 있는 규제
방안을 마련하는 것 또한 사교육 부문의 장기적인 경제
적, 정치적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이
며, 사교육의 품질에 대한 시장의 인식이 매우 중요하고
그만큼 쉽게 타격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한 부분도 적절
했다.
즉 질적으로 떨어지는 교육을 제공하는 사교육 기관들에 대한
나쁜 인상은 사교육 부문 전체에 피해를 줄 수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질이 높은 사교육 제공자들의 관점에서
는 일련의 규제를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일리가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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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의 필요성을 설명하는 이와 같은 요인들을 감안하여, 본
장에서는 사회 불평등 문제와 정규 교육에 미치는 여파를 알아
보고자 한다. 아울러 부패 문제를 다룬 후 소비자 및 사교육계
종사자들에 대한 보호 문제, 마지막으로 조세 체계를 알아보는
것으로 결론짓고자 한다.
• 사회 불평등
사회 불평등은 사회경제적, 성, 인종/민족, 지방/도시 등 여러
측면에서 접근할 수 있는데 본 책에서는 각각의 측면을 다루고
자 한다.
• 사회경제적 불평등
고소득층 가정은 저소득층 가정보다 더 많은, 그리고 질이 높
은 교육에 더 쉽게 투자할 수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이
는 여러 나라에서 실제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베트남을 예로 들
면, Dang (2013) 은 보고서를 통해 최하위 소득층의 사교육 참
여율은 15%에 그친 반면, 중간 소득층은 27%, 최상위 소득층
은 약 30%에 이른다고 밝혔다. 소득계층 상위 20%에 속하는
사람들의 평균 사교육 지출 비용은 최하위 20% 에 속하는 사
람들의 지출 비용에 14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Kwok
(2010: 52)이 발표한 중국인 설문 조사를 통해 고소득 가정은
중산층과 저소득층 가정보다 사교육 수요가 더 많은 것으로 나
타났다. 그 비율을 보면 각각 62.5%, 57.9%, 47.1%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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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의 한 설문 조사에서도, 최상위 소득 계층 부모들은 최저
소득 계층 부모들보다 사교육 지출 비용이 약 2.7배 더 많았다.
하지만, 최상위 소득 가정의 총 소득 중 사교육 지출이 차지하
는 비율은 2.0%에 불과한 반면, 최저 소득층 가정의 경우 그
비율이 7.3%에 달했다(Punyasavatsvt 2001: 4-1).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국가에서는 사교육이 사회 전반에
걸쳐 널리 펴져 있어 거의 대부분의 가정에서 능력만 된다면 사
교육에 투자를 해야 한다는 생각이 지배적이다. 이러한 현상은
방글라데시 (Cameron 2012: 28), 캄보디아 (Brehm et al.
2012: 15), 인도 (De et al. 2009: 149; Sen 2010: 315), 한국
(Kim 2010: 303-304), 스리랑카 (Pallegedara 2012: 375) 그리
고 대만 (Liu 2012: 49) 등 많은 국가에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정부 차원의 사교육 규제는 소수의 비교적 경제적
으로 풍요로운 가정만이 아닌 많은 저소득층 가정에도 기여할
것이다.
• 성 불평등
일부 국가에서는 사교육에 있어서도 학생들의 성별에 따라 불
평등이 발생하고 있다. 많은 경우, 남학생들이 여학생들보다 과
외를 많이 받고 있다. 방글라데시의 경우, Nath (2008: 58) 에
따르면 모든 학년에서 남학생들이 여학생들보다 과외를 받는 경
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005년 16,400개 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남학생의 경우 33.8%, 여학생의 경우 28.1%가 사
교육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다른 국가의 경우에는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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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이 더 많이 과외를 받고 있다. 마카오 (Ho et al. 2008)
와 그루지아 (Matiashvili & Kutateladze 2006) 가 그 예이다.
베트남과 대만 등에서는 (Dang 2007; Liu 2012), 큰 차이를 보
이지 않았다. 성 문제에 있어서 정부가 규제를 통해 나서기는
쉽지 않지만 이 문제를 주시하면서 인식을 넓힐 수 있다. 성 불
평등 문제는 정부의 다른 정책으로 인해 야기되는 경우도 있다.

보충설명3: 우즈베키스탄의 성 편견과 대학 입시
우즈베키스탄도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치열한 입시경쟁
이 사교육을 부추기는 주요 원인으로 대두된다. 2012년에
우즈베키스탄의 대학 입학 경쟁률은 100 자리의 대학입학
정원마다 633명의 학생이 경쟁하였다. 대학 입시는 전국적
으로 연 1회 치러지며, 시험 형식은 총 3과목에 다지선다
형이다. 따라서 입시반 학생들의 경우 이 3과목에 집중하
게 된다. 시험 문항은 교과 과정에 기반하고 있지만 그 외
문항도 나올 수 있다. 유명한 교사들의 경우 시험 준비를
위한 보충 수업을 통해 상당한 수입을 벌 수 있다.
군 복무에 따라 과외 형태도 달라진다. 12년의 정규 교육
과정을 마친 후 1년간 군 복무를 하고 나오면 대입 시험
점수에 추가로 가산점을 얻는다. 남성만이 군 복무가 가능
하기 때문에 이러한 정책이 성 편견을 부추기고 있다. 여
학생들은 고득점을 위해 남학생들보다 과외에 더 목을 맬
수 밖에 없다. 일부 전문화 대학의 경우 시험 점수가 95%
득점률을 보이는 여학생 조차도 입학을 못하는 경우가 발
생한다. 득점률 68%에 그친 남학생이 군 복무 경력이 있
으면 해당 여학생보다 더 높은 총점을 받게 되기 때문이
다.
출처: Namazov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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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종/민족 불평등
소수 인종 및 소수 민족이 있는 나라의 경우 사교육 참여에
있어 이들 소수자들이 겪는 불평등은 확연히 드러난다. 소수자
가 다수자보다 사교육을 더 많이 받는 경우도 존재한다. 말레이
시아에서는 다수 말레이 인들보다 소수 화교 및 인도 가정의 자
녀들의 사교육율이 더 높다(Jelani &Tan 2012; Kenayathulla
2013b). 이러한 양태는 미국 사회의 아시아 이민 가정들 사이에
서도 나타난다(Zhou & Kim 2006; Byun & Park 2012). 소수
가 불이익을 받는 사례도 있다. Dang (2007: 688)의 베트남 연
구 보고서에 따르면, 소수 민족 가정 자녀들 중 초등학교 단계
에서 사교육을 받는 비율은 7.1%인데 반해 다수 민족 가정의
자녀들의 경우 37%에 달했다. 고등학교 단계로 올라가면 그 차
이는 줄어들지만 55.9% 와 78.0%로 여전히 확연히 차이가 발
생한다. 스리랑카의 2006/07 설문 데이터 분석 결과 소수인 타
밀족 가정 중 사교육에 지출하는 가정은 전체의 59.4%인데 반
해

다수인

신할라

가정의

경우에

64.8% 였다(Pallegedara

2012: 381). 이 문제에 대해서도 정부가 쉽게 규제하기는 어렵
지만 이러한 양상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 지방/도시 불평등
많은 연구결과를 통해 도시지역 학생들이 지방 학생들보다 사
교육을 받을 기회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의 경우, 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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칭 지역에 대한 Zhang (2013a) 의 조사 결과, 지방 학생들의
22.1%가 사교육을 받았고 도시 지역 학생들은 65.0%가 사교육
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도시 지역에서 선생님을 구하기
가 더 용이하기 때문이다(p.120). 그루지아의EPPM(2011) 연구
보고에 따르면 수도인 트빌리시에 사는 학생들 중 35%가 사교
육을 받은 반면 지방 마을에 사는 학생들의 경우 19%만이 사
교육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스리랑카의 경우 이러한 결과와 상반되어 나타났다. 도심지역
만이 아닌 지방에서도 사교육이 일반화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되
었다. 2006/07년 설문조사에 따르면 지방 가정의 64.4%, 도시
가정의 62.9%가 과외에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Pallegedara
2012: 381). 하지만 지방 학생들은 도시 지역에서 운영하는 사
교육 기관에 다닐 수 있는 기회를 얻지 못했다. Gunasekara가
12학년 및 1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2009)에
서 지방 학생의 사교육 참여율은 41.1%, 도시 학생들은 49.5%
로 나타났다(p.69).
• 정규 교육에 미치는 여파
사교육은 독립적인 활동이 아니다. 학생들의 학과목 학습 능
력을 신장하기 위한 것으로서 정규 교육에 영향을 미칠 수 있
다. 하지만 둘 사이의 관계가 단순히 일부 학생들의 지식과 기
술 신장으로 정의되는 것은 아니다. 사교육이 정규 교육을 저해
할 수도 있는 것이다. 이는 여러 방식으로 나타날 수 있는데 그
중 첫 번째가 교사들의 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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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사가 자신들의 학생들에게 과외를 하게 되면, 더 많
은 학생들을 유치하기 위해 정규 수업 시간의 진도를 줄
일 수도 있다.
· 과외를 하지 않는 교사의 경우 수요를 늘리기 위해
의도적으로 정규 수업 내용을 줄이려고 하진 않을 것이
다. 하지만 여전히 과외에 더 비중을 두려 할 것이다. 이
러한 과외의 경우 하는 만큼 수입이 되지만 정규 수업의
경우 일정 수준의 월급만 나오기 때문이다.
· 직접 과외를 하지 않는 교사들의 경우에도 학생들이
과외를 하고 있을 것이란 추측을 하게 된다. 교사들은 과
외가 흔치 않은 환경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보다 교
육을 소홀히 할 수 있다. 교사가 학생들이 과외를 하고
있을 것이라 추측하게 되면 학생들은 실제 과외를 받아
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
사교육이 정규 교육에 미치는 여파에 있어 두 번째 요인은
학생들의 태도이다. 학생들은 마치 무료로 가르치고 있는 듯한
학교 선생님보다 실제로 돈을 지불하고 배우고 있는 과외 선생
님을 더 존경하게 된다. 또 다른 측면은, 학생들이 자신이 약한
과목 선생님과는 거리가 멀어지고 대신 해당 과목의 과외 선생
님을 찾는 경우이다.
세 번째 요인은 시간 관리이다. Gunasekara (2009: 84) 는
일반적으로 스리랑카 고등학생들이 사교육에 투자하는 시간이
주 15-21시간이라고 밝혔으며, Chou 와Ching (2012: 151)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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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에 따르면 대만 학생들의 경우 평일에 학원에서 저녁 9시
혹은 그 이후까지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부 시간으
로 꽉 찬 일정으로 인해 운동, 사교 활동, 휴식 시간은 거의 없
을 수 밖에 없다. Dang (2011: 26)의 베트남 설문 조사에 따르
면, 과도한 사교육은 아이들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해칠 수
있고, 낮 시간 동안 학생들이 피곤해하기 때문에 정규 교육의
효율성이 저하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 부패
사교육 참여를 높이기 위해 정규 수업 내용을 의도적으로 줄
이는 것은 일종의 부패 행위이다. 광범위한 연구를 통해 (e.g.
Hallak & Poisson 2007; Sweeney et al. 2013) 사교육을 비롯
한 교육 부문의 부패를 다양한 측면으로 조명했다. 연구진은 부
패가 특히 교육 상 해로울 수 있는 이유는 교육은 삶의 형성기
에 있는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의 가치를 좌우하기 때문이다.
사교육 행위가 어느 정도 심각하게 부패를 야기하는지, 이에
대해 교사들에게 어느 선까지 책임을 물어야 하는지에 대한 시
각은 다를 수 있다. 키르기즈스탄을 예로 보면, Johnson (2011)
은 보다 넓은 맥락에서 보면 과외 교사보다 과외를 받은 가정에
책임이 더 크다고 보았으며, Milovanovich (2014)는 “경미한”
부패와 용인할 수 없는 수준의 행위 사이에 선을 그었다(그림
2). 각국 정부는 허용 가능한 선과 허용 불가능한 선을 결정하
는데 있어 각 나라마다의 문화적 맥락을 감안해야 한다. 하지만
초기에 바로잡지 못하면 시간이 흐르면서 더 큰 문제로 발전할
수 있는 행위들이 갖는 장기적인 함의 그리고 이것이 초래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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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위험 요소들을 고려해야 한다.
<그림2: 사교육과 교육 시스템 내의 부패 수준>

출처: Milovanovich (2014), p.376.
• 소비자와 사교육계 종사자 보호
사교육의 질을 평가하기란 굉장히 어려운 일이다. 다른 분야
에 종사하면서 많은 교육을 받지 못한 부모들은 당연하고 교육
계에 몸담고 있는 전문가들에게 조차도 하기 힘들다. 사교육 기
관들의 판매 기술은 전문적이다. 이들은 자신들의 강사진들이
보유한 화려한 경력과 성과들을 강조한다. 하지만 강사들을 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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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하는 것과 학생들의 학습 사이의 직접적인 연결고리가 항상
쉽게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이는 학교에도 적용할 수 있다. 하
지만 많은 나라들이 선생님들의 행동과 학교 운영을 감독하는
시스템을 구축했고, 부모들은 이런 시스템을 더 신뢰하게 되는
것이다.
때로는 가르침과 배움의 기술과는 거리가 멀고 오히려 대인
관계와 깊은 관련이 있는 문제들이 대중들 앞에서 벌어진다. 이
들 중 가장 우려되었던 사건은 교사나 학생의 집에서 1대1로
이루어지는 과외를 하던 한 교사가 성추행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이다(마카오 데일리타임즈 2009;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 2012; 인디아 타임즈 2013). 홍콩의 한 과외 교사 채용
사이트에서는 “18세 이하 학생의 경우 첫 수업 시에는 꼭 어른
이 동석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하지만 첫 수업 때에만 어
른이 함께 하도록 하는 것은 나중에 일어날 수 있는 관계를 방
지하는 데 매우 부적절한 방안으로 여겨진다.
보다 세부적인 불안 요소는 아이들에게 가해지는 공부에 대한
압박과 학교에서의 불화이다. 과외 교사들은 의도적으로 학생들
에게 공부의 부족함을 느끼게 하여 계속 과외를 하도록 만든다.
같은 이유로 이들은 학교를 비난함으로써 아이들로 하여금 누구
의 말을 믿어야 할지 혼란을 겪게 한다. 또한 과외 교사와 학교
교사가 서로 다른 방법과 교과 내용으로 수업을 하게 되면 결국
학생들은 학교 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된다.
상업적인 측면을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개개인의 강사와 회
사 간의 계약의 특성, 그리고 광고 형식에 있어 소비자 보호 장
치가 필요해 보인다. 이러한 면에서 본다면, 사교육 산업의 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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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보호는 다른 서비스 부문의 소비자 보호와 다를 바 없다.
살펴보아야 할 또 다른 부분은 사교육계 종사자들의 보호에
관한 것이다. 사교육 산업이 성장하면서 분점이나 프랜차이즈
방식으로 운영하는 거대 기업과 지역 중심으로 소규모로 운영되
는 기관들이 양산됐다.
이들 학원들은 강사들을 파트 타임으로 고용한다. 대학생 강
사들의 경우 자격을 충족할 만한 경험이 거의 없을 수도 있다.
실제로 강사들이 제대로 된 계약서 없이 비공식적으로 용돈을
주는 방식으로 고등부 학생들을 강사로 고용하는 경우도 있다.
• 조세
정부가 사교육 시장을 규제해야 하는 마지막 주요 요인은 조
세 문제이다. 대체적으로 강사들도 다른 기업들과 같이 세금을
내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할 것이다. 일부 나라에서는 사교육
이 거대 산업으로 성장하기도 한다. 한국의 경우, 2010년 사교
육 시장이 전체 GDP 의 3%를 차지했다(Lee 2013: 52). 현실
적인 자금 조달 및 업계 간 평등을 위해 정부에서는 다른 분야
의 근로자들처럼 강사들도 세금을 내도록 해야 한다.
강사들이 세금을 내는 것을 꼭 거부만 하는 것은 아니다. 베
트남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언론에 보도된 사교육 강사
들의 반응은 긍정적이었다. 과외 강사로 일하는 한 교사는 “일
단 세금을 내게 되면, 내가 하는 일에 대해 국가가 허가를 내준
것과 같다.”고 말했다(Vietnamnet 2012). 그래서 강사들은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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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내서 자신들의 직업에 대한 적법성과 존경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교육이 다른 산업과 다르다는 주
장을 피해갈 순 없다. 태국의 사교육은 비공식적 교육의 범주에
속하며, 1962년 제정되어 오늘날까지 유효한 교육법 상에 비공
식적 교육은 면세 대상이지만, 책, CD, 기타 제품 판매는 면세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태국의 사교육 산업에서
로비가 등장하면서 2011년 보고서를 통해 사교육 산업을 옹호
했다. 세금 부과는 학생들의 수강료 인상과 강사들의 가계 소득
을 줄인다는 이유였다. 단기적으로는 반조세 로비가 지배적이었
지만 이는 장기적으로 유지하기 힘들 것이다. 많은 사교육 회사
들이 상당한 수익을 벌어들였기 때문이다. 방콕 도심에 16층짜
리 건물이 세워지고 이 건물이 모든 주요 사교육 회사들에게 중
심적인 공간을 제공함에 따라 논쟁의 초점이 조세 찬성에 맞춰
져 가열되었다(Lao 2014).
일부 다른 관할지역내에서는 각각 다른 사교육 사업 형태에
따라 세율도 다르게 부과된다. 인도의 마하라쉬트라 주에서는,
학원들은 국세청의 상점법에 따라 등록되며, tuition bureaus 로
알려진 가정 과외 교사 소개 대행사들은 자선사업법에 따라 등
록된다. 정식 등록된 학원들은 국세청에 1%의 세금을 내며,
tuition bureaus는 자선사업위원회에 8%의 서비스 수수료를 납
입한다(Sujatha & Rani 2011: 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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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교육 산업 내에서도 다른 형태를 띠는 행동 주체들에 대한
다른 형태의 규제가 필요하다. 본 장에서는 먼저 사교육 기업을
다루고자 한다. 이들 기업형 학원도 그 안에서 소, 중, 대규모로
운영되는 다양성을 띠고 있고 대규모로 운영되는 경우에는 프랜
차이즈 영업이 대표적일 것이다. 두 번째로 다루는 부분은 사교
육을 제공하는 정규 학교 교사들이고 세 번째는 비공식적으로
활동하는 학생들이나 기타 개인들이다. 여기에는 인터넷 강의도
포함된다.
본 책의 지면을 통해 거대한 다양성을 지닌 아시아 지역의 모든
규제들을 나열할 방법은 없다. 심지어 중간 규모의 국가들도 지
리적인 지방 분권화가 심화된 경우가 있다. 2천 3백만 인구의
대만은, “단기 속성 학원” 의 승인 요건만 해도 특별 지방자치
단체, 자치주, 그리고 자치주 수준의 도시들을 담당하는 40개에
가까운 유사 기관에서 정하고 있다(Taiwan 2004, Article 9).
그렇지만, 본 책에서는 각국마다 해결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일부 일반적인 이론들은 예시를 통해 설명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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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교육 기업
등록 요건
사교육 제공자 형태의 범위를 정하는 데 있어 먼저 고려해야
할 부분은 어느 정도 수준을 넘어설 때 사교육 사업자가 해당
부처에 등록 신청을 하여 면허를 얻어야 하는가 이다. 마카오의
경우 한 수업 당 7명 이상, 하루에 21명 이상의 학생을 가르치
는 학원은 면허를 취득해야 한다(마카오 2002, 제5조). 홍콩의
경우도 유사하지만, 그 기준은 한 수업 당 8명, 하루에 20명이
다(홍콩, Legislative Council Panel on Education 2003: 1). 인
도의 비하르 주는 그 기준이 10명이다(보충설명 4). 각 관할 지
역들마다 다른 기준과 정의를 제시하고 있기도 하다.

보충설명 4: 인도 비하르 주가 선두에 서고 있다.
2010년 비하르 주는 인도 28개 주 중 최초로 학원에 대한 규
제를 시행한 주가 되었다. 여러 학원들에게 기만 당했다고 느
낀 학생들의 폭력 시위가 일어나면서, 주 의회에서 비하르 학
원(통제 및 규제)법을 채택했다. 10명 이상의 학생을 가르치
는 학원은 아래와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 3년마다 담당 기관에 등록을 갱신한다.
• 강의 구조, 수강료, 강사들의 자격 및 경력을 공개한다.
• 건물 내에 적정 수준의 강의실, 응급 시설, 화장실을
갖춘다
출처: Bihar (2010); Mishra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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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질문은 어떠한 요건이 등록 및 운영과 연관되는지 여부
에 관한 것이다. 홍콩의 학원은 비공식 교과과정을 제공하는 사
립학교로 설명된다. 규제 당국은 일반 학교의 성립 요건을 먼저
제시했고 그 다음으로 면제 사항들을 확인했다(홍콩, Education
Bureau 2007, 2012). 그 결과 정해진 요건 중 주요 항목은 아
래와 같다.
• 고객을 위한 정보 제공: 학생이 수강 등록을 하기 전
에 학원 측은 아래의 정보를 담은 안내 책자를 제공해야
한다.
- 사업자 등록증 상에 기재된 학원 등록 번호, 상호
명, 주소
- 수강 과목 정보 문의를 위한 연락처
- 원장 및 강사 정보
- 강좌명, 내용, 수강료, 강의 형식, 기간, 일시, 장소
를 비롯한 강좌 정보
- 강좌명에 ‘diploma’ 라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는 경
우, 해당 강좌는 홍콩학술급직업자력평심국의 승인을
받지 못한 강좌임을 뜻한다.
- 교실, 강의실, 언어학습실, 컴퓨터실 등의 시설
- 제시한 강좌를 일정대로 운영하지 못했을 시 (정부
가 제시한 특별 요건에 맞는), 환불 정책 및 절차
수강 등록 전, 학생이나 학부모는 이러한 서면 정보를 받
았으며, 수강료 납입 기간은 1개월을 넘지 않는다는 점을
이해했음을 확인해야 한다. 홍콩 정부는 수강료 납입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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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의 최대 상한선을 정한 것은 학생들이 수업에 불만족
시 쉽게 수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주장
한다.
• 강사. 모든 강사는 다음과 같이 교사 허가를 받기 위
한 최소한의 자격을 취득해야 한다. 영어 및 중국어를 비
롯하여 홍콩 교육 시험 인증에서 5개 개별 과목 모두 E
학점 이상이어야 한다. 10학년 혹은 11학년을 가르치는
사람은 특정 기관에서 수여한 고등학위 혹은 준학사 학
위를 취득해야 한다. 12학년 혹은 13학년을 가르치는 사
람은 학사 학위를 받아야 한다. 관리자는 신규 강사 영입
시, 해당 강사가 강의를 시작한 후 1개월 이내에 교육부
에 해당 강사 정보를 알려야 한다.
• 수업 규모. 일반 학교는 한 교실 정원이 최대 45명으
로 제한되어 있으며, 학원도 예외는 없다.
• 관리. 원장 지명 후 1개월 이내에 관리자는 해당 원장
의 이력을 교육부에 제출해야 한다. 학교와는 달리, 학원
은 공휴일에도 영업할 수 있다.
위 리스트에 포함되지 않은 항목이 교과 과정, 교재, 수업 형
태에 관한 요건이다. 정부 당국도 수강료 수준에 대해 언급을
피했다. 이러한 점에서, 관계 당국은 “재원의 한계와 작은 정부
를 표방하는 차원”에서 “특정 산업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피하
고자” 하였으며, 해당 분야의 운영에 있어 시장 원리를 허용하
고 장기적으로는 자체적인 규제를 도모한다”는 의도를 밝힌 것
이다(홍콩, Legislative Council Panel on Education 200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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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에 마련된 규제의 경우 학원들이 수강료 수납과 수강료 조
정에 대한 정부 승인을 받아야 했다. 행정 업무를 줄이고 유연
성을 강화하는 취지에서 본 규제는 폐지되었다.
또한 위 리스트에서 눈여겨볼 것은 위 규제가 교육법에서 비
롯되어 교육부와 관련한 부분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이
다. 모든 등록 절차는 교육부에서 처리하지만 화장실과 안전에
관련된 부분은 건물 및 소방관리부로 이관한다. 소방 규제를 통
해 정원 30인을 초과하는 공간은 최소한 2개의출입문을 설치해
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 것이 한 예이다. 학원들은 또한 광고,
조세, 보험, 고용계약 관련 규제도 따르도록 되어 있다.
이는 중국 충칭의 예에서도 볼 수 있다. 지방 교육청들은 평가
및 승인 업무를 맡고, 그 보고서는 지방정부에서 보관한다
(Zhang 2013a: 77). 학원 등록 요건은 다음과 같다.
· 재무 구조: 기업의 경우, 총 자산이 2백만 위안 이상
이어야 한다 (3십만 달러). 순 자산은 1백만 위안 이상이
어야 한다. 자산부채비율이 40%를 넘지 말아야 한다. 개
인 사업자의 경우, 총 자산이 1백만 위안 이상이어야 하
고, 화폐 자본이 5십만 위안 이상이어야 한다.
· 경영 방향 및 관리: 각 학원은 최소한 6인 이상으로
구성된 이사회를 두어야 한다. 이사회 임원들의 2/3 이상
은 5년 이상의 강의 경험이 있어야 한다. 원장은 정부의
승인을 득해야 하며, 60세 미만이며 신체 건강하고 최소
학사 학위와 전문가 자격증을 보유한 자이어야 한다. 원
장은 1개 이상의 학원을 겸임할 수 없다. 공무원은 학원
을 운영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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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원: 해당 기업은 최소 3인의 정규직 강사를 고용
해야 하며, 그 수가 전체 강의 인력의 1/3을 넘어야 한
다. 또한 2명 이상의 정규직 행정 직원과 2명 이상의 회
계 자격증을 보유한 정규직 경리 직원, 1명 이상의 정규
직 보안 직원을 두어야 한다. 강사들은 직위에 걸 맞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평일 강의를 위해 현직 교사 혹은
공립 초등 및 기술 학교의 교직원을 고용할 수 없다.
· 수강료: 수강료는 학기별로 수납해야 하며 1학기 미만
으로 진행되는 강좌의 경우 해당 강좌 주기에 맞춰 수납
한다.
· 건물 및 시설: 학원은 최소 1인당 8평방미터, 전체
500평방미터의 안전한 건물을 보유해야 하며 전체 공간
의 최소 80%를 강의 용도로 사용해야 한다. 건물을 소유
하고 있는 학원의 경우 해당 건물의 소유권을 명시한 문
서를 보유해야 한다. 임차해 있는 학원의 경우에는 해당
문서를 최소 3년 간 보관해야 한다. 건물은 소방부의 시
찰을 통해 승인을 받아야 한다. 거주용 건물은 강의용도
로 사용할 수 없다. 건물 내부에는 강의 및 안전 시설,
고재 및 기타 자료들을 갖추어야 한다.
말레이시아의 등록 요건도 차이점이 있다. 주요 항목은 다음
과 같다(Kenayathulla 2013a).
· tuition centre 의 교과 과정은 교육부의 사전 지침에
따른 공식 교과 과정을 엄격히 따라야 한다. 각 업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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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 센터, 컴퓨터 센터, 정신 수양 센터 등 기타 다른
상호명을 사용할 수 있지만 공식 교과 과정을 따를 경우
에만 tuition centre 라 명명할 수 있다.
· tuition centre는 최소 3명의 이사회 임원을 두어야 한
다. 이사장은 말레이시아 국민이어야 하며, 원장/관리자
의 경우 비서 역할로서 이사회 임원이 될 수 없다.
· 건물은 안전해야 하며 적절한 내부시설을 갖추어야 한
다. 교통 체증이 심한 지역에 위치해서는 안 된다. 소방
부, 보건부, 지방 당국의 허가가 있어야만 등록이 가능하
다.
· 강사는 교사 자격증을 보유해야 한다. 원장/관리자는
최소 3년의 업무 경력이 있어야 하며 동종 업계에서 최
소 6개월 이상의 경력이 있어야 한다.
· tuition centre 는 7세 미만의 학생을 받을 수 없다.
위 예를 통해 교육 규제와 상업 규제가 중복되는 것을 볼 수
있다. Dhall (2011)은 이러한 상황을 아래 그림3과 같이 도식으
로 제시하였다. 도식을 살펴보면 비교적 중복되는 부분이 적으
며, 모든 관할 지역의 현실과 부합되지 않는 상법과 교육법이
균형을 이루고 있다. 일본의 학습숙의 경우, 교육 기관으로서 교
육문화체육과학기술성(MEXT)의 규제를 받지 않고, 서비스 산
업으로서

경제통상산업성의

규제를

받는다(Dierkes

2008:

239;Yamato 2013: 2). 필리핀의 tutoring centre 또한 여타 사
업체와 같이 등록증을 받고 세금만 내면 된다(필리핀 회사법,
Batas Pambansa No.68, de Castro 와 de Guzman 인용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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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4). 본 도표는 양태를 파악하고 개념화시키는 데 유용하다.
<그림3. 사교육 규제의 교육법 및 상법의 중복>

출처: Dhall (2011: 1).

• 감독 요건
사업자 등록을 마치면 기업들은 과세를 위해 수입과 지출 내
역을 주기적으로 관련 당국에 보고해야 한다. 대부분의 국가에
서는 신규 관리자 및 강사 채용 등 운영 부문에 대한 보고서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학생 수강 현황이나 교과과정의 내용과
관련한 정보들은 요구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사교육 시장의
전체적인 부분들이 공교육만큼 문서 처리되고 있지는 않다.
일부 국가에서는 수강료에 대한 요건도 마련하고 있다. 그 예는
다음과 같다.
· 방글라데시: 2012년 정부에서 학원에 대한 규제 강화
에 박차를 가하면서, 강사가 강의 활동을 할 수 있는 수
강료 기준을 마련했다. 도시 지역 학생들을 대상으로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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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에는 200타카(3.80달러) 군 단위의 지역 학생들을 대상
으로 할 때에는 200타카, 면 단위의 지역 학생들을 대상
으로 할 때에는 150 타카이다(Independent 2012).
· 중국•중국 충칭 시는 학원의 수강료는 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관련 기록은 수강료 규제 부서에 보고해야
한다.

또한

수강료는

사회에

공개해야

한다(Zhang

2013a: 78).
· 한국•정부가 학원 수강료에 대한 상한선을 부여했다.
또한 2008년에는 신고센터 핫라인을 설치해 학부모들이
과도한 수강료에 대한 불만을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Kim 2013).
· 태국•관계 당국은 수강료에 대해 수업을 하는 데 소
요되는 실제 비용에서 20%를 초과하지 않도록 상한선을
두었다(태국, 경제연구연수센터2011).
하지만 대부분 국가에서는 사교육 산업을 시장 원리에 맡기는
것을 선호한다. 이와 함께, 위에 설명한 규제들과 관련하여, 방
글라데시 관계 당국은 전국적으로 수강료를 통제하고 관련 규제
를 시행하는 체계를 마련하지 못했다. 충칭 시 당국도 관할 지
역이 훨씬 작음에도 어려움에 시달리고 있다. 태국 정부는 신고
한 강의 준비 비용이 실제 비용인지 쉽게 가늠할 수 없었고, 한
국의 일부 학원들은 교재비와 ‘특별 상담’ 명목을 설정하는 방
식으로 수강료 상한선을 피할 수 있었다.
광고 부분에 중점을 둔 규제들도 있다. 이 부분은 일반적으로
다른 재화 및 서비스와 다를 바 없지만, 일정 부분 사교육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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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되는 부분이 존재한다(보충설명5). 호주 보습학원협회 행동
규약(2011, 부록 상에 복제)을 보면 광고 행위에 있어 허용 가
능 및 허용 불가능 수준을 잘 보여주는 지표를 제시하고 있다.
이 리스트는 각국 정부에서 규제를 마련할 때 참고할 수도 있을
것이다.
· 협회 회원은 수강료에 대한 잘못된 혹은 그릇된 묘사,
수강을 통해 실제로 제공되지 않는 혜택에 대한 잘못된
묘사, 수강을 필요로 하는 대상에 관한 잘못된 혹은 그릇
된 묘사 등이 포함된, 혹은 이 외의 유사한 것이 포함된
잘못된 혹은 그릇된 광고 혹은 마케팅 행위를 할 수 없
다.
· 협회 회원이 대중 매체를 이용한 광고 혹은 마케팅
행위를 통해 주장하는 바는 정직하고, 정확하고, 검증 가
능해야 한다. 통계 편집이나 활용 시에는 그릇된 의도가
없어야 하고 그릇된 방식을 활용할 수 없다. 검증 가능한
데이터를 근거로 하여 편집한 유관 통계만 사용할 수 있
다.
· 협회 회원은 홍보물 등이 강의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결과에 대한 비현실적인 기대를 조장하지 않도록 한다.
· 협회 회원은 경쟁 학원들이 제공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그릇된 혹은 잘못된 비교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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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설명5: 허용 가능한 광고는 무엇인가?
2013년 홍콩 정부는 광고 관련법을 강화했다. 본
광고법은 기타 산업뿐 아니라 사교육 산업에도 적용되었다.
소비자 위원회에 사교육 관련 허용 가능한 광고 문구에
관한 자문을 구한 결과, Liu 와 Fung (2013)은 다음과 같은
예시를 제시 받았다.
형태 1: 과장된 문구 사용, 예시:
• “시내 최고 인기 강사”
• “최고학력 강사팀과 최고 인기의 강사들”
• “시험 기술에 가장 강합니다”
위법 가능성: 낮음. 이유: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이러한
문구는 슬로건과 유사한 메시지임을 인식하고 있고 이를
문자 그대로 해석하지 않기 때문이다.
형태 2: 그릇된 혹은 헷갈리는 문구 사용, 예시
• “많은 학생들이 선택한 유명 영어 강사”
• “가장 많은 5** 와 5* 학점을 받은 학생들이 선택한
강사”
위법 가능성: 그릇된 정보를 담고 있어 위법 가능성 있음.
이유: “가장 많은”이란 단어는 어느 해, 어느 기간인지를
명시하지 않고 있다. 대중들은 해당 강사가 항상 가장 인기
있는 강사라고 받아들일 수 있다.
형태 3: 질적 혹은 특정 기준과 참고 자료, 예시:
• “유일한 박사 수준 중국어 강사”
• “대통령에게 교양 교육을 향한 우려의 목소리를 낸
유일한 교육 전문가”
• “최초의 풀 컬러 강의 노트”
• “정확히 10년 연속 적절한 질문들을 받았다”
위법 가능성: 높음. 이유: 학원 측에서 뒷받침할 충분한
근거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면, 그러한 주장 자체를 하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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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국가에서는 학원의 운영 시간을 제한하기도 했다. 한 예
로, 한국의 관계 당국은 오래 전부터 밤 늦게까지 이어지는 공
부 시간 때문에 청소년들이 겪는 압박과 낮 시간 동안 조는 아
이들에 대한 우려를 표해왔다. 2009년에 경기도 교육청은 학원
운영 시간을 중학생은 오후 11시, 고등학생은 자정까지로 제한
했다(Kang 2010). 교육부는 전국의 모든 학원 운영 시간을 오
후 10시까지로 제한한다고 발표했다. 서울의 경우 이미 1996년
부터 이 규제가 시행되어왔다.
학원 운영자 단체는 이러한 통금 시간 설정은 학부와 학생들
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2009년 10월 본 규제
에 대한 합헌 결정이 나면서 전국적인 시행에 속도가 붙었다
(Choi2013: 4). 2012년, 전국 13개 교육청은 규정 개정을 통해
정책 시행에 나섰다. 일부 교육청은 초등학교 학생들의 학원 통
금 시간을 오후 9시로 앞당기기도 했다(Choi2013: 22). 또한
고등부 학생들을 위한 통금 시간을 자정까지 연기해주기도 했지
만 여전히 통금 시간을 설정했다.
지방 분권형 시스템에서는 편차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일
부 국가에서는, 학원의 운영 시간을 제한하는 이유가 종교 의식
에 소홀해질 우려에서 말미암은 경우도 있다. 스리랑카의 사바
라가무와 지방 의회는 포야 경축일과 일요일에는 오전 8시부터
오후 2시까지 5세-16세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학원 수업을
금지했다(Daily Mirror 2013). 스리랑카의 다른 지역에서도 이
조치에 대한 오랜 논의가 이어져왔다(Kannangara 참조2007).
이상 설명한 바와 같이, 일부 국가에서는 관리 감독 요건이
굉장히 세세한 수준까지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여타 국가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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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세한 부분까지 신경 쓰지 않기도 한다. 전체적인 시스템에 중
점을 두는 방식을 선호하고 있으며 세부적인 사항들은 시장 원
리의 맥락에서 자체적으로 이행하도록 하고 있다.
• 과외 하는 교사들
다음 규제 대상은 일반 학교에 재직하면서 사교육 활동을 하
는 교사들이다. 일부 국가에서는 공립 학교에서뿐만 아니라 교
사의 사교육 활동을 전면 금지하고 있지만 다른 국가에서는 허
용하고 있다.
표5는 여러 국가들의 규제 및 가이드라인을 요약한 것이다.
일부의 경우에 나타나는 차이점들을 보면 신중하게 고려한 전략
들이 반영되어 있지만 또 다른 경우에서는 임시방편적인 의사
결정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미 학교에 고용되어 있는 교사들이
사교육을 제공하는 데에는 4가지 시나리오를 들 수 있다.
• 금지. 교사가 다음의 대상에게 사교육을 제공하는 것
을 금지한다.
- 자신의 반 학생
- 교내 다른 반 학생
- 타 학교 학생
이 부류에 해당하는 국가는 부탄, 일본, 한국, 인도의 일
부 지방(예. 웨스트벵갈), 중국의 일부 지방(예. 산둥, 천
진, 지앙수), 대만 등이 있다.
• 지양. 사교육 행위에 대해 규제가 아닌 윤리 강령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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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지도하며, 교사가 사교육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한다(예. 캄보디아, 중국, 그루지아)
• 승인을 통한 허용. 허가는 일부 조건 충족 시 학교 측
혹은 상위 교육 당국을 통해 가능하다(예. 브루나이, 말
레이시아, 싱가폴, 베트남).
• 자유 방임. 학교와 교육 당국은 이 문제에 대한 정책
을 마련하지 않고, 교사와 학생들에게 결정을 맡기는 방
식이다(예. 홍콩, 마카오, 필리핀, 태국).
<표5: 사교육을 제공하는 교사에 대한 규제 및 가이드라인>

규 제

방
글
라
데
시

1979년 마련된 공립 중등학교 교사법의 제9조는
(Mahmud 2013인용) “학교 측으로부터 사전 승인이
없다면” 교사의 사교육 행위와 기타 다른 취업 행위를
금지했다. 2004년 교육부 회람을 통해 “공립 교육 기
관에 소속된 교사는 학원에서의 사교육 행위에 직접
적으로 관여할 수 없다”고 말했다. 2012년 공개 간담
회에서 이러한 원칙과 관련 법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
는 지적이 나왔다. 교육부는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통
해 교사가 자신이 소속된 학교 학생들에게 사교육을
제공하는 것은 금지했지만, 교사가 거주지에서 다른
학교의 학생들에게 사교육을 제공하는 것은 매일 최
대 10명까지 허용하기로 했다(Independent 2012).

일반 학교 교사들의 사교육 행위는 금지되어 있다. 본
규제는 공립학교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2001년에 시행
부
탄 되었고 2002년에는 사립학교 교사들을 대상으로 확대
되었다. 2013년에 민간 기업들의 학원 개설이 허용되
었지만 교사들의 사교육 행위 금지는 지속되었다.
브
2003년 교육령과 2004년 교육기관 등록 규제를 통해
루 교육부 허가 없이는 교사들의 사교육 행위가 금지된
나
이 다(Mahdini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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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대 중반 캄보디아 정부는 사교육 금지에 나섰
캄
보 지만 성공하지 못했다(Dawson 2009: 56). 교사의 직
업윤리 강령은 (캄보디아 2008: 제13조) “교사는 교실
디 내에서 돈을 마련하거나 부정기적인 수업료 수수 혹
아
은 기타 사업을 운영할 수 없다.”고 기술하고 있다.
교사 직업윤리강령은 교사는 의식적으로 수강료를 받
는 수업을 거부해야 하며, 교사라는 직위를 이용해 이
익을 챙겨서는 안된다.”고 기술하고 있다(중국 2008: 5
항). 2013년 후속 문서를 통해 윤리 강령 강화를 위한
중
국 항목을 나열했다(중국 2013). 성과 지방 정부는 추가
적인 규제를 마련할 수 있다. 광저우, 신장, 천진, 지앙
수, 산둥성의 규제의 경우 교사들의 사교육을 금지하
고 있으며 위반 시 처벌한다고 명시하고 있다(Kwok
2010;Zhang 2013b).
그
루
지
아

교육과학부가 마련한 2010 교사 윤리강령(4조3항)은
교사들이 “수익을 목적으로 자신이 담당하는 학생들에
게 사교육을 제공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Kobakhidze 2013).

홍콩 정부는 별도의 규제를 마련하지 않았다. 교육 직
업 강령 (홍콩, Council on Professional Conduct in
홍 Education 1995,2.22항)은 “교사는 사사로운 이익을
콩 위해 학생들과의 직업적인 관계를 이용해서는 안 된
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사교육에 관해서는 뚜렷하게
명시하지는 않고 있다.
교육을 받을 권리에 관한 법의 28항은(인도 2009) “교
사는 사사로운 수강료 혹은 사교육 행위에 관여해서
는 안 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여러 주에서 추가적인
법안과 규제를 마련하고 있다. 웨스트벵갈 주는 초등
학교 교사들의 교육 서비스 규정(웨스트벵갈: 5.5조)은
“모든 교사는 학생들을 가르치는 대가로 돈을 받는 행
인 위를 삼가야 한다.” 고 명시하고 있다. 금지 조항의 대
도 상은 2010년 모든 학교 교사들로 확대됐다(Basu
2011). 또 다른 규정은 (웨스트벵갈 2012: 10.20조) 모
든 학교는 “교사들이 해당 학교의 학생 혹은 다른 학
교의 학생에게 사교육을 제공하지 못하게 하고, 학교
규칙을 통해 규정을 어길 시 파면될 수 있음을 명시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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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0년 일본 공공 서비스 법을 토대로 한 법률 및 규
일 정이 여전히 유효하며 정기적으로 반복 명시되고 있
본 다(예. 일본 2006, 103조). 공립학교 교사는 수익 행위
를 할 수 없다.
일반 학교(공립 및 사립)의 교사 및 전문대, 종합대학
한
국 의 전임 교수의 사교육 제공은 금지되어 있다(한국
2013a: 3조).
마
카 마카오 정부는 별도의 규제를 마련하지 않고 있다.
오

말
레
이
시
아

아래의 경우에는 교사들의 사교육 행위를 허용한다(말
레이시아 2006, 4항).
1. 지원자는 현재 근무 확인된 공무원일 것
2. 승인 요청은 최소 2달 전에 신청한다
3. 과외 시간은 주 4시간을 넘지 않을 것
4. 지원자는 전년도 수행평가점수가 80점을 넘어야 한
다
5. 교사의 가족 구성원이 운영하는 학원에서는 과외를
할 수 없다
6. 지원자는 자신의 학생들에게 홍복 책자를 배포하지
않는다
7. 과외 행위가 교사로서의 임무 수행에 폐가 되어서
는 안 되며, 근무 외 시간을 이용해야 한다

교사는 자택에서 과외를 할 수 없다. 교사는 과외를
위해 학생의 집을 방문하기 전에 학교의 허가를 받아
몰 야 하며, 자신이 가르치는 학년의 학생들이나 그 학년
디 에 상응하는 반 학생들을 대상으로 과외 할 수 없다.
브 교사는 가정에서 5명 이상의 학생을 가르칠 수 없다
(2002 교사 대상 교육부 가이드라인, Mariya 2012 인
용; 164).
2006 교육법 수정안과 2007 윤리강령은 교사는 일반
학교 내에서 자신의 반 학생들에게 사교육을 제공할
몽 수 없다고 명시한다(Silova2010: 338). 본 강령은 교사
골 는 “학생들에게 책, 교재, 기타 제품들을 강매할 수 없
고… 교사가 학생들을 부추겨 사교육 행위를 할 수 없
다.” 고 명시하고 있다(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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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교사들은 자신의 반 학생들을 비롯하여 사교육을 제
공할 수 있다. 학교 측에서 자체적으로 과외를 조직하
팔 기도 한다(Pant 2013).
교사들의 사교육 행위는 제재 없이 은밀하게 이루어
필 지고 있다. 보통 자신이 가르치는 학생들 혹은 동료
리
핀 교사의 학생들을 가르친다(de Castro & de Guzman
2013).
학교 업무에 지장이 가지 않는 한 교사들은 사교육을
싱 제공할 수 있다. 교육부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사교육
가 행위는 주 6시간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학교 교장에
폴 게는 교내 교사들의 외부 시간제 강사직 활동 요청을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Lu 2004).
1978 초중고교 일반 교사법이 유지되고 있고 공립, 사
대 립학교 교사들의 사교육 활동을 금지하고 있다(Zhan
만
2013).
태
국 관련 규제를 마련하지 않고 있다.
우
즈
베 교사들은 자신의 반 학생들을 포함하여 사교육을 제
키 공할 수 있다(Namazov 2013).
스
탄
교사는 초등학교 및 전일제 중등학교에서 사교육을
베 제공할 수 없으나 (베트남 2012, 4조), 반일제 학교에
서는 사교육 제공을 허용한다. 교사들이 직접 과외를
트 조직할 수 없으나 교장은 유료 과외를 교내에서 조직
남
할 수 있다. 교사들은 학교 측의 허가 없이 학교 밖에
서 자신의 반 학생들을 가르칠 수 없다.

87 l

• 사교육을 제공하는 학생 및 기타 자영업자들
학생 신분으로 혹은 소규모 자영업 형태로 과외를 제공하는
사람들에 대한 정부 규제는 거의 없다. 이들 과외는 대개 비공
식적으로 행해지며 문서 상의 계약도 존재하지 않을 때도 있다.
이런 면에서 집 수리나 자동차 정비와 같은 다른 비공식적인 경
제 활동들과 유사하다(예. Portes & Haller 2005 참조; Hart
2010). 대부분의 국가에서 이러한 비공식적인 사교육 분야에 대
한 규제는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다. 세수 누락과 품질, 안전 등
관련 문제들에 대한 우려는 있지만 이를 규제하는 데 드는 비용
이 규제를 통해 얻는 이익보다 더 많다는 생각이다. 이 경우에
최선의 접근법은 다음 장에서 거론되는 소비자 인식이다.
한국 정부는 이러한 소극적 접근법이 아닌 보다 강력한 규제
조항들을 마련했다. 대학생의 경우 과외로 버는 수입을 신고하
지 않아도 되지만 다른 자영업 과외 교사들은 수입을 신고해야
한다(한국 2013a: 14-2조). 이들은 지역 교육청에 사업 등록을
하고 세금을 내야 한다.
• 인터넷 강의
기술이 발전하고 널리 사용될 수 있게 됨에 따라, 인터넷을
통해 제공되는 강의 형태가 늘고 있다. 이러한 형태의 과외 행
위는 규제가 어렵다. 보통 학생과 교사의 집에서 은밀하게 이루
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학생들과 교사들은 같은 도시 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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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심지어 같은 국가에 살지 않아도 된다. 일부 인터넷 강의를
제공하는 대기업도 있다. Educomp 는 스스로를 “인도 최대 교
육 전문 기업”이라고 설명한다(Educomp2014). Educomp는 온
라인 교육을 운영하고 있는데 2014년에는 전국 3백만명의 학생
들이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했다고 말했다. 또다른 인도의 인터
넷 교육 회사인TutorVista 는 인도 교육 시장뿐 아니라 유럽 및
북아메리카 지역의 교육 시장 잠재력을 일찌감치 간파했다.
TutorVista는 미국 내 온라인 과외 이용률이 시간 당 40달러라
는 점을 파악하고 인도의 저렴한 임금을 통해 온라인 강의를 시
간당 2.5달러에 제공할 수 있었다(Vora & Dewan 2009:140).
2013년 TutorVista는 글로벌 교육 기업인 Pearson 에 인수되
었다(TutorVista 2013). 이러한 기업들은 대중들의 눈에 대기업
으로 비치기 때문에 일부 자체적인 규제를 위한 인원과 인센티
브를 갖고 있다. 하지만 소규모 기업들은 그러한 능력과 인센티
브를 갖고 있지 않다. 심지어 대기업들조차도 운영 상의 모든
면에서 항상 나무랄 것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인터넷
과외는 교육부 혹은 다른 정부 부처가 규제하기가 매우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언급하지만 가장 효과적인 접근법은
자체 규제를 강조하면서 소비자를 교육하는 것이다(보충설명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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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설명6. 인터넷 과외의 가능성 및 위험요소
인터넷 과외는 지리적인 장애 요소를 극복하고 비용을 줄
일 수 있는 방법이다. 교사와 학생 모두 도시 간, 도심과 지
방, 심지어 국가 간에 연결이 가능해진다. 하지만 다른 분야
만큼이나 사교육 산업에도 인터넷 남용 문제가 걸려 있다. 기
존의 방식뿐 아니라 온라인 상으로도 아이들이 정서적으로
잘못 이끌려갈 수 있다(Smith et al. 2008; Kowaski et al.
2012). 인터넷 상에서 사람들은 자신의 신분을 가장할 수 있
으며 일부 경우에는 아이들이 설득에 넘어가 부적절한 개인,
가족, 금융 관련 정보를 유출할 위험이 있다.
온라인 교류는 규제하기 힘들기 때문에 가장 강력한 보호
책은 소비자 인식을 높이는 것이다. 온라인 과외를 할 때에는
어른들이 해당 교사의 위치(국가, 도시, 근교지역). 정보를 요
청해야 한다. 학부모들은 온라인 상의 교류 내용을 문자화한
사본을 정기적으로 요청할 수도 있으며, 음성 기반으로 한 과
외는 함께 들을 수 있는 거리에서 수업의 진척 상황을 항상
체크하는 것이 좋다. 공신력 있는 회사들의 경우 모니터링을
위해 자체적인 각종 프로그램 및 시스템 코드를 개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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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방식으로 규제를 시행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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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방식으로 규제를 시행할 수 있는가?

규제란 시행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 규제를 시행하지 않으
면 아예 규제가 없는 상황보다 더 좋지 않는 결과를 낳게 된다.
정부의 역할과 입지가 무너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규제를 마련
할 때에는, 규제를 시행하는 데 필요한 체계를 고려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교육부 및 관련 부처 내에 충분한 자격을 갖춘
지원 인력이 필요하다. 또한 정부 단독으로는 어떤 것도 할 수
없다는 점을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규제는 항상 파트너십을 통
해 시행될 때 성공 확률이 높다. 가장 확실한 파트너는 학교,
교직원 노조, 기타 정부 부처, 그리고 여러 지역 단체들이다. 보
다 발전된 정책은 서로 생각을 공유하고 대화를 통한 당면 문제
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가능하다. 대화를 통해 해결책을 마련하
여 정책의 확대 시행 전에 정책 실험을 할 수 있다. 또 다른 차
원에서, 교육 당국은 소비자들을 교육하고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상향식 접근법을 활용할 수 있다. 과외 교사와 수업을 평가하는
방법에 관한 정보를 널리 알리는 방법이 그런 것이다. 과외가
필요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판가름할 수 있는 방법을 알
려주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사교육 산업의 자체 규제도 가능하다. 이는 정부
가 주도하여 나타날 수도 있고 사교육 산업 자체에서 시작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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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있다. 어느 쪽이든 자체 규제는 정부의 강력한 규제 없이도
목적을 달성할 수 있고, 특정 환경 하에서 가장 이상적인 형태
라고 볼 수 있다.
• 필요한 인재 투입
일부 국가는 전문가 부서를 구성하여 각종 등록 및 감독 업
무를 관장하도록 하고 있다. 한국의 교육부는 방과 후 학습 부
서를 두고 학원 및 유관 기관들에 대한 규제를 감독하고 있다
(한국 2013b). 또 다른 구조적 대안으로 파키스탄의 이슬라마바
드 수도 지역에는 독립기관인 사교육기관 규제기관 (PEIRA)가
있다. 2013년이 발족한 이 기관은 파키스탄 최초의 교육 관련
기관이다. 이 기관은 민간 운영 학교, 대학, 그리고 파키스탄에
서 tuitions centre 라고 불리는 기관 등을 감독한다(파키스탄
2013). 규제 시행을 위해서는 교육부와 하위 지방 분립 부서들
뿐만이 아닌 재정, 상업, 인프라 관련 부서 및 지방 정부들 모
두 관련 업무 인력이 필요하다. 업무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 기업 및 교사의 등록
• 건물 시찰
• 창업자, 학부모 및 일반 대중 상담
• 웹사이트 및 기타 정보 채널 관리
• 기록 보관
• 불만센터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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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리 침해 사례 대응
홍콩 정부는 웹사이트 상에 등록된 학원 목록을 공개하고 있
으며, 또한 미등록 학원들과 등록은 했지만 요건을 충족하지 못
한 학원들의 기소 성공 사례들도 공개하고 있다. 이를 통해 사
교육 부문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게 된다.
2013년 12월 현재, 지난 3년 간 27명이 유죄 판결을 받았으
며, 이들 대부분이 미등록된 학원을 운영하거나 “등록 또는 허
가 받은 교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람을 강사로 채용한 사
람들이었다(홍콩, Education Bureau 2013a). 이와 함께, 지난 3
년 간 최대 수업 규모를 초과 운영하거나 그릇된 광고물을 배포
하는 등의 규제 위반으로 11명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홍콩,
Education Bureau 2013b). 규제 위반 정보는 보통 동종 업계에
종사하면서 규제를 준수하는 사람들로부터 나왔다. 이들은 룰을
어기는 업체들에 대한 불만이 높았다. 사실 문제의 업체들이 경
쟁자인 점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산업 전반에 걸쳐 나쁜 인상을
남기기 때문이다. 물론 정부 행위에는 행정 인력뿐 아니라 법
관련 인력도 필요하다. 마련된 절차를 따르지 못하게 된 이유
자체를 제거하기 위해, 홍콩 정부는 등록 프로세스를 설치하여
이에 필요한 정보를 온라인에 공개했다. 또한 기소 절차도 간소
화하였다. 1990년대에는 공무원들이 2회의 진상 조사 방문과 1
회의 확인 방문, 그런 뒤 법적 조치를 고려하기 전에 2회의 경
고문을 보내야 했다(Kwok 1997). 하지만 새 규정을 통해 공무
원들은 당해 학원에 1회 방문 및 1회 경고문 발송만으로도 기
소할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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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설명7: 규제 준수 쉽게 만들기
정부는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정부 스스로뿐 아니라 사
교육 제공자들을 위해서도 절차를 용이하게 만들 수 있다.
과외 업체들이 교육부, 산업부, 상무부 등에 같은 등록 신
청서를 여러 번 제출하도록 하는 것 보다, 등록 신고 절차
를 한 곳에서 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다. 많은 경우, 신청
및 승인은 24시간 서비스가 가능한 인터넷을 통해 온라인
으로 처리할 수 있을 것이다. 서비스 단일화를 통해 신청
관련한 안내 지원도 제공할 수 있고 갱신 일자를 미리 알
려주는 서비스도 가능할 것이다.

• 충분한 정보에 근거한 선택을 위한 소비자 교육
정부가 홀로 모든 과외 및 사교육 산업 전반을 규제하기는
불가능하다. 앞 장에서 살펴보았듯이, 대학생이나 기타 다른 경
로로 제공되는 비공식적인 사교육 활동은 정부의 손길이 닿을
수 없다. 인터넷 과외 또한 규제하기가 매우 힘들다. 이런 점에
서, 각국 정부는 소비자 인식 제고에 무게를 싣는다. 이를 위해
정부에서는 웹사이트, 전단지, TV 보도 및 기타 수단을 활용한
다.
홍콩의 예를 들면, 정부 웹사이트 상에 ‘비공식적인 교과과정
을 가르치는 민간 학원 선택 시 유의 사항’ 이라는 제목의 팜플
렛을 내걸었다(홍콩, Education Bureau2013c). 학부모를 위한
안내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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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청에 등록 혹은 임시로 등록된 학교(학원)을 선택
한다
• 학교(학원)에서 제공하는 수업 과정 안내문의 정보를
주의 깊게 읽는다
• 수강료 정보를 잘 청취한다
• 1개월 단위로 수강료를 납부한다
• 정식 영수증을 보관한다
• 안전한 학습환경을 갖춘 학원을 선택한다
• 적정한 수업 과정 일시를 선택한다
팜플렛에는 더 많은 정보를 위한 24시간 상담 전화 번호 및
웹사이트 주소가 나와 있다.
하지만 위 리스트는 다분히 관료주의적이다. 애초에 아이들이
사교육을 받아야 하는 상황인지, 만약 그렇다면 왜 받아야 하는
지에 대한 질문을 던지지 않고 있다. 또한 학원의 교과 과정,
학원의 수업 스타일, 내용과 학교의 수업 스타일, 내용의 부합
정도, 아이들이 받게 될 공부에 대한 압박 등에 대해서는 설명
하지 않고 있다. 비공식적으로 활동하는 대학생 과외를 선별하
고 감독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설명이 없다. 한편으로는 교사의
가르치는 능력과 사교육 투자의 가치 문제를 생각해 볼 수 있
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아동 학대로부터의 보호 문제를 생각해
볼 수 있다. 홍콩 정부는 (홍콩, Legislative Council Panel on
Education 2003: 6) “우리는 학부모들과 학생들이 소비자로서
의 권리 및 정보에 근거한 선택에 대한 책임감을 행사하길 바란
다”고 밝혔다. 단순히 학원 등록 및 수강료 정보를 담은 팜플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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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뿌리는 것만으로는 소비자에게 도움이 될 수 없다.

보충설명8: 학부모를 위한 체크리스트
아래 체크리스트는 자녀들의 사교육을 고려 중인 학부모
를 위한 것이다. 아래 리스트는 “지식 교류” 세미나를 통해
만들어졌다(Kwo & Bray 2013). 4가지 항목을 고려해야 한
다.
자녀에게 필요한 것
아이들은 학문적인 개발 및 다른 형태의 훈련 외에도 휴
식과 놀이가 필요하다. 아이들의 생활에 균형을 맞추어 주
고 있는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나?
사교육을 생각 중이라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 반 친구들에게 뒤처지지 않기 위해?
- 반 친구들에 앞서기 위해?
- 다른 부모들도 사교육에 투자하는 것 같으니까?
- 기타 다른 이유?
이러한 이유들이 적절한가?
학교와의 관계
사교육에 대한 자녀의 담임 선생님의 태도는 어떤가?
스스로 판단했을 때, 사교육이 아이의 학교 공부를 어떻게
도와줄 것이고 어떻게 저해할 것인가?
- 이미 다룬 교재라서 학교에서 아이가 지루해 할
것인가?
- 교재 이해가 쉬워져서 아이가 학교 공부에 더 흥
미를 느낄 것인가?
- 학교 밖에서의 과외가 너무 많아서 아이가 학교에
서 피곤해할 것인가?
- 과외를 통해 다른 아이들과의 관계가 어떻게 형성
될 것인가?
- 학교는 무료, 과외는 유료라는 사실이 학교에 대한
아이의 시각을 어떻게 형성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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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외 평가
사교육에 투자하기로 결정했다면 그 내용과 질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 과외 교사가 아이에게 가르친 내용을 어떻게 알고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 당신은 과외 선생의 무슨 면(인성과 전문성)을 봐
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교사가 당신이 원하는 자질
을 갖췄다면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적정 수
준의 과외 강도 및 시간을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
- 과외는 특별히 필요해서 하는 단기적인 것이어야
하는가? 장기적으로 해야 하는 것인가?
- 단기적인 것이라면, 특별히 필요했던 이유가 충족
된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 장기적인 것이라면, 당신의 아이가 자기주도적으로
학습하지 못하고 과외에 기대게 되는 위험을 어떻게
피할 수 있는가?
계약과 제공되는 서비스
과외 교사와의 정식 계약서를 갖고 있는가? 수강료
영수증을 받았는가? 그렇게 한 이유는 무엇인가? 혹은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
- 과외 교사의 실력에 불만족스러웠다면, 아이에게
가장 유리하도록 이 계약을 파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 당신이 적당한 수준의 과외비를 내고 있다면 그것
은 어떻게 결정하는가?
• 자체 규제 권장
사교육 업계의 일부 창업자들은 자체 규제를 강력히 옹호하고
있다. 이들은 정부가 요구 조건을 내밀기 전에 스스로 적극적인
자체 규제를 하는 것이 현명하다는 입장이다. 이는 업계 자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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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킬 수 있을 뿐 아니라 소비자들의 신뢰를 강화시킬 수 있다.
이러한 노력은 정부가 나서서 권장할 수 있다.
업계 자체 규제를 권장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는 전문가 협회
를 조직하는 것이다. 산업 발전과 혹은 정부 및 기타 기관들과
의 전문 협상을 하기 위해 조직된 단체는 아래와 같다.
• 중국의 중국 교육 훈련 연합 (www.cetu.net.cn)
• 대만 중부의 대 타이중 보충교육협회(www.tcschool.org.tw)
• 일본 학습숙 협회 (www.jja.or.jp)
• 한국 학원 협회 (www.kaoh.or.kr)
• 마하라쉬트라 학원 운영자 협회 (인도)
• 말레이시아 강사 협회 (www.mya.org.my)
호주, 독일, 그리스, 터키, 영국, 미국 내 관련 단체. 호주 보
습학원 협회(ATA)이 행동 규약은 전 장에서 언급했다. 본 행동
규약은 영어, 그리스어, 이태리어, 일본어, 한국어, 간자체 중국
어, 번자체 중국어, 베트남어로 번역되어 있다(ATA 2011) 이
책의 부록으로 복사본이 포함되어 있다. 호주 보습학원 협회 회
원들은 행동 규약을 준수해야 하며, 본 규약에는 위반 시 제재
에 관련된 조항도 포함되어 있다. 회원들은 ATA 로고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 로고는 소비자들에게 품질 보장의 상징으로 여겨
진다.
일본 학습숙 협회(JJA)도 웹사이트 상에 어린이들의 안전, 정
보 보호, 상업 활동에 대한 가이드라인과 함께 자발적인 행동
기준을 게시하고 있다. 정부의 여러 부처에서 일본 학습숙 협회
와 협력하여 업계 관행을 향상시켜왔다. 일본의 경제통상산업성
(METI)은 기업을 초빙하여 연구개발 협력 관계를 맺고 일본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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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숙 협회는 학습 능력 신장을 위한 강사들의 자질을 평가하는
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지원금을 받았다. 일본 학습숙 협회는 이
연구를 통해 신규 강사 채용 인증 시험을 개발 시행하여 담당
과목에 대한 지식뿐 아니라 윤리 의식과 실용 기술을 겸비한 강
사들을 채용할 수 있었다. 일본 학습숙 협회는 협회 회원사들에
게 강사 지원자를 평가하기 위한 체크 리스트 사용을 강제하지
않는다. 하지만 이러한 평가 시스템 덕분에 각 학습숙들의 업무
를 한결 용이하게 해주었다.
또한 일본 학습숙 협회는 개별 학습숙들이 원하는 경우 이들
을 대신하여 자체 시험을 운영한다. 이러한 면에서 일본 학습숙
협회는 업계의 시험 위원회 역할을 해왔다. 전국의 지원자를 대
상으로 한 첫 공개 시험은 2008년에 치러졌다.
• 파트너십 구축
교육부는 사교육계를 감독하고 규제하는 데 있어 여러 파트너
십을 구축할 수 있다. 가장 확실한 파트너들은 학교, 교직원 노
조, 기타 정부 부처, 지역 단체, 언론 등이다. 각 파트너들을 차
례대로 살펴본다.
• 학교와의 파트너십
규제 시행에 있어 정부의 가장 확실한 파트너는 학교이다. 폭
넓은 정부 정책의 성공을 위해서는 학교의 태도가 매우 중요하
다. 정부는 단지 관련 문서 회람에 그치지 않고 회의를 통해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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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에 대해 설명하고 해당 정책에 대한 학교의 시각을 경청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러한 정부 시책은 사교육을 제공하는
교사들 혹은 사교육 제공이 금지된 교사들에 대한 규제에 있어
서는 특히 중요할 수 있다. 중국 쓰촨성의 미안양 교육청에서는
교사 및 학부모 합동 회의를 열고 각종 규제에 중점을 두고 교
사들이 자신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사교육을 제공하면 안 되는
이유와 학부모들 또한 교사들에게 사교육 제공을 부탁해서도 안
되는 이유를 설명했다(Zhang 2013b)하이난 성과 내몽골의 일부
부처에는 교사들의 비리 행위를 고발할 수 있는 핫라인을 두고
있다.
학원을 대상으로 하는 규제 시행과 비공식적인 과외 행위 및
인터넷 과외에 대한 소비자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데 있어서도
학교의 의견이 중요하다. 학교는 교육 시스템의 최일선 현장이
며 중요한 것은 왜 가정에서 애초부터 과외를 필요로 하는가 이
다. 즉, 학교에서 배우지 못하고, 과외 교사를 통해 얻고 싶어하
는 것이 무엇이냐는 것이다.
일부 교사들은 과외가 수업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지만 어떤
교사들은 과외를 경쟁 상대로 보고 심지어 수업을 저해한다고
믿는다. 교사들은 학부모들과 함께 과외가 도움이 되는 환경과
그렇지 않은 환경, 그리고 과외가 자립형 학습에 대한 의지를
저해할 수 있는 환경에 대해 논의할 수 있을 것이다. 학부모들
은 학생들이 학교 공부에 있어 보다 효율적인 학습 능력을 갖추
도록 하는 목표를 위해 다양한 정보에 기반한 소비자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일반적인 요소들과 함께 학교 수준의 정책과 규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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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예를 볼 수 있다. 파키스탄의 일부 사립 학교들은 엄격한
기준을 설정하고 있다. Aslam 과Mansoor(2012: 4) 에서 볼 수
있듯이, 이들 기관에 소속된 교사들 중 교내 학생들에게 사교육
을 제공한 것이 밝혀지면 즉각 해고된다. 이러한 정책을 통해
교사들이 수업에 대한 의무를 게을리하고 그저 더 많은 과외 학
생을 모으는데 집중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다른 학교들은 사교육을 허용하기도 하지만 상황을 주시하면
서 정부와 학교 정책 간의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전 장
에서 다룬 말레이시아의 규제를 예로 든다면, 교사들이 자신이
속한 학교의 학생들에게 사교육을 제공할 수 있지만 학교의 감
독 하에서만 가능하다.
• 교사 노조와의 파트너십
교직원 노조는 사교육에 대해 모호한 입장을 취한다. 한편으
로는 자신의 동료들(일반 학교 교사들)이 추가적인 소득을 벌
수 있는 기회를 보호해주고자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사교육
기관들과의 경쟁으로부터 학교를 보호하고 싶어하기도 한다. 정
부는 이러한 사안들에 관해 교사들과의 대화를 활용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전문적인 기준, 그리고 최적의 방식으로 아이들
을 교육시킬 수 있는 시스템과 과정이 필요하며 이는 더 나아가
사회 평등이라는 보다 폭 넓은 가치를 지킬 수 있게 된다.
특정 사례로, 인도 뭄바이의 전문 교사 협회는 정부와의 협력
을 통해 공립 학교 및 정부 지원 대학에 근무하면서 사교육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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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에서 강사로 일하는 교사들에 대한 조치를 취했다(Chhapia
2013).
• 웨스트벵갈의 교사 협회는 2001년 정부가 공립 및 정
부 지원 학교 교사들의 사교육 활동을 금지했던 것(De
et al. 2009: 16)과 이러한 정책 시행을 강화한 것(인도
타임즈 2010)에 대해 지지를 표했다.
• 말레이시아 전국 교사 연합(NUTP) 사무총장은 “교사
가 자신의 반 학생들을 사적으로 모집하는 것은 윤리적,
도덕적으로 잘못된 행동”이라고 말했고, 교육부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Azizan et al. 2006).
• 캄보디아 독립 교사 협회(CITA) 회장은 저임금의 교
사들이 사교육을 제공하는 데에는 공감하면서도 교사의
사교육 제공, 특히 자신의 반 학생들에게 사교육을 제공
함으로써 교육 시스템에 가져올 부정적인 영향을 인지하
는 방식으로 문제를 다루고자 했다(Rong 2012).
이와는 반대로, 홍콩의 전문 교사 노조(PTU)는 사교육에 있
어서의 교사의 역할과 사교육 기업들의 역할 모두에 대해 아무
런 견해도 표시하지 않고 있다.
• 기타 정부 부처와의 파트너십
사교육 규제는 교육부 및 산하 지역 및 구 부처 외에도 많은
정부 기관들이 연계된다. 따라서 이들과의 파트너십이 필요하다.
중국의 일부 지역의 교육청 직원들은 허탈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학원들은 규제를 무시하고 있지만 관련 부처에는 그릇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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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 및 학교 교사 채용 등 잘못된 행위를 처벌할 행정적 권한
이 없었다. 또한 빌딩의 안전 및 소득에 대한 과세 등 다른 정
부 기관들의 도움이 필요했다. 충칭 시 및 안후이성 정부는 교
육청과 조세, 소비자 물가, 산업 및 상업, 부동산, 도시 행정을
담당하는 부처들과의 협력을 수립하는 합동 규정을 내놓았다
(Zhang 2013a, 2013b) 교육청 직원들은 또한 규제 위반 시 기
소를 위해서는 법무부 전문가들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도 알고
있다. 따라서 국가 차원뿐 아니라 중간, 그리고 지방 정부 차원
의 다각적인 파트너십이 필요하다.
• 지역 사회와의 파트너십
지역 단체는 정부와 각 가정 사이를 이어주는 훌륭한 매개체
가 될 수 있다. 이들은 소비자를 교육시키고 규제의 필요성을
일깨워주는 역할을 할 수 있다. 또한 정부 측에 민간 풀뿌리 운
동 차원의 발전 상황을 알려주는 경로이기도 하다. 싱가폴 정부
는 싱가폴 인도 발전 협회(SINDA) 와 말레이/무슬림 어린이를
위한 교육 위원회(Mendaki)를 비롯한 인종 및 종교 단체들과
협력해 오고 있다. 방글라데시의 BRAC는 비정부기구(NGO)로
서 교육에 대한 강한 우려를 제기하면서 주요 사안들에 대한 협
력을 추구하고 있다. 인도의 비정부기구에는 콜카타에 위치한
Pratichi Trust가 있다. 이 단체는 사교육에 대한 거침없는 의견
을 개진하고 있다(Pratichi 2009, 2012 참조). 다양한 종류의 학
부모 단체들도 있다. 이러한 협력은 규제에 관한 정보만이 아닌
학부모 및 기타 단체에서 정부 규제가 잘 지켜지지 않고 침해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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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고 느낄 때 불만을 신고할 수 있는 창구로서의 역할에도
중점을 두고 있다.
• 언론과의 파트너십
언론은 – 신문, TV, 라디오 및 기타 매체 – 정부의 시각을
전달하고 규제의 필요성과 이를 시행해나갈 방법을 설명하는데
있어 중요한 파트너이다. 사교육은 여러 국가들의 주요 관심 사
항이며, 중앙 및 지방 정부 모두 보도 자료를 통해 우려 사항을
알리고 이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제고할 수 있다. 언론의 경
우 언론사마다 갖고 있는 시각으로 인해 요점들을 놓치고 심지
어 내용을 왜곡하는 경우도 발생함을 인정해야 한다. 하지만 이
러한 위험은 감수할 가치가 있으며 언론의 자유를 존중하는 것
도 중요하다.

보충설명9: 중개인으로서의 과외 중개회사
사교육 산업의 발전은 새로운 형태의 기업을 탄생시켰다.
학생들(혹은 그 가족)과 강사들을 이어주는 중개 회사이다.
이들은 중개인 역할을 통해 수수료를 받는다. 이들 대부분
이 웹사이트를 통해 운영하고 있으며 강사와 학생 측 모두
에게 혹은 한 쪽으로부터 수수료를 받는다.
이러한 중개 서비스는 매우 유용할 수 있다. 이들이 제공
하는 정보에는 위치 – 강사와 학생의 거주지역 – 강사의
실력 및 명성 등이 포함된다.
하지만 규제적인 뼈대가 미약하다. 예를 들면, 싱가폴 정
부는 (2012) 이들 중개회사들은 중개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교육법 혹은 사교육법의 규제를 받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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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다고 인식했다. 싱가폴 당국은 “학부모들은 이러한 중개
회사들에 대한 더 많은 안목을 길러야 한다.” 고 말한다.
하지만 말이 쉬울 뿐 정부가 어느 정도까지 학부모들의 안
목을 길러 줄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다.
공공재를 추구하는 파트너십은 학교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닌 교육에 대한 폭 넓은 시야를 갖추고 모든 이해 당사자들이
참여해야 한다.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학교 밖에서의 사
교육의 심화를 이끄는 요인 분석을 비롯하여 목표와 과정을 함
께 탐색해 나가야 한다. 사교육을 잘 이끌어 나간다면, 학생들의
학습 및 능력에 가치를 더해준다. 다소 부정적인 측면에서 본다
면, 사교육 제공에 있어 이윤 추구에만 매달리는 것은 이는 배
움의 과정에 있어 사교육에 대한 의존성과 왜곡을 불러올 수 있
다. 복잡다단한 관계로 얽혀 있는 상황에서 모든 이해 당사자들
의 생각들을 모아야만 전체 그림을 포괄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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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장에서는 아시아와 세계가 나아가야 할 미래 방향에
대해 알아본다. 우선 공공재라는 대주제로 시작하여 정부들마다
처해 있는 환경에 따라 최선의 방법을 찾고 있는 상황에서 균형
을 이룰 수 있는 법을 알아본다. 향상된 규제 방안과 관행을 추
구하는 데 있어 비교 분석의 가치에 대한 설명으로 결론짓는다.

• 공공재의 목표

본 책의 첫머리에서 정부는 공공 기관뿐 아니라 민간 부문에
서의 교육의 질과 영향력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할 책임이 있다
고 언급했다. 이는 국가의 관할권 내에서 건전한 사회적, 경제적
발전을 도모하는 것으로 정부 역할의 일부분이다.
정부가 의제를 설정하고 정부가 해야 할 일을 확인하게 되면,
세계적인 트렌드에도 주의를 기울이게 된다. 세계화의 힘이 커
질수록 이제는 정부들이 자국에만 중점을 둘 수 없으며 초국가
적인 힘에 영향을 받게 된다. 이러한 연결성에 있어, 유네스코가
조직하고 분위기를 형성하는 역할을 주도하고 있는 두 가지 분
야를 알아보고자 한다. 하나는 모두를 위한 교육(EFA) 운동이
고, 다른 하나는 교육이 추구하는 모든 목표를 다루고 있다.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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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를 위한 교육 운동은 1990년 태국 좀티엔에서 개최된 모두를
위한 교육 세계 회의(WCEFA)에서 시작되었다. 이 회의에는 전
세계 155개국, 33개 정부간기구, 125개의 비정부기구 및 기관들
이 참여했다(WCEFA 1990a). 모두를 위한 교육이 설정한 의제
는 2000년 세네갈의 다카에서 열린 세계 교육 포럼(WEF)에서
재확인되었다. 이 회의에는 164개국 대표단이 모였다(세계 교육
포럼 2000)세계 사회는 2015년 서울에서 각국 정부 대표단들이
다시 모여 그 간의 진척 사항을 논의하고 다음 단계를 구상하기
로 결정했다(유네스코 2014b). EFA 는 항상 평등을 주 목표로
정해왔으며 이에 더해 질적인 문제에도 초점을 맞추고 세계의
모든 이들이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공평하게 누려
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것들이 본래 취지(유엔 2000)인 새
천년개발목표(MDGs)와 이후 10 년을 준비하기 위한 새로운 형
식(유엔 2014)에 걸맞은 보다 폭 넓은 사회 경제 발전을 위한
기둥이 되고 있다. 제5장에서 논의된 사항과 관련하여, 모두를
위한 교육이 설정한 의제는 파트너십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
다. 좀티엔 회의(WCEFA1990b)에서 채택한 선언문의 제7조는
국가, 지역, 지방 차원의 교육 당국들은 모든 이들에게 기초 교
육을 제공하기 위한 나름대로의 의무를 갖고 있지만,
이를 위해 모든 인적, 재정적, 조직적인 필요 요건들을
모두 갖추기란 쉽지 않은 일이라고 지적했다. 모든 차원
에서의 새롭게 활성화된 파트너십이 필요할 것이다. 정부
기관과 비정부기관, 민간 부문, 지역 사회, 종교 단체, 각
가정들 모두가 파트너십을 이루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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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 모두를 위한 교육의 의제에서는 사교육에 크게 중점
을 두지 않았다. 사교육 분야는 작았고 그보다 더 필요한 것은
모든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는 것이었다. 2000년이 되면서 사교
육 시작과 관련 활동의 범위가 넓어졌지만 여전히 아이들을 학
교로 보내는 것이 중요한 문제였기 때문에 다카에서 열린 세계
교육 포럼에서도 큰 조명을 받진 못했다. 하지만 이후 10년 동
안 사교육 분야가 보다 확대되면서 그 중요성이 커지게 되었다.
파트너십은 학교 부문만큼 학교 밖의 민간 분야에도 중요한 사
안이었다. 1990년 좀티엔과 2000 다카 회의의 초점은 기초 교
육에 주로 맞춰졌지만 2010년 이후 회의 의제들은 모든 차원의
교육으로 확대되었다. 유네스코가 사교육을 바라보는 일부 시각
은 모두를 위한 교육 세계 감시 연차 보고서에 잘 나타났다. 특
히 2014년 보고서에는 교사의 직무를 다루면서 “사교육 대 교
실 교육: 빈곤층을 보호한다” 라는 제목의 섹션이 포함되었다
(유네스코 2014a: 271-272) 감시 및 규제가 필요한 분야에 초
점을 맞춘 보고서는 다음과 같이 기술했다(p.271)
사교육에 대한 견제나 통제가 부재한 경우 이는 특히
사교육의 여력이 없는 빈곤층 아이들에게 있어 학습 결
과에 해가 될 것이다. 사교육에 대한 어떠한 정책 결정이
있다 해도, 사교육을 관리할 정책을 마련하여 학교 교사
들이 주어진 시수를 통해 모든 교과 과정을 다룸으로써
사교육이 교실 교육을 대체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
이다.
본 보고서에서는 캄보디아, 이집트, 리투아니아 등 현재 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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움에 봉착한 국가들을 예로 들었다. 보고서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p.272).
최소한 매일 교실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가 학생
들을 대상으로 사교육을 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전략
을 마련해야 한다. 그래야만 교사들이 보습 활동을 할 형
편이 되지 않는 학생들을 비롯한 모든 학생들을 위해 교
과 과정 전체를 다룰 수 있게 된다.
보고서에서는 기업이나 기타 다른 주체가 제공하는 사교육에
대해서는 따로 언급하지 않았다. 하지만 분명한 메시지는 정부
들이 책임감을 갖고 공공재를 위한 모든 형태의 교육에 대해 전
반적인 기조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었다. 교육 시스템 내에서 불
평등을 완전히 제거하는 것은 불가능하겠지만 각국 정부는 상황
조정을 통해 불평등이 극단에 이르는 것을 막을 수는 있을 것이
다. 또한 민간 교육이 공공 교육을 저해하는 것이 아닌 보충하
고 뒷받침하는 역할로 만들 수도 있을 것이다.
유네스코가 주도하는 두 번째 분야는 교육의 전체 목표를 다
루고 있다. 1996년, 유네스코는 자크들로르가 맡고 있던 국제
21세기 교육 위원회 보고서를 출판했다. 보고서는 특히 교육 시
스템과 과정을 위한 4가지 기본 사항을 나열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들로르 1996: 97).
• 지식의 습득을 배운다(learning to know).
• 행동으로 옮기는 것을 배운다(learning to do).
• 공생하는 방법을 배운다(learning to live together).
• 자아를 만들어 나가는 법을 배운다(learning to 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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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p.86) 일반 교육은 주로 익히는 법과 실행하는 법
을 배우는 데 초점을 맞춰왔고 나머지 두 가지 요소는 운에 맡
기거나 앞의 두 가지를 배우면 자연히 따라오는 산물로 여겨왔
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이 4가지 기본 사항에 모두 주의를 기울여 “교육이
평생 동안의 통합적인 경험으로 받아들여지고, 이해력과 응용력
을 모두 키우고, 개인과 사회 안에서 그 개인이 설 자리에 초점
을 둘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제언했다(p.86) 하지만 이
러한 생각에 많은 이들이 공감하고 있음에도, 현재 양상에 대한
평가를 보면 위에 제시한 사항들을 강조하는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다(Tawil & Cougoureux 2013; 유네스코 2013). 이는
현재 교육이라는 것이 대학에 진학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
람, 대학 교육의 형태(예. 기관 및 프로그램 형태), 그리고 그러
한 교육을 통해 향후 나아가게 될 진로 등을 결정하는 사회 계
층화 도구의 역할을 하고 있음을 반영하는 것이다(Lee 2004;
Davies & Guppy 2010; Ballantine & Hammack 2012). 많은
나라들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입시 제도를 주 관문으로 하는 시
스템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학생이나 가족, 학교들이 모두 이
러한 시험에 큰 관심을 두고 있다. 이러한 시험은 행동으로 옮
기는 법, 공생하는 법, 자아를 만들어 나가는 법 보다는 주로
지식을 습득하는 법을 요구하기 때문에 여전히 위의 기본 사항
중 첫 번째 항목만이 강조되고 있다. 결국, 사교육의 역할에 대
한 질문이 남게 된다. 일부 사교육은 그 범위를 확대하여 자아
를 만들어 나가는 법, 행동으로 옮기는 법, 공생하는 방법을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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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하기도 한다. 하지만 대부분이 시험에 맞춰져 있어 우선적으
로는 지식의 습득 부분에 적응되어 있는 실정이다. 일부 개혁가
들은 시험 제도와 관련 관문 제도를 바꾸자는 목소리도 있다.
이러한 생각도 분명 일리가 있고, 일부 국가에서는 이러한
생각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Eckstein & Noah 1993; Berry &
Adamson 2011). 하지만 그 외 국가들에서는 시험 제도가 선호
되고 있는데, 시험이라는 것이 모든 이에게 동등한 기회를 주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현실에서는 더 좋은 사교육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경제적 능력 등 가정 형편과 기타 요인들로 인해
일부 사람들에게 더 많은 기회가 주어진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현재의 시험 제도는 언뜻 보이는 것보다 평등하지 않을 수도 있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개혁 단행이라는 난제와 연결된 정

치적인 이유 등으로 인해 정부 차원에서 이미 만들어진 틀 안에
서 시험 제도와 기타 교육 구조를 유지할 수도 있는 것이다. 경
쟁적인 환경에서 사는 아이들에게 공생하는 법과 자아를 만들어
나가는 법은 나름대로 가치 있고 배워두면 좋은 것이지만 경쟁
에서 살아남아 이기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것이 아닌 것처럼
보일 것이다. 그런 경우, 사교육은 특히 중요한 입시와 그 이전
의 모든 단계에서 강한 요소로 작용할 것이다.

• 균형 찾기

다음 질문은 이 책의 구체적인 초점으로 돌아가 전체적인 그
림이 담고 있는 성질의 맥락적인 측면에서의 사교육 규제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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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것이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사교육(shadow education)
과 기타 다른 형태의 사교육에 대한 규제는 특히 학교와 기타
사회 기관들과 비교했을 때 미미한 수준이다.
이러한 시각은 중간 및 저소득 사회뿐 아니라 일부 고소득
사회에도 적용할 수 있다. 사교육을 통해 돈을 벌고자 하는 대
학생들과 기타 자영업자들은 소비자 보호를 위한 교육이나 별도
의 체계 등 별도의 제한이 없다. 학원 등의 대규모 기업들은 등
록 의무 및 건물 및 상업 규제를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이런 기업들조차도 교과 과정, 수업 규모 등에 있
어 교육 규제가 거의 없는 실정이고,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규
제들이 항상 시행되는 것은 아니다. 중간자 역할로서의 중개 회
사들도 교육 관련 규제들보다는 상업 규제에만 귀를 기울이게끔
되어 있다. 인터넷 과외의 경우에는 정부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
여 있는 듯 하다. 사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들의 수, 사교육 교
사들의 수, 사교육 산업의 매출 규모, 사교육을 통해 얻는 학생
들의 학습 성취도 등에 관한 믿을 만한 통계를 갖고 있는 나라
는 거의 없다.
이런 면에서 사교육 감독 및 규제 상황은 20세기에 들어서
첫 10년 간의 정규 교육 과정 감독 시스템과 유사하다. 당시 많
은 국가들이 각기 다른 부처에 의해 운영되는 학교들의 수와 이
들 학교 내에서 행해지는 활동들에 대해 아주 기초적인 정보만
갖고 있었다. 20세기가 지나가면서 학교 시스템에 대한 감독과
규제가 강화되었고 현재 각국 정부들은 학교 등록 현황뿐 아니
라 학생 및 교사들의 출석 현황, 교과 과정, 회계, 학습 성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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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많은 항목들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보유하고 있다.
일부 시각에서는 20세기와 21세기 초까지 정규 학교 시스템
에 대한 규제가 과도해졌으며 많은 국가들이 시계를 거꾸로 돌
려놓기까지 했던 점을 지적하기도 한다(예 Belfield & Levin
2002; Zajda 2006 참조). 일부 사교육 강사 및 기업들은 정규
학교들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면서 조직이 관료화, 표준화되었기
때문에 사교육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사
교육 분야가 많은 이들에게 어필하고 그 필요성이 높아지는 것
은 교과 과정, 인적 자원, 기간, 시간, 장소 등에 있어 유연성을
발휘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이들의 주장도 일리가 있지만
이는 사교육 분야의 일면에 지나지 않는다. 이러한 긍정적인 면
이 다른 부분들까지 쉽게 가릴 수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 책
에서는 사교육 분야의 규제가 충분하지 않으며, 이에 대한 더
많은 관심이 요구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 규제 시행에 있어
인적, 재정적 부담이 클 수도 있다. 그리고 정부에서도 세세한
규제를 시행하는 데 드는 비용이 그 편익보다 더 클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중국 충칭 시 정부는 일부 규제에 있어서는
그 필요성에 있어 비현실적인 부분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다른 정부들도 비슷한 경험을 했을 수도 있다. 싱가폴 교육부
는 일부 동조의 의미로 웹사이트 상에 Straits Times 신문 사설
(2012년 8월 21일자)을 게시했다. 본 사설은 내일의 일꾼들이
될 학생들을 담당하고 있는 교육부가 학생들이 사회가 요구하는
기준에 지속적으로 부합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다양한 능력

l 118

을 가진 학생들의 창의력, 가치, 그리고 이들이 나아갈 수 있는
더 많은 통로를 만드는 데 있어 당면 과제가 산적해 있는 상황
에서, 다분히 개인의 선택이 중시되는 사교육 분야에 대한 세세
한 간섭으로 스스로 부담을 가중시키는 상황이 되어서는 안 된
다고 주장하고 있다.
홍콩 정부도 이와 유사하게 “규제를 통한 통제, 자체 규제,
소비자 보호 및 교육 사이의 균형을 맞춰야 한다.” 고 강조했다
(홍콩, Legislative Council Panel on Education2003: 4).
문제는 어느 선에서 균형을 찾아야 하는가 이다. 물론 그 해
답은 해당 정부의 능력과 정책적 우선순위, 그리고 유관 기관들
과 어느 정도의 협력을 이끌어 내느냐에 따라 결정된다.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들에게는 건물 표준 요건과 과세를 목적으로
한 회계 보고처럼 사업 등록을 의무화하는 것도 분명 합리적으
로 보인다. 많은 나라에서 교과 과정에 대해서는 유연성을 허용
한다. 일부 국가를 예로 든다면, 몰디브의 경우 교과 과정 전문
가들이 이슬람어와 디베히어를 제외한 모든 학교 과목을 영어로
가르쳐야 하고 다만 사교육 기관의 경우 모국어 혹은 영어와 모
국어를 혼용하여 가르치는 것을 허용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한
다. 이는 영어 과목 시간에도 적용될 수도 있는데, 일부 교육전
문가들은 영어 과목 시간엔 영어로 수업을 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많은 국가들의 사교육 기관들은 모국어와 영어를 혼
용할 수 있게 되어 있다. 마찬가지로 정부들이 사교육 부문의
수강료 상한선을 두지 않고, 안전 문제가 없다면 수업 규모에
대한 제한도 두지 않는 것이 현명한 방법일 지도 모른다.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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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자격에 대해서도 정부가 유연성을 발휘하여 시장 원리
에 기반하여 교사들의 자격에 대한 결정권을 각 가정에 맡겨 두
고 있기도 하다.
이 책은 사교육을 금지시키기보다는 규제를 활용하는 데 초점
을 맞추고 있다. 캄보디아, 미얀마, 한국 등 일부 국가들은 사교
육 금지를 시도했지만 (Bray 1999: 77; Dawson 2009: 56;
Lee et al. 2010), 결국 실패로 돌아갔다. 한국의 경우 1980년
사교육을 전면 금지시키는 아주 충격적인 방법을 선택한 바 있
다(Lee et al. 2010: 101). 이를 통해 사교육 산업의 규모가 급
격히 축소되었지만, 완전히 뿌리 뽑지는 못했다. 일부 사교육은
은밀하게 진행되었다(수강료는 더 높아졌다.). 사교육 금지법을
완화해야 한다는 압박에 정부는 단계적으로 수위를 낮추었다.
여러 시민 단체들이 이 문제를 법정으로 끌고 갔고, 2000년 사
교육 금지법은 위헌으로 결정되었다. 그 이후로 한국은 사교육
산업을 금지시키기보다는 규제하는 방향을 선택했다. 또한 공교
육 시스템을 개선함으로써 사교육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도록 하
는 노력을 기울여왔다.
규제를 마련하는 데 있어 각 정부는 사교육 부문만이 아닌
정규 교육 부문에도 유화적인 접근법과 강력한 접근법을 균형
있게 활용해 볼 수도 있다. 그림 4는 그 균형을 통상적인 구조
에 도식화한 것이다. 예를 들어, 한국은 학교와 사교육 기관 모
두를 대상으로 강력한 통제 정책을 펼치는 것이 적합하고 또 가
능했던 때가 있었고, 좀 더 유화적인 접근법을 요구하던 시기도
있었고 당시에는 그런 접근이 더 효과적이었다(Kim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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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4: 접근법과 관계의 구조>

공교육

강력한 접근법:

유화적 접근법:

규제 강화 및 시행

규제 완화 및 시행

사교육
출처: Kim (2013)을 각색한 것임.

• 비교를 통해 배운다
본 책의 주제는 정책 결정자들 간의 상호 학습이다. 모든 사
회에 일괄적으로 한 가지 모델만을 제시할 수는 없다. 하지만
다른 나라들의 정책을 교훈 삼아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다. 꼭
부유한 나라들이 빈곤한 나라들보다 훌륭한 규제 정책을 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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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고 속단할 수는 없다. 많은 부분이 정책 집행에 있어 입법
적인 관행과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 얼마나 단호한가에 따라 결
정된다.
비교교육 분야에는 맥락에 큰 비중을 둔다(Crossley 2009).
이는 1900년에 마이클 새드럴 경이 쓴 책에 잘 나와 있다(1964
년 재판, p.310). 우리는 수시로 세계의 교육 시스템들을 이리저
리 따라다닐 수 없다. 마치 정원을 노니는 아이 같이 여기 꽃
단지에서 이 꽃, 저기 풀 숲에서 저 잎을 따서 그것들을 우리
집 마당에 옮겨 심으면 살아 있는 정원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는 것과 같다.
다시 말하면, 정책 집행자들은 사회 내 다른 분야의 규제들의
정치적인 역사와 과거 사례들을 비롯한 자신들이 속한 환경에
대해 심사숙고 해야 한다.
이러한 차원과 관련하여, 사교육은 아시아 지역에서 쉽게 찾
아 볼 수 있는 현상이 되었다. 하지만 일부 국가의 경우 다른
국가들보다 그 양상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각국 정부는 부정
적인 영향이 더 커질 때까지 기다릴 것이 아니라 바로 행동을
취하는 것이 현명한 일일 것이다. 방글라데시, 한국, 싱가폴 등
각국의 경험을 통해 사교육이 문화 속에 뿌리를 내리게 되면 이
를 줄이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이는 영리 기업 분야의 사교육
만이 아닌 교사들이 제공하는 사교육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현
재까지 부정적인 영향이 크게 눈에 띄지 않는다면, 정부에서는
문제가 깊이 뿌리 내릴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지금 당장 행동에
옮겨 문제가 심각해지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좋다.
이는 아시아 지역 외 국가에도 적용될 수 있다. 이 책은 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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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독자들을 위해 아시아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다른 지역 국
가들의 정책 결정에도 유용할 수 있다. 사교육은 전 세계적으로
확충되고 있고, 아시아의 경험이 규제 없는 성장의 위험성을 잘
보여주는 한 예가 된다면, 이는 다시 부주의에 대한 경고의 목
소리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 보다 긍정적인 차원에서, 아시아
국가들이 사교육의 긍정적인 면을 권장하는 정책 등 관련 문제
에 대한 좋은 해답을 찾는다면, 전 세계 다른 국가들이 이러한
경험에서 교훈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이 많이 남아 있다. 책 지면 및 가능한 정보의 한계로, 이
책은 해당 주제의 개괄적인 면만 다루었다. 모든 국가들은 결과
가 좋았던 혹은 좋지 않았던 사례, 그리고 향후 나아가야 할 방
향에 대한 더 많은 정보가 절실할 것이다. 이 책의 공동 출판인
인

홍콩

대학의

비교교육연구센터(Comparative

Education

Research Centre at the University of Hong Kong)와 유네스코
아태교육지역국(UNESCO Regional Bureau for Education in
Asia and the Pacific)은 아시아 지역 및 전 세계의 경험을 배우
고, 이러한 정보를 전 세계와 기꺼이 공유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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