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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를 선택하는 것은 미용실을 선택하는 것처럼 쉬운 일이어야 한다 

며칠 전 머리 자르러 갔을 때 미용사 한 분과 “Paul Mitchell Master Stylist”에 대해 

이야기 했다. Paul Mitchell 은 헤어 디자이너를 교육하는 미용실, 미용 학교의 

네트워크이다. 마스터 디자이너가 되기 위해서 미용실 직원은 높은 수준의 실력과 

두터운 고객층을 구축했다는 걸 증명하기 위한 일정 금액을 한 달 내에 납부해야 한다. 

대화를 하다가 나는 민간부문 많은 영역에서, 그리고 정부가 특히 교육에 관련 해서 

얼마나 자연스럽고 효과적으로 그 기준을 만들고 있을까 생각에 잠기었다. 

살면서 우리가 구입하는 물건들을 생각해보자. A 상품이나 서비스 대신 B 를 선택하는 

이유는 뭘까? 정부가 시켜서 일까? 세금 공제가 있다면 모를까 아마도 아닐 것이다. 

지금까지 교육 영역에서 끔찍한 기준을 세우고 있는 정부에게 이 학교가 저 학교보다 

낫다는 말을 심심치 않게 들을 수 있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시스템인가! 

시장은 소비자가 선택하도록 돕는다 

나는 며칠 전 방문한 미용실이 Paul Mitchell 인증을 받아서가 아니라, 과거에 만족할 

만한 경험을 했기 때문에 방문했다. 물론 다음부터는 Paul Mitchell 인증을 받지 않은 

곳보다 받은 곳에 더 눈길이 갈 수도 있지만 말이다. 

많은 사람들은 AAA 인증을 받은 자동차 정비소를 깊게 신뢰하여 AAA 가 “고품질”이라고 

인증한 곳에만 차를 맡긴다. 나 또한 어린시절 가족끼리 도로 여행을 자주 갔을 때 

비슷한 경험을 한적 있다. 수많은 캠핑장에 머물면서 “Good Sam” 인증표시가 있는 곳은 

최고급이겠거니 짐작할 수 있었다. 

개인 헬스 트레이너에게는 아주 많은 선택지가 있다. 어떤 자격증이 시장에서 더 높게 

평가되어 더 높은 보수를 지급하는 직장에 취직할 때 필요한지 알 수 있다. 학교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모든 사람들이 아이비리그 학교에 진학한 학생이라면 똑똑할 것 같고 

교양 있고 높은 수준의 직무를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곤 했다.  

앤지스 리스트, 미슐랭 스타 그리고 아마존 상품평들 모두 다 똑같다. 그들은 어떤 

상품과 서비스가 최고인지 알려준다. 나는 사람들이 매일 경제적 선택 전에 어떤 

방식으로 자유 시장을 믿고 의사 결정을 하는지에 대한 수백가지의 예를 나열할 수 있다. 

하지만 교육에 있어서는 선택지가 적고, 정부가 우리를 대신해서 내리는 결정은 평균 

수준 이하의 기준이다. 

위태로운 기준 

최근 정부에 의해 만들어진 공통 기준은 다른 영역과 마찬가지로 완전한 실패로 증명 

됐다. 그 기준은 납세자가 봤을 때 정부가 운영하는 학교가 가장 이상적인 거처럼 

만들기 위해 만들어졌다 (사실상 그렇게 하기 위해 뇌물을 줬다 해도 무방하다). 하지만 

그 기준은 최악으로 판명됐다. 정부가 어떤 기준을 잡든 그 기준은 너무 낮다. 

성공한 모든 기업, 학교 그리고 사람은 정부 승인 기준이 아니라, 오직 실력으로 우수한 

평판을 구축했다. 우리 교육 시스템 또한 가정에서 정말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준을 

만족시키며 학생들을 모집할 수 있는 동등한 기회가 필요하다. 

부모들에게 자기 자녀들의 학교를 선택할 자유를 준다면 학교들은 공립학교와 반대되게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부모들이 설정한 기준에 부합하도록 노력할 것이다. 그리고 

이는 전체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번역: 이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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