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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교육학은 학교중심 교육 패러다임이 한계에 봉착하면서 새로운 교육 패러

다임으로의 전환과 대안적 교육학 구성이라는 중차대한 과제에 직면해 있다.

원격교육논의는 ‘학교밖의 교육’을 대상영역으로 출범한 배경으로 인해 이를

선도해온 교육학 담론으로서 대내외적 기대를 모아왔다. 그러나 자율적 이론

형성의 어려움을 겪으면서 그 대상영역을 둘러싼 개념의 난립이 나타나고 학

교중심 패러다임으로 회귀하는 듯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원격교육논의에 나타난 교육 개념의 문제를 분석하고, 그 전체 담론차원에서

제기된 주요 논점을 검토해보고자 하였다. 이 연구는 원격교육논의라는 선도적

사례를 통해 새로운 교육 개념 정립과 대안적 교육학 구성과정에서 직면하는

이론적 개념 형성의 어려움을 이해하기 위한 것으로, 원격교육논의는 물론 여

타 교육학 영역에도 시사하는 바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연구방법은 개념분석법을 채택하였으며, 분석대상은 다수의 사례보다는 소

수의 사례에 한정하여 개념적 문제의 심층적 이해를 추구하였다. 사례선정은

대표성과 전형성을 기준으로 하여, 먼저 교육의 개념을 대표하는 용어로 영어

인 “education”을 선정하고, 다음으로 이 용어를 사용하는 원격교육학자 중에

서 학문적 권위와 수준이 높으면서도 개념적 문제를 전형적으로 보여줄 수 있

는 이론가들을 선정하고자 하였다.

사례에 대한 분석틀은 본 연구의 문제의식을 반영하여 일반적 개념분석법

을 보완하고 정련한 것으로 대략 둘로 나눌 수 있다. 첫째, 본 연구가 교육학

담론의 분석을 목표로 하는 만큼 그 특수성을 반영하기 위해, ‘제도로서의 교

육 개념’, ‘기능으로서의 교육 개념’, ‘타학문의 개념으로 환원된 교육 개념’ 등

기존 교육학에서 대표적으로 문제시된 세 가지 교육 개념을 유형화하여 문제

개념의 식별을 위한 분석틀로 삼았다. 둘째, 개념분석에 전통적으로 사용되었

던 철학적 개념분석법 외에 인지심리학적 개념체계분석법과 학문적 개념의 조

건 분석을 추가하여, 앞에서 유형화한 문제개념의 사례분석에 적용할 수 있도

록 하였다. 철학적 개념분석법은 추상적 실재인 개념을 그 언어적 표현의 사용

의미로 대체하여 이해하는 방법으로, 본 연구가 주목하는 개념의 체계적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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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 학문적 개념의 문제를 분석하는 데에는 한계를 가지기 때문에, 이를 보완

하기 위해 세 가지 개념분석방법을 절충적으로 병행하도록 한 것이다. 이에 따

라, 사례분석의 결과도 각 문제개념 유형이 원격교육논의에서 실제 사용되는

의미를 이해하기 위한 “원격교육” 개념의 용례 분석, “원격교육” 개념에 함의된

교육의 사유구조 이해를 위한 “교육”의 개념체계 분석, “교육”의 개념체계에 나

타난 개념적 문제 이해를 위한 학문적 개념의 조건 분석의 순으로 기술하였다.

첫째, 제도유형의 “교육” 개념은 영국의 원격교육학자인 키건(Desmond

Keegan)의 사례를 통해 분석되었는데, 그의 저술에서 “교육” 개념은 이른바

“교육제도”를 지칭하는 것으로 간주되었다. 제도의 안과 밖이 교육과 비교육을

구분하는 경계로 기능하여 제도밖 교육은 연구대상에서 배제되었으며, “전통적

교육”과 “원격교육”의 구분은 제도의 형태에 따른 것이었다. “교사, 학생, 매체,

교재, 코스, 비용” 등 제도의 부분은 곧 교육의 구성요소로 간주되어 원격교육

논의의 하위영역을 구성하는 주요 연구주제가 되었다. 그러나 제도유형의 “교

육” 개념은 일상적 개념의 상식적 범주에 속한 것으로 그 가변성과 피상성으

로 인해 학문적 개념의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둘째, 기능유형의 “교육” 개념은 미국의 원격교육학자인 무어(Michael

Moore)의 사례를 통해 분석되었는데, 그의 저술에서 “교육” 개념은 외부에서

주어진 과제를 달성하는 과정을 지칭하는 것으로, 교육의 실체에 대한 규정 없

이 모종의 기능으로만 상정되었다. 관련 개념들인 “교육 프로그램”, “교수”,

“학습”, “훈련” 등이 “교육”의 개념과 상시적으로 대체되며 동의어로 사용되었

던 것도, 사실상의 개념적 공백 상태에서 기능적인 동일시가 가능했기 때문이

었다. 기능유형의 “교육” 개념은 교육과 비교육의 경계를 구분짓는 이론적 개

념체계로 외연을 한정할 수 없다는 점에서 학문적 개념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셋째, 환원유형의 “교육” 개념은 독일의 원격교육학자인 페터스(Otto

Peters)의 사례를 통해 분석되었는데, 그의 저술에서 “교육” 개념은 경제학적

개념으로 환원되어서 경제현상을 지칭하는 것으로 간주되었다. “교육”은 “생산

과정”의 한 종류로 이해되고, “전통적 교육”과 “원격교육”의 구분이 “수공업

모델”과 “산업화 모델”로 설명되며, “교수자”와 “학습자”가 “생산자”와 “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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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로 상정되었다. 환원유형의 “교육” 개념은 분과학문적 맥락의 차이를 간과

했다는 점에서 학문적 개념의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원격교육논의에서는 교육의 패러다임 전환과 학문적 독자성을 주장하고 있

지만 이상의 세 가지 문제개념으로 인해 실효성 있는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교육에 대한 일상적 인식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학교중심의 패러다임을

노정하고 있으며, “교육”이란 용어의 본래 맥락이나 의미를 간과하고 논의가

진행되면서, 담론의 향상은커녕 구심력 있는 소통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교육에 적용시켜야할 가치의 면에서도 거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가

치 혼란이 방치되거나 다른 가치와의 전도 현상이 수시로 나타났다. 이런 결과

는 원격교육의 실제를 개선한다는 명분에도 위배된다.

원격교육논의가 대안적 교육학담론으로 기반을 닦기 위해서는 “교육”의 문

제개념을 개선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분석에 따르면 이러한 문제

개념들은 모두 외래적 맥락이 무비판적으로 수용된 결과 나타난 것으로, 원래

의 맥락과 용어를 되돌려 주는 해체작업을 통해 개선될 수 있다. 세 문제개념

에서 모두 “교육”이란 이름표를 떼버린 후, 제도유형의 개념은 “학교, 기관, 제

도” 등의 중성적인 용어로 대체하고, 기능유형의 개념은 교육이라는 용어가 지

칭하는 결과들을 추적하여 드러내고, 환원유형의 개념은 본래 학문의 용어를

사용하면 되는 것이다.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서의 교육 개념의 정립과 대안적

교육학 구성은 이러한 해체작업의 초석 위에서 성과를 보일 수 있다.

본 연구의 근본적 의의는 교육학담론에서 교육이라는 개념을 사용할 때 좀

더 진지하고 책임 있는 태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상기시키는 데 있다. 개념의

사용에 유예란 있을 수 없으며, 우리의 인식은 언제나 선택적이다. 아무런 의

심 없이 당연하게 받아들이거나 거침없이 사용하는 교육의 개념에 사실은 심

각한 문제가 내재되어 있을 수도 있으며, 그것으로 인해 담론 전체가 심각한

혼돈에 빠질 수도 있다. 무언가를 의미있게 말하려면 그 말이 요구하는 최소한

의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특히, 인간 삶의 제 영역 중 고급한 개념의 조건

을 발전시켜온 학문적 맥락에서라면, 이것을 지키는 일은 결코 쉽지 않다.

주요어: 교육개념, 원격교육, 개념분석, 대안적 교육학, 학문적 개념, 개념적 문제

학 번: 2002-30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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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문제제기

개념은 세상에 존재하는 사물과 사건들을 구분하여 지각하고 기억하며 사

고하고, 나아가 그것을 타인과 소통하도록 하는 인식의 기본 토대이다. 우리의

경험을 어떻게 개념화하느냐에 따라 대상에 대한 인식과 가치판단이 결정된다.

우리의 삶은 하나의 객관적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포착하

는 개념체계에 따라 상이한 현실로 나타난다. 대상의 구조를 파악할 수 있는

개념의 체계와 그것을 표상하는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특정한 세계가 선택적으

로 인식되는 것이다. 또한 개념은 모종의 현상에 대한 담론이나 실천과도 불가

분의 관계를 갖는다. 우리가 무언가를 생각하고 논의하고 실천하는 데에는 항

상 개념이 전제되어 있다. 어떤 개념을 사용하느냐에 따라 담론의 내용과 수준

이 달라지며 실천의 방향과 방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적합한 개념이 사용

된다면 타당하고 생산적인 담론이 이루어지고 올바른 실천을 이끌겠지만, 그렇

지 않다면 사고와 소통의 혼란의 초래되고 그에 따른 실천 역시 호도된다.

인간 삶의 제 영역 중 특히 이 문제에 주목해 왔던 것은 학문이다. 학문은

개념에 대한 탐구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며, 이를 통해 올바

른 인식 혹은 진리 추구라는 고유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였다. 개념에 대한

천착과 그것을 통해 성취한 전문적이고 고급한 사유와 담론이야말로 학문의

본질을 규정한다고 볼 수 있다. 현존하는 주요한 분과학문들의 역사는 이를 잘

보여준다. 각 분과학문들은 학문 특유의 열정과 태도를 통해 해당 탐구영역을

여타의 세계와 구별하여 그 고유의 내적 원리와 특성을 드러낼 수 있는 고급

한 개념과 개념체계를 창안하고 발전시킴으로써 인식의 개선에 기여해 왔다.

현재 인간 삶에서 나타나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심리, 종교, 언어 등 다양

한 영역의 분화와 진보는 분명 해당 분과학문에 빚지고 있다. 현존하는 주요

분과학문들이, 오늘날과 같이 스스로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자율적인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었던 것은 보다 나은 개념을 정립․발전시킴으로써 각 대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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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의 개념적 문제를 해소해왔기 때문이다.

그런데 현재 교육학에서는 바로 이러한 개념의 측면에서 중대한 변화의 조

짐이 나타나고 있어 주목이 요청된다. 학문에서라면 언제나 나타나는 개념의

변화나 개선의 움직임 정도를 넘어, 교육학의 학문적 정체성과 정당성을 재정

립시킬만한 근본적인 개념적 변화의 동향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이른바 ‘교

육의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다는 주장이 교육학 안팎에서 광범위한 공감과

동의를 얻고 있다. 이돈희(2000)는 『대전환기의 교육 패러다임』이라는 글에

서 교육의 이론과 실천이 겪고 있는 패러다임의 대전환을 개괄적으로 설명한

바 있다. 그는 학교 제도가 그 자체의 존속을 정당화했던 전통적 내적 논리로

써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안고 있다고 진단한다. 이러한 문제는 교육에 일

종의 패러다임 변화를 유발하게 되었으며, 그 결과로 전통적인 학교제도의 규

칙성과 폐쇄성이 흔들리고 개방적 교육체제가 등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여러 교육학담론 영역 중 특히 이러한 흐름을 주도해온 것은 평생교육논의

와 원격교육논의라고 할 수 있다. 이들은 그동안 학교 중심 패러다임을 해체하

고 대안적 교육 패러다임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을 거듭해왔다. 김신일(김종서

외, 1987)에 따르면, 평생교육의 발상적 전환은 교육시기, 교육기회, 교육방법,

그리고 교육내용에 이르기까지 기존의 교육학에서 가정했던 초․중․고 그리

고 대학을 대상으로 한 교육모형에 대해 전반적으로 새로운 모형을 제시해왔

다. 원격교육 또한 전통적인 교육방법이나 교육구조를 벗어나려고 하는, 교육

에 있어서의 하나의 새로운 방향정립이었다고 평가된다(김승한, 1985). 교육기

회의 다변화와 확대, 학교라는 시공간적 제약의 탈피, 천편일률적 강의중심에

서 교육방법의 다양화, 주지주의적 관점에서 실용지식으로의 전환, 학교의 테

두리를 벗어난 학력의 인정, 새로운 첨단기술의 교육적 활용과 진보, 교수자

중심에서 학습자 중심으로의 이동 등 다양한 문제제기와 해결전략들은,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의 기치아래 진행된 참신한 노력들이다. 이러한 시도들은 새로운

교육 개념에 대한 기대를 높여왔다.

그러나 아직까지 새로운 교육의 개념이 정립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사

실 새로운 교육 개념을 정립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현대의 과학철

학 연구에 따르면, 학문적 개념의 의미는 그것이 소속된 이론의 개념체계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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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규정되며 개별적으로 고립적인 의미를 갖지 않는다(Brown, 1977;

Chalmers, 1982). 하나의 개념을 정립하려해도 그에 연관되는 개념체계 전체를

정립하는 일이 수반된다. 더구나 그 개념이 교육의 개념처럼 해당 학문의 중심

적 위상을 가진 것이라면, 이때는 패러다임의 전환이라는 말이 표현하듯이 해

당 학문 전체의 전면적이고 근본적인 개념체계의 대변화가 요청된다. 쿤

(Kuhn, 1970)이 정치적 과정에 빗대어 표현한 것처럼 이러한 과정은 ‘혁명’에

다름 아니며, 그것에 참여하는 개인에게는 ‘종교적 개종’과 같은 극단적인 신념

의 변화가 요구된다. 이것은 일단의 부분적인 변화나 개선과는 차원이 다른 문

제로 단기간에 해결되기 어려운 과제이다. 과학사를 통해 볼 때 하나의 이론적

개념이 정립되는 데에 수십 년 혹은 수백 년씩 걸리기도 하는 것은 이 때문이

다(Copy & Cohen, 1998).

실제, 평생교육논의의 경우 포레(Faure, 1972), 겔피(Gelpi, 1985), 랭그랑

(Lengrand, 1989) 등에 따르면 평생교육은 기존 교육학의 연장선상에서 이해

해서는 안 된다. 이들에게 평생교육을 개념화하는 것은 그 자체로 교육의 개념

을 재정립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또한 크내퍼와 크로플리(Knapper &

Cropley, 1991)는 평생교육이라는 개념을 “일종의 선택된 교육목적이며 그 목

적을 실현하기 위한 과정임과 동시에 그것을 지지하는 가치체계(17)”로서 간주

하고 있다. 이들은 당장 평생교육의 개념을 명료화하거나 실제적인 처방을 제

시하는 데 주안점을 두기보다는, 기존의 교육담론을 해체하고 평생교육의 이론

적 토대를 구성하려는 노력이 두드러진다.

이에 대해 한숭희(2000, 2001, 2002)는 평생교육을 그 자체의 내적 갈등과

운동에 의해 구성되어 가는 일종의 성장개념으로 볼 것을 제안하며 평생교육

논의가 담론적 쟁송지대에 놓여 있다고 진단한다. 평생교육의 이러한 성격이

노정하는 심층적 갈등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할 경우 평생교육논의는 개념적

혼란에 빠져있는 것으로 오해될 수도 있으나 오히려 이것은 평생교육논의가

활발한 지적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는 청신호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

러한 제안은 한 분야에서 개념의 근본적인 전환이 이루어지는 과정에 대한 폭

넓은 시야와 보다 장기적인 안목을 요청한다. 그의 말대로 패러다임 전환이라

는 혁명적 상황에서 개념적 논쟁이나 혼란이 나타나는 것은 일견 당연한 일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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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더러 바람직한 현상으로 볼 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해당 논의가 직면한 개

념적 문제상황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본질적인 해결책을 찾는 것이다. 한숭희

(2002: 222)의 말대로 “진정 우려할 만한 사태는 그러한 개념적 질문을 별로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회피하면서 바로 다음 단계의 도구적 질문 안

으로 숨어버리는 현상이다”. 근시안적 미봉책으로 단편적인 개념을 제안하기보

다는, 근본적으로 개념에 대한 이론체계를 새롭게 구성하는 일이 요청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 정립에 대해 평생교육논의보다 선

행적 위치를 점하고 있는 원격교육논의는 좋은 전범을 제공해 줄 수 있다.

1800년대 초반까지 역사적 기원을 거슬러 올라가는 원격교육논의는 평생교육

논의보다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시초부터 ‘학교밖 교육’을

대상영역으로 하여 출범했다는 점에서 특기할 만한 배경을 갖고 있다. ‘언제

어디서나 개별적인 교육이 가능하다’는 것은 ‘학교태로부터의 탈피’를 상징하는

표현으로 초기 원격교육논의에서 스스로를 정당화시키기 위해 제시했던 명분

이다. 원격교육에 대한 이러한 이해는 시공간적 제약과 교실에서의 집단적 수

업으로 대표되던 학교중심 교육 개념과 대조를 이루는 것으로서 새로운 교육

개념에 대한 단초라고 볼 수 있다. 당시 원격교육논자들은 학교중심의 기존 교

육학을 불충분하고 불완전한 교육이론으로 보았다(Moore, 1971). 학교밖 교육

을 대상영역으로 출범했던 이들에게 학교중심 교육개념을 벗어나 그동안 소외

되었던 학교밖의 교육을 설명하고 정당화시킬 수 있는 대안적 교육 개념과 이

론의 모색은 불가피한 것이었다. 현재 원격교육논의는 매체기술의 발전과 사회

적 요구의 확대에 따라 비약적 성장을 이룩하였다. 보완적․지류적 교육담론으

로 취급되었던 초기의 위상에 비해 오늘날에는 교육의 패러다임 전환을 선도

해온 영역으로 주목을 받으며 교육학의 주류로 부상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성장에도 불구하고 실제 새로운 교육 개념의 제시 혹은 대

안적 교육학담론의 정립이라는 점에서는 기대만큼의 성과를 보이지 못하고 있

다. 오히려 학교태를 일탈하여 대안적 교육을 제시하려 했던 초기의 모습을 벗

어나 ‘원격’이라는 조건에서마저 ‘또다른 학교’를 반복하려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심지어는 대상영역을 지칭하는 개념들이 난립하는 가운데 그 경계와 특

성, 가치의 혼란이 제기되면서 그에 기반할 수밖에 없는 원격교육연구와 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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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 개념적 난제에 빠지는 양상이 징후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이를테면, 원격

교육과 혼용되는 영어 표현 목록을 들 수 있다. “correspondence study”,

“home study”, “external study”, “independent study”, “teaching at a

distance”, “off-campus study”, “open learning” 등 원격교육논의 초기에 나타

났던 개념들에 이어 “distance education”, “open learning”, “ flexible

learning”, “open and distance learning”, “open distance learning” 등의 개념

들이 등장하였으며, 근간에도 계속 “e-learning”, “u-learning”, “virtual

education”, “cyber education”, “blended learning” “web-based education”,

“web-based learning” “mobile learning” 등의 목록이 추가되고 있다.

사토리(Sartori, 1975, 1984)에 따르면, 대부분의 사회과학에서는 자의적으로

개념을 만들거나 일상적 개념을 여과없이 수용하고, 본래의 ‘어의론적 장

(semantic field)’을 고려하지 않은 채 외래적 개념을 도입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학문적 맥락에 부적합한 개념들이 무비판적으로 수용되고 광범위하게 통

용됨으로써, 동일한 용어가 상이한 대상을 지칭하는 ‘동음이의어 현상

(homonyms)’이나 동일한 대상이 상이한 언어로 지칭되는 ‘이음동의어 현상

(synonyms)’이 심각하게 증가하는 등 많은 개념이 난립하지만, 정작 적절한

개념은 부족하다고 한다. 주요 개념조차도 지속적으로 일관성있게 사용되지 못

함으로써 해당 학문 전체에 불필요한 갈등이나 소모적 논쟁이 반복되는 등 개

념적 혼란 이 심각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비판한다. 그는 이러한 개념적 혼란을

해결하지 못한다면 해당 학문이 발전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바벨

탑의 신화’처럼 담론 자체가 붕괴해버릴 수도 있음을 경고한다. 원격교육논의

도 이러한 경고에서 크게 자유롭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물론, 원격교육논의의 상황은 사회과학 일반에서 나타나는 개념적 혼란보다

는 그 특수한 배경 속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원격교육논의에서 나타나고 있는

개념적 문제들은, 교육의 패러다임 교체라는 전환기적 시점에 나타나는 근본적

혼란이자, 새로운 교육 개념 정립과 대안적 교육학담론 구성과정에서 제기된

이론적 개념형성 작업의 어려움을 드러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원격교육논의

가 겪고 있는 개념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육 개념을 근본적으로 재정

립하여 그 패러다임 자체를 전환하는 총체적 변혁의 과정이 필요하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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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적이고 미봉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하기 보다는 우선, 개념적 문제를 직면하

여 그것을 심층적으로 이해하고 개선하려는 노력이 중요하다. 이러한 노력은

원격교육논의가 독자적인 교육학담론으로 보다 공고하게 발전하는 토대로서

반드시 필요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교육 개념 정립과 대안적 교육학담론 구성

이라는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초석이 된다는 점에서 여타의 교육학담론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원격교육논의를 새로운 교육 개념 정립과 대안적 교육

학 구성의 선도적 사례로 보고 거기에 나타난 교육 개념의 문제를 심층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특히, 원격교육논의에서 광범위하게 통용되면서 바람직한 학

문적 개념의 정립을 저해하고 담론적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문제개념에 주목

하여, 그 양태와 담론 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명확히 하고자 한다. 이는 중대한

문제개념의 식별과 이해를 통해 그에 대한 재발이나 또 다른 시행착오를 방지

하는 것을 비롯하여 새로운 교육 개념 정립과 대안적 교육학담론 구성과정에

서 제기되는 이론적 개념 형성의 어려움을 이해하려는 목적을 갖는다. 본 연구

는 교육의 개념적 문제에 대한 진단과 해소를 위한 일종의 탐침꽂기로서, 그

결과는 원격교육논의를 넘어 교육학 전체에 응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목적에 따라 본 연구에서 탐구하고자 하는 연구문제를 보다 구체적으

로 서술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원격교육논의에서 통용되는 교육 개념 중 학문적 논의에 부적합한 개

념이 있는지, 만일 있다면 그 개념은 무엇인지를 밝혀보고자 한다. 최근 언어

이론에서 밝혀진 대로 언어는 절대적 의미 기반을 갖지 않으며 다양한 맥락에

서 사용적 의미를 갖는다. 개념적 문제 역시 비트겐슈타인(Wittgenstein, 1953)

이 지적한대로 틀린 개념이라거나 잘못된 개념이 아니라 부적합한 사용을 의

미한다. 본 연구에서 분석하고자 하는 원격교육논의의 경우라면 그것이 소속된

맥락으로서 학문적 개념의 조건을 지키지 않는 교육 개념이 여기에 해당한다.

학문은 오랜 역사를 통해 일상적 개념이나 그 어휘 사용을 지양하고 특유의

정교하고 고급한 개념체계와 어휘체계를 발전시켜 왔다. 따라서 학문적 맥락에

요구되는 개념의 조건이 있을 것으로 가정되며, 이러한 조건을 위반하는 개념

은 학문적 사유와 소통에 장애를 초래하는 부적합한 개념으로 볼 수 있다.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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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는 이러한 의미에서 부적합한 교육 개념을 찾고자 한다. 이하에서는 이를

간단히 표현하여 ‘문제개념’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둘째, 첫 번째 연구문제를 통해 드러난 문제개념의 구체적 양태를 심층적으

로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원격교육논의의 ‘언어 놀이’와 거기에 내포된

개념체계를 전체적으로 이해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교육의 개념이 고정

된 의미를 갖지 않는다고 보는 만큼, 원격교육논의에서의 교육 개념 역시 내부

적으로 통용되는 용법이 있을 것으로 가정하고, 그 실제 사용 의미들을 이해하

고자 한 것이다. 특히 본 연구에서 분석하고자 하는 것이 학문적 개념임을 감

안하여, 문장 단위의 의미 분석에 머무르지 않고 그 용법을 둘러싼 전체 맥락

을 파악하여 교육에 대한 사유구조로서 개념체계를 드러내고자 하였다. 본 연

구에서 분석하고자 하는 문제개념은 이러한 개념체계 차원에서 학문적 개념조

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로, 그 문제의 양상을 깊이 있게 분석하여 명확한

인식과 이해를 도울 수 있도록 하였다.

셋째, 학문적 논의에 부적합한 교육의 문제개념이 광범위하게 통용될 때 원

격교육논의에 어떤 영향이 나타나는지, 그와 관련하여 담론 전체 차원에서 제

기되는 논점이나 개념적 문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원격교육논의는 여러 논증이

공존하고 교차하는 담론상황으로 볼 수 있다. 이때 교육의 문제개념은 각 논증

의 전제나 매개 요소로 작용하면서 해당 논증을 훼손시키고 전체 학문적 사유

와 소통에 장애를 초래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교육의 문제개념으로 인해

발생하는 이러한 훼손과 장애들을 찾아보고 그 구체적 양태를 분석하고자 하

였다. 이 경우에도 단편적이거나 지엽적인 논증보다는 원격교육논의의 학문적

정체성이나 정당성과 관련한 주요 논증들에 주목하였으며, 논증의 표면형식보

다는 담론 전체 맥락에 비추어 드러나는 ‘실제 논증구조’의 부당성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상의 연구문제를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원격교육논의에서 사용되는 ‘교육’의 개념 중 학문적 논의에 부적합한

문제개념이 있는가? 문제개념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인가?

둘째, 원격교육논의에 나타난 문제개념의 구체적 양태는 무엇인가?

셋째, 교육의 문제개념으로 인하여 원격교육논의에 제기된 주요 논점과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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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에서 나타나는 개념적 문제는 무엇인가?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에 대해 언급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본 연구

의 분석 결과는 원격교육논의와 나아가 교육학 전체에 적용될 수 있다 해도

본질적으로는 본 연구에서 직접 거론된 해당사례에 한해서만 타당하다. 또한

해당사례로 거론된 학자라 하더라도 교육이외의 개념이나 논증에 대해서는 본

연구의 분석이 적용될 수 없다. 본 연구는 학문적 개념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교육의 문제개념과 그와 관련된 논증들을 분석한 것으로 그 범위 내에서만 비

판의 타당성을 갖는다. 교육 개념이외의 여타의 대상이나, 교육 개념이라 하더

라도 여타의 기준이 적용된다면 본 연구와 다른 분석이 가능하다. 이를 간과하

는 것은 ‘일반화의 오류’를 범하는 것으로, 본 연구에서는 결코 해당 학자의 모

든 개념과 논증의 절대적 부적합성이나 부당성을 주장하는 것이 아님을 분명

히 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분석은 그 자체로 최종적이고 논박적인 의미를 지

니기 보다는 비평적이고 설득적인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2.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 연구방법은 개념분석법과 사례연구방법을 적용하였다. 본 연구

는 개념적 문제를 심층 분석하고자 하는 만큼 개념이해와 평가에 전통적으로

사용되었던 개념분석법을 채택하였으며, 본 연구의 문제의식에 적합한 분석대

상을 선정하기 위해 사례연구방법을 적용하였다. 이하에서는 연구방법을 개념

분석방법과 사례연구방법으로 나누어 설명하고자 한다.

1) 개념분석방법

개념은 물리적인 시간과 공간 속에서 확인할 수 없는 추상적 대상으로 검

토를 위해서는 특수한 방법이 필요하다. 특히, 학문에서는 개념이 인식론적인

중요성을 갖는 만큼 여러 분야에 걸쳐 다양한 방법들이 개발되어 왔다. 그 중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가장 오랜 개념 연구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철학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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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발전해온 방법들과 비교적 최근에 부상하기 시작한 심리학이나 인지과학

분야에서 사용해온 방법들을 들 수 있다. 이들 각각은 해당 학문의 필요에 따

라 적합한 연구방식으로 발전된 것으로, 각 학문의 개념에 대한 문제의식과 관

점이 다르기 때문에 상당한 차이를 가진다. 철학 분야에서는 주로 지식과 관련

하여 개념의 정당화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져왔기 때문에 그에 적합한 방법들

이 개발되었다면, 심리학과 인지과학, 보다 구체적으로 인지심리학이나 인공지

능 연구 분야에서는 인식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개념의 기능이나 작동 기제 등

에 대해 주로 관심을 가진 만큼 이를 파악하기 위한 연구방법들이 나타났다.

지금까지 각 학문분야에서는 대체로 해당 학문에 고유의 연구방법들이 사용되

어왔다.

그러나 최근에는 이러한 경향에 상당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Goldman,

1986; Harman, 1987; Minsky, 1975; Thagard, 1992). 각 학문에 전통적인 방법

을 고수하기보다는 개별 연구의 목적과 필요에 따라 종종 상호간의 소통과 협

동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것을 통해 더 나은 개념 이해의 성과를 거두고 있

다.1) 본 연구에서도 각 학문 분야의 차이를 양자택일적으로 수용하기보다는

연구의 목적과 연구대상의 성격을 감안해서 적절한 연구방법을 절충적으로 사

용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학문적 개념으로서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그것이 왜 정당화될 수

없는가의 문제를 분석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만큼 기본적으로 철학적

접근 방식을 취할 필요가 있다. 오늘날 철학에서는 비가시적 대상인 개념을 가

시적 실체로서의 언어적 표현으로 대체하여 이해함으로써 개념의 정당화에 대

한 다양한 문제들을 효과적으로 논의하고 있다.2) 특히 분석철학에서는 개념에

1) 철학과 심리학 분야에서도 이러한 경향은 나타나지만 특히, 인지과학 분야에서는 다학제적 접근,

맥락적 융합 논의가 주를 이루고 있다. 인지과학적 연구들을 살펴보면 서로 상이한 맥락의 진술

들, 혹은 상이한 범주의 논의들이 혼재되어 있다는 인상을 받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것은 맥락

의 혼동이나 범주착오로 보이기보다는 대부분 성공적인 맥락 간 융합으로 인정받고 있다. 이러한

성공은 대체로 두 가지 요인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첫째, 인지과학이 여러 맥락을 차용하

면서도 고유의 맥락, 이를테면 고유의 문제의식, 관점 등을 지켜내고 있다는 것이고 둘째는 차용

되는 맥락들의 차이를 분명하게 인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인지과학 연구 고유의 연구문제를 해결

하기 위해 다양한 학문의 맥락적 차이를 생산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2) 개념의 이해에 새로운 돌파구를 제공한 것은 독일의 수학자이자 논리학자인 프레게(Frege)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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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응하는 것으로 일반명사(혹은 술어)를, 명제(혹은 진술)에 대응하는 것으로

문장을 분석하는 일에 집중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접근 방식이 철학 내적

관점에서는 충분히 정당화되고 또한 효과적일 수 있다 해도, 근본적으로 개념

과 그 언어적 표현이 동일한 것은 아니며, 따라서 실제적인 개념 이해에 훼손

을 일으키는 측면이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단어는 문장의 부분이고 그 역

이 될 수 없지만, 개념은 명제의 부분이 될 수도 있지만 그 역이 될 수도 있

다. 다시 말해서, 단어는 문장의 부분이기에, 문장이 단어의 부분이 되는 것은

모순이다. 그러나 개념은 명제의 의미를 이루는 부분이 될 수도 있지만, 역으

로 그 의미에 명제를 포함할 수도 있고 심지어는 하나의 맥락 전체를 표상하

는 것일 수도 있다.

본 연구의 주제인 교육 개념을 예로 들면, 교육이라는 단어는 한 문장을 구

성하는 단일 요소적 의미로 쓰이기도 있지만, 하나의 교육 이론 전체, 심지어

는 교육학 전체의 패러다임을 내포하는 것일 수도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훼손

은 최근의 인식론적 논의에 따라 개념을 체계로서 이해하고자 하는 본 연구의

경우에는 그 중요한 일면을 간과하게 하는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킨다. 사실,

철학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개념의 정당화, 즉 그 진위 판단을 위해서도 개념

프레게의 새로운 착상의 핵심은 ‘개념어(혹은 일반 명사)’를 함수 표현의 한 유형으로 파악한다는

것으로, 이를 통해 문장의 의미론적 이해가 가능해지면서 개념에 대한 새로운 탐구방식이 마련된

다. 그는 모호한 실재였던 개념을 가시적 대상인 언어적 표현, 즉 일반명사로 대체함으로써 개념

의 이해에 획기적인 기여를 했다. 그러나 그는 일반 명사가 어떤 객관적인 것으로서 개념을 대표

하는 것이라고 본 점에서 한계를 가졌다. 프레게의 설명은 여전히 초월적 존재로서 개념을 어떻게

이해하고 검증할 것인가의 문제를 남긴다. 이 문제에 대해 결정적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한 것은

비트겐슈타인이다. 비트겐슈타인(Wittgenstein, 1953)은 언어의 용도 이론을 통해 실재론적 이해방

식을 대체할 수 있는 설명방식을 제공한다. 그에 따르면 언어적 표현의 의미는 그것의 사용방식에

있다. 예를 들어 “붉은”과 같은 일반명사의 의미를 다른 사람에게 설명할 때, 우리는 이 일반명사

를 그것이 대표하는 개념을 통해 설명하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설명방식은 불가능하다.

개념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우리가 가리킬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우리는 “붉은”이라는

단어를 그 단어의 사용방식, 즉, 긍정적인 예들과 부정적인 예들을 통해 시행하면서 설명한다. 다

른 사람이 그 설명을 이해하였는지는 그가 그 단어를 동일한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

에 달려있다. 비트겐슈타인의 설명은 언어적 기호가 어떤 일반적인(혹은 보편적인) 것을 대표하지

않고도 어떻게 일반적인(보편적인) 것의 역할을 하는가를 보여줌으로써 실재론적 난제를 해결한

다. 이로써 현대 분석철학은 굳이 비가시적 실재를 상정하지 않고도, 그 언어적 표현을 연구하는

것으로 개념이나 명제를 연구할 수 있게 됨으로써 언어학적 전회를 이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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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체계적으로 이해하는 것은 필요하다. 콰인(Quine, 1980)이 지적한 것처럼

하나의 진술의 진위를 판단하기 위해서도 이론 전체가 경험의 법정에 서야 하

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분석철학에서는 이러한 접근 방식으로 개념의 정당화 문제를

논할 수 있는 연구방법을 찾기 어렵다. 오늘날의 분석철학은 이른바 해킹

(Hacking, 1975)이 말하는 대로 “문장의 전성기”이다. 여기에서 개념은 문장의

한 부분인 명사, 혹은 술어로만 취급되기 때문에 그들 간의 단선적인 관계방식

에만 시야가 한정된다. 이러한 방법은 개념의 논리적 측면에 대한 이해와 정당

화 문제를 다루기에는 효과적이지만, 그 체계적 성격을 온전하게 드러내거나

설명하기가 어렵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철학적 연구방법을 고수하되 인지심리학이나 인

공지능 연구자들의 개념 연구방법을 보완적으로 채택하고자 하였다. 인지심리

학이나 인공지능 연구에서는 철학과 달리 대개 개념을 정신적 실체(mental

entity)로 간주한다. 이러한 이해방식은 철학적 접근과는 달리 개념을 그 자체

로 이해한다는 이점을 갖는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이점은 개념에 대한 구조적

접근을 가능하게 함으로써3) 개념의 이해에 보다 깊이 있고 풍부한 내용을 제

3) 인지심리학이나 인지과학적 입장에서 개념분석이란 개념의 의미구조를 드러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마골리스와 로렌스(Margolis & Laurence, 1999, 2006)에 따르면 개념구조의 이론은 대략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고전적 이론(classical theory), 원형 이론(prototype theory), 이론-이론

(theory-theory)이 그것인데, 이들은 역사적으로 발전된 철학적 사조들, 즉, ‘고전적 실재론(혹은

비트겐슈타인의 전기 ‘그림이론(Wittgenstein, 1921)’, 비트겐슈타인의 후기 ‘용도 이론

(Wittgenstein, 1953)’, 현대 과학철학의 개념체계론 등과 각각 대응되는 측면이 있으면서도 차이를

갖는다. 세 이론을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는, 고전적 이론(classical theory)으로 개념은 그것에 해당하는 필요 조건과 충분 조건을 표현

하는 보다 단순한 개념들로 구성된 정의적 구조를 가진다고 보는 견해이다. 예를 들어 총각이라는

개념은 ‘결혼하지 않은’과 ‘남자’라는 구성 요소를 가진다. 어떤 사례가 총각에 해당하려면 그것은

결혼하지 않은 사람이면서 동시에 오로지 결혼하지 않은 남자이어야만 한다. 고전적 이론은 꽤 오

랫동안 개념의 구조를 이해하는 유일한 시각이었으나, 정의적 특성을 명확하게 제시할 수 있는 사

례들을 찾을 수 없는 데다 개념의 어떤 사례가 다른 사례들보다 훨씬 더 전형적인 예로 받아들여

지는 전형성 효과에 대해 설득력 있는 답을 제시할 수 없다는 점에서 한계가 지적되었다.

두 번째는 원형 이론(prototype theory)으로, 고전적 개념론에 의문이 제기되면서 그 대안으로 등

장한 것이다. 여기에서는 개념은 이상적으로 설정된 원형으로서, 정의적 구조를 갖는 것이 아니라

개연적 구조를 갖는 것으로 설명된다. 즉, 개념이 원형으로서 여러 가지 특성들을 가질 때, 사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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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단선적 철학의 접근만으로는 드러내지 못하는 개념의

조직적 차원과 기능적 차원에 대한 입체적이고 복합적인 이해가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도 이러한 연구방법은 보다 구체적이고 심층적인 분석의

내용을 제공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분석철학적 접근방법 중 윌슨(Wilson)의 개념분

석법과 인지심리학이나 인공지능 연구에서의 접근방법 중 타가드(Thagard)의

개념체계분석이라는 두 가지 방법을 선별하여 이를 분석틀로 활용하였다. 이에

대해서는 2장의 분석틀에서 보다 상세한 설명을 제시할 것이다.

2) 사례연구방법

연구방법으로 개념분석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분석대상을 선정해야 한다.

본 연구는 원격교육논의에서 실제 사용되는 개념을 분석하고자 하는 만큼 사

례연구방법을 적용하여 적절한 사례를 선정하고자 하였다. 특히, 본 연구는 원

은 이와의 유사성, 특성 목록을 얼마나 많이 공유하는가에 따라 해당 개념으로의 범주화가 가능해

지고 전형성이 결정된다는 것이다. 원형 이론은 고전이론이 설명하지 못한 전형성 효과를 설명할

수 있었기에 한동안 각광을 받았으나, 겉보기 속성상 닮지 않았는데도 같은 개념으로 범주화되는

사례들이 있다는 것이 입증되면서 한계가 드러나게 되었다. 예를 들어 외과 수술로 개가 너구리의

외모를 갖게 되었다고 할 때 어른들 뿐만 아니라 아동들도 이를 너구리가 아니라 개라고 범주화

한다는 점이 밝혀진 것이다. 이것은 사람들이 어떤 대상을 개라고 범주화하는 데에는 겉으로 보기

에 닮았다는 점 말고도 개를 설명하는 더 복잡한 앎이 작용한다는 점을 말해준다.

세 번째는 이론-이론(theory-theory)으로 고전적 이론이나 원형 이론을 포용하면서도 그 이론들이

해결할 수 없었던 개념의 의미를 설명함으로써 대안으로 등장하였다. 이론-이론에 따르면 개념은

단순히 필요․충분 특성이나 닮은 것들을 묶어 칭하는 것 이상으로, 개념 이전에 그 의미 기반으

로서 이론이 있고 그 이론에 따라 해당 개념과 다른 개념들 사이의 관계나 개념의 하위 요소들의

관계가 구성된다고 보는 것이다. 여기서 개념의 내용은 그 요소들과의 관계와 다른 개념들과의 관

계로 정해진다는 점에서 이론 혹은 체계적 구조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이론-이론은 하나의 고정

적 의미를 전제하는 고전적 이론이나 원형과의 개연성으로 범주화를 설명하는 원형 이론이 해결

하지 못했던 개념과 범주화의 문제를 개념체계의 차원에서 해명한다. 이를테면 사람들이 너구리의

외모를 가진 개를 너구리가 아니라 개로 범주화하는 것은 개념이 가진 체계적 성격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론-이론은 개념의 필요-충분적 속성이나 원형 등을 개념체계 안에서 포용함으로써 보

다 심층적인 개념구조의 이해에 도달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론-이론은 오늘날 개념의 구조를

설명하는 가장 영향력 있는 이론으로 호응을 얻고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개념 간 정합성이 발전

해있는 학문적 개념의 설명에 적합한 것으로 인정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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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교육논의의 모든 교육개념을 살펴보려는 것이 아니라 특정 대상을 깊이 있

게 이해하려는 것인 만큼 다수의 사례를 검토하는 것보다 소수의 사례를 선정

하여 분석의 노력을 집중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다만 본 연구에서의 사례연구

방법은 이상의 문제의식에 따라 개념분석의 대상을 선정하기 위해 채택한 방

법이니 만큼, 사회과학 일반에서 경험적 대상에 대해 적용되는 사례연구방법의

규칙들을 그대로 따르지는 않았다. 그 보다는 개념분석의 효과를 높이는데 초

점을 맞추어 최적의 사례를 선정하고 분석결과의 이해를 증진시키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사례연구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개념분석을 진행하기위해 먼저 교육 개념의 언어적 표현으로서의 용

어를 선정하고자 하였다. 원격교육논의는 전 세계에 걸쳐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교육’ 개념을 지칭하는 용어들도 다양하게 나타난다. 일반적으로 이

들 간에는 의미의 동일성을 전제로 하여 번역이 가능한 것으로 가정되고 있으

나 실제 각 용어들은 그 표현의 차이만큼 상이한 의미를 지닌다. 이를테면

“education”과 “교육”, “敎育”이라는 용어가 지칭하는 교육의 개념은 각각의 언

어 체계, 혹은 그 언어가 형성된 사회 역사적 맥락에 따라 차이를 가진다. 본

연구처럼 개념분석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차이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를 감안해 볼 때 모든 언어의 용어들은 교육의 개념에 대한 상이한 사

례라고 보아야 한다. 결국 용어에 대한 선택의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본 연구에서 용어 선정의 기준으로 삼은 것은 대표성이다. 원칙적으로 본

연구의 분석내용과 결과는 선정한 사례에 한정하여 타당성을 가진다. 그러나

선정된 사례가 원격교육논의에 대해 대표성을 가진다면 그 범위만큼 연구의

개연성이 확대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교육 개념의 대표하는 용어로

영어권의 “education”을 선정하였다. 대부분의 학문 영역과 마찬가지로 원격교

육논의를 주도하는 언어는 영어이다. 영어권의 원격교육논의는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할 뿐만 아니라 수준면에서도 높은 위상을 가지고 있어 여타 언어권의 원

격교육논의에까지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다음으로 “education” 개념을 사용하는 학자 중에서 대표적인 이론가를 선

정하고자 하였다. 일상적 언어 상황은 이른바 ‘상식(common sense)’을 기반으

로 하기 때문에 사용자에 따른 개념의 차이가 크게 문제되지 않지만 학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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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락에서는 상황이 다르다. 학문에서는 외형적으로 공동체적 소통이 이루어지

고 있는 것처럼 보여도 그 내부적으로 학자에 따른 개념의 차이가 크게 존재

하는 경우가 많다. 본 연구와 같이 학문적 상황을 분석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차이가 간과되어서는 안 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education” 개념을

사용하는 학자들을 각각의 사례로 보고 적절한 사례를 선정하고자 하였다.

학자의 선정은 원격교육논의에 대한 대표성과 분석하고자 하는 문제개념에

대한 전형성이라는 두 가지 원칙을 적용하여 진행하였다. 우선, 용어 선정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대표성을 고려하여, 각 학자가 원격교육논의에서 가지는 위

상, 즉, 학문적 영향력을 선정기준으로 삼았다. 학문적 영향력이 크다는 것은

그만큼 해당 학자의 개념이 다른 학자들에게도 많이 차용된다는 것을 의미한

다. 이러한 학자의 개념을 분석하면 한 사례의 분석을 통해서도 많은 사례를

분석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가질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원격교육논의 전체를

통해 많이 참조될 뿐만 아니라 수준면에서도 높은 권위를 인정받는 학자들을

선정하고자 하였다. 특히, 본 연구가 “education” 개념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니

만큼 그와 관련하여 학문적 권위와 수준을 인정받는 학자에 우선권을 부여하

였다.

다음의 기준으로는 본 연구에서 드러내고자 하는 문제개념 유형에 대한 전

형성을 고려하였다. 본 연구는 문제개념의 유형과 그 영향을 이해하려는 것인

만큼 그 특징을 분명하게 보여줄 수 있는 사례를 선정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그런데 본 연구에서 분석하고자 하는 교육의 문제개념 유형들이 원격교육논의

전체에서 광범위하게 통용되는 것이다 보니 대부분의 학자들에게 혼용의 사례

가 나타났다. 한 사람의 학자가 여러 문제개념 유형들을 모두 사용하는 경우가

다수 발견된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선정된 사례가 하나의 유형을 배타적

으로 대표해야한다는 단독성의 기준에 연연하기 보다는 분석대상을 전형적으

로 보여줄 수 있는가에 주목하여 사례를 선정하였다. 문제개념을 전형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사례라면 해당 개념 이외에 다른 문제개념의 혼용이 나타나도

용인하였으며, 사례분석의 과정에서도 전형성을 드러내는데 주목하고 그 밖의

부차적인 특성들은 무시하였다.

이상의 사례연구방법을 통해 우선, 문제개념의 분석대상으로 선정된 사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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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원격교육학자인 키건(Desmond Keegan), 미국의 원격교육학자인 무어

(Michael Moore), 독일의 원격학자인 페터스(Otto Peters) 세 사람이다. 이들

각각에 대해서는 3장의 문제개념 유형 분석에서 보다 상세하게 설명할 것이다.

다음으로 문제개념으로 인한 원격교육논의의 주요논점을 분석하기 위한 사례

는 보다 확대하였다. 세 학자의 논의만으로는 원격교육논의 전체 차원에서 주

요하게 부각되는 논점을 유효하게 분석하기 어려웠다. 굳이 세 학자의 논의에

구애받지 않고 각 논점을 대표하면서도 그것에 내포된 개념적 문제를 전형적

으로 보여줄 수 있는 사례를 선정하였으며 필요에 따라 국내 연구를 포함시켰

다.

사례분석을 위한 자료의 선정범위는 다음과 같다. 본 연구에서 채택한 개념

분석법에 따르면 “education” 개념의 의미는 그것을 둘러싼 맥락 혹은 전체 개

념체계 속에서 드러난다. “education” 개념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사용

하는 학자의 전체 사유 체계를 살펴보아야 하며, 그와 관련한 원격교육논의의

논점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해당 논점을 둘러싸고 전개된 담론의 실제 구조를

파악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의 분석 단위는 하나의 단어나 문장이 아닌 해

당 학자의 언어적 표현 전체나 해당 논점과 관련된 문헌 전체가 되어야 한다.

다만, 현실적인 자료 수집의 어려움이나 분석의 신뢰성을 고려하여 구술 표현

은 참고적으로 사용하였으며, 직접적인 분석자료는 문헌저술에 한정하였다. 물

론, 문헌저술일지라도 분석의 타당성을 고려하여 학문적 논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제외하였으며, 특히 이하의 논문에서는 분석대상을 효과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자료를 사용하였다.

분석자료에 대해 한 가지 더 언급할 것은 공동저술의 경우이다. 원격교육논

의의 문헌들은 공동저술인 경우가 많다. 본 연구에서 선정한 세 학자 역시 예

외는 아니어서 각 학자들의 저작에서는 다수의 공동저술이 발견된다. 이 경우

에는 공동으로 저술된 문헌도 해당 학자의 저술로 인정하여 모두 분석 자료의

범위에 포함시켰다. 원칙적으로 공동저술의 각 저자들은 해당 문헌의 내용 일

부분이 아니라 전체에 책임이 있다고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공동저술은 각 저

자의 사유의 부분의 합이 아니라 공유된 사고의 산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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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용어의 표기

본 연구에서는, 동일한 개념을 지칭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일반적으로 서로

번역되는 관례를 지닌 용어들이라 하더라도, 그 어휘체계나 사회역사적 맥락에

따라 상이한 의미를 갖는 것으로 이해하였으며 분석의 과정에서도 그 차이를

간과하지 않았다. 앞 절에서 기술한 것처럼 “education”과 “교육”, “敎育”의 용

어들은 각기 상이한 의미를 표현하는 것으로 가정하고 본 연구의 분석은

“education” 개념에 대해서만 한정하였다.

그렇다면 본 연구의 분석결과를 기술하는 논문에서도 원칙적으로 이러한

차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논문에서 사용되는 용어도 번역이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여 본래의 표기를 그대로 수용해야 한다. 이를테면 일반적인 관례처럼

‘education’을 ‘교육’으로 번역하여 표기하는 것이 아니라 ‘education’이라고 그

대로 표기해야 한다. 또한 그 용어가 학문적 용어라면 학자에 따른 개념의 고

유성을 드러내기 위해 대상 용어를 일종의 고유 명사처럼 취급하는 것이 바람

직하다. 예를 들어, 특정 학자가 사용하는 ‘education’ 개념이라면 인용부호 같

은 별도의 표시, 즉 “education”과 같은 표기를 통해 그 점을 표현해야 한다.

이렇게 해야 번역이나 독해의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의미의 훼손을 최소화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원칙은 논문의 가독성에 다소간의 어려움을 야기하였다. 한

국의 학계에 기반하여 한국어 논문으로 작성된 논문임에도 불구하고 외국어가

지나치게 많이 등장하는 상황이 발생하였기 때문이다. 본 연구의 직접적인 분

석 대상인 “education” 개념이 수없이 등장하는 것을 비롯하여, 개념체계론적

관점과 언어의 맥락적 의미를 강조하는 본 연구의 문제의식에 따라 그 외의

개념들까지 빈번하게 언급되었던 것이다. 결과적으로 지나치게 많은 영어 표현

의 범람으로 독해의 순조로운 흐름이 방해되며 심지어 한국어 논문으로서의

정체성이 모호해 졌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원어 표기의 원칙을 고수하기보다는 적절한 방편을

찾고자 하였다. 분석대상인 원어표현에 대해 관례적인 한글 번역어를 채택해

대체하되 본 절을 마련하여 그 점을 명기하기로 하였다. 특히, 주 분석대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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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ucation” 개념과 그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learning”, “teaching” 개념에 대

해서는 이를 분명히 상기시키기 위해 인용부호인 큰 따옴표를 부착하여 그 용

어에 해당하는 일반적인 의미와 구분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를테면, 본래의

맥락에서 사용되던 education라는 용어는 “교육”으로, learning이라는 용어는

“학습”으로, teaching이라는 용어는 “교수”라는 표기로 대체한 것이다.4)

정리하자면, 본 논문에서 분석되는 개념은 일반적인 한국어 개념이 아니라

그것을 사용하는 특정학자의 고유 개념을 지칭한다. 따라서 그 의미 역시 일반

적인 의미로 이해해서는 안 되며 본래의 개념에 따라 이해해야 한다. 이를테면

본 논문에서 “교육”, “학습”, “교수”라는 표기는 일반적인 교육, 학습, 교수의

의미로 이해해서는 안 되며, 특정 원격교육학자가 사용한 본래의 “education”,

“learning”, “teaching” 표기를 지시하는 것으로만 이해해야 한다. 이 밖의 용어

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에는 관례에 따라 영어 표현을 괄호 안에 병기하였다.

4)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제기되는 데, 원래의 영어 맥락에서는 다른 표기를 가짐에도 불구하고 한

국어에서 동일한 용어로 번역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 이를테면 ‘teaching’과 ‘instruction’은 둘

다 ‘교수’로 번역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경우, 원칙대로라면 그 각각을 다른 용어로 표기하여

본래의 맥락에서 나타나는 차이를 보존해야겠지만, 그 개념들을 분석해 본 결과 본 연구의 문제의

식에 비추어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관례처럼 ‘교수’라는

하나의 용어로 표기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다루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의미의 변형을 가져올

수 있는 이러한 상황이 이 두 개념들 뿐 아니라 다수 나타나는데다(대표적인 예로, ‘learning’은

‘배움’과 ‘학습’ 두 개의 용어로 번역된다), 이들 모두가 교육학에서 중요하게 사용되는 개념인 만

큼 그 각각에 대한 번역이나 용어 사용에 있어 좀 더 세심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은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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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교육의 문제개념에 대한 유형과 분석틀

이 장에서는 원격교육논의에 나타난 “교육” 개념 중 문제개념을 식별하고

그 구체적 양태를 이해하기 위한 분석틀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개

념분석을 위한 연구방법으로 철학적 언어분석법과 인지심리학적 개념체계분석

법을 채택한 바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개념분석법들은 일반적인 개념이해와 평

가를 위한 것으로 본 연구와 같이 특수한 목적과 대상을 갖는 개념분석의 경

우에는 직접적인 분석틀을 제시하지 못하는 한계를 갖는다. 이에 본 연구는 원

격교육논의를 대상으로 하여 학문적 개념의 문제를 분석하려는 것인 만큼 이

러한 특성을 반영하여 보다 구체화되고 체계화된 분석틀을 구성하고자 하였다.

분석틀은 대략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째, 교육의 문제개념에 대한 유형

이고 둘째, 원격교육과 교육 개념의 분석틀이 그것이다.

우선, 원격교육논의의 언어공동체적 모태라고 할 수 있는 기존 교육학에 내

재하는 여러 가지 개념적 문제들을 고려할 때, 유사한 문제개념들이 원격교육

논의에도 반복적으로 출현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이 고려되었다. 기존 교

육학에서 논의되었던 문제개념들 중 본 연구의 문제의식에 적합한 문제개념

유형이 있다면 이를 문제개념의 식별을 위한 분석틀로 활용하는 것이 무작위

로 문제개념을 찾으려는 것보다 효과적이다. 이에 기존에 교육학 내에 존재하

는 개념 논의 중 적절한 선행연구를 찾아 문제개념의 유형에 대한 분석틀로

채택하고, 이를 원격교육논의에 나타난 문제개념의 식별에 활용하고자 하였다.

다음으로, 원격교육논의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문제개념의 사례를 심층적이

고 세부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는 실제적이고 전문적인 개념분석의 가이드라

인이 필요하다. 이에 분석의 절차를 세 단계로 나누어, 첫째, 원격교육 개념의

용례를 분석하여 거기에 내재된 교육 개념을 이해하고 둘째, 그렇게 분석된 교

육 개념을 보다 심층적이고 체계적으로 분석․종합하고 셋째, 그러한 교육 개

념의 문제를 학문적 맥락에 비추어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두 가지 분석틀을 결합하여 적용함으로써 원격교육논의에 나타나는 교

육의 문제개념을 효과적으로 식별하고 분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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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육의 문제개념에 대한 유형

기존 교육학에서 나타나는 교육 개념의 문제를 학문적 조건에 비추어 분석

한 대표적 학자로 장상호를 들 수 있다. 장상호(1986, 1990, 2005, 2007)는 기존

교육학의 학문적 정체성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그 혼란의 양상을 교육의 개

념과 관련하여 논의하였다. 그에 따르면, 교육은 인간 삶의 다른 영역과는 독

립된 지적 수수께끼를 자족적으로 담고 있는 세계로, 교육학은 교육이 무엇인

가 하는 질문에 대해 얻어지는 제반 해답을 전체 구조 속에서 해석할 수 있을

때 구성된다. 즉, 교육학은 교육이란 전체 속의 어떤 부분을 연구해야 하고, 그

중 한 연구는 반드시 다른 것과 공조하여 상호간에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학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실질적인 작업이 이루어지지

못한 채, 이 문제가 유보되어 왔다. 그 공백을 단지 임시방편적 규정이 메우고

있지만, 그 또한 일관성 있게 다루어지지 못하고 편의에 따라 혼용되고 있기

때문에 ‘교육’이라는 어휘가 지닌 맥락의 혼동은 방치하기 어려운 처지에 있다.

결국 교육학에서는 교육이란 어휘의 맥락이나 깊이를 따지지 않은 채 논의가

진행되기 때문에 담론의 향상은 고사하고 구심력 있는 소통이나 대화가 거의

불가능한 상태에 놓여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따라 장상호는 교육학의 언어 사용에 나타난 교육 개념

의 문제를 분석하고 그것을 각각의 의미와 맥락에 따라 세 가지로 분류한 바

있다. 학교중심의 어휘사용, 기능주의적 어휘사용, 외래학문의 어휘사용이 그것

으로, 이러한 용법에서는 모두 교육이라는 개념을 쓰고 있지만 사실상 그 의미

를 서로 다른 맥락으로 왜곡시키는 기능을 한다는 것이다. 그는 기존 교육학에

서 나타나는 이러한 세 개념의 어휘 사용을 분석한 후, 교육학의 정체성 확립

과 학문적 정당화를 위해서 반드시 해체해야 할 것으로 보았다.

장상호의 논의는 기존의 교육 개념분석에 대한 대안적 방향을 제시한 것으

로, 본 연구에도 실제적인 지침을 제공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가 해체해야

할 것으로 보았던 세 가지 개념적 문제유형들은 원격교육논의에 사용된 “교

육”의 개념을 분석하는 틀로서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 원격교육논의는 기존

교육학에 언어공동체적 뿌리를 두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기존 교육 개념을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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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거나 비판하는 진지한 연구나 논의를 찾아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이러한 세

가지 개념적 문제가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더군다나 그러

한 개념적 문제들이 교육학의 정체성 확립과 정당화를 위해서는 반드시 해체

해야 할 심각한 성질의 것이라면, 교육의 패러다임 교체라는 대전환기에 처해

있는 상황에서 우선적으로 식별하고 분석해야 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장상호가 제시한 학교중심의 어휘사용, 기능주의적 어

휘사용, 외래학문의 어휘사용의 세 가지 개념적 문제를 교육학에서 사용하기에

부적합한 문제개념으로 간주하고 각각 제도유형, 기능유형, 환원유형으로 명명

하여 원격교육논의의 교육 개념에 대한 분석틀로서 채택하였다. 아울러, 이러

한 교육 개념들은 우연적 실수로 이루어진 것이나 그릇된 신념을 지칭하는 것

이 아니라 전형적인 잘못, 즉 교육학의 일상적 연구나 논의 상황에서 빈번하게

나타나는 부적합한 교육의 의미를 지칭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각 문제개념을

하나의 유형으로 간주하였다.

이하에서는 장상호의 세 가지 개념적 문제를 본 연구의 분석틀로 정리하여

설명하였다. 이 과정에서 장상호가 본래 사용하던 명칭은 의미의 변용이 없는

정도에서 본 연구의 필요에 따라 약간의 수정을 가하였다.

1) 제도유형의 교육 개념

장상호에 의하면 ‘교육=학교태’에 해당하는 교육 개념으로, 원격교육논의에

대한 분석틀로서의 적용을 고려하여 ‘제도유형’으로 수정하였다. 학교는 이른바

‘교육제도’의 한 형태로서 ‘교육=학교태’의 개념은 제도유형으로서의 교육 개념

에 포함되는 것으로 제도유형은 단지 학교라는 근대적 교육제도의 형태에만

국한되지 않고 이른바 ‘교육제도=교육’으로 사용되는 개념을 통칭한다. 원격교

육논의에서 나타나는 제도유형으로서의 교육 개념은 엄밀하게 볼 때 학교의

형태를 벗어나있는 경우가 많기에 약간의 의미확장과 함께 보다 적절한 용어

를 선택하고자 한 것이다. 이하 제도유형에 대한 설명은 장상호의 ‘교육=학교

태’ 개념을 기반으로 한 것이다.

오늘날의 학교는 비교적 근래에 출현한 사회적인 제도로서 그 기원을 따지

자면 19세기 서양의 민족국가의 출현과 더불어 등장하게 된 공립학교까지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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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된다. 장상호가 문제시하는 ‘교육=학교태’의 개념은 이러한 학교의 출현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당시에는 모든 국민이 학교에 다녀야 한다는 명분을

정당화하는 가장 핵심적인 어휘가 ‘교육’이었다. 이에 따라 현재까지 ‘교육’이라

는 말로 지칭되는 용어는 대부분 상식이나 학교라는 제한된 생활공간 안에서

통용되어 온 제도화된 기호코드들이 되었다. 이를테면,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온갖 사태를 통틀어 ‘교육현장’이라는 어휘가 사용된다. 그곳에서 일어나는 제

반문제가 바로 ‘교육의 문제’로 간주되며 학교가 지향하는 목표가 ‘교육목표’,

교사는 ‘교육자’이고 학생은 ‘피교육자’, 학교 안의 온갖 프로그램과 일정은 ‘교

육과정’, 학교의 교과목이 ‘교육내용’, 교실은 ‘교육장소’, 교사가 교과서의 내용

을 판서하고 그것을 학생이 노트에 필기하는 것이 ‘교육활동’, 학교 안에서 이

루어지는 각종 시험은 ‘교육평가’, 그리고 학교 안의 물리적 혹은 문화적 자료

는 ‘교육시설’ 혹은 ‘교육자료’, 이들을 위해 쓰이는 모든 경비는 ‘교육비’로 지

칭된다. 이러한 개념 사용에서 나타나는 교육 개념이 바로 본 논문에서 제도유

형이라고 명명하고자 하는 유형의 교육 개념들이다.

장상호에 따르면, 이러한 개념 사용은 사회적 관행, 상식, 제도의 지지를 받

고 있기 때문에 대중에게 너무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져 왔다. 기존의 교육

학자들 중 대부분도 아무런 의심없이 그 어휘들을 수용하여 그것으로 지칭되

는 대상들을 탐구하고 담론의 근거로 삼아왔다. 이로써 기존 교육학에서는 교

육을 새롭게 이해하고 그 이해 내용을 소통할 수 있는 어휘체제의 정립이 중

지되고, 국가나 제도가 규정하는 현실이 ‘교육의 현실’로 그대로 묵인되는 사태

가 전개되어 왔다는 것이다. 더구나 상식과 제도에 뿌리를 둔 어휘는 학문적

연구에서의 부적합성으로 인해 교육학 연구에 심각한 개념적 혼란을 초래하여

그 학문적 정당성을 위협해 왔다고 한다.

그러나 학교는 교육이라는 하나의 목적과 기능만을 지닌 일원적 통합체가

아니라 다양한 목적과 기능을 동시에 지향하는 다원적이고 복합적인 실체임이

점차 확인되고 있다. 또한 실질적인 교육이 학교 밖에서 더욱 충실하게 이루어

지고 있음을 증명하는 연구들도 나타나고 있다. 결국, ‘교육=학교태’ 개념은 점

차 그 허구성이 드러나고 있어서 이제 교육학에서는 그러한 개념 사용의 관행

을 묵인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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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능유형의 교육 개념

장상호에 의하면, ‘교육=기능’에 해당하는 교육 개념으로 기능주의적 개념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기능주의적 개념이란 어떤 대상의 속성을 그와 관련된

어떤 다른 것과 연관시켜 정의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기능적 정의를

따르는 용어의 의미는 기능의 연쇄를 따라 끊임없이 유보된다. 교육학에서 자

주 사용되는 ‘교육받은 인간’, ‘교육내용’, ‘교육학’, ‘교육학자’, ‘교육이론’, ‘교육

목표’, ‘교육적 자료’, ‘교육프로그램’, ‘교육적 효과’, ‘교육평가’라는 말이 이 범

주에 든다. 예를 들어, 교육학은 교육을 개선하는 학문, 교육학자는 그런 작업

을 하는 학자, 그 작업의 결과가 교육이론 등등이다. 교육은 그 논의의 마지막

거점으로 사용되는 것으로서 또 교육이 가져 올 수 있는 결과, 즉 그 기능을

내세운다. 교육이라는 말 앞에 붙는 ‘정치’, ‘반공’, ‘통일’, ‘평화’, ‘경제’, ‘보건’,

‘교통’, ‘환경’, ‘생태’, ‘입시위주’, ‘정보화’, ‘지식’, ‘과학’, ‘예술’, ‘정서’, ‘전인’, ‘도

덕’ 등의 수식어가 그에 해당한다.

장상호에 따르면, 기존 교육학에서 이러한 기능유형의 교육 개념은 그 결과

가 분명하게 가정되어 있는데 반해 정작 그것을 가져오게 하는 교육의 정체성

은 단지 하나의 과제로서 은폐되어 있다. 교육의 본질을 규정하기 전에 교육의

과제가 주어진다. 그 과제를 수행하는 것으로서의 교육은 울타리가 없고 늘 기

능으로 개방되어 있다. 과제 가운데 어느 것을 택하느냐에 따라 각종 이론이

구분된다. 예를 들어 교육사상을 보면, 교육목표와 관련하여 합리적 인간을 기

를 것을 주장하는 항존주의, 유능하고 유용한 인간을 내세우는 본질주의, 개인

의 흥미와 필요를 존중할 것을 주장하는 진보주의 등으로 분류된다. 이들의 논

의에서 그 결과를 가져올 과정으로서 교육 자체에 대한 논의와 그 가치에 대

한 것은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 그들의 대부분은 이와 같이 모종의 결과를 함

축하고 있지만 그 결과는 거의 합의된 것이 아니다. 그만큼 사용된 용어들의

의미는 애매하고 모호하다고 말할 수 있다. 단지 명백한 것이 있다면 그것들이

단순한 논리적 순환론에 갇혀 있다는 것이다.

어느 분야건 그 분야의 바람직한 발전은 해당 분야의 주도적인 가치기준을

세련된 안목으로 식별해 내고 그 기준의 적용을 받는 문제의 발견과 해결에

노력을 경주함으로써 기약된다. 특정한 사태와 사건은 제반 가치와 그 기능이



- 23 -

동시에 적용되고 실현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을 이론적으로

선별해내는 작업이 가능해야 한다. 그런데 기능유형으로서의 교육 개념에는 이

러한 선별이 되어 있지 않다. 앞에서 예로 든 각 이론의 경우 그 선별이 이루

어졌다고 주장할지 모르나, 그것을 전체로 놓고 볼 때, 서로 상충하고 긴장하

는 것들을 아무 고민도 없이 한 바구니에 넣은 셈이다. 특정한 외계적인 가치

들을 전면에 내세우고 교육을 그 수하에 배치하는 식의 전도된 가치서열이 있

을 뿐이다.

가치의 선택에서 서로 합의가 되지 못한 것 이외에 더욱 큰 문제는 그 결

과를 가져오는 교육 자체에 대한 규정의 부재이다. 사실 그 결과를 가져오는

과정은 정의보다는 인과적 사실에 근거하여 규명되어야 할 과제인데, 현재 교

육으로 규정되는 활동들의 범위는 거의 무한대에 가깝다. 기능유형으로서의 교

육 개념은 교육이라는 어휘 하나로 이 모든 것을 포함할 수 있는 것처럼 가정

한다. 그러나 이런 교육만능주의는 과장된 치장만큼 책임지기 어렵다. 예를 들

어 특정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그것을 실행했을 때, 예

정된 결과가 나오지 않을 수도 있다. 이 경우 대부분 교육이 잘못되었다는 식

의 원인 진단이 이루어진다. 그러나 엄밀하게 말하자면 잘못된 것은 교육이 아

니라 기능유형으로서의 교육 개념이다. 교육 자체의 정체성이 규정되고 불필요

한 책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기능유형으로서의 교육 개념도 더 이상 허용

되어서는 안 된다.

3) 환원유형의 교육 개념

장상호의 표현에 의하면 ‘외래학문의 어휘사용’에 따르는 교육 개념이다. 외

래학문의 어휘사용으로 교육의 개념이 그 해당 학문적 현상으로 환원된다는

점에서 이러한 표현을 사용하였다. 이하 환원유형에 대한 설명은 장상호의 외

래학문의 어휘사용에 따라 파생된 교육 개념의 문제를 기반으로 한 것이다.

환원유형은 개별 분과학문들이 밝히고 있는 현상들의 고유성을 인정하지

않고 그것들을 혼동하거나 통합하려는 사고방식에서 비롯된다. 각종 분과학문

의 가장 중요한 조건은 그 대상세계를 포착하는 고유한 개념체계를 확보하는

것이다. 그러나 장상호에 따르면, 교육학은 이러한 학구적인 목적이나 동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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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현한 것이 아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것은 교사양성 혹은 학교체제의 유

지라는 실제적 필요성에 부응하려는 시급한 사정과 결부되어 있다. 교육학 자

체의 학문적 정체성이 해명되지 않은 공백지대에 철학, 심리학, 사회학, 행정학

등 다양한 분과학문들이 교직과목으로 대학의 ‘교육학과’에 침투해 들어왔으며,

이들이 단지 교육학과에 소속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교육학이 된 것이다.

이러한 외래학문의 연구, 논문, 저서들은 학교의 사태를 기존의 다양한 분

과학문의 개념을 동원하여 설명하거나 처방한 것이 대부분이다. 그럼에도 불구

하고 그들은 자신들이 연구한 결과에 교육이라는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이중의

개념적 왜곡을 거친다. 첫째는 앞의 제도유형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교육이 학

교 안에서 일어나는 제도적 사실로 바뀐다는 것이다. 두 번째의 왜곡은 그보다

더 심각하다. 철학, 심리학, 사회학, 행정학 등의 상이한 관점에서 연구되었거

나 논의된 서로 환원이 불가능한 사실들을 마치 서로 동일한 것처럼 하나의

담론 안에 포함시킴으로써 교육을 외래의 사실로 환원시키고 왜곡시키는 것이

다. 혹은 뒤집어서 외래의 사실을 교육으로 왜곡시키고 있다고도 말할 수 있

다. 그 결과는 심각한 개념적 혼란이다.

장상호에 의하면, 기존 교육학자들은 학교에 대한 학제연구가 마치 하나의

개념범주의 틀 속에서 통합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그러나 현존하는

분과학문들이 출현할 때 그들은 서로 다른 것들의 개념체계를 배제하는 데 역

점을 두었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각 분과학문들의 언어는 서로 논리

적으로 독립적이며 상이한 규칙을 따르기 때문에 그 중 하나를 가지고 다른

것을 이해할 수 있는 길은 없다. 이질적인 학문현상들을 하나의 동질적 사실로

환원시킬 어떤 묘책도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았다. 이 점에서 학제적인 관점을

동원한 교육학이 지식의 단편화와 칸막이 현상을 극복하고 통합될 수 있다는

판단도 실현되기 어렵다. 그 논의들은 서로 다른 학문체제와 논의양식을 따르

기 때문에 서로 종합될 수 없으며, 따라서 그들이 사용하는 교육이라는 어휘로

정상적인 담론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희박하다.

환원유형은 제도유형이나 기능유형과 긴밀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 장상

호에 따르면 기존 교육학이 제도유형이나 기능유형의 한계에서 벗어나려 할

때 범하는 가장 전형적인 양태가 외래학문들의 연구를 교육학으로 끌어들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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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전자의 두 유형에 비해 학문적 개념체제를 갖춘 환원유형으로서의 교

육 개념이 제도유형이나 기능유형의 개념적 문제에 대한 타개책으로 등장한다

는 것이다. 이것은 역으로 환원유형 역시 제도유형이나 기능유형에 의해 정당

화됨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들 세 유형은 서로가 서로를 지지하면서 복합되는

양상을 띤다.

2. 원격교육과 교육 개념의 분석틀

원격교육논의에 나타난 교육의 문제개념을 식별한다 해도 그 구체적 양태

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해당 사례를 심층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틀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철학적 언어분석법과 인지심리학적 개념분석법을 병행하는 분

석틀을 구성하여 식별된 문제개념의 사용의미와 개념체계를 드러내고자 하였

으며, 그것에 내포된 개념적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 학문적 개념조건의 분석을

추가하였다.

세 가지 분석틀의 구체적인 적용방식은 원격교육논의의 특성을 고려하여

결정하였다. 원격교육논의에서는 주로 “원격교육” 개념을 논의할 뿐 “교육” 개

념을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원격교육” 개념을 통해 “교

육” 개념의 의미와 문제를 분석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이를 반영한 분석틀의

적용방식은 다음과 같다. 첫째, 원격교육문헌에 나타난 “원격교육” 개념의 용

례를 분석하기 위해 철학적 언어분석법을 적용한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원격

교육” 개념에 내포된 “교육” 개념의 실제 사용의미를 드러낼 수 있다. 둘째,

첫 번째 분석을 통해 드러난 “교육” 개념의 의미를 인지심리학적 개념체계분

석법을 통해 보다 심층적으로 분석한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교육”의 개념을

전체 개념체계 차원에서 드러낼 수 있으며 그것에 내포된 사유구조를 이해할

수 있다. 셋째, 두 번째 분석에서 드러난 “교육”의 개념체계가 가진 문제를 학

문적 개념의 조건 분석을 통해 드러낸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해당 사례가 왜

문제개념인지, 그 개념이 가진 문제를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다. 이하에서는

세 가지 분석틀을 순서대로 설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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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격교육 개념의 용례에 대한 분석

개념은 어떤 고정된 하나의 의미를 가진 것이 아니라 사용 맥락에 따라 다

양한 용법을 가진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개념을 사용 맥락에서 분리하여 수

집한 후 그 필요․충분속성을 분석하는 식의, 흔히 이루어지는 정의적 속성에

대한 개념분석방법은 배제하였다. 이에 대신하여 본 연구에서는 원격교육논의

를 하나의 ‘언어 놀이(languge game)’로 이해하고, 그러한 맥락에서 사용되는

‘원격교육’이란 용어의 여러 용법을 검토하고 분석함으로써 거기에 내포된 ‘교

육’ 개념의 실제 의미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처럼 개념을 그 사용 맥락에서 분리하지 않고 수많은 용례를 분석하는

방법을 학문 연구에 사용한 분야로 일상언어학파를 들 수 있다. 일상언어학파

는 형식논리로 철학의 난제를 해결하고 인공언어를 구축하고자 했던 논리실증

주의의 의미검증이론에 반대하며, 언어의 사용상의 문제나 비형식적 오류의 해

결에 집중함으로써 개념 문제 해결에 상당한 치료 효과를 발휘해 왔다. 일상언

어학파의 개념분석방법은 원격교육논의의 문제개념을 분석하고자 하는 본 연

구의 문제의식에 적합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일상언어학파의 개념분석방법

을 대표적으로 소개한 윌슨(J. Wilson)의 개념분석법을 분석틀로 채택하고자

하였다. 윌슨은 정형화되기 어려운 일상언어학파의 개념분석방법을 하나의 사

고 기술로 제시함으로써 그것을 활용한 개념분석과 이해에 기여하였다.

윌슨(Wilson, 1985)에 따르면 어떤 개념의 논리적 한계는 특정 단어의 의미

영역과 같은 것으로 볼 수 있다. 개념과 단어의 의미가 동일한 것은 아니지만

이 둘이 평행적 관계라거나 동일한 논리적 영역에 속한다고는 말할 수 있다는

것이다. 추상적 실재인 개념을 분석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 개념을 대표하는

가시적 대상으로서 언어의 의미를 분석하는 것이다.

윌슨에 따르면 개념을 분석한다는 것은 그 개념을 나타내는 단어가 달리

쓰이는 실생활의 다양한 상황을 따져 보는 과정이다. 예를 들어, ‘정의’와 관련

된 실생활의 여러 장면들을 생각해 본다거나, 이 단어가 쓰이는 여러 가지 방

식을 알아보는 것이다. 그리하여 그 개념을 나타내는 단어가 쓰일 만한 실제

상황과 가상의 상황을 다시 생각해 보고 그러한 상황에서 ‘정의’라는 단어가

바르게 쓰였는지 따져보는 것이다. 이제까지 당연한 것으로 보아 넘겼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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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에 대해 일종의 ‘괄호치기’를 수행하고 그 의미를 심각하게 재검토해 보아야

한다. 단어들을 새로운 각도에서 검토해 보고 이리저리 비틀다 보면 그 요점에

접근할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은 매우 정교한 의사소통의 한 형태라고도 할 수

있는데, 정해진 규칙이 있다기보다는 게임이나 사교술과 같이 실제 행동을 통

하여 과정을 배우는 것이다.

윌슨은 구체적인 분석의 기술로 개념적 질문의 분리, 정답찾기, 전형적 사

례(model case)의 검토, 반대 사례(contrary case)의 검토, 관련 사례(related

case)의 검토, 모호한 사례(boderline case)의 검토, 가상적 사례(invented case)

의 검토, 사회적 맥락(social context)의 이해, 잠재적 불안감(underlying

anxiety)의 이해, 실제적 결과(practical results)의 검토, 언어적 결과(results in

language)의 검토 등 총 11가지를 들고 있다. 이 중, 본 연구는 한 개인의 개

념을 문제 삼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원격교육논의의 전체에서 통용되는 개념

을 다루려는 만큼, 개인적․심리적 차원을 분석하는 기술인 ‘잠재적 불안감의

이해’는 제외하고 나머지 10가지의 방법을 적용하였다. 이들을 간략히 정리하

고 본 연구에 어떻게 적용했는지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① 개념적 질문의 분리

여러 가지 질문들이 섞여 있을 때에는 개념적 질문들을 우선 분리해야 한

다. 질문이란 대체로 복합적인 형태로 주어진다. 예를 들어 “정신 병원에 수용

된 사람들을 처벌할 수 없는가?”와 같은 질문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포함되어

있다. 이 질문에 제대로 답하기 위해서는 첫째, 벌의 개념을 분석하고, 둘째,

병원에 실제로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에 대하여 사실에 근거한 지식이 있어야

하며, 셋째, 이 사람들의 처벌 문제에 관한 도의적 견해를 밝힐 수 있어야 한

다. 이 질문은 개념과 사실적 지식과 가치의 문제가 두루 개입된 혼합형 질문

이다. 이 경우 ‘벌’의 개념이 분명히 서지 않은 상태에서 처벌 문제에 관한 논

의를 시작할 수는 없는 것이며, 설령 논의를 하더라도 하나마나한 이야기가 되

어 버리게 마련이다. 이처럼 물음표가 하나뿐이라도 사실상 여러 질문이 섞여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질문을 따로따로 다루어야 하며 우선적으로 개념적 질

문을 분리해 내서 해결해야 한다. 사실이나 가치를 다루는 문제는 기준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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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도 원격교육논의에서 개념적 문제를 분리하여, 거기에서 어떤

개념들이 통용되는지, 그 중 학문적으로 부적합한 개념은 무엇인지, 그 부적합

성은 원격교육논의 전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등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② 정답찾기

개념적 질문에 대해서 기억해야 할 것은 개념적 질문에는 정답이나 분명한

해결책이 없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어떠한 문제에 “그것은 네가 무슨 뜻으

로 용어를 썼느냐에 달린 문제인데, … ”라는 식으로 대답할 수밖에 없는 때가

있으며, 이런 것이 복합적인 질문을 다루는 데 있어서 매우 복잡한 문제를 야

기시킨다. 그러나 단어의 의미가 언제나 불분명하거나 한계가 모호한 것만은

아니다. 우리는 경계는 분명하지는 않더라도 그 개념이 대체로 어떤 대상을 포

함하는지 알고 있다. 이에 따르면 어떤 단어에 ‘진정한 의미’가 있다거나 어떤

사람의 필요에 꼭 맞는 단어가 있다는 생각은 버려야 한다. 다만 한 단어의 여

러 가지 개념 중에서 그 단어가 쓰이는 상황에 따라 보다 핵심적인 의미에 가

까운 개념과 그렇지 않은 개념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개념분석이 개념의 엉성

한 나열에 그치지 않고 유용하고 성공적인 것이 되려면 이를 구분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본 연구에서도 원격교육논의에서 통용되는 부적합한 “교육” 개념

을 식별한 후 그 핵심의미가 무엇인지 분석하고자 하였다.

③ 전형적 사례(model case), 반대 사례(contrary case), 관련 사례

(related case), 모호한 사례(boderline case), 가상적 사례(invented case)

의 검토

개념의 의미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실제 사용되는 다양한 사례를 검

토해야 한다. 이중 가장 좋은 방법은 문제의 단어가 쓰이는 가장 전형적인 예

를 검토하는 것이다. 즉 ‘저 단어가 이런 데에 쓰이지 않는다면 다른 데는 쓰

일 곳이 없다’고 할 만한 예를 찾아본다. 여러 전형적 사례들을 계속적으로 검

토함으로써 개념에 필수적인 요소를 확인할 수 있다. 이와는 정반대되는 방법,

즉 ‘이러이러해서 이 경우는 합당한 사례가 되지 못한다’라는 식의 예를 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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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을 활용할 수도 있다. 반대 사례들을 활용함으로써 전형적 사례와의 차이

와 대비를 통해 개념의 필수 요소를 찾아낼 수 있다.

또한, 때로는 관련 사례, 모호한 사례, 가상 사례를 살펴보는 것도 도움이

된다. 먼저 관련 사례는 그 단어와 관련이 있거나 유사성을 지니고 있는 다른

개념들을 말한다. 예를 들어 기계의 한 부품에 대한 이해에는 다른 부품과의

관련성과 작동법에 대한 개괄적인 지식이 어느 정도 수반되어야 하는 것처럼

종합적인 관계 속에서 볼 때 개념의 의미를 더 잘 파악할 수 있다. 모호한 사

례는 판단의 기준이 잘 서지 않는 사례들을 말하는 것으로 개념을 적용하기에

모호한 사례들, 어딘지 이상하다고 할 수 있는 사례들을 계속적으로 다루면서

개념의 본질을 도출할 수 있다. 모호한 사례들이 왜 이상한지를 파악함으로써

적정한 사례들이 이상하지 않은 이유를, 더 나아가서는 그 개념을 판단하는 진

정한 기준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된다. 마지막으로 가상 사례는 한 단어가 일상

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와는 다른 상황을 설정해 보는 경우를 말한다. 이것은 어

떤 개념을 명백하게 밝혀 줄 수 있는 다양한 예들을 일상적 사용 속에서 충분

히 끌어낼 수 없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개념을 적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기

준이 무엇인지를 알아보고자 할 때는 예를 들어 현실과 동떨어진 공상과학적

인 가상적 사례를 상상해보는 것도 도움이 된다.

본 연구에서도 원격교육논의에서 통용되는 부적합한 “교육” 개념의 전형적

사례, 반대 사례, 관련 사례, 모호한 사례, 가상 사례를 검토하고자 하였다. 이

는 분석하고자 하는 개념의 용법, 즉 사용규칙을 파악하는 것으로, 본 연구에

서 채택한 또 다른 연구방법인 타가드의 개념체계분석법과 중첩되는 부분이라

고 볼 수도 있다.

④ 사회적 맥락(social context)의 이해

언어 사용에는 외적 조건이 배제될 수 없기 때문에 모든 사고와 대화는 무

의식적이라도 시험과 같은 긴장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인식되어야 한다.

실제 일상생활 속의 사고와 대화는 특정 상황이 가하는 압력을 받으면서 행해

지게 된다. 그러므로 개념의 이해에는 상황의 본질에 대한 파악이 대단히 중요

하다. 어떤 진술이라도 누가, 왜, 언제 등과 같은 요소에 역점을 두어 고려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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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도 언어 사용의 외적 조건으로 분석하고자 하는 개념이 통용되

는 사회적 맥락을 이해하고자 하였다. 특히 본 연구의 문제의식에 기반하여 여

러 사회적 맥락 중 학문적 맥락의 분석에 역점을 두었다. 원격교육논의가 직면

하고 있는 학문공동체로서의 과제나 배경에 따라 해당 개념이 정립되거나 통

용되었을 것으로 보고 그것을 분석하고자 하는 것이다.

⑤ 실제적 결과(practical results)의 검토

개념이 어떤 의미로 사용되는가에 따라 초래될 실제적 결과에 대해 검토하

는 것도 개념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런 식으로 따져 봄으로써 사용자

가 진정으로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 좀 더 잘 알 수 있게 된다.

본 연구에서 검토하고자 하는 문제개념이 원격교육논의에서 통용되게 된

데에도 어떤 의도가 작용했을 것이며 그것은 모종의 실제적 결과를 야기하였

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검토하고자 하는 문제개념이 과연 그 의도대로의 결

과를 달성했는지, 달성하지 못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등을 알아보기 위해

이 분석기술을 사용하고자 한다.

⑥ 언어적 결과(results in language)의 검토

단어의 의미를 결정한다든지 개념의 범주를 설정하는 데 있어서 언어적 결

과를 고려하여 가장 유용한 판정 기준을 선택해야 한다. 단어란 원래 어느 정

도의 모호성을 띠게 되므로 ‘절대적 의미’를 말할 수 있는 단어는 거의 없다.

그러나 아무리 핵심적인 의미를 지적해내기 어려울 정도로 모호한 단어일 경

우라도 그 단어의 수많은 의미들 가운데에서 어떤 것을 가려내어 적용시키는

것이 합리적이고 유용한지를 알아낼 수는 있다.

원격교육논의는 학문적 담론이므로 그 맥락에 적합한 개념을 정립하고 사

용해야 한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을 수 있으며 본 연구는 바로 그러

한 문제개념을 이해하고 그 영향을 분석하고자 하는 것이다. 문제개념에 대한

언어적 결과는 그로 인해 야기된 원격교육논의의 개념적 문제나 혼란이 될 것

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개념적 문제나 혼란을 분석하기 위해 이 기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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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고자 하며, 그 분석 내용은 논문의 4장에서 설명될 것이다.

2) 교육 개념의 체계에 대한 분석

개념의 용례에 대한 언어적 분석을 통해 원격교육논의에서 통용되는 “교

육” 개념의 실제 사용의미를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분석방법은 언어

적 표현을 통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에 개념 자체가 가진 구조적 속성을 드러내

는 데에는 한계를 가진다. 본 연구에서는 용례분석을 통해 드러나는 “교육” 개

념의 의미를 포용하면서도 개념 자체의 구조적 특성을 드러낼 수 있는 분석방

법을 보완적으로 사용하고자 하였다. 인지심리학적 개념체계분석법을 추가적으

로 도입하여 “교육” 개념의 의미를 개념체계로서 드러냄으로써 보다 전체적이

고 종합적인 이해를 추구하였다.

개념체계분석법을 제시하는 대표적인 학자로는 타가드(P. Thagard)를 들

수 있다. 타가드는 특히, 과학 혁명을 개념 구조 차원에서의 변화와 발전으로

해명하고자 했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는 대개의 인지과학 계열의

연구자들처럼 일반적 개념 구조나 그 형성에 관심을 갖기보다는 학문적 개념

을 대상으로 그 정당화 문제를 개념체계의 형성과 변화로 설명하고자 한 것이

다. 타가드는 학문적 개념분석에 개념체계론의 관점을 적용하고 그 효용성을

입증했다는 점에서 그가 사용한 연구방법은 본 연구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

에 따라 본 연구에서도 원격교육논의에 나타나는 ‘교육’ 개념의 구조를 이해하

기 위한 분석방법으로 타가드의 개념체계분석법을 채택하였다.

타가드(Thagard, 1992, 2005)의 개념체계분석법은 ‘개념의 복합구조

(complex structures)’와 ‘개념위계도(conceptual hierarchies)’라는 두 가지 도구

로서 설명될 수 있다. 이하에서는 이를 간략히 제시하였다.

① 개념의 복합구조

타가드는 기존의 여러 개념 연구들을 종합하여 개념을 ‘복합구조’로 이해

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복합구조’란 여러 개념들이 의미의 연대체제를 구성하

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 중 가장 기초가 되는 요소는 위계 구조를 이루는 종류

-관계(kind-relations)와 부분-관계(part-relations)이다. 종류-관계란 예를 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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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고래’는 고래과의 한 유형인데, 고래과는 포유류의 한 유형이며, 포유류는

동물의 한 유형이고, 동물은 생물의 한 유형이다와 같은 것이다. 부분-관계란

‘발가락’은 발의 한 부분인데, 발은 다리의 한 부분이며, 다리는 신체의 한 부

분이다. 종류-관계에서 나타나는 범주위계와 부분-전체 위계는 개념체계를 구

조화시키며 다른 개념관계를 형성하는 토대가 된다. 이밖에 동의어, 반의어, 규

칙들, 사례들 등이 개념의 복합구조를 이룬다. 이를 표로서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Thagard, 1992: 29-30).

개념 고래

~의 한 종류(a kind of) 고래과, 포유류, 바다동물, 동물, 생물 등

하위 종류들(subkinds) 돌고래, 범고래, 혹등고래, 향유고래, 흰고래 등

~의 한 부분(a part of)

부분들(parts) 지느러미, 지방층, 꼬리, 분수구멍

동의어(synonyms)

반의어(antonyms)

규칙들(rules)

* 만일 X가 고래이면 수영을 한다

* 만일 X가 고래이고, 물 위로 나오면, 분수구멍으

로 공기를 뿜는다.

……

예들(instances) 영화 “프리윌리”의 주인공 돌고래 윌리

<표 1> 고래 개념의 복합구조

‘~의 한 종류’는 오른쪽으로 갈수록 상위범주를 표현한다. ‘하위종류들’은 고

래의 하위범주를 표현한다. ‘부분들’은 고래의 부분을 표현하고 ‘규칙들’은 고래

의 필요-충분 속성들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예들은 고래라는 개념의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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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다. 여기서 ‘~의 한 부분’과 ‘동의어’, ‘반의어’가 비어있는 것은 이 항목이

고래라는 개념의 범주를 제시하는 데 별다른 의미를 갖지 않기 때문이다.

② 개념체계

개념은 고립된 개념만을 분석하는 것으로는 충분히 드러날 수 없다. 개념이

다른 개념들과 어떻게 관련되어 개념체계를 이루고 있는지도 알아야 한다. 타

가드는 개념을 복합구조로 본 것에 기초해서 개념의 체계, 또는 개념의 위계를

종류-위계, 부분-위계로 조직된 개념들과 그 개념들을 잇는 규칙들로 구성된

것으로 제시한다. 개념체계란 일종의 마디(node)들의 그물망(network)으로 볼

수 있는데, 개념들이 각각의 마디에 해당하고 개념들 사이의 연결 고리(link)가

마디를 잇는 그물망 안의 선에 해당한다. 개념들을 잇는 연결 고리에는 다섯

가지가 있는데 ‘종류 고리(K)’, ‘사례 고리(I)’, ‘규칙 고리(R)’, ‘속성 고리(H)’,

‘부분 고리(P)’ 등이 그것이다. 아래의 [그림 1]은 개념체계의 한 예로서 새라

는 개념의 개념체계이다(Thagard, 1992: 31).

파랑

동물

부리

새

카나리아 종달새

파충류포유류

예쁜이

색깔

노랑

P

H

R

KK

R

I

K

K
K

K

K

[그림 1] 새 개념의 개념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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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종류 고리’는 카나리아는 새의 한 종류이고 새는 동물의 한 종류이

다와 같은 의미를 나타내고, ‘사례 고리’는 예쁜이는 카나리아다와 같은 의미를

나타낸다. ‘규칙 고리’는 카나리아는 노란색을 띤다, ‘속성고리’는 예쁜이는 노

랗다, ‘부분 고리’는 부리는 새의 한 부분이다 등의 의미를 나타낸다.

본 연구에서는 이상에서 살펴본 두 가지 분석도구를 적용하여 원격교육논

의에 나타난 “교육” 개념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의 종류, 하위 종류, ~의 한

부분, 부분들, 동의어, 반의어, 규칙들, 사례들 등 8개의 항목에 따라 “교육” 개

념의 복합구조를 분석해보고, 또한 ‘종류 고리(K)’, ‘사례 고리(I)’, ‘규칙 고리

(R)’, ‘속성 고리(H)’, ‘부분 고리(P)’ 등 다른 개념과의 연결고리를 통해 개념체

계를 분석할 것이다.

3) 학문적 개념의 조건에 대한 분석

이상에서 설명한 분석틀을 통해 “교육”의 개념을 이해했다 해도 그 문제의

분석을 위해서는 학문적 개념의 조건에 대한 보다 전문적이고 상세한 논의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문제개념이란 학문적 맥락에 부적합한 개념을 의미한

다. 학문은 그 역사를 통해 일상적 개념을 넘어선 고급하고 정교한 개념들을

발전시켜 왔으며 따라서 그 맥락에 적용되는 학문적 개념들의 조건이 있다. 이

러한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개념들이 학문적 담론에 사용되면 사유와 소

통에 장애를 초래할 뿐 아니라 학문적 담론으로서의 정당성을 훼손시킨다. 이

절에서는 학문적 개념의 조건을 살펴봄으로써 문제개념이 내포하고 있는 개념

적 문제를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분석틀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분석틀은

다음과 같이 구성하였다.

개념의 의미에 대한 탐구는 철학에서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지만, 현재에는

언어학, 심리학, 인지과학 등이 참여하면서 간학문적 연구 영역이 되었다. 이처

럼 의미 현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짐에 따라 여러 이론적 접근이 공존하지

만, ‘의미란 무엇인가’라는 기본적 주제와 관련하여서는 대략 어떤 말이 나타내

는 내용과 형식, 의미와 동일시되는 대상의 존재, 표현에 대한 의미해석 체계

등을 설명하는 것에 공통적으로 집중해왔다. 이것은 좀 더 정련된 표현으로 하

자면, 개념의 범주(category), 개념의 내포(intention, comprehen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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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notation)와 외연(extension, denotation), 개념의 맥락(context)에 관한 논의

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세 가지 항목이 모두 개념의 의미를

규정하면서도, 서로 간에 동일시될 수 없는 개념의 한 측면을 설명한다는 점에

서, 개념의 세 차원으로 간주하였다.

그 동안의 이론적 연구들을 참조할 때 세 차원들은 각기 개념적 문제를 피

하기 위해서 지켜야 할 조건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조건들은 “교육”의 문제개

념이 내포한 개념적 문제를 분석할 수 있는 틀로 기능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는 개념의 범주, 개념의 내포와 외연, 개념의 맥락이라는 세 차원에서 제기되

는 학문적 개념의 조건들을 살펴보고, 이를 분석틀로 삼고자 하였다.

(1) 개념의 범주(category) 차원에서 본 학문적 개념의 조건

학문적 개념의 첫 번째 조건은 개념의 범주 차원에서 설명될 수 있다.

조건 1. 학문적 개념의 범주는 일상적 개념의 범주와 구분되어야 한다.

심리학적 관점에서 볼 때 범주란 개념이 가지고 있는 일차적인 속성으로

우리는 개념의 범주를 사용하여 수많은 제 경험들을 의미있게 분류한다(신현

정, 2002). 이에 대해 철학적 관점에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사실세계의 내용적

구조가 있는데, 이 구조를 결정하는 원리가 범주(Hartmann, 1935)라는 식의

입장이 제기된다. 어느 쪽으로 보든 범주는 대체로 우리의 사고 유형이나 사실

세계의 존재양태를 지칭하는 두 가지 의미로 사용된다. 학문적 개념의 조건과

관련하여 주목해야 할 것은 이러한 범주를 혼동하는 현상이다. 이에 대해서는

전통적으로 논리학에서 관심을 가져왔다. 논리학에서는 어떤 범주에 속해있는

형식이나 존재를 다른 범주에 속해 있는 진술로 대치할 경우 무의미한 주장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논지를 전개시켜왔다.

범주의 혼동과 그것을 해결한 사례는 아리스토텔레스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아리스토텔레스(Aristotle. /1999)는 범주를 어떤 술어 유형을 가리키는 데 사

용했는데, 술어 범주를 분류하는 것이 역설로 보이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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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된다고 생각하였다. 예를 들어 1년 정도의 시간이 흐른 후에 소크라테스는

알키비아데스보다 더 이상 크지 않게 될 수도 있고 그보다 작아질 수도 있다.

그럴 경우 현재의 소크라테스는 예전의 소크라테스와 다르다. 그러나 소크라테

스가 인간이기를 멈춘 것은 아니다. 어떻게 소크라테스는 예전의 소크라테스

(알키비아데스보다 큰)가 아니면서 여전히 예전의 소크라테스(한 인간)일 수

있는가라는 의문을 가질 수 있다. 그 답은 범주가 다르다는 데 있다. 즉 관계

의 변화는 실체의 변화가 아니다.

범주에 대한 현대적 이해의 시작은 헤겔에게서 찾아볼 수 있다(Tugenhat

& Ursula 1982). 헤겔은 이전의 논의들과 달리 범주를 내용과 형식을 포함하

는 것으로 보았으며 범주의 종류는 고정된 것이 아니라 여러 개가 생성될 수

있는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범주의 혼동에 대한 현대적 분석의 시작은 비로소

러셀에게서 찾아볼 수 있다. 20세기 초 러셀은 『수학의 기초』에서 ‘모순’과

대결하면서 서로 다른 수준의 언어를 구별하고 혼동해서는 안된다는 ‘유형 이

론(theory of types)’을 전개했다(Munitz, 1996). 이후 범주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분석 철학의 주요 주제가 된다. 대표적으로 옥스퍼드 분석철학자 라일은

이러한 문제를 ‘범주 오류(category mistake)’라 부르며 대규모의 프로젝트를

진행해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Ryle, 1949). 이러한 오류 판단은 최근 분석

철학을 비롯한 언어 철학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들은 범주의 내용

을 더욱 풍부하게 해명하면서 이러한 비판을 철학 논의에 적용하여 대단한 치

료 효과를 거두고 있다.

오늘날 범주는 어떤 몇 가지의 고정된 형식을 가리키는 용어가 아니다. 그

종류와 양태는 선험적으로 결정될 수 없는 것으로서 우리의 인식과 경험에 따

라 계속 변화하고 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의 사고나 사실 세계의 존재

에는 그들을 구분하는 어떠한 유형들이 존재하며 그들을 혼동하는 것은 무의

미한 추론이나 주장을 야기한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범주를 혼동한다는 것, 즉

범주 오류는 그것을 속성으로 갖는 개념의 잘못된 사용을 의미한다. 이러한 범

주 오류를 범하지 않는 것이 학문적 개념 사용의 조건이다.

학문적 개념과 관련하여 특히 주목해야 할 범주 오류는 상식적 범주와 학

문적 범주를 구분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다. 이른바 ‘다원적 실재(multi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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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lities)’라는 개념을 발전시킨 슈츠(Schutz, 1973)는 ‘일상적 세계(world of

daily life)’와 ‘학문적 세계(world of scientific theory)’가 총체적으로 구분되는

것이라고 보았다. 그에 따르면 모든 현실의 근원은 주관적인 것이며 우리의 관

심의 대상이 되고 진실된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은 무엇이나 실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이러한 다양한 실재의 세계를 경험하게

되는데, 이때 각 세계는 그 총체성을 체험할 수 있는 고유의 태도에 의해 드러

나게 된다. 그 중의 하나로 학문적 세계 역시 그것 자체를 체험할 수 있는 고

유한 태도가 필요하다. 학자는 세속의 번사에 열정적으로 참여하다가도 학문적

세계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이해관계가 없는 사색적 태도로 전환시켜야

한다.

이 점에서 사회학자로서의 슈츠는 자신의 연구대상인 ‘사회적 사실(social

reality)’과 그것에 대한 ‘과학적 구성물(scientific constructs)’로서의 ‘사회학적

사실(social scientific reality)’을 구분하였다. 그는 일상적 지식을 가지고 ‘사회

적 사실’을 경험하는 일반인들과 학문적 지식을 가지고 ‘사회학적 사실’을 경험

하는 학자들 사이에는 ‘소통의 패러독스(paradox of communication)’가 나타난

다고 보았다. 이들은 각자의 지식에 따라 전혀 다른 실재, 혹은 세계를 체험하

고 있기 때문에 각 세계를 서로 번역시킬 수 있는 어떠한 공식도 존재하지 않

는다.

슈츠에 따르면, 학문적 구성물로서의 학문적 실재와 일상적 구성물로서의

사회적 실재는 그 범주가 다른 것으로 서로 혼동되어서는 안 된다. 학문적 실

재는 그 고유의 학문적 태도를 통해 일상적 인식에 따른 사회적 실재, 즉 상

식적 범주를 거부하고 초월함으로써 그 존재를 드러내는 것이다. 양자를 혼동

한다는 것은 역사적으로 정립된 각 학문들의 성취를 무화한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그런데 사회과학 안에서는 이러한 상식적 범주와 학문적 범주가 혼동

되는 사태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이른바 ‘사회제도’와 학문적 실재를 혼동하는

것이다.

버거와 루크만(Berger & Luckman, /1989)에 따르면 ‘제도(institution)’란 일

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행위 양식이 습관적으로 유형화되면서 사회적으로 의

미가 고착화된 것을 말한다. 이들은 주로 일상생활에서의 언어의 사용과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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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 제도화된다. 이를테면 일상생활에서 사회적 삶이 형성되고 주변인들과 공

유되는 과정을 통해 특정 행위 양식이 사회적으로 정립된다. 이때 일상생활은

언어와 함께 이루어지는 것으로 언어는 일생생활의 경험에서 추출된 상징을

구성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상기시켜 일상생활 속의 객관적인 현실의

요소로서 다시 표현하는 기능을 한다. 이런 과정을 통해 사회적으로 공유된 지

식을 ‘상식’이라고 부르며, 제도는 상식을 통해 그 의미가 사회적으로 고착화된

것이다.

제도는 한 개인의 삶 이전에 존재한다는 사회적 성격으로 인해 특정 시대

의 개인에게는 선험적이고 객관적인 사실로 경험되지만 사실 역사적이고 가변

적인 것이다. 특정 제도는 어떤 불변의 형식적 토대나 보편적 기준을 가지는

것이 아니며, 해당 사회 구성원에 의해 형성되고 전승되는 것으로 시대와 상황

에 따라 끊임없이 변천한다. 이를테면 우리는 흔히 국회를 정치로, 교회를 종

교로, 병원을 의료로 간주한다. 그러나 이들은 모두 일상적 삶을 구성하는 특

정한 사회적 유형일 뿐 그것 자체에 ‘정치’나 ‘종교’, ‘의료’ 라는 어떤 고유의

보편적 형식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며 더욱이 그 특성이나 형태가 고정되어 있

는 것도 아니다. 다만 일상 언어를 통해 그 각각이 ‘정치 제도’, ‘종교 제도’,

‘의료 제도’ 등으로 불리면서 그 의미가 전유되는 것이다. 이러한 용어들의 의

미는 우리의 일상적 삶에서 그 대상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무엇보

다 명확해 보이지만 사실 그만큼 피상적인 것이다. 이들은 일상생활이나 그 언

어 사용을 기반으로 하는 상식적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 학문적 개념에 의해

그 실체가 재규정되어야 할 대상이다.

이처럼 상식적 범주인 사회제도로서의 교육제도와 학문적 범주여야 할 교

육을 혼동하는 사태는 교육학계에서도 나타났다. 본 연구의 앞 절이었던 ‘문제

개념 유형의 분석틀’에서 살펴보았던 기존 교육학의 ‘교육=학교태’ 개념은 이

러한 범주오류를 범하는 것이다. 이미 설명하였듯이 학교는 근대의 교육제도로

서 일상 언어 생활에서 ‘교육’에 대한 용어를 독점하고 있다. 그러나 학교는 가

정, 직장, 교회, 국회, 도서관 등과 같이 생활공간을 구분하는 범주인 반면 교

육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등과 같이 삶의 양식을 구분하는 범주이다.

학교에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의 다양한 삶의 양식이 공존하며 교육은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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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직장, 교회, 국회 등 다양한 삶의 공간에 편재한다. 이 양자는 서로 동일시

될 수 없는 상이한 범주로서 혼동되어서는 안 된다.

학문적 개념을 사용하는 상황에서 일상언어에 기반한 상식적 범주는 극히

경계해야할 대상이다. 학문적 개념은 이러한 상식적 범주를 초월하여 이론적

사실을 구성함으로써 비로소 그 유의미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

(2) 개념의 내포(connotation)와 외연(denotation)의 차원에서 본 학문

적 개념의 조건

학문적 개념에 대한 두 번째 조건과 세 번째 조건은 내포와 외연의 차원에

서 설명할 수 있다. 내포와 외연은 일반적으로 개념을 이해하거나 분석하는 틀

로 인정받아 왔다. 이 경우 대부분 내포는 개념이 전제하는 대상 혹은 목적물

이 갖거나 갖는다고 인정되는 ‘속성들의 집합’ 혹은 ‘전공통 속성’을 뜻하며, 외

연은 그 개념이 적용되는 ‘대상이나 목적물의 집합’ 혹은 그 개념이 적용되는

‘대상의 범위’를 뜻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이러한 정의는 학문적 개념의

맥락에서는 보다 심층적으로 이해될 필요가 있다. 이하에서 설명할 두 가지 조

건은 이와 관련된 것이다.

조건 2. 내포에 의해 외연이 결정되며 그 역은 성립하지 않는다.

‘조건 2’는 내포와 외연에 대해 거의 상식처럼 받아들여지는 공리임에도 불

구하고 과학적 연구들에서조차 종종 간과하는 듯한 사례가 발견된다. 이것은

내포와 외연, 보다 엄밀하게 말하자면 양자의 차이와 관계에 대한 이해의 부족

에서 비롯된다. 앞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내포를 ‘대상의 속성’, 외연을 그 지

칭 ‘대상’으로 이해하는 방식이 틀린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한 가지 부분에서

오해의 여지가 있다. 그것은 내포가 대상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정의됨으로써

외연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인상을 준다는 것이다. 이러한 인상은 심

지어 내포가 외연을 통해 도출될 수 있으리라는 착각을 불러일으키기도 한다.

이를테면, 대상을 조사하거나 관찰함으로써 개념을 정의하거나 보완하려는 시

도가 나타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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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 양자가 동일한 차원에서 연결될 수 없으며, 내포가 외연을 통해

서 규정될 수 없다는 것은 개념에 대한 탐구의 시초라고 할 수 있는 플라톤의

저술에서부터 지적된다. 그의 전기 『대화편(Platon, 2008)』에서 소크라테스는

무엇이 아름다운가, 무엇이 용감한가, 무엇이 올바른가 등의 “무엇”에 대한 특

정한 질문을 제기한다. 여기에서 이러한 하나의 질문의 의미가 이중적이라는

것이 드러나는데, 무엇이 아름다운가? 라는 질문에 대해 소크라테스의 대화

상대자는 아름다운 사물을 열거함으로써 답하려 하지만, 플라톤은 이 질문을

아름답다는 것은 무엇인가? 혹은 아름다운 것 자체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으

로 이해하기를 원한다. 그의 표현에 따르면 어느 정도 아름다우면서, 한 번은

아름답고 그 다음은 더 이상 아름답지 않은 수많은 아름다운 것들과 하나면서

변하지 않고 지각할 수 없는 순수 사유의 대상으로서 아름다움 자체를 구별해

야 한다는 것이다. 플라톤은 아름다움의 개별체와 구분하여 그 보편적 속성을

규정하려 했던 것으로, 이것은 오늘날의 표현으로 개념 규정 혹은 내포에 대한

탐구로 볼 수 있다. 여기에서 분명히 드러나는 바, 내포는 결코 대상을 조사하

거나 관찰함으로써 찾을 수 있는 성격의 것이 아니다.

내포의 개념에 비해 오늘날에 사용되는 것과 같은 외연의 개념이 정립된

것은 20세기 후반 독일의 수학자인 프레게(Frege)에 이르러서이다. 투겐하트와

어슐라(Tugenhat & Ursula , 1982)에 의하면 중세까지 외연은 ‘개념에 포섭되

는 모든 것’으로 이해되었는데, 이때 ‘모든 것’이라는 말이 그 개념의 종속 개

념을 뜻하는지 또는 개념이 적용될 수 있는 대상을 뜻하는지 불명료했다. 그러

나 프레게는 이 차이가 단지 연속적인 것이 아니라 논리적인 차이를 갖는다고

지적하였다. 한 상위 개념은 그 개념에 포섭되는 대상에만 적용될 수 있지 그

개념의 하위 개념에는 적용될 수 없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소는 동물이다’라

고 말할 수 있지만 ‘(개념으로서의) “소”는 동물이다’라고 말할 수 없다. 현재

한 개념의 외연에 대해 논의할 때는 명백히 그 개념에 포섭되는 대상들의 집

합을 말하는 것으로 정착되었다.

내포와 외연에 대한 프레게의 공헌 중 빼놓을 수 없는 또 한 가지는 의미

(sense)와 지시체(referent)에 대한 구분이다. 그는 용어들이 같은 사물을 지시

하면서도 의미는 다를 수 있음을 예증한다. 이른바 ‘금성’과 ‘샛별’이라는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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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동일한 지시체를 가지면서도 서로 의미가 다르다. 의미와 지시체, 즉 내포

와 외연은 동일시될 수 없다는 것으로, 이것은 현대 언어 연구에서 통용되는

것과 같은 양자의 구분을 위한 초석을 마련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프레게의 내포와 외연에 대한 이해는 오늘날에 비해 부족한 부분이

있다. 그는 개념에 대해 플라톤과 마찬가지로 실재론적 입장, 즉, 대상은 아니

지만 대상의 본질로서 ‘실재하는’ 어떤 것으로 가정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

시 말해서 프레게는 내포와 외연, 혹은 의미와 지시체가 확연히 구분된다는 것

을 인식하고 설명했지만, 왜 그런지, 즉, 그들 간의 관계가 무엇인지에 대해 온

전하게 해명하지 못했다. 이것은 프레게가 개념을 여전히 대상과의 관계를 중

심으로 보는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이다. 결국, 프레게의 기여에도 불

구하고 내포는 모호한 실재로서, 대상도 아닌 그것이 어떻게 인식되고 검증될

수 있을지, 또 그렇다면 외연, 즉 대상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명해야 될 지 등

의 문제, 이른바 보편자 논쟁의 난제5)가 여전히 남는다. 이 문제는 플라톤부터

5) 이 문제를 처음 제기한 사람은 플라톤이었다. 이른바 ‘관념(idea)’는 오늘날의 개념에 해당하는 것

으로 플라톤은 이를 가변적이고 지각 가능한 개별 대상과 구분하여 영원불변하고 비감성적인 존

재로서 순수 사유의 대상으로 간주하였다. 이에 대해 아리스토텔레스는 ‘형상(eidos)’라는 단어를

도입하였고 다른 말로 ‘보편자(universale)’라고도 불렀다. 플라톤이 관념을 감각적 존재자와 분리

하여 고유한 혹은 초감각적인 개별체처럼 존재하는 것으로 보았다면 아리스토텔레스는 독립적인

실체로서의 관념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들의 대립은 중세에 ‘보편은 사물에 앞선다(universalia

ante res)’와 ‘보편은 사물 안에 존재한다(universalia in rebus)’의 논쟁으로 표현되었다. 이처럼 플

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견해에 차이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대체로 이들의 견해는 종합하여 ‘실

재론(realismus: 보편자가 실제로 있다)’으로 간주된다. 실재론은 개념의 이해에 근본적인 토대를

제공했다는 의의를 가지지만, 초감각적 실재로 간주되는 보편자의 존재를 입증하는 문제나 보편자

와 개별자의 관계에 대한 문제, 즉 하나의 보편자가 그것을 공유하는 많은 사물들 안에서 어떻게

분산되지 않고 현존할 수 있는가와 같은 난제에 부딪힌다.

중세에서는 이밖에 다른 두 가지 견해가 제기된다. 하나는 ‘유명론(nominalismus: 보편자는 없고

기호만 있다)’인데, 이 입장은 그 자체로는 하나의 대상일 뿐인 기호가 어떻게 보편적인 것을 대

표하지 않고도 보편적인 것으로 기능할 수 있는가하는 점을 설명해야 하는 어려움을 안고 있었다.

다른 하나는 ‘개념실재론’ 혹은 ‘개념론(konzeptualismus)’인데, 이에 따르면 보편자는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정신 속에, 사유 속에 존재한다고 한다. 즉, 보편자는 사유속에서 ‘추상화’를

통해 산출된다. ‘개념’이라는 단어는 ‘개괄적으로 잡힌 것, 파악된 것’이라는 라틴어의 ‘conceptus’

의 번역어이다.

개념론적인 이해 방식은 19세기까지 영향을 미치는데, 데카르트는 ‘관념(idea)이란 사물의 이미

지와 같은 사고’라고 하였으며, 로크도 ‘추상적 관념(abstract ideas)’에 대해 말하고, 칸트는 ‘보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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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의 20세기까지 해결되지 못하는 난제로 남아 있다가 현대 분석철학에 이르

러서야 비로소 해소되었다고 할 수 있다.6)

현대 언어 연구에서 개념의 내포와 외연, 요새 표현으로는 일반 명사의 의

미와 지시는 대상이 아닌 언어를 중심으로 이해된다. 이에 대해 콰인(Quine,

1980)은 매우 간결하면서도 명쾌한 설명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특히 참조할 만

하다. 그는 의미가 실재여야 할 것 같다는 느낌은 의미와 지칭간의 구분을 이

해하지 못했던 초기의 실패에서 비롯됨을, 아리스토텔레스의 인간의 개념을 들

어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아리스토텔레스의 본질이란 개념은 의심할 나위 없이 현대의 내포 혹은 개

념의 선구였다. 아리스토텔레스에게 이성적이라는 것은 인간에게 본질적인 것이

었고 두 다리를 갖는다는 것은 우연적인 것이었다. 그러나 이런 태도와 의미이

론 사이에는 중요한 차이가 있다. 의미이론의 관점에서 볼 때 단어 ‘인간’의 의

적 표상(allgemeine vorstellungen)’이라고 설명한다. 이들은 관념의 원천이 선천적인 것인가, 경험

에서 비롯된 것인가라는 점에서 차이를 지니지만, 형이상학적이었던 실재론적인 이해방식과는 달

리, 개념을 사고와 밀접하게 관련하여 심리주의적 관점에서 이해한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idea’라

는 단어가, 이 시기에는 라틴어, 프랑스어, 영어에서 ‘표상’과 동일한 것을 의미하며, 더 이상 플라

톤적인 ‘idea’와는 관계가 없다는 것이다. 개념론은 실재론이 직면한 난점을 회피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오히려 논리적인 것에 대한 심리적인 이해

방식으로 또 다른 난제를 발생시킨다. 이를테면 개념론에서는 보편자가 사유 속에서 구성된다는

식의 설명을 제시하지만, 이것은 형이상학적 실재로서의 보편자가 심리적 실재로서 바뀌었음을 의

미할 뿐 여전히 보편자와 개별대상의 관계를 해명하지 못한다. 게다가 이제 어떻게 사고 속에서

추상적 대상으로서의 관념이 형성되는가를 설명해야 하는 문제에 봉착한다. 버클리의 말대로 우리

는 일정한 대상을 표상할 수 있지 추상적 표상이란 있을 수 없다. 20세기 들어 후설이 ‘감각적이

지 않은 표상의 더높은 형식’이라는 설명으로, 개념을 사유활동에서 구성되는 것으로 다시 해명하

지만, 이러한 설명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플라톤과 마찬가지로 검증불가능성의 한계를 가지는 것으

로 비판받았다(Munitz, 1981; Tugenhat, 1982).

6) 여기에는 사실 비트겐슈타인의 용도이론이 결정적 실마리를 제공한다. 바로 뒤 문단에서 소개하는

콰인의 설명에는 굳이 등장하지 않지만, 1장 연구방법의 각주에서 잠시 설명한 것처럼, 언어의 의

미가 그 사용에 있다는 용도이론의 설명이, 유명론적 난제, 즉, 하나의 대상일 뿐인 기호가 어떻게

보편적인 것을 대표하지 않고도 보편적인 것으로 기능할 수 있는가라는 문제를 해명해주지 않았

다면, 현대 분석철학에서의 언어학적 전회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프레게가 의미와 지시체

를 구분하면서도 결국 모호한 실재로서의 개념에 집착한 것도 이 문제를 풀 수 없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아래의 콰인의 설명에서 드러나는 것과 같은 오늘날의 언어 중심적 개념 이해는 이를

전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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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에 합리성은 포함되지만, 양족성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실제로 인정될 수

있다. 그러나 동시에 ‘두 발 짐승’의 의미에는 양족성은 포함되지만 합리성은 포

함되지 있지 않다고 볼 수도 있다. 따라서 의미이론의 관점에서 보면 인간이며

동시에 두 발 짐승인 실제 개체에 관해 그의 합리성은 본질적이지만 양족성은

우연적이라거나 그 역으로 말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르면

사물은 본질을 갖고 오직 언어 형식만이 의미를 갖는다. 본질이 그 지칭 대상으

로부터 분리되어 단어와 결합할 때 의미가 되는 것이다(Quine, 1980: 37-38).

콰인의 설명에 따르면 아리스토텔레스의 개념 이해는 다음과 같은 도표로

표현될 수 있다.

     대상(외연)   본질(내포)

   의미

∥

  언어

[그림 2] 아리스토텔레스의 내포와 외연의 관계

여기에서는 화살표의 방향이 보여주는 대로 대상을 중심으로 의미 혹은 내

포가 설명된다. 아리스토텔레스의 말처럼 먼저 대상이 있고, 그 다음에 대상의

본질이 있고, 다시 그 대상의 본질이 언어를 만날 때 의미가 되는 것이다. 이

경우 대상과 그 본질, 외연과 내포가 다르다는 것을 인식한다 해도, 사실상 언

어의 의미가 대상의 본질과 동일시됨으로써, 의미는 ‘대상은 아니지만 대상처

럼 존재하는’ 역설적인, 따라서 신비하고 모호한 실재로 여겨지게 된다. 그러나

콰인의 설명에서 드러나는 것처럼 의미는 대상의 본질이 아니라 언어의 속성

이며, (언어를 배제한 상태에서라면)사실 대상 그 자체는 어떤 본질도 가질 수

없다. 이를 도표화 해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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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미(내포)

   언어

    대상(지시, 외연)

[그림 3] 콰인의 내포와 외연의 관계

여기에서는 화살표가 보여주는 것처럼 앞의 그림과 달리 의미가 언어를 중

심으로 설명된다. 언어가 의미를 가지며, 대상은 다만 언어로 지칭되는 것일

뿐이다. 이처럼 의미와 지시를 확연하게 구분해서 이해하게 되면, 의미를 직접

적으로 대상과 관련짓지 않아도 되며 따라서 대상의 본질과 동일시할 필요도

사라진다. 결국 의미가 실재이어야 할 것 같다는 느낌은 사라지는 동시에, 이

로 인해 제기되었던 실재론적 난제도 해소된다. 콰인에 따르면, 이러한 구분을

통해 “의미이론이 지칭이론에서 엄격하게 분리되면 언어 형식들 간의 동의성

과 분석성이 곧 의미이론의 가장 중요한 과제임을 간단히 인정할 수 있다

(Quine, 1980: 38)”고 한다. 콰인의 논증은 매우 짧지만, 사실 이것이야말로 현

대 철학에 ‘분석의 시대’를 열게 한 결정적 배경이 되는 것으로서 현대의 ‘언어

학적 전회(linguistic turn)’의 본질적 의미를 핵심적으로 설명하는 것이다.

결국, 현대 철학적 입장에 따라 의미가 언어 형식들 간의 관계의 문제라는

것을 이해하게 되면, 이른바 정의는 이러한 언어 형식들 간의 관계에 대한 엄

밀한 사유로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음을 납득하게 된다. 여기에는 사실적인 대

상 그 자체의 본질이라든가 속성이라든가 하는 문제는 개입할 여지가 없다. 외

연은 그저 언어 형식들 간의 관계에 의해 의미가 결정된 단어로 지시되는 대

상, 보다 엄밀하게는 대상의 한 측면이다. 콰인의 설명에서 분명하게 드러난

것처럼 하나의 대상은, 수많은, 보는 관점에 따라서는 거의 무한한 특성을 내

포하고 있으며, 따라서 그 자체로 외연이 될 수 없다. 내포가 규정될 때, 그러

한 특성을 가진 사례로서 한 대상이 해당 내포의 외연이 되는 것이다. 다시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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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 언어적 혹은 개념적 사유에 의해 내포가 결정되며, 외연은 그렇게 결정

된 내포에 의해서만 결정될 수 있다. 그 역은 가능하지 않다.7) 지시이론들에서

흔하게 등장하는 예로, ‘심장을 가진 동물’과 ‘신장을 가진 동물’처럼, 동일한

대상이 서로 다른 내포의 외연이 될 수 있는 것은 이 때문이다. 이를 도표로

표현해보면 다음과 같다.

  언어

    의미(내포) 지시(외연)

[그림 4] 내포에 의한 외연 결정의 조건

학문에서 흔하게 나타나는 개념의 정의나 개념에 대한 탐구는 대상에 대한

조사나 관찰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없다. 단지 이러한 방법을 취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내포에 의해 외연이 결정되

며 그 역은 성립하지 않는다는 ‘조건 2’는 학문적 개념에 대해 준수되어야 한

다기보다 확고하게 이해되어야 한다.

조건 3. 학문적 개념의 외연은 이론적 개념체계에 의해 한정되어야 한다.

7) 이러한 현대 분석철학적 관점은 다른 현대 인식론들에 의해서도 지지되고 있다. 대상의 본질에 대

한 표상을 개념으로 간주하는 실재론적 관점은 이른바 ‘대응설(correspond theory)’을 전제한다. 여

기에도 사실 혹은 대상과 인식 사이의 절대적인 차이를 가정하고 그들 사이의 대응에서 개념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가정은 현재 설득력을 잃고 있다. 인지적 구성주

의(Glasersfeld, 1995; Maturana & Varela, 1987)는 그런 대응관계가 상정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설사 있다고 하더라고 그것을 입증할 방법이 없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다. 현대의 과학철학에서

는 이 한계가 객관적 지식의 근거로 삼아 왔던 관찰의 경우에도 예외가 될 수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Hanson, 1958). 로티(Rorty, 1979)에 의하면 개념에 의해서 사실이 포착되는 것이지, 우리의

인식이 사실을 표상하는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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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연이 내포에 의해 결정된다는 점에서 내포, 즉 용어의 의미가 중요하다고

는 해도, 개념이 사용되는 실제 상황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외연, 즉 그 개념

의 경계 범위이다. 특히 고도의 추론이나 정밀한 논의가 전개되는 학문적 상황

에서는 개념의 경계 범위가 매우 분명하고 정교해야 한다. 사실 학문에서는 개

념의 불분명성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줄기차게 전개해왔다. 이러한 과정 자체

가 학문적 개념이 정립되어온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를 통해 학문적

개념은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어떤 개념보다 분명하고 정교한 의미를 가지게

되었다. 사실, 앞에서 살펴본 학문적 개념의 조건 1, 즉 ‘학문적 개념의 범주와

상식적 범주는 구분되어야 한다’는 것은 이러한 개념의 사용 맥락에서 나타나

는 외연적 경계의 문제와 관련하여 그 의미가 보다 분명해진다.

이를테면 일반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물’이라는 말이 학문적 개념

에 비해 분명한 의미를 지니고 있지 않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예를 들어 하늘

에서 비로 내린 액체, 땅의 샘으로부터 솟아오른 액체, 강이나 길가의 도랑에

흐르는 액체, 바다나 대양을 메우고 있는 액체에 대해서 물이라는 용어가 사용

된다. 그러나 과일로부터 짜낸 액체나 다른 음료, 우리의 피부 구명으로 배출

되는 액체에 대해서는 그런 용어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구

분은 물리화학적으로 볼 때 거의 무용한 것이다. 전자는 물리화학적으로 볼 때

구분되어야 할 대상에 같은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그 차이를 간과하고 있고, 후

자는 본질적으로 차이가 없는 대상에 상이한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불필요한

혼동을 초래한다.

네이겔(Nagal, 1961)에 따르면 상식적 지식을 구성하고 전달하는 언어는 다

음과 같은 두 종류의 중요한 비결정성을 가진다.

우선 일상 언어는 다음과 같은 의미로 매우 모호할 수 있다. 일상 언어에 있

어 한 용어로 규정하는 대상들의 집합이 그렇게 규정할 수 없는 대상들의 집합

과 엄밀하고도 분명하게 구분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그와 같은 용어

를 포함한 언명이 지니리라 여겨지는 타당성의 범위 역시 명확한 경계를 갖고

있지 않다. 둘째 일상 언어상의 용어들은 다음과 같은 의미로 문제삼을만한 정

도의 세밀함을 지니고 있지 못하다. 일상 언어상의 용어들의 보여주는 넓은 폭

의 차이는 그 용어들이 지시하는 대상들 사이의 좀 더 세밀하면서도 중요한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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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포착하기에 역부족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그와 같은 용어들을 포함하는 언

명으로써는 사건들 사이의 의존 관계를 정확히 결정적 방식으로 표현해 낼 수

없다(Nagal, 1961: 30).

네이겔에 따르면, 일상적 언어의 이러한 측면들 때문에 흔히 상식적 믿음을

실험적으로 통제하는 일은 어려울 수밖에 없다. 그와 같은 믿음들에 대한 입증

증거와 반증 증거 사이의 구별이 쉽게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물은 충분히 차가워지면 단단해진다’와 같은 일반적인 믿음은 유의미한 검증

이 가능하지 않다. 이에 대해 학문적 개념은 일상 언어의 불분명성을 다시 재

구성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한다. 예컨대 물리화학에서는 ‘물은 충분히 차가워지

면 단단해진다’라는 식의 느슨한 일반화에 만족하지 않는다. 이 분야에서는 다

양한 종류의 물과 낮아지는 온도의 양들을 서로 명확히 구별함으로써 그러한

진술이 경험적으로 좀 더 분명하게, 그리고 비판적으로 검증될 수 있도록 한

다.

일반적 상식들은 흔히 특정한 경험적 테스트에 놓일 수 없는데, 그것은 일

상적 개념과 관련하여 엄정하게 분석되지 않은 사실들의 불명확한 집합과 모

호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반면에 과학적 언명들은 관찰 자료와 일치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좀 더 세밀히 규정되며 따라서 그만큼 반증될 위험성은

한층 커지게 마련이다. 이처럼 과학적 언어가 지닌 뛰어난 결정력을 고려한다

면 그토록 많은 상식적 신념들이 왜 과학 이론들은 거의 지니지 못한 안정성

을 지니고 흔히 수세기에 걸쳐 아무 문제없이 유지될 수 있었는가 하는 이유

를 알 수 있다. 이에 반해 꼼꼼한 실험 관찰의 결과에 반복적으로 노출되어도

흔들리지 않을 이론을 구성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이처럼 과학적 언명은 상대적으로 부정확하게 기술된 상식적 믿음에서보다

훨씬 더 잘못으로 밝혀질 위험이 높긴 하나 중요한 이점이 있다. 상식에서는

가능하기 어려운 포괄적이면서도 분명한 설명체계로 발전되어 나갈 가능성을

지니게 되는 것이다. 만일 그와 같은 체계가 실험자료에 의해 적절히 입증만

된다면 과학적으로는 동일시 될 수 있으나 서로 다른 여러 종류의 매우 다양

한 사실들 사이에 흔히 생각지도 않은 의존관계를 드러내 주게 된다. 결국 학

문체계에 속하는 언명에 대한 입증 사례는 상식적 체계의 언명에서보다 흔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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훨씬 더 빠르고 광범위하게 수집할 수 있다.

네이겔의 설명대로 학문적 언명이 일상적 언명에 비해 이점을 가지려면 그

불분명성을 감소시킬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불분명성은 좀 더 전문적으로 볼

때 ‘애매성(ambiguity)’과 ‘모호성(vagueness)’으로 나눌 수 있다. 애매성이란

개념의 의미가 분명하지 않아 두 가지 이상의 다른 방식으로 사용되는 것을

뜻하며, 모호성이란 어떠한 개념이 지시하는 대상의 범위가 불분명한 것을 뜻

한다. 학문적 개념이 유의미하게 사용하려면 우선적으로 지켜야 할 조건의 하

나는 이러한 ‘애매성’과 ‘모호성’을 피하는 것이다.

다만 여기서 분명히 해야 할 것은 이때의 ‘애매성’과 ‘모호성’이 개념체계적

으로 이해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따르고 있는 개념관에 의하면 언

어는 어떤 고정적 의미를 가지지 않으며 그것의 사용 맥락에 따라 다양한 용

법이 가능하다. 또한 개념은 어떤 절대적인 의미 준거를 가지지 않으며, 그것

이 속한 전체로서의 개념체계에 의해 의미가 한정될 뿐이다. 이러한 개념관에

따르면 개념의 애매성과 모호성은 언제나 다소간 상존하는 것이다.

그러나 앞에서 살펴본 네이겔의 설명처럼 일상 언어적 불분명성, 즉 애매성

과 모호성은 분명 유의미한 학문적 담론을 방해한다. 학문적 개념은 그러한 일

상적 개념을 지양하고 초월함으로써 정립된 것이며, 그것을 통해 비로소 고급

하고 깊이 있는 학문적 담론이 가능해진다. 학문적 개념은 일상적 개념에 비해

상대적인 엄밀성과 명료성을 가지는 것이다. 이때 학문적 개념이 일상적 개념

에 비해 상대적인 명료성을 가질 수 있는 것은 그 개념체계에 의해서이다. 학

문 특유의 엄밀한 개념체계와 그것을 표상하는 정교한 어휘 맥락의 형성을 통

해 일상적 개념이 가지는 애매성과 모호성을 감소시킴으로써 학문적 개념으로

유효하게 사용될 수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학문적 개념은 이론적 개념체계

에 의해 외연이 한정될 수 있다.

이하에서는 ‘학문적 개념은 이론적 개념체계에 의해 외연이 한정될 수 있

다’는 조건을 본 연구의 분석에 보다 유용하게 적용하기 위해 학문적 개념의

모호성과 애매성의 분석틀을 제시할 것이다. 그 전에 다시 한번 본 연구에서

상정하고 있는 모호성과 애매성의 의미를 정리하면 이들은 전체 개념체계를

통해 파악되는 해당 개념의 의미가 불분명한 경우를 지칭하는 것으로 단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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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진술이나 주장에서 나타나는 의미의 애매성이나 모호성은 문제가 되지 않

는다. 이러한 불분명성은 그 개념의 전체 맥락이나 개념체계를 이해했을 경우

해소될 수 있기 때문이다.

개념의 모호성에 대한 분석틀은 경계의 무한정성(boundary indefiniteness)

과 구성대상의 무한정성(membership indefiniteness)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l 경계의 무한정성(boundary indefiniteness)

경계의 무한정성이란 개념이 적용되는 대상의 범위를 분명하게 규정하지

못하는 것을 의미한다. 구체적인 적용 대상으로서의 각 구성 개체의 규정에 앞

서 그들이 속하는 전체적인 류의 범위를 제대로 밝히지 못할 때 나타나는 문

제를 말한다. 가령 ‘엘리트’라는 개념을 예로 들면 그 개념을 규정하는 기본 속

성에 의하여 그 개념의 외연, 즉 적용 대상으로서 어떤 특정 집단을 엘리트 집

단인가 또는 아닌가조차도 구별해내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개념 규정은

곧 그 개념의 경계 규정에 무한정성의 문제를 갖는다.

l 구성대상의 무한정성(membership indefiniteness)

구성대상의 무한정성 문제는 규정된 개념에 의하여 그 적용 대상의 범위,

즉 류의 범주는 어느 정도 분명하게 규정되었다고 하여도 그 범주 내의 구체

적 개체 각각을 분명히 선별해 규정하지 못할 때 나타나는 문제를 말한다. 역

시 ‘엘리트’라는 개념을 예로 들면 이 개념을 규정하고 있는 속성들에 의해서

어떤 집단을 엘리트 집단이라고 규정은 할 수 있어도 그 집단 내에서 어떤 위

치와 역할을 하는 구성원이 엘리트에 속하고 어떤 구성원이 엘리트에 속하지

않는다는 것을 각기 명백하게 선별해 내지 못하는 상태를 가리키는 것이다.

개념의 애매성에 대한 분석틀 역시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동음이

의어(homonyms)현상’과 ‘이음동의어(synonyms)현상’이 그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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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동음이의어(homonyms)

동음이의어는 어떤 하나의 낱말이 몇 가지의 다른 의미(one word-many

meanings)를 갖는 것을 가리킨다. 이의어는 어떤 생각이나 개념 등을 규정하

고 또 그런 것을 전달하기 위한 수단으로 불가피하게 사용될 수밖에 없다. 사

람들이 가지고 있는 언어나 용어는 항상 제한되어 있지만 복잡한 현상이나 현

실세계를 충분히 기술하기에는 너무나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의

어를 사용하게 되는 경우 그 용어가 뜻하는 옳은 의미가 어떤 것인가를 파악

하는 데 적지 않은 문제를 갖게 된다. 여러 갈래의 의미를 갖는 이의어를 도입

해서 어떤 개념을 규정하거나 또는 개념을 전달하려고 할 때 그러한 이의어들

이 한정적으로 대표하는 의미가 어느 것인지 분명히 하지 않고, 특히 한정된

의미가 일관성있게 적용되지 않은 등 의미의 혼란 또는 애매성을 피할 수 없

게 만드는 것이다.

사회 과학 분야에서는 이의어의 사용으로 인해 여러 형태의 의미의 혼란

내지 애매성이 나타난다. 이때 애매성은 이의어를 사용하는 사용자의 수를 기

준으로 할 때 두 가지 유형을 제시해 볼 수 있다. 개인적 애매성(individual

ambiguity)과 집단적 애매성(collective ambiguity) 등이 그것이다. 개인적 애매

성은 이의어를 사용하는 사용자 자신이 그 용어가 전제하고 있는 개념적 내용

혹은 의미에 대해 혼란을 느끼고 있거나 애매하게 알고 있어 어떤 분명한 뜻

으로 일관성 있게 사용하고 있지 못한 상태를 가리킨다. 집단적 애매성은 개인

적 애매성, 다시 말해서 각 사용자가 중요한 개념 또는 용어에 대해 각기 나름

대로의 다른 의미를 부여하는 상태가 보편화됨으로써 그들이 속하는 전문분야

에서 그러한 중요개념 또는 용어에 대한 의미의 혼란 또는 애매성을 초래하는

것을 말한다. 이와 같은 집단적 애매성은 이의어의 사용에서 뿐만 아니라 다음

에 소개하는 이음동의어의 무분별한 사용에서도 적지 않게 초래된다. 이의어의

잘못된 사용으로 인한 개인 및 집단적 애매성은 개념 형성은 말할 것도 없고

해당 분야의 학문적 발전에도 매우 치명적인 해악을 주는 것이다.

l 이음동의어(synonyms)

애매성을 분석하는 또 하나의 방법은 이음동의어를 조사하는 것이다. 이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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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어, 즉 동의어는 각기 다른 낱말들이 동일한 의미(many words-one

meaning)를 갖는 것을 가리킨다. 일상의 언어나 사회과학분야에서 다양한 수

사학적 표현을 구사하거나 또는 용어에 대한 정의를 수립하는 데 적지 않은

동의어들이 사용되고 있다. 동의어라는 것은 사용되는 용어들 간에 서로 의미

의 대체 가능성을 전제하는 것이다.

일종의 동의어 반복이라 할 수 있는 정의를 비롯하여 동의어 사용은 불가

피할 경우가 있다. 그러나 동의어를 잘못 사용하는 경우에는 앞에서의 이의어

사용보다도 더욱 심각한 개념적 혼란을 초래할 수도 있다. 동의어를 사용하려

고 한다면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우선 어떤 동일한 의미를 전제로 무리하게

다른 기존의 용어를 도입해서는 안 된다. 극단적으로 임의로 의미의 동일성을

규정하고 다른 용어를 도입해서 사용하는 경우도 나타난다. 이와 같은 경우에

는 다분히 수사적인 언어적 낭비(terminological waste)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관계 개념의 규정과 전달에서 심한 개념적 혼란 및 애매성을 초래한다. 사용자

에 따른 임의적인 수사적 동의어의 사용은 반드시 배제되어야 한다. 다만 어떤

추상적 용어에 대해 구체적인 경험적 근거를 제시하는 원어이든가 아니면 어

떤 적절한 ‘해석적 지원(interpretative support)’을 제공할 수 있을 경우에는 예

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도입되는 동의어가 속하는 그 본래의

‘어의적 장(semantic field)’이나 또는 현재의 ‘이론적 장(theoretical field)’에 어

떤 혼란을 주어서는 안 된다. 즉, 필요 없는 언어의 유희나 언어적 낭비를 가

져오는 동의어의 사용도 배제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이를 일명 ‘반소비적 규칙

(antiwaste rule)’이라고도 한다.

마지막으로 개념의 애매성과 모호성의 분석과 관련하여 주의해야 할 것이

있다. 학문적 영역에서는 새로운 개념의 형성이나 기존 개념의 변화가 수시로

나타날 수 있다. 이러한 경우는 본 연구에서 분석하고자 하는 애매성과 모호성

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여기에서 나타나는 개념의 애매성이나 모호성은

문제 사태가 아니라 오히려 권장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원격

교육논의의 분석에서 이러한 경우를 오해하여 문제개념의 분석에 포함하지 않

도록 특별히 유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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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념의 맥락(context) 차원에서 본 학문적 개념의 조건

학문적 개념에 대한 네 번째 조건은 맥락의 차원에서 설명될 수 있다.

조건 4. 서로 다른 학문 간의 맥락적 차이를 존중해야 한다.

개념의 ‘맥락’은 최근 ‘화용론(pragmatics)’의 부상과 관련하여 언어학계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는 주제이다. 비교적 새롭게 주목받고 있는 대상으로서

아직 맥락에 대한 어떤 정련된 이론이나 관점이 제시되고 있지 못하다. 다만,

이와 관련하여 프레게나 비트겐슈타인의 논의를 잠깐이라도 언급하는 것은 필

요하다. 앞에서도 설명하였듯이 프레게는 ‘의미(sence)’와 ‘지시체(referent)’를

구분하였다(Munitz, 1996). 이때 지시체와 구분되는 것으로서의 의미는 ‘맥락’

에 의해 형성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프레게보다 발전된 생각은 비트겐슈타

인의 ‘용도 이론’에서 나타난다. 비트겐슈타인(Wittgenstein, 1953)은 언어의 의

미가 그 사용에 있음을 주장하며 ‘언어 놀이(language game)’라는 개념을 제안

한다. 여러 상이한 언어 놀이가 있고 그러한 언어 놀이에서 적용되는 용법 혹

은 조건이 바로 언어의 의미라고 보는 것이다. 다양한 언어 놀이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의미는 그 놀이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어떤 공통적인 하나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며, 다만 그들 간에는 ‘가족유사성(family resemblance)’이 있을

뿐이다. 비트겐슈타인이 제안한 ‘언어 놀이’의 개념을 맥락의 한 전형으로 볼

수 있다. 이 경우에는 프레게보다 언어의 의미가 맥락에 의해 결정되는 기제를

좀 더 분명하게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이때의 맥락이란 무엇인가? 왈튼(Walton, 1974)은 맥락에 대해 다

음과 같이 설명한다.

우리가 말하는 지적인 맥락이란 역사적으로 주어진 제반 현실들로서 예를

들어 과학적 현실, 윤리적 현실, 심미적 현실, 종교적 현실, 경제적 현실, 기술적

현실을 들 수 있다. … 분명한 것은 모든 맥락의 고정된 경계를 열거하고 확정

하기는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맥락적 체제가 존재한다는 사실과 추상성

수준이 다른 많은 맥락들이 상당히 분명하게 구분되어 있다는 것은 확실하다.

이런 맥락들은 인간의 경험으로부터 출현했고 그 인간의 경험이 그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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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한 개념과 명제의 형성에 힘입어 여러 가지 형태의 비연속적인 현실로 지

각되도록 조직되었다. 이를테면, 학문계에는 그 추상성 수준이 다른 많은 연구

영역이 있으며 이들은 맥락들의 사례에 속한다. 예컨대 천문학, 지리학, 행정학,

문학, 경제학, 심리학, 철학, 수학 등을 들 수 있다(Walton, 1974: 2-3).

왈튼에 따르면 “맥락이란 역사적으로 주어진 제반 현실들로서” “그들에 대

한 고유한 개념과 명제의 형성에 힘입어 여러 가지 형태의 비연속적인 현실로

지각되도록 조직되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 중에서 그는 특히 학문적 맥락

과 관련하여 다음의 세 가지 일반적인 특징이 있음을 설명한다.

첫째, 한 학문의 맥락은 어느 정도의 자율성을 향유한다. 둘째, 어느 맥락이

건 완전하게 자율적일 수는 없다. 적어도 은유에 의하여 그 비연속성이 연속화

될 수 있다. 셋째, 맥락의 추상성이 높으면 높을 수록 그것이 그보다 낮은 정도

의 추상성을 가진 맥락들을 침해하는 경향이 증대된다. 그러나 같거나 그보다

더 높은 추상성을 가진 맥락은 침해할 수 없다(Walton, 1974: 3).

이 중 본 연구에서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세 번째 특징이다. 왈튼은 이 세

번째 특징에 대해 경제학과 국제관계연구의 사례를 든다. 이를테면, 경제학이

국제관계이해를 침해하려는 시도를 할 수 있지만 그 반대가 일어날 가능성은

없다. 즉 우리가 경제적인 용어로 국제관계를 이해하려고 할 수는 있지만 그

반대의 시도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것이다. 왈튼에 따르면 세 번

째 특징은 일종의 환원의 사례로서 학문은 그 지적인 체제의 타당도를 될 수

있는 한 넓은 범위의 현상에까지 포괄하려고 하는 것과 관련하여 나타난다. 이

의 극단적인 사례로서 이른바 ‘과학주의’를 들 수 있는데, 과학의 방법적 혹은

기술적인 측면을 절대화하려는 노력은 통상 과학의 맥락으로 환원할 수 없는

미학이나 신학의 영역까지 침범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맥락은 흔히 조합된다. 이런 경우 세 번째 특징과 관련

하여 그 각각의 맥락이 상대적인 우열을 갖게 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해양

생물학에서는 생물학이, 도시경제학에서는 경제학이, 농업통계학에서는 통계학

이 더욱 우세하게 떠오른다. 물론 추상성의 정도가 비슷하여 그 우열을 판가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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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힘든 경우도 있다. 이를테면, 생화학의 경우에는 그 추상성의 정도에서

그리고 각각의 현상을 설명하는 이론적인 성공도에 있어서 조화를 이룬 셈이

지만 이 양쪽 부면에서 화학이 생물학보다 약간 우세한 편이다.

왈튼에 따르면 맥락의 조합 가운데 가장 지적으로 성공을 거두지 못한 경

우는 고려되는 현상이 그에 대응하는 이론적 맥락을 가지고 있지 못한 경우이

다. 이러한 경우 한 맥락 안에서 적절하게 형성된 개념들이 절대화되어 다른

맥락 속에 임의적으로 도입되게 되면 그들은 원래의 맥락에 있는 것보다 덜

유용할 뿐만 아니라 그 임의성 때문에 두 번째 맥락을 혼동시킨다. 왈튼은 이

에 대한 예로서 교육에 만연된 병리학적 강조를 든다. 이것은 의학의 용어로

나타나는데 예컨대, 진단적 검사, 교사 인턴, 학습무능의 조기진단, 독서 크리

닉 등을 들 수 있다. 일부 교육학도들은 교육의 병리학이 교육을 연구하는 오

직 하나의 이유는 아닐지라도 가장 주된 이유인 것처럼 행세한다. 그러나 왈튼

에 따르면 이러한 개념들은 교육에 대한 지적인 관심을 인간주의적인 관심으

로 대치시키는 것이다. 교사와 학자는 치료자가 아니며 그들은 교육에서 주역

을 맡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럼에도 교육연구는 이러한 병리학적 관심에 지배

됨으로써 오랫동안 고통을 받아왔다.

학문에서 외래적인 개념의 사용은 언제나 있을 수 있는 일이다. 각 분과학

문의 개념들은 실제의 다양한 측면을 그 고유의 맥락적 의미를 통해 유용하게

설명한다. 이러한 설명들은 다소간 다른 학문의 맥락에서도 유의미하게 사용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그 개념들의 의미와 가치는 본래의 맥락에서 나

오는 것으로 하나의 개념의 도입이 그것이 속한 전체 맥락을 끌어 들이는 결

과가 될 수도 있다. 아니라면 개념의 전이에 따른 의미의 수정은 불가피하다.

그런 개념이 원래의 의미를 보존하리라는 생각 하에 도입된 것이라면 그것은

이 분야의 맥락이 아예 없음을 가정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어느 경우든 왈튼의

말처럼 전이된 개념은 본래의 맥락에서 보다 덜 유용하며 극단적인 경우 개념

을 도입한 두 번째 맥락을 혼동시킨다. 외래 맥락의 개념을 도입하는 경우나

맥락과 맥락 간의 조합은 언제나 세력 간의 문제가 되기 때문이다.

여기서 분명한 사실은 상이한 경계를 갖는 서로 분절된 현상들은 그들을

이해하기 위한 고유한 개념과 범주를 요구한다는 것이며, 이들의 의미는 그 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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락에 의해 결정된다는 점이다. 현존하는 각 분과학문들은 그 고유의 개념체계

를 정립함으로써 해당 대상세계의 자율성을 드러내 줄 각각의 자율적인 맥락

을 형성시켜 왔다. 그들은 서로 환원이 불가능한 배타성을 전제로 하므로 근본

적으로 각 개념체계들 간의 맥락적 차이는 존중되어야 한다. 이러한 차이가 간

과된 채 임의로 외래의 개념이 차용되는 경우, 특히, 아직 고유의 자율적인 맥

락을 정립하지 못한 영역이라면 그 분야를 외래의 맥락으로 환원시킴으로써

해당 영역 전체가 맥락의 혼동 상태에 빠질 수도 있다. 학문적 개념은 이러한

맥락 간 차이를 전제하며 사용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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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문제개념의 유형에 근거한

교육 개념의 분석

이 장은 “교육”의 문제개념에 대한 사례분석의 결과를 기술한 것이다. 앞에

서 제시한 연구방법과 분석틀에 따라 먼저 세 가지 문제개념 유형이 원격교육

논의에서 실제 광범위하게 통용되는지를 예비적으로 확인하고, 그것을 보여줄

수 있는 사례들을 선정한 후, 각 사례에 나타난 “교육” 개념을 본격적으로 분

석하였다. 분석결과는 제도유형, 기능유형, 환원유형으로 구분하여, 각 유형별

로 “원격교육” 개념에 대한 용례 분석, “교육” 개념의 체계분석, 학문적 개념의

조건 분석의 순으로 기술하였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통해 각 문제유형의 의미

와 그것에 내포된 개념적 문제가 드러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1. 제도유형의 교육 개념분석

제도유형의 “교육” 개념을 대표하는 학자로는 키건(Desmond Keegan)8)을

들 수 있다. 키건은 영국의 원격교육학자로 무엇보다 “원격교육”에 대한 그의

정의로 잘 알려져 있다. 키건의 정의는 “원격교육”에 대해 가장 널리 인용되는

정의로(Moore, 2005), 실제 대부분의 “원격교육” 관련 저서에서도 “원격교육”

8) 키건은 영국의 원격교육학자로 1979년 호주의 학술지인 『Distance Education』을 창간하였으며

이후 호주와 유럽 대학에서 원격교육학위와 그 프로그램을 신설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키건은

남부 호주 대학의(University of South Australia)의 원격교육 석사 학위, 퀴벡의 원격대학

(Téléuniversité of Quebec), 이탈리아의 코센차 대학(University of Cosenza), 호주의 아미데일 대

학(University of Armidale), 영국의 서레이 대학(University of Surrey)에서 원격교육코스를 개발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1984년 이후 이탈리아의 원격대학협회의 회장을 맡고 있으며, 유럽 대

학들에서 시행된 ‘직업 훈련을 위한 가상 교실(University College Dublin 시행)’, ‘TRIA

(Fernuniversität 시행)’, ‘레오나르도 프로젝트(Fernuniversität and University of Rome III 시행)’

등 다수의 유럽연합 원격교육프로젝트를 주도하였다. 현재 루틀리지사(Routledge)의 원격교육연구

시리즈(Studies in Distance Education series)의 편집자이자 교육 분야 고문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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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대표적인 정의로 소개되고 있다. 그가 자신의 정의를 ‘포괄적 정의

(comprehensive definition)’라고 부르는 데에서 드러나듯이, 키건의 정의는 이

분야에 대한 기존의 정의들을 집대성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의 정의는 “원

격교육”을 경계 짓고 그 특성을 규정하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고 평가받고 있

으며, 이후 제안된 모든 “원격교육” 정의들은, 그의 개념을 계승하는 것이든

비판하는 것이든 키건의 개념을 모태로 하고 있다. 키건이 사용한 “원격교육”

의 개념, 특히 그의 정의에는 제도유형으로서의 “교육”의 개념이 전제되어 있

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러한 상황은 제도유형이 원격교육논의에서 얼마나 광범

위하게 통용되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제도유형

은 원격교육논의의 초기부터 가장 보편적으로 수용되어 온 “교육”의 개념으로

원격교육논의의 경계를 규정하고 문제 영역을 구성하는 기본 틀의 역할을 하

고 있다. 이하에서는 먼저 키건의 “원격교육”에 대한 개념의 용례를 분석하고,

그것을 토대로 거기에 전제된 “교육” 개념과 그 문제를 분석할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키건의 “원격교육”에 전제된 “교육” 개념이 제도유형이며, 그것이

왜 문제개념인지가 드러날 것이다.

1) 키건의 “원격교육” 개념의 용례 분석

(1) 키건의 “원격교육” 개념의 학문적 배경

호주의 학술지인 『원격교육』이 1980년도 처음 발간되었을 때 키건(1980a)

은 일반적으로 수용되는 “원격교육”에 대한 네 개의 정의에 대한 분석 내용을

발표했다. 그가 분석한 네 개의 정의는 당시까지 원격교육논의에서 대표적인

이론가로 알려진 홈벨(Holmberg), 페터스(Peters), 무어(Moore)의 정의와 국가

차원에서 “원격교육”을 규정한 프랑스의 1971년 6월 법안이었다. 그는 이러한

연구를 통해 “원격교육”의 포괄적인 정의를 위한 여섯 개의 요소를 제안한다.

이를 시작으로 키건은 1986년 『원격교육의 기초(Keegan, 1996)』를 발간하기

까지 연구(Keegan, 1980a, 1980b, 1986)를 계속하였으며, 그 이후에는 이 저서

에 대해 지속적으로 개정판을 발표하였다. 『원격교육의 기초』는 “원격교육”

의 정의에 대한 키건의 연구를 결산하는 저서로서, 현재 두 번의 개정을 거쳐

1996년에 3판까지 발간된 상태이다. 키건의 “원격교육” 개념의 용례는 이를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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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가장 잘 살펴볼 수 있다.

이 책에서 키건은 “원격교육”의 정의를 제시하는 외에 그러한 연구를 시작

하게 된 이유, 목적, 연구방법과 절차 등을 상세하게 밝히고 있다. 이를 통해

키건이 정립한 “원격교육” 개념의 학문적 배경을 이해할 수 있다. 먼저, 키건

은 정의 연구를 시작하게 된 이유에 대한 설명을 다음과 같은 무어의 글을 인

용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우리가 교육 연구를 살펴볼 때, 예를 들어 교수라는 단어는 교실 안에서 그

리고 학교에 있는 동안 일어나는 활동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수많은 성인 학습자가 비그룹 형태로 교수를 받는다는 것은 명백하다. 결국, 그

러한 교육 이론은 이러한 학습과 교수를 위한 입지를 제공하지 못하므로 불완

전하고 불충분하다고 결론을 맺는다(Moore, 1971/Keegan, 1996: 23 재인용).

이것은 원격교육논의가 출현하게 된 배경으로 기존의 학교 중심 교육 개념

에 대한 원격교육논자들의 비판적인 시각을 보여준다. 키건이 이러한 인용을

제시한 것은 “원격교육” 개념에 대한 정의가 필요한 근본 이유도 여기에서 비

롯되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는 기존의 학교태에서 벗어난 교육 형태의

출현으로 이러한 영역에 대한 개념적 혼란이 발생하였다고 보고 있다. 기존의

학교태에 대해서는 교육이라는 단일한 용어가 존재하였지만, 이를 벗어나게 되

자 다양한 용어들이 등장하고, 그로 인해 이 분야의 경계가 불분명해졌다는 것

이다. 다음의 글은 이러한 관점을 보여준다.

우리가 이 책에서 보고된 연구를 시작했을 때 원격교육은 용어에 대한 혼란

과 논의되어야 할 영역과 배제되어야 할 영역을 구분하는 엄밀성의 부족으로

특징지어졌다. 이것은 독자들에 대한 무례와 이 분야 연구의 취약함을 야기하였

다. 그러한 혼란은 이러한 교육의 분야를 지칭하는 영어 표현의 목록에서 가장

잘 보여질 수 있다: ‘home study’, ‘external study’, ‘independent study’,

‘teaching at a distance’, ‘off-campus study’, ‘open learning’ - 물론 여기에는

더 많은 용어들이 있다. 이것은 원격교육과, 철학이든 절차이든 어떤 유사성을

가지지만, 동일시 될 수 없는 영역 간의 경계에 대한 비일관성과 관련되어 있

다. 저자들은 ‘원격교육’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때 그들이 무엇에 대해 쓰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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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예컨대 학교 안에서의 컴퓨터 사용에 대한 것인지, 교육방송인지, 지방 개발

프로젝트인지 기술 기반 훈련인지를 분명하게 하고 있지 않다(Keegan, 1996:

23-24).

이 분야에서 용어를 명확히 해야 할 필요성은 긴급하다. 교육을 논의하는 상

황에서 그 대상의 영역에 대한 동의가 없다면 교육적 노력의 이론적 기반을 형

식화하는 데 있어서나 좋은 실천을 위한 지침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나 어떤 진

보도 없다. … 여기에서 개발된 정의는 원격교육연구에서 포함되어야 하는 교육

의 형태를 규정하기 위해, 그리고 비록 비슷할지라도 배제해야 할 형태를 확인

하기 위한 도구로서 사용될 수 있다(Keegan, 1996: 33).

키건에 따르면 “원격교육”에 대한 연구와 실천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그 경

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 경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원

격교육” 개념이 정의되어야 한다고 본 것이다. 따라서 그의 정의의 목적도 “원

격교육연구에서 포함되어야 하는 교육의 형태를 규정하기 위해, 그리고 비록

비슷할지라도 배제되어야 할 형태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실제 그의 정의에

서는 이러한 특성을 잘 발견할 수 있다. 키건의 정의는 그의 “원격교육” 개념

을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것으로서 다음 절에서 분석할 것이다.

(2) 키건의 “원격교육” 개념의 전형적 사례

키건이 정립한 “원격교육” 개념의 핵심 의미를 분석할 수 있는 전형적 사

례는 그 용어가 포함하는 대상을 보여주는 경우, “원격교육”에 대한 정의, 그

리고 “원격교육”의 분류 세 가지를 들 수 있다.

① “원격교육” 개념의 포함 대상

키건의 “원격교육” 개념이 지칭하는 대상을 나타내는 전형적 용례를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이 책은 이러한 교육의 분야에 대한 포괄적인 용어로 ‘원격교육’을 채택할

것을 제안한다. 그것은 다음과 같이 기술될 수 있다. : 원격교육은 통신 단과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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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들, 개방 대학들, 관례적 단과 대학이나 종합 대학들의 원격 부서들, 기업의

원격훈련(training) 분과들에서 사용된 교수/학습의 범위를 포함하는 포괄적 용

어이다. 이것은 전 세계적으로 학교, 단과 대학, 종합 대학들에 출석하는 것을

선택하지 않았지만 그들의 집, 때로는 직장에서 공부하는 사람들의 교육을 위한

용어이다(Keegan, 1996: 34).

이 글을 통해 키건이 “원격교육”이라는 용어로 지칭하고자 하는 대상, 즉

키건이 정의하고자 하는 “원격교육”의 외연이 무엇인지 알 수 있다. “통신 단

과대학들, 개방 대학들, 관례적 단과 대학이나 종합 대학들의 원격 부서들, 기

업의 원격훈련 분과들에서 사용된 교수/학습” 등이 그것이다.

② “원격교육” 개념의 정의

키건의 “원격교육”의 정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이러한 고려를 통해 다음의 원격교육에 대한 정의가 제안되었다. 원격교육은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갖는 교육의 형태이다.

* 학습과정 내내 교사와 학습자의 반영구적 분리(이것은 관례적 면대면 교

육과 구분시킨다)

* 학습 교재의 계획과 준비, 학생 지원 서비스의 제공 양자에서 교육적 조직

의 영향(이것은 사적인 공부(study)와 독자적 교수 프로그램과 구분해준다)

* 교사와 학습자를 연결하고 코스의 내용을 전달하기 위한 기술적 미디어-

인쇄물, 오디오, 비디오, 컴퓨터-의 사용

* 학생들이 대화를 시작하거나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쌍방향 의사소

통의 제공(이것은 교육에서 여타 기술의 사용과 구별해준다)

* 사람들의 개별 학습과 전 학습과정 동안 집단의 반영구적 부재. 교육적 목

적과 사회적 목적을 위해 경우에 따라서는 전자적 수단을 이용하든 면대면을

통해서든 만남의 가능성은 있다(Keegan, 1996: 50).

이러한 정의는 크게 두 가지 특성을 갖는 것으로 정리될 수 있다. 첫째는

“관례적 교육”과 구분하여 교사와 학습자의 반영구적 분리, 집단의 반영구적

부재, 매체의 사용이고 둘째는, 사적인 공부와 독자적 교수 프로그램과 구분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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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교육 조직의 영향”이다. 이것은 “원격교육”의 경계가 무엇을 기준으로 설

정되었는가를 보여주는 동시에 키건이 무엇을 “교육”으로 보고 있는지 알려

준다. 여기에는 “교육 조직의 영향” 하에 있는 것이 “교육”이며, 그것은 “관례

적 교육”과 “원격교육”으로 구분된다는 생각이 전제되어 있다.

또한 이러한 정의에서는 키건이 생각하는 “원격교육”의 부분, 혹은 구성 요

소를 알 수 있다. 위 정의에 등장하는 교사, 학생, 매체, 기술, 교재, 학생지원

서비스, 코스 등이 그에 해당한다. 키건은 이러한 항목을 “원격교육”의 주요

부분 혹은 구성요소라고 보고 있기에 “원격교육”의 경계를 규정하는 결정적

특성을 다섯 가지로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③ “원격교육”의 분류

키건의 “원격교육”의 개념의 전형적 사례를 보여주는 또 다른 사례로 “원

격교육”에 대한 분류를 들 수 있다. 키건은 “원격교육” 기관을 5가지 집단으로

분류한 모델을 제시한다. 이 모델에 제시된 5가지 집단이 “원격교육”의 하위

종류들로서 다음의 그림(Keegan, 1996: 64)은 키건의 분류를 압축적으로 보여

준다.

집단 1

공공, 사설 통

신 학교 및

전문 단과대

학

집단 2

원격 대학 또

는 개방 대학

집단 3

미국, 캐나다

등의 대학 확

장 학부의 독

립학습 부서

집단 4

콘소시엄 모

델

집단 5

오스트레일리

아 통합 형태

또는 뉴잉글

랜드 모델

원격교육제도

자율적 제도 혼합 제도

[그림 5] 키건의 “원격교육”의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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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에 따르면 이러한 모델은 다음의 조건을 전제로 만들어진 것이다.

하나의 집단은 다른 집단으로부터 분명히 구분되도록 하여야 하며, 한 집단

은 적어도 수십 개에서 수백 개의 기관, 수천 명 이상의 학생들을 포함하는 사

례를 제시할 정도로 현실을 반영하여야 하며, 십 년 이상의 역사를 가진 원격교

육기관을 대상으로 하면서 국공립, 사립 기관, 초중등 학교에서 대학 이상 기관

을 모두 포함하여야 하고 교재 개발이나 지원 등 원격교육의 주요 기능을 가진

기관들만을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Keegan, 1996: 128-130).

이러한 내용을 통해 “원격교육” 개념의 외연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는

동시에, 키건이 “원격교육”이라는 류적 개념의 주요한 특성, 즉 종차의 근거를

‘제도의 형태’로 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자율적 제도나 혼합 제도의 분류, 각

집단들 간의 분류는 그 내부에서 어떤 목표, 어떤 소재, 어떤 방식으로 “원격

교육”이 진행되는가 하는 것과 무관하다. 키건의 분류는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제도의 형태인가, 면대면 교육과 병행하여 진행되는 제도의 형태인가, 보다 세

부적으로는 그 내부에서 전문대학인가, 종합대학인가, 미국 대학 형태인가, 오

스트레일리아 제도 형태인가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3) 키건의 “원격교육” 개념의 반대 사례

키건은 “원격교육”을 특징짓는 다섯 가지 요소를 기술한 후 거기에서 배제

되어야 할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하는데, 이것은 “원격교육” 개념의 반대 사례

로 볼 수 있다.

이 장의 목적은 원격교육의 정확한 정의를 제공하는 것이지, 원거리에서 가

능한 모든 교육에 대한 정의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다. ‘원거리에서의 교육

(education at a distance)’의 범위는 너무 넓어서 여기서 정의된 원격교육과 다

른 원천을 가진 교수와 학습 전략의 범위들을 포함한다. 과거의 혼란을 피하고

이장의 목적을 성취하려면 원격교육의 개념에서 배제되어야 할 것은 다음과 같

다.

* 캠퍼스안의 프로그램을 위한 교실, 강의실, 세미나, 개인교수, 실험실에서

의 인쇄물, 오디오 기반, 비디오 기반, 컴퓨터 기반의 학습 재료의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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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적 학습에서의 인쇄물, 오디오 기반, 비디오 기반 학습 교재와 컴퓨터

의 사용 (Keegan, 1996: 50-51).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키건은 “원격교육”의 정의를 통해 그 특

성을 밝히는 것과 동시에 배제해야할 것에 대해서도 분명히 하고자 한다. “원

격교육”에서 배제해야 할 것은 정의에서도 볼 수 있었던 것처럼 “관례적 교

육”과 “개인적 학습”이다. 그런데 여기서 “원격교육”에 대한 키건의 이중적 태

도가 드러난다. “관례적 교육”이 “원격교육”에서 배제되어야 한다는 것은 충분

히 납득할만한 데, “원거리에서의 교육” 중 “원격교육”에서 배제해야 할 것이

있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위의 용어 사용을 볼 때 매체를 사용하는 “개인

적 학습”을 “교육”으로 지칭하고 있으면서도 이것을 포함하면 “과거의 혼란”이

야기되기에 배제해야 한다는 것이다. 동일하게 “원거리에서의 교육”으로 지칭

되는 것 중 일부는 키건의 “원격교육”의 개념에 포함하고 일부는 배제하고 있

는 것이다.

이러한 키건의 입장을 살펴볼 수 있는 또 다른 용례가 있다. 키건은 무어가

1970년대 초반 “원격교육”이 “비전통적 교육(non-traditional education)의 부분

을 형성한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반론한다.

이러한 인식은 원격교육의 연약함과 함께 관례적 기관에 있는 많은 경영자

들과 교육자들의 눈에 지속적인 지위의 부족을 야기한다. 반덴브란데(Van den

Brande)는 1993년 ‘비교적 최근까지 그러한 교육(원격교육)은 종종 관례적 교육

에 대한 차선적 대안으로 간주되어왔다’라고 하였다. 이것은 1990년대 후반까지

여전한가? … 이러한 수용의 장벽을 극복하기 위한 핵심은 원격교육의 확립에

대한 확고한 근거와 좋은 실천을 위한 형식화된 지침을 마련하는 것이다

(Keegan, 1996: 26-27).

이를 통해 키건이 “비전통적 교육”에서 “원격교육”을 구분하기를 원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다. 그는 “원격교육”이 “비전통적 교육”으로 취

급될 경우, “원격교육의 연약함과 함께 지속적인 지위의 부족”을 야기하기에

“원격교육”의 개념을 이와 구분하여 정의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다. 그리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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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배제해야 할 것은 “사적인 공부”와 같은 ‘비제도적 형태’, 즉 매체를 사용하

긴 해도 제도라는 형식을 갖추지 못한 “비전통적 교육”이다.

(4) 키건의 “원격교육” 개념의 관련 사례

이상의 용례들이 키건의 “원격교육”에 대한 전형적 사례와 반대 사례를 드

러내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 다음은 관련 사례를 보여주는 용례이다. 이를 통

해 키건이 “원격교육” 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그 요소들의 성격과 관계는

무엇인지를 이해할 수 있다.

원격교수와 원격학습은 각각 우리가 기술하려고 하는 과정의 절반일 뿐이다.

‘원격교수’는 원격제도(distance institution)가 학생들을 위한 학습자료를 준비하

는 코스 개발 과정을 지칭한다. 학생들의 관점에서는 동일한 그 과정에 대해

‘원격학습’이라는 용어를 부여하는 광범위한 흐름이 있어 왔다. 원격 체제에는

원격교수는 물론 학생들의 관점이 포함되어야 하는 특별한 필연성이 있다. ‘원

격교수’는 종종 가르치지 않는다. 수개월 혹은 수년 이상 준비된 값비싼 원격교

수의 교재는 종종 학생들의 집에서 펼쳐지지도 않은 채 폐기된다. 종종 교육 과

정의 본질로 보이는 필수적인 상호주관성이 일어나지 않는다.

‘원격교육’은 이 분야의 교육에 교수와 학습이라는 두 가지 요소를 가져오기

에 적절한 용어이다. 1980년대 초 이래로 ‘원격교육’이라는 용어는 힘과 인지력

을 얻었다. 그것은 전통적이고, 구두로 진행되며, 그룹을 기반으로 하는 교육과

구분되는, 교사와 학생이 분리된 형태의 교육을 잘 지칭한다. 이것은 또한 원격

교육의 특성으로 볼 수 있는 두 가지 작동 체제, 코스 개발 하위체제, 즉 ‘원격

교수’와 학생 지원 하위체제, 즉 ‘원격학습’을 포함한다(Keegan, 1996: 37-38).

당시 이 영역을 지칭하는 용어는 “원격교육” 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위의

인용에서도 암시되지만 “원격교수”나 “원격학습”이라는 용어도 광범위하게 통

용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키건이 “원격교육”이라는 용어를 선택한 이

유는 이 양자를 포괄할 수 있는 용어라고 보았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원격교

수”와 “원격학습” 개념과 관련하여 키건의 “원격교육” 개념을 좀 더 이해할 수

있다. 이들 간의 관계에 대한 키건의 생각은 다음의 그림(Keegan, 1996: 38)으

로 정리하여 표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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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교육

원격학습원격교수 

[그림 6] 키건의 “원격교육”과 “원격교수”, “원격학습”의 관계

키건의 논의에서 “원격학습”과 “원격교수”는 “원격교육”이라는 용어의 관련

사례이며 그 관계는 “원격학습”과 “원격교수”가 “원격교육”의 구성요소이다.

그리고 여기서 “원격학습”은 “학생지원 하위체제”이며 “원격교수”는 “코스개발

하위체제”를 의미한다. 이것은 키건의 “원격교육” 개념이 ‘원격제도’를 지칭하

는 것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게 해 준다.

(5) 키건의 “원격교육” 개념의 모호한 사례

키건의 “원격교육” 개념의 모호한 사례는 두 가지로 살펴볼 수 있다. 하나

는 키건이 지칭하는 “원격교육”을 사업의 한 종류로서 “통신판매회사

(mail-order-firm)”로 볼 것인가 교육 제도로 볼 것인가에 대한 논의이고, 다

른 하나는 이른바 ‘사이버 교육’, 키건의 표현으로는 “원격 면대면 교수

(distance face to face teaching)에 기반한 사이버 체제(cyber system)”를 “원

격교육”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관례적 교육” 즉 면대면의 “전통적 교육”으로

볼 것인가에 관한 문제이다.

먼저, 첫 번째 사례부터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키건은 자신의 정의에 의해

“원격교육”으로 지칭되는 대상에 대해 “교육 제도보다는 사업의 한 종류로서

통신판매회사로 분류하는(Keegan, 1996: 112)” 사람이 있다고 하면서, 심지어

자신의 연구에서 수많은 기관들로부터 얻은 데이터는 그러한 분류를 지지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음을 밝힌다.

이 연구에서 수많은 기관들의 데이터는 그것들(원격교육기관)이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고 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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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교육적 특성보다는 산업적 특성으로서 투입 과정과 산출 과정

Ÿ 특징적 기능으로서 창고업, 인쇄, 발송

Ÿ 경영자와 사무원에 의한 운영

Ÿ 학교 교사는 물론 회계사, 은행 직원, 법률가들에 의해 행해지는 ‘교수’

Ÿ 금융적 이익의 생산에 경도된 기관(Keegan, 1996: 112)

이것은 키건이 자신의 정의에 의해 “원격교육”이라고 부르는 대상이 “교육

제도”의 특성도 지니지만 “우편발송회사”의 특성도 지니는 모호한 대상임을

키건 스스로가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이것은 매우 이해하기 어

려운 일이다. 키건이 “원격교육”을 정의하고자 한 가장 큰 이유는 “원격교육”

에 포함되어야 할 것과 배제해야 할 것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경계를 정하는 데

있었으며, 실제 그는 “비전통적 교육”을 “원격교육”의 영역에서 배제하기도 하

였다. 그런데 그렇게 규정된 “원격교육”의 개념이 정작 우편발송회사와 “교육”

을 구분 지을 경계를 가지고 있지 못함을 말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

한 경계가 있다면 그것에 의해 지칭된 개념이 우편발송회사의 특성을 공유하

고 있다는 언급은 논리적으로 불가능한 것이다. 그렇다면 그의 정의에 의해 규

정된 “원격교육”의 개념은 “원격교육”에서 “비전통적 교육”을 배제하는 기준은

가지고 있는데 반해, 통신판매회사를 “교육”에서 배제해 줄 기준이 없다는 것

이다.

두 번째 사례는, 키건이 “온라인 매체를 통해 원거리에서도 면대면의 소통”

이 가능하게 되면서 새롭게 등장한 개념으로 “원격 면대면 교수”의 정체성에

대한 연구문제를 제기하는 부분이다.

원격 면대면 교수에 기반한 사이버 체제는 이미 중요하게 현실화된, 원격교

육과 유사하지만 새로운 분야이다. 그러나 사이버 교육에 대한 이론적 분석은

아직 문헌에 의해서 다루어지지 않았다.: 그것은 원격교육의 부분 집합인가? 혹

은 별도의 분리된 교육적 시도인가? 그것의 교육적 구조는 무엇인가?, 원격교육

과 관례적 교육과 비교해 볼 때 그것의 비용 효과성과 교육적 효과성의 관계는

무엇인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원격교육과 사이버 교육의 상이한 특성을

제시하고 장점과 단점의 목록을 만드는 것이다. … 사이버 시스템이 미래에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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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교육 연구의 부분집합이 될지, 관례적 교육 연구의 부분집합이 될지 아니면

그 자신의 고유한 분야가 이루어질지 결정하는 것은 이르다(Keegan, 1996:

9-10).

여기서 키건은 사이버 교육은 원거리로 교사와 학생이 분리되어 있다는 점

에서 볼 때 “원격교육”의 특성을 가지지만, 사이버 공간에서의 면대면 접촉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관례적 교육”의 특성을 갖는다고 생각한다. 그로 인해 과

연 사이버 교육은 “원격교육”인가 “전통적 교육”인가, 양자 간에 어디로 분류

되어야 할지 등에 대한 연구 과제가 제기된다는 것이다. 이것은 원거리에 의한

교사와 학생의 분리라는 것을 주요한 특성으로 하여 전통적 교육과 구분해서

“원격교육”을 정의한 키건의 관점에서는 주요하게 제기되는 의문이다. 키건의

논리대로 라면 이러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경우 “원격교육”의 경계는 또다

시 불분명해지고 그 지위도 약화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주지하는 바와 같

이 키건에게는 모호성의 가상 사례였던 것이 이제 현실화 되었다. 원격교육논

의에서는 현재 “사이버 교육”을 넘어 “블랜디드 러닝(blended learning)”을 논

의하고 있다. 이것은 키건의 “원격교육” 개념의 유효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도록 만든다. 키건의 개념을 중심으로 본다면 새로운 매체가 나올 때

마다 그것으로 인해 “교육”의 정체성이 흔들리고 새로운 개념 정립의 과제가

필요한 것이기 때문이다.

2) 키건의 “교육” 개념의 체계 분석

키건의 “교육” 개념은 “원격교육” 개념에 전제된 것으로, 앞 절에서의 내용

을 토대로 분석할 수 있다. 이하에서는 이를 정리한 내용을 복합구조와 개념체

계로 표현하였다.

(1) 키건의 “교육” 개념의 복합구조

① ～의 한 종류

키건의 “원격교육” 개념을 분석해 볼 때 “교육”과 비교육을 나누는 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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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제도”였다. 전형적 사례인 “원격교육”의 정의에서 드러나는 “원격교육”

의 특성이나, 분류의 기준으로 작용하는 특성, “원격교육”이라는 용어가 지칭

하는 대상, 관련 사례에서 드러나는 “원격교육”의 부분 등은 거리와 관계된 요

소를 제거하면 모두 교육 대상을 지칭하고 있었다. 또한 반대 사례인 정의에서

배제되어야 할 대상으로 “사적인 공부”가 언급된 것도 동일한 맥락에서 이해

할 수 있다. 다음의 글은 이러한 키건의 생각을 더욱 분명하게 보여준다.

사람들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학습하지만, 모든 학습이 교수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것은 분명하다. 책으로부터, 텔레비전으로부터, 하늘을 보는 것으로부

터 사람들은 학습한다. 이러한 학습의 대부분은 교육 제도- 그것이 학교 안에서

이든 원격교육이든 간에- 와는 거의 관계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적 분

석은 교사와의 의사소통의 결과인 학습에 대해서만 관여한다(1966, 114).

이것은 “교사와의 의사소통”이 이루어지지 않는 “교육 제도” 밖의 학습은

교육학적 분석 대상인 교육으로 간주되지 않는다는 것으로, 키건이 사용하는

“원격교육” 개념에는 교육=교육 제도 라는 “교육” 개념이 전제되어 있음을 다

시 한 번 확인시켜 준다.

이러한 점을 통해 분석해 볼 때 키건의 “교육” 개념은 “교육 제도”를 지칭

하는 것으로 제도유형의 한 사례라고 볼 수 있다.

② 하위 종류들

키건의 “원격교육” 개념 자체가 “교육” 개념의 하위 종류의 하나이다. 그에

따르면 “교육”은 “전통적 교육(traditional education)”과 “원격교육”이라는 하

위 종류들을 갖는다. 이밖에 “비전통적 교육(nontraditional education)”이라는

용어가 언급되고는 있지만 키건에 의하면 이 중 교육 제도의 형태를 갖춘 것,

즉 “원격교육”만이 “교육”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키건이 “원격교육”을 분류한 것을 보면 제도의 형태가 바로 교육을 나누는

주요한 기준으로 사용된 것을 알 수 있다. 자율적 제도나 혼합적 제도 모두 제

도의 형태에 따른 분류로 류적 개념으로서의 “교육”을 제도로 보기 때문에 그

것의 형태가 종차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고 있는 것이다. 사실 “원격교육”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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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적 교육의 분류 역시 제도의 형태에 의한 것이다. “전통적 교육”이라는 것은

‘교실 내에서의 면대면’ 교육 형태를 지칭하는 것이고, “원격교육”은 ‘물리적

거리를 매체기술로 연결해야 하는 원거리’ 교육 형태를 지칭하는 것으로 이 또

한 제도의 형태에 의해 분류된 것이다.

흥미로운 것은, 만일 ‘교육=교육제도’가 아니라면 제도의 형태에 의한 분류

가 교육을 구분하는 주요한 근거가 될 수 있을 지, 나아가 “원격교육”이 “전통

적 교육”과 구별되어야 할 새로운 교육으로 간주될 수 있을 지 의문스럽다는

사실이다. 가상적으로 생각해볼 때, ‘교육=교육 제도’가 아니었다면 교육의 주

요 특성으로서 그 영역을 분류하는 기준은 전혀 다른 것일 수도 있다. 교육의

수준에 의한 초급 교육, 중급 교육, 고급 교육 등의 구분(제도라는 범주를 기

준으로 한 현재의 초등 교육 기관, 중등 교육 기관, 고등 교육 기관과는 다른)

이나 교육 본위의 정도에 따라 내재 교육, 외재 교육 등이 교육의 주요한 분류

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 경우 교육학적 관점에서는 “원격교육”과 “전통적 교

육”은 구분되기보다 ‘제도 안에서의 교육’으로 오히려 동일시될 수도 있다. 즉,

이러한 형태를 막론하여 제도 안이라 하더라도 “교육” 개념의 특성에 따라 교

육과 비교육이 새롭게 구분되고, 그러한 구분에 따라 교육인 경우에 한해서는

수준이나 본위 정도에 따른 재분류가 이루어지는 등의 변화가 나타날 수 있는

것이다.

③ ～의 한 부분

키건의 “교육” 개념이 제도유형이며 따라서 사회 제도의 하나임을 생각해

볼 때 “교육”은 일상인들의 사회적 현실을 구성하는 일상적 삶, 혹은 사회적

삶의 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④ 부분들

키건의 “원격교육” 개념을 분석해 볼 때 그 부분은 학생, 교사, 기술, 매체,

교재, 코스, 교육 조직, 정책, 비용 등이었다. 이 중 거리관련 요소인 기술, 매

체를 제외하면 그대로 “교육”을 구성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다. 여기서 키건

의 “교육” 개념이 제도유형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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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항목이 원격교육논의의 하위 탐구영역을 구성하는 주요 주제임을 알 수 있

다. 다음은 원격교육논의를 접근 방법과 연구 결과에 따라 분류한 방식을 정리

한 도표이다(임철일, 2003: 256).

무어와 키어슬리

(Moore & Kearsley)

의 분류

정인성(1999)의 분

류

시몬슨(Simonson)

과

동료들의 분류

무어와 앤더슨(Moore

& Anderson)의 분류

Ÿ 기술 및 매체의

효과성

Ÿ 교육과정의 효과

적 설계

Ÿ 교수 전략

Ÿ 비용효과성

Ÿ 정책의 효과성

Ÿ 원격교육체제

Ÿ 원격교육의 질

Ÿ 원격교육의 학

습 효과와 학

습자

Ÿ 교재 개발 및

매체

Ÿ 학습 효과

Ÿ 학습자 지각

Ÿ 학습자 특성

Ÿ 상호작용

Ÿ 원격교육 기술

Ÿ 역사와 개념적 기

초

Ÿ 학습과 학습자

Ÿ 설계와 수업

Ÿ 정책, 행정, 관리

Ÿ 원격교육 실제

Ÿ 원격교육 경제학

Ÿ 국제적 관점

<표 2> 원격교육연구 결과의 분류 방식

이상의 내용을 살펴보면 매체, 기술을 제외한 거의 모든 주제가 제도유형의

부분임을 알 수 있다. 교육과정(curriculum), 비용, 정책, 교육 체제, 수업, 행

정, 관리, 국제적 관점, 게다가 여기서 학습자는 학생을 지칭한다는 점을 고려

하면 거의 모든 영역이 제도유형을 구성하는 항목들이다. 제도유형의 주요 부

분은 “교육”의 주요 구성 요소이자 내재 변인으로 간주됨으로써 원격교육논의

의 연구 영역을 결정하고 있는 것이다. 만일 교육=교육 제도가 아니었다면 현

재의 원격교육논의의 연구 영역은 이와 같지는 않았을 것이다. 비용, 정책, 매

체, 기술 등은 교육에 주요한 영향을 줄 수 있는 환경 변인 들이지만 이러한

방식으로, 그 자체가 교육의 주요 구성요소나 내재 변인처럼 다루어져야 하는

지에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 이것은 교육=교육 제도라는 개념이 사용됨으로써

나타난 현상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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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동의어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키건의 “교육” 개념은 제도유형이었으며, 이것은 그

의 저술 곳곳에서 “원격교육” 이 “원격교육제도(distance education

institution)”, “원격교육체제(distance education system)” 혹은 “원격교육조직

(distance education organization)” 등과 동의어로 사용되는 데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용법을 볼 때 “교육”의 동의어는 “교육 제도”, “교육 체제”,

“교육 조직”이라고 할 수 있다.

⑥ 반의어

키건의 “원격교육” 개념에서 배제해야 할 것으로 지목된 대상 “사적인 공

부”나 “비전통적 교육”이 반의어가 될 수 있다. 키건에 따르면 이러한 영역을

포함시키는 것은 “원격교육”을 연약하게 하고 개념적 혼란을 야기하므로 원격

교육논의의 탐구 영역에서도 배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과연 “원격

교육”의 경계의 불명확성과 원격교육논의의 개념적 혼란의 원인이 이러한 영

역을 포함시키는 데에 있는가 하는 것은 의문의 여지가 있다. 오히려 이러한

개념 사용이 더욱 경계의 불명확성과 개념적 혼란을 야기하는 것일 수도 있다.

무엇보다 여기에는 두 가지의 역설이 존재한다. 첫째, 키건 자신이 “교육”에서

배제되어야 할 것으로 지목된 대상들에 대해 “비전통적”이라는 수식어를 붙였

다고는 해도 “교육” 이란 용어나 “학습”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에서 드러

나듯이 여전히 “교육”으로 간주하고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키건은 “교

육”이란 용어를 이중적 의미로 사용하고 있으며, 이러한 용법에 따르면 ‘교육

인데 교육이 아닌 대상’이 발생하는 것이다. 둘째, “비전통적”이라는 용어는

‘전통이 없음’ 혹은 “원격교육”의 경우와 같이 “전통적 교육”에 대해 ‘새롭게

형성된’의 의미를 지닌다. 그러나 과연 “비전통적 교육”으로 지칭되는 대상들

에게 전통이 없는가? 그것은 인류 역사에 처음 등장한 것들인가? 오히려 “전

통적 교육”으로 지칭되는 제도로서의 교육보다 더욱 앞선 전통을 가지고 있다

고 볼 수는 없는가 하는 것이다.

제도유형으로서의 “교육” 개념으로 인해 원격교육논의에서는 “비전통적 교

육”이라는 영역이 배제되는 동시에 “원격교육”의 역사에 대해서도 이중적 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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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다음은 일반적으로 원격교육논의에서 나타나는

“원격교육”의 역사적 기원에 대한 두 가지 진술이다.

제 1기의 서신을 이용한 통신교육은 멀리 플라톤이 디오니시오스왕에게 편

지를 보내어 가르친 기록에서 찾아볼 수 있고, 동양의 경우에도 중국 학자들사

이의 서신을 통한 논변 기록 등에서 찾을 수 있으나 현재 원격교육의 기반이

된 통신교육은 1833년 스웨덴에서 통신을 통한 작문교육에서 시작하였다(정인

성, 2002: 28).

원격교육의 기원은 최소한 160년 이상이다. 1833년 한 스웨덴 신문의 광고란

에 ‘우편을 통한 작문교육’이 게재되었다. 1840년 영국의 새로운 1페니 우편제도

로 인해 피트만은 우편을 통해 속기교육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3년 후에 피

트만이 세운 통신대학들의 전신인 속기통신협회가 설립되어 그것이 구체화되었

다(Simonson et al., 2003: 40-41).

이 두 글은 공통적으로 “스웨덴의 통신 작문교육”을 “원격교육”의 기원으로

언급하고 있다는 점에서 언뜻 보기에 크게 달라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엄밀하

게 볼 때 전자에서는 플라톤이나 중국 학자의 서신 교환을 “원격교육”의 기원

으로 보고 있으며, 후자만이 온전하게 스웨덴의 통신 작문교육을 “원격교육”의

기원으로 보고 있다.

전자에서는 키건과 마찬가지로 “원격교육”에 대한 이중적 태도가 엿보인다.

플라톤이나 중국 학자들의 교신은 왜 현재 원격교육논의의 기반이 되지 않는

가? 키건처럼 교육=교육제도의 개념 때문이라면 플라톤과 중국 학자들의 교신

은 아예 “원격교육”의 기원으로 보지 말아야 한다. 이러한 태도는 이중적인

“교육”의 개념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하며 그것은 오히려 “원격교육”의 경계,

여기서는 역사에 대해 불필요한 혼동을 낳는다. 이에 비해 후자는 플라톤이나

중국의 교신 등은 배제하고 “원격교육”의 기원을 교육제도라고 할 수 있는

“통신대학”에서 찾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도유형의 “교육” 개념을 일관되게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대부분의 교육학자들은 플라톤이나 중국

고대의 학문에서는 훌륭한 교육 전통이 있었음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한 역사

적 전통을 “원격교육”에서 배제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에 대해서는 여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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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문이 제기된다. 이 점에서 시몬슨 외의 저술에서 후자의 인용인 “원격교육”

의 기원에 대해 서술하기 전에 다음과 같은 서두를 달고 있다는 것은 아이러

니하다.

원격교육은 현재 대부분의 교육학자들에게 새로운 생각으로 간주되는 듯하

다. 그러나 원격교육의 기초를 형성하는 개념들은 1세기 이상 논의되어 왔다.

확실히 원격교육은 최근에 성장하고 변화를 겪어 왔다. 하지만 현장의 긴 전통

들이 미래에 대한 방향을 계속 제시하고 있다(Simonson et al., 2003: 40).

이 글에서는 “대부분의 교육학자들”이 “원격교육”의 역사를 너무 짧게 생각

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실제 “원격교육”의 역사는 1세기 이상 되었음을

강조하고 있다. 그들이 이러한 역사를 강조하는 것은 “현장의 긴 전통들이 미

래에 대한 방향을 계속 제시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렇다면

이들이 선택한 “스웨덴의 통신 작문교육”의 전통이 “플라톤의 교신”의 전통

보다 “원격교육”의 미래에 대한 방향을 더욱 잘 제시해 줄 수 있어야 할 것이

다.

⑦ 규칙들

이상의 분석 내용을 종합해 볼 때 제도유형으로서 키건의 “교육” 개념은

세 가지 규칙을 가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첫째, “교육”과 비교육을 경계짓는

기준은 일상인들의 사회적 삶을 구성하는 사회적 현실의 하나로서 이른바 “교

육 제도”이다. 제도적 형식을 갖춘 것은 “교육”이고 그렇지 못한 것은 “교육”

이 아니다.

둘째, 제도의 형태가 “교육”의 분류 기준이 된다. ‘제도의 형태= “교육”의

형태’로서 “교육”이라는 류적 개념의 종차 결정 기준이 되고 있는 것이다. 예

를 들어, 면대면 교실수업과 같은 교육 제도의 형태=“전통적 교육”이고 먼거리

에서의 매체의 의한 교육 제도의 형태=“원격교육”이 된다. “원격교육”은 다시

“원격교육”의 단독 형태의 제도이냐, 아니면 “전통적 교육”과 혼합된 형태의

제도인가에 따라 “자율적 원격제도”와 “혼합적 원격제도”로 분류된다.

셋째, 제도의 부분=“교육”의 구성요소이다. 교육 제도를 구성하는 학생,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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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사례

집단 1
Ÿ 영국의 국립 확장 전문대학, 캐나다의 알버타 원격학습 기관,

뉴질랜드의 통신 학교 등

집단 2
Ÿ 영국의 개방 대학, 프랑스의 국립 원격교육 센터, 한국 방송통

신대학교 등

집단 3 Ÿ 시카고 대학 등등의 독립학습 학부

집단 4

Ÿ 미국 중부의 여러 대학들이 모여 원격교육을 제공하는 미국중

부대학, 미국 전역의 대학과 다른 나라 대학들이 협력하여 공

과 분야 원격교육을 제공하는 국가기술대학

집단 5 Ÿ 오스트레일리아의 뉴잉글랜드 대학에서의 원격교육

<표 3> 키건의 “원격교육”의 사례 

사, 행정, 매체, 정책, 비용, 코스, 교재 등이 주요하게 “교육”을 구성하는 요소

로서 원격교육논의의 하위 탐구영역의 주제가 된다. 이들은 “교육”의 내재 변

인처럼 간주되어 “교육”이 이들 항목에 따라 결정된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⑧ 예들

키건은 분류된 “원격교육”의 다섯 가지 집단([그림 1] 참조)에 대해 사례들

을 제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원격교육”의 사례들을 알 수 있으며, 그에 전제

된 “교육”의 사례들도 유추해 볼 수 있다. 다음은 5가지 집단에 대한 키건의

설명을 참조하여 각 집단에 포함되는 대표적 사례들을 정리한 것이다(Keegan,

1996: 131-143).

이상의 사례들을 참조하면 “교육”의 사례들은 대학, 학부, 학교, 기관 콘소

시엄 등이라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 분석한 내용을 통해 키건의 “교육” 개념이 제도유형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복합구조를 표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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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교육 = 제도

~의 한 종류 Ÿ 사회 제도 → 교육 제도

하위 종류들
Ÿ 전통적 교육(관례적 교육)/원격교육(→ 자율적 제도/혼합적

제도)

~의 한 부분 Ÿ 일상적 현실, 혹은 사회적 현실

부분들
Ÿ 학생, 교사, 기술, 매체, 정책, 행정, 코스, 교재, 교육과정

(curiculum), 비용 등

동의어 Ÿ 교육 기관, 교육 체제, 교육 조직

반대어 Ÿ 사적인 공부, 비전통적 교육

규칙들

Ÿ 제도의 안과 밖이 교육과 비교육의 경계(교육의 형식=제도/

즉, 교육의 형식으로서 제도적 형태를 갖춘 것은 교육, 그

렇지 않으면 교육의 형식이 없는 것으로서 비교육)

Ÿ 제도의 형태가 분류의 기준(제도의 형태=교육의 형태=교육

이라는 류의 종차 결정 기준= 교육의 분류 기준/ 예를 들

어, 전통적 제도 형태= 전통적 교육, 원격제도의 형태= 원

격교육, 자율적 원격제도 형태= 자율적 원격교육, 혼합적

원격제도 형태= 혼합적 원격교육)

Ÿ 제도의 부분 = 교육의 구성요소(제도를 구성하는 학생, 교

사, 행정, 매체 등이 원격교육논의의 연구 주제로 하위 연

구 영역 분류의 기준이 됨)

예들
Ÿ 영국의 개방 대학, 시카고 대학의 독립학습 학부, 프랑스의

국립 원격교육 센터 등

<표 4> 키건의 “교육” 개념의 복합구조

(2) 키건의 “교육” 개념의 개념체계

키건의 “교육” 개념의 복합구조를 개념체계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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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키건의 “교육” 개념체계도

3) 제도유형의 학문적 개념의 조건 분석

제도유형의 학문적 개념의 조건 분석은 ‘개념 정의 방식의 문제’와 ‘제도유

형의 개념적 문제’, ‘제도유형 사용의 실제적 결과’ 세 가지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1) 개념 정의 방식의 분석

앞에서 키건의 “교육” 개념이 제도유형이라는 것을 살펴보았다. 이것은 “원

격교육”에 대한 그의 정의를 통해 가장 전형적으로 드러났으며 사실 그러한

개념 규정 방식을 통해 공고하게 정립된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그의 정의 연

구는 개념에 대한 잘못된 가정에 기반해 있으며 그로 인해 올바르지 못한 방

식으로 이루어졌다.

키건이 “원격교육”을 정의하기 위해 사용한 방법은 대략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기존의 권위있는 정의를 수집 분석하는 ‘문헌 연구’이고 다른

하나는 공인된 “원격교육제도”를 방문 조사하는 ‘사례 연구’이다. 다음은 키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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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전통적 정의에 대한 문헌 분석

2단계: 사례 연구(62개 제도 방문 연구: 국가적으로는 오스트레일리아, 인

디아, 영국, 네덜란드, 이태리, 아일랜드, 프랑스, 독일, 헝가리, 캐나

다, 미국을 망라하였으며 범위는 초중등 수준의 통신 학교에서부터

개방 대학들을 망라함)

3단계: 최신 정의에 대한 문헌 분석

이 소개하는 정의 연구의 방법 및 절차이다.

1단계: 문헌들에 대한 델파이식 접근으로 이 분야에서 당시 사용되던 용어를

분류하고 ‘교육적 현상의 복잡성’에서 어떤 응집성이 발견될 수 있는 지를 조사

했다. 주로 영어 문헌이었고 독일어 문헌은 무시되었으며 프랑스와 스페인 문헌

에 대한 조사는 상대적으로 미약했다

2단계: 그러나 원격교육은 진공 속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일백년

이상 움직여왔다. 그러므로 관련 제도에 참여하여 조사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총 62개의 제도에 대한 방문조사가 수행되었다. 그 제도는 국가적으로는 오스트

레일리아, 인디아, 영국, 네덜란드, 이태리, 아일랜드, 프랑스, 독일, 헝가리, 캐나

다, 미국을 망라하였으며 범위는 초중등 수준의 통신 학교에서부터 개방 대학들

에 걸쳐있었다. 이들 중 일부는 나중에 원격교육의 부분으로 정의되기보다 비전

통적 프로그램으로 간주되어 제외되었다. 이러한 제도들에 대한 연구는 이후의

원격교육제도 연구를 위한 분석틀로 구조화되었다.

3단계: 문헌에서 발견되는 교육적 현상들의 본질과 구조에 대한 처음의 가정

은 제도에 대한 사례 연구를 통해 지속적으로 재규정되었다. 이것은 이 분야의

전체적 유형과 가정들이 개발됨으로써 종합의 시기를 맞았다. 이 단계에서 주목

해야 할 것은 문헌 연구와 제도의 사례 연구 사이에 변칙들이 발견되었는데 이

것은 출판된 연구들의 상당부분이 과장된 것이거나 연구자들 중 일부는 제도들,

심지어는 그 나라조차도 방문하지 않고 보고서를 썼기 때문이다.

4단계: 마지막 단계로서 (원격교육 확립에 개념적 중심으로 출현한)유럽과

북아메리카에 있는 수많은 제도에 대해 최대 3개월까지의 보다 광범위한 방문

연구가 이루어졌다(1996:16-17).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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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단계: 사례 연구(유럽과 북미 제도를 중심으로 최대 3개월에 걸친 방문

연구 보완)

키건의 정의 연구는 4단계로 이루어져 있지만 그 내용은 문헌 연구와 사례

연구가 교대로 교차되고 있는 것으로 결국 두 가지 방법으로 행해진 것이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사례 연구’이다. 개념을 정의할 때 기존의 개념을 검토하

기 위해 문헌 연구를 하는 것은 종종 있는 일이지만 사례연구를 하는 것은 매

우 이례적이다. 그럼에도 키건이 “원격교육”을 정의하는 데 사례연구라는 방법

을 사용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이다.

이 연구는 원격교육에 대해, 쉐플러의 용어로 표현하자면, ‘일반 기술적 정

의’에서 시작해서 피드백의 과정을 거쳐 ‘과학적 정의’를 규정하려는 것이다. 권

위 있는 정의들에 대한 문헌을 탐색해서 그들의 공통 요소들을 분석하는 것은

필요하다. 그러나 원격교육은 일백년 이상의 역사를 가지고 있어서 정의의 요소

들이 추상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그것들은 현실에 대응해야만 한다. 그러므로

발전해온 정의들을 현존 제도들의 맥락에서 검토하고, 다음에 보다 최근의 정의

들을 고려한 후, 다시 현존 제도들의 관점에서 정의들을 재검토해야 한다

(Keegan, 1996: 40).

이 글에 따르면, “원격교육은 일백년 이상의 역사를 가지고 있어서 정의의

요소들이 추상적으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 “현실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현존 제도들(existing institutions)”의 실태를 조사하고 분석하는 것이 필수적

이다. 실제 키건의 정의 연구는 장기간의 광범위한 현장 방문 연구(전 세계를

망라한 62개 제도 방문 연구 및 유럽과 북미 제도에 대한 보완 조사)를 거쳤

으며, 앞에서 살펴본 “원격교육”의 정의는 이러한 조사를 통해 “원격교육제도”

의 공통적 특성을 추출함으로써 규정된 것이다. 사실 키건의 정의가 원격교육

논의에서 가장 많이 인용되는 권위를 누릴 수 있었던 데에는 이러한 사례 연

구의 포괄성에 기인한다. 그 이전에 있었던 “원격교육”의 정의들, 이를테면 페

터스(Peters, 1973), 무어(Moore, 1973), 홈벨(Holmberg, 1977)의 정의들도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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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사례 연구를 정의의 한 방법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들 경우에는 키건과

같이 대규모의 조사 연구를 진행하지는 못하였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상기해야 할 것은 “원격교육”에 대한 “일백년 이상

의 역사”라거나 “현실”, “현존 제도”라는 것이 그 자체로 결정되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여기에는 그러한 판단을 가능하게 해주는 것으로서 “원

격교육”의 개념이 전제되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사례라는 것도 특정 개

념을 전제한 상태, 즉 특정 개념의 사례로서만 의미를 갖는 말로 여기에도 역

시 “원격교육”의 개념이 전제되어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이러한 진술

을 한다는 것은 키건이 이미 “원격교육”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

다. 그는 자신이 이미 알고 있는 “원격교육”의 개념을 정의하기 위한 연구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개념의 내포에 의해 외연이 결정되며 그 역은 성립

하지 않는다’는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키건은 “원격교

육”의 사례, 즉 그 외연을 통해서 ‘원격교육의 개념에 대한 정의’, 즉 그 내포

를 규정하기 때문이다.

키건(Keegan, 1996)은 “원격교육”의 정의 연구를 하기 위해 쉐플러

(Scheffler)를 참조하였다고 하지만 분석철학자인 쉐플러는 이러한 정의 방식

을 제시한 적이 없다. 사례 연구는 학문적 연구에서 매우 필요한 방법이기는

해도 정의를 하기 위한 방법은 될 수 없기 때문이다. 보다 근본적으로 본 연구

의 2장, 분석틀에서도 설명하였듯이 정의는 엄밀하게 볼 때, 언어 형식 간의

문제이지 대상의 본질이나 특성과 관계된 것이 아니다. 이점에서 키건을 비롯

하여 “원격교육”의 개념을 사례 연구를 통해 정의하고자 했던 원격교육논자들

은 개념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키건이 왜 이런 개념관을 가지게 되었는가라는 질문을 제기할 수

있다. 이에 대해 가능한 한 가지 대답은 그가 실증주의 인식론에 기반하고 있

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이다. 에이어(Ayer, 1936)에 따르면 실증주의 인식론은

두 가지 특징적인 사고방식을 갖는다. 하나는 인식대상과 인식의 절대적 분리

로, 인식 대상은 인식 주체의 외부에 별개로 존재하며 인식의 타당성은 그 대

상과의 대응관계를 따져서 검증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다른 하나의 특징은

원자주의로, 우리의 지식은 벽돌을 하나 하나 쌓아가는 식으로 누적적으로 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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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된다고 보는 것이다. 키건이 사례를 조사하여 그 공통 특성을 추출함으로써

“원격교육”의 개념을 규정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에서는 실증주의 인식론의

첫 번째 특징을 찾아볼 수 있다. 또한 “원격교육”을 더 잘 정의하기 위해서는

더욱 많고 광법위한 사례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 것에서는 실증주의 인식

론의 두 번째 특징을 발견할 수 있다. 보다 근본적으로 키건이 “원격교육”의

개념을 이론적 개념체계로 정립하기보다는 정의라는 방식을 통해 규정할 수

있다고 본 것도 이러한 인식론적 사고방식에서 비롯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최근의 인식론에서 실증주의 인식론은 부적절한 것으로 판명되었

다. 인지적 구성주의(Glasersfeld, 1995; Maturana & Varela, 1987)는 대상과

인식 간의 대응관계가 상정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설사 있다고 하더라고 그

것을 입증할 방법이 없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다. 현대의 과학철학에서는 객

관적 지식의 근거로 삼아 왔던 관찰의 경우에도 이론 의존성에 예외가 될 수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Hanson, 1958). 이러한 논의들은 키건의 개념이 대상을

통해 후험적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모종의 대상을 “원격교육”의 사례로 판단

하는 당시에 이미 전제되어 있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2) 제도유형의 개념적 문제

앞 절에서 살펴본 대로 키건의 “원격교육” 개념이 사례 연구를 통해 얻어

진 것이며, 그가 정의 연구를 하기 전에 이미 가지고 있던 것이라면, 그 개념

은 “원격교육”이라는 대상이 아닌 별개의 원천에서 비롯된 것임을 의미한다.

키건의 연구 과정을 살펴보면, 이른바 “원격교육제도”를 “원격교육”으로 자

명하게 받아들이고 있는데, 이것은 일반적인 사람들의 용어와 그에 기반한 개

념을 아무 의심없이 수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가 “원격교육”의 “현실과 사

례”를 판단하는 데 사용한 기준은 사람들이 “원격교육제도”라고 부르는, 이미

사회적으로 합의된 대상들이었다. 그의 말로 하자면, 이른바 “전세계적으로 10

년 이상의 역사를 갖는” “초중등 수준의 통신 학교에서부터 개방 대학들”을

망라하는 이른바 공인된 “제도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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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적으로 10년 이상의 역사를 갖는 초중등 수준의 통신 학교에서부터

개방 대학들이 조사되었다. … 각 사례들은 교재 개발이나 학생 지원 등 원격교

육의 주요 기능을 포함하고 있으며 국공립, 사립 제도들, 초중등 학교에서 대학

이상 제도들을 모두 아우르는 것이다(Keegan, 1996: 128-130).

이 글에서 알 수 있듯이, 키건은 이른바 “교육 제도”들, 즉 일반 사람들이

“교육”이라고 부르고 인정하는 바로 그것을 “원격교육”의 사례로 조사하여 공

통 특성을 추출하고 있는 것이다. 키건이 이러한 제도들을 “원격교육”의 사례

로 인식하는 데에는 이 이외에 어떤 이론적 관점도 개입되어 있지 않다. 그는

일반인들과 마찬가지로 일상적 언어 사용에 따라 “원격교육제도”를 “원격교

육”으로 간주하고 그러한 개념아래 정의 연구를 진행한 것이다.

이처럼 키건의 “원격교육” 개념은 제도유형으로서 일상적 언어 사용에 기

반한 것이다. 본 연구의 2장에서 살펴보았듯이 사회 제도는 일상적 삶에서 확

실하고 자명한 사실로 인식되지만 어떤 보편적 형식이나 원리를 갖는 것이 아

니다. 그것은 사회적 삶의 일부로서 해당 시대와 사회 문화적 환경에 따라 유

동적인 양태를 취하며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 다양한 양상이 드러난다.

이에 기반한 용어의 의미도 어떤 명확한 경계나 기준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

니다. 다시 말해서 이러한 용어의 개념은 일상적 언어에 기반한 상식적 범주로

서 사실상 그 외연은 잠정적이며 내포는 불분명하다.

근대 국가의 출현과 함께 탄생한 학교는 학생, 교사, 교실, 정책 등 가시적

으로 드러나는 일련의 요소와 분명한 특징을 갖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기에도

어떤 보편적 형식이나 특성이 있는 것은 아니다. 이것은 시대와 사회에 따라

다른 형태를 취하며 언제나 유동적인 변화의 과정에 있다. 최근에 사회적 요구

와 매체, 기술의 발전에 따라 학교태와는 전혀 다른 형태, 이른바 “원격교육제

도”와 같은 것이 등장했다. 일반인들은 일상적 언어 사용의 규칙에 따라 “학

교”를 “교육”으로 지칭하고, 그 연장선상에서 “원격교육제도” 역시 “원격교육”

으로 부르지만 이때 “교육”이란 용어는 상식적 범주로서 어떤 명확한 개념적

경계나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다.

앞 절에서 살펴보았듯이 키건의 “원격교육” 개념은 사례 연구를 통해 개념

을 규정하려 했다는 점에서 ‘내포에 의해 외연이 결정되며 그 역은 성립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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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는다’는 조건을 위반하기도 하지만 보다 근본적으로 거기에 전제된 “교육”

개념이 상식적 범주라는 점에서 ‘학문적 개념의 범주는 상식적 범주와 구분되

어야 한다’는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그의 개념은 학문적 정의라는

명분을 갖고 있지만 사실 일상 언어에 기반한 상식적 범주를 그대로 수용하여

그 특성을 공식화, 체계화시킨 것이라고 할 수 있다.

(3) 제도유형 사용의 실제적 결과

원격교육논의에서 제도유형이 사용되면서 나타난 실제적 결과는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불충분하고 불완전한 교육 개념’과 ‘원격교육의 학교지향

성’이 그것이다.

① 불충분하고 불완전한 “교육” 개념

키건의 정의 연구는 원격교육논의에서 거의 주목받지 못하던 “원격교육”의

개념적 문제에 천착하고 그 개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할

수 있다. 그는 “원격교육”의 개념을 정립함으로써 그 혼란을 개선하고 “원격교

육”의 경계를 분명히 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그가 정립하고자 했던 개념은 제

도유형으로서의 “교육” 개념에 기반한 것으로 이러한 취지를 달성하기에는 부

적합한 것이다.

키건은 “원격교육”에 대한 개념적 혼란이나 그 경계의 불분명함이 기존의

학교태에서 벗어나 “비관례적” 혹은 “비전통적”인 “교육”을 포함하고 있기 때

문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배제하였다. 그러나 문제의 원인은 학교태에서의 일

탈이나 “비관례적” 혹은 “비전통적”인 “교육”을 포함하는 데에 있는 것이 아니

다. 기존의 교육이론이 ‘교육=학교태’ 개념에 따라 ‘학교’라는 울타리 외에는 교

육을 규정할 수 있는 이론적 준거를 마련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이것은 키건

이 자신의 정의 연구를 소개하며 인용한 무어의 글에서 지적되었다. 앞에서 살

펴본 바에 따르면 무어는 그 글에서 ‘학교 밖의 교육’을 배제하는 교육이론은

불완전하고 불충분한 교육 이론으로 결론짓는다”고 하였다. 키건이 이러한 글

을 인용한 것은 “원격교육”에 대한 자신의 정의가 그러한 “불완전하고 불충분

한 교육 이론”에 대한 비판에서 시작되었음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다. 그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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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불구하고 그가 정의한 “원격교육”의 개념은 동일한 한계를 갖는다. 또 다시

교육이론이 “교육”을 배제하는 역설이 발생한 것이다. 적어도 “비전통적인 교

육”을 “교육”으로 부르는 한 그러한 “교육”을 배제한 그의 개념 역시 “불완전

하고 불충분하다고 결론을 맺어야 한다”.

이처럼 “비형식교육”을 배제했음에도 불구하고 키건이 본래 의도했던 목적

을 달성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키건이 정의 연구를 마치고 원격교육논의

에서 가장 광범위하게 인용되는 정의를 만든 이후에도 그 이전에 비해 “원격

교육”의 경계가 명확해지고 그 개념적 혼란이 해결되었다는 징후는 찾아보기

힘들기 때문이다. 다음은 원격교육논의의 개념적 혼란의 개선 상태에 대한 키

건의 진단이다.

(우리가 이 연구를 시작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1990-5년 동안에도

‘distance education’, ‘open learning’, ‘flexible learning’, ‘open and distance

learning’, 심지어는 ‘open distance learning’ 등 용어의 난립과 원격교육 개념의

심각한 비엄밀성이 나타나고 있다(Keegan, 1996: 24).

키건이 처음으로 “원격교육”의 정의를 발표했던 1980년도에도 동일한 비판

이 제기되었다. 그런데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1990년도에도 여전히 그러한 현

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키건은 그 이후 대규모 프

로젝트로 정의 연구를 지속하여 1996년 정의 연구를 마쳤지만 이러한 현상은

아직도 지속되고 있다. 현재 이 분야에는 여전히 수많은 용어가 난립하고 있

다. 이러닝, 유-러닝, 사이버교육, 웹기반교육, 웹기반학습, 블랜디드러닝, 열린

교육, 열린학습, 가상교육 등 새로운 용어들이 계속 추가되고 있다. 이것은 키

건의 제도유형에 기반한 것으로서 “원격교육” 개념이 학문적 논의에서 실질적

인 경계 역할을 해주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다음은 키건의 정의에 대한 비

판이다.

키건의 정의가 가진 기본적인 난점은 원격교육이 독특하고 고유한 실천의

분야라는 것을 보여주려는 열광에 있다. 그는 그것을 대개 인쇄물 기반의 사적

인 학습의 형태로 본다. 아마도 이것은 또한 이러한 정의가 기술적이라는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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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기인한다. 그러므로 통신 학습을 과도하게 표현하지만 새로운 세대의 기술

적 전달을 적절하게 고려하고 있지 못하다. 이미 일어난 원격전달 기술의 근본

적인 변화와 미래에 일어날 변화를 감안하면 이러한 정의는 더 이상 직접적으

로 현실을 적절하게 설명할 수 없으며, 어떻게 원격교육을 기획할 것인가에 대

한 혼란을 창출한다.(ICDE, 1983: 28)

원격교육논자들에 따르면, 키건의 정의는 “인쇄물 기반의 사적인 학습의 형

태”의 “원격교육제도”를 기술한 것이다. 미디어는 인쇄물에서 방송 통신, 최근

의 인터넷까지 계속 변화, 발전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교육 제도”의 형태도

변화한다. 앞에서 살펴본 대로 키건의 정의는 “원격교육의 현실”을 반영하려는

의도에 따라 이루어진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진단에 따르면 “더 이상 직

접적으로 현실을 적절하게 설명”할 수 없다. 대규모 프로젝트를 통해 장시간

많은 노력을 기울여 엄정하게 수행된 정의임에도 불구하고 가변적인 상식적

범주에 따라 “원격교육”의 개념을 규정하려 한 데에서 비롯한 결과이다. 이의

또 다른 측면은 원격교육논의로서 “원격교육”에 이론적 비젼과 시사를 주기는

커녕 “어떻게 원격교육을 기획할 것인가에 대한 혼란을 창출한다”는 것이다.

이 역시 일상인들의 유동적이고 가변적인 상식적 범주를 그대로 수용함에 따

라 나타난 현상이다.

결국 키건의 “원격교육” 개념은 제도유형으로서의 “교육” 개념으로 인하여

“원격교육”의 경계를 명확히 하고 그에 대한 비젼을 제시하지도 못하였을 뿐

만 아니라 오히려 개념적 혼란을 가중시키는 결과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다.

기존에 난립한 “원격교육”의 개념에 또 하나의 개념을 추가하는 이상의 성과

를 보이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 역시 학문적 개념으로서 불완전하고 불충분한

“교육”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② “원격교육”의 학교 지향성

제도유형으로서의 “교육” 개념으로 인한 또 하나의 실제적 결과는 원격교

육논의의 학교 지향성이다. “원격교육”은 학교로부터의 일탈이라는 태생적 배

경으로 인해 학교와는 다른 논리로 교육장면이 구성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가

진다. 그러나 학교라는 시공간적 제약을 벗어났다는 것이 그 가능성의 실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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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가능성이 실현되려면 그것을 이끌 수 있는 교육

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모델이 있어야 한다. 이러한 인식과 비젼이 “원격교육”

에 대한 학문적 논의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그러나 키건의 “교육” 개념에서 살펴보았듯이 제도유형으로서의 “교육” 개

념은 상식적 범주를 수용한 결과로서 교육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나 비젼을 제

시하기보다는 제도의 뒤를 쫒는 상황에 처해 있다고 볼 수 있다. 다음은 대표

적인 “원격교육제도”의 한 모습이다.

우리는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과제를, 정해진 기간 동안 진행하며, 시험 역

시 정해진 일정에 맞추어 치른다. 우리는 지리적으로는 떨어져 있어도, 학생들

을 교실 구성원이라고 간주한다. 그러므로 우리 학생들은 일반 학교에서의 수업

에서 하는 바로 그 방식대로, 일정에 맞추어 수업을 시작하고, 진행하며, 과제를

제출하고 시험을 치른다(Leslie, 1979; Holmberg, 1994: 333 재인용).

이 글은 워털루 대학(Canadian University of Waterloo)의 “교육정책”을 서

술한 것이다. 이러한 예가 다소 극단적으로 보인다 해도 사실 “원격교육제도”

에서는 흔하게 발견되는 태도이다. 원격이라는 조건은 학교가 아닌 상황적 특

수성을 부여하지만 이러한 제도들에서는 그 특수성을 전혀 살리지 못하고 있

으며 뚜렷하게 학교 지향성을 보이고 있다. 이것은 “원격교육제도”들의 시초

자체가 이른바 ‘교육 비수혜층’에게 ‘고등교육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시작되었

기 때문이다. 학교 교육을 받고 싶지만 받을 수 없는 사람들에 대한 ‘교육기회

제공’이 설립 근거인 이상에는 끊임없이 ‘학교를 닮은 교육’을 지향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원격교육논의에서는 바로 이러한 제도를 “교육” 개념의 원형으로

삼고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제도는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을 추종하고 원

격교육논의는 그러한 제도를 추종하고 있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원격교육논의

에서는 한편으로 학교에서의 일탈과 교육 패러다임의 전환을 주장하면서도 다

른 한편으로는 제도유형의 개념에 따라 여전히 학교 패러다임에 종속되는 역

설적 현상이 지속된다. 페터스(Peters, 1998)의 다음과 같은 반문은 이를 잘 보

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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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적인 (학교)조직에서의 독립은 사실상 학습자들에게 제한되고 있으며 이

것은 조금만 자세히 들여다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예컨대, 원격학습자들은 왜

자기가 공부하고 싶을 때 자유롭게 시작할 수 없는가? 이들에게 학기초, 학년초

라는 것이 꼭 필요한 것인가? 학습의 진도를 왜 엄격하게 따라가야 하는가? 과

제를 제출해야 하는 마감일이 꼭 있어야 하는가? 이러한 마감일을 스스로 만들

어 지키면 안되는가? 이것인 기술적으로 전혀 어려움 없이 가능한데도 왜 안

되는 것인가? 왜 학생들이 각종 규칙과 규정, 그리고 학교의 제재조건들에 얽매

여야 하는가? 이렇듯, 겉으로 그럴듯해 보이는 원격 학생들의 자율성이라는 것

은 통상 제도적으로 큰 제약 속에 있음을 알 수 있다(Peters, 1998: 85)

새로운 교육 개념이 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교육 패러다임의 전환이라는

주장은 공허한 것이 되기 쉽다. 안타깝게도 역설적 상황은 원격교육논의의 학

교 지향성으로 귀결되고 있으며, 이것은 다시 “원격교육”의 학교 지향성을 야

기한다. 이에 대해 정민승(2001)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한다.

학교가 원격교육의 모델로 쉽게 자리 잡음으로써 원격교육 나름의 교육적

가능성을 살리는 교육 이론의 탐색은 등한시되었다. 당연히 원격교육의 방향 부

재, 교육 모델 부재, 나아가 이론의 부재라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그러나 그 문

제는 ‘원격’교육의 한계인 듯이 다루어졌다. 학교 모델을 차용하는 한 원격교육

은 학교 교육을 보완하는 위치에 남게 될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복제의 악

순환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원격교육 나름의 모델을 찾아나가는

시도는 필연적으로 학교를 벗어난 상상력을 요청한다(정민승, 2001: 247).

원격교육논자들(Bates, 1995; Peters, 1998) 스스로도 인정하듯이 실제 대부

분의 “원격교육”의 현장을 보면 교수이론이나 교수법, 학생지도방식에 있어서

학교교육의 모델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자평이 나오고 있다. 앞의 ‘워털루

대학’과 같이 초기의 “원격교육제도” 뿐만 아니라 “원격교육”의 전반적인 경향

에서 학교에 대한 복제가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원

격교육” 상황에서도 학습자들은 학교와 유사한 교육을 원할 것이라고 상정되

었고, 따라서 원격의 특성은 되도록 드러나지 않는 방식으로의 교육적 논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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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되었다. 무엇을 배울 것인가,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교사와 학생의 관계는

어떠해야 하는가 등의 문제가 기존 학교태를 기준으로 결정되었다.

이러한 “원격교육”의 학교 지향성에 대해서는 원격교육논의 내외를 막론하

고 많은 비판이 가해지고 있다. 정민승의 말대로 이를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상상력이 정말로 필요하다. 다만 여기서 한 가지 분명히 해야 할 것은 “원격교

육”의 학교 지향성은 그 개념의 문제에서 비롯된다는 것이다. “원격교육”의 참

여자나 원격교육논자들의 학교중심적 이념이나 태도 이전에 제도유형의 “교

육” 개념이 가진 한계와 문제가 작동됨으로써 이러한 문제가 발생된다는 것을

예리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 이점에서 엄밀하게 ‘학교 지향성’이라는 표현은

부적합할 수도 있다.

2. 기능유형의 교육 개념분석

기능유형을 대표하는 학자로는 무어(Michael Moore)9)를 들 수 있다. 무어

는 미국의 원격교육학자로 현재 이 분야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의 하나로

알려져 있다. 특히, 그의 ‘독립 학습 이론(independent learning theory)’과 ‘교

류적 거리 이론(transactional distance theory)’은 “원격교육”이 하나의 방법이

아닌 자율적 영역임을 주장하면서 이 분야에 대한 이론적 체계를 세운 것으로,

9) 무어는 미국의 대표적 원격교육학술지인 『미국 원격교육 연구』의 편집장이자 영국의『열린교

육』, 호주의 『원격교육』, 캐나다의 『원격교육연구』등의 저널에서도 편집자를 맡고 있다. 무어

는 현 펜실바니아 주립 대학(Pennsylvania State University)의 성인교육분야 교수이자, 미국 원격

교육연구 센터(The American Center for Study of Distance Education)의 수장이며, 영국 개방대

학(Open University) 교수, 미국 원격교육학회장, 국제원격교육협의회(International Council for

Distance Education: 이하 ICDE)의 부회장을 역임한 바 있다. 그는 미국 뿐 아니라 유럽, 아프리

카, 캐나다, 영국을 넘나들며 원격교육의 이론과 실제에 헌신한 인물로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원격교육에 대한 포괄적 일반 이론을 정립하기 위해 노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distance

education”이란 용어도 무어가 처음으로 번역하여 소개한 것이다. 1970년 미국의 위스컨신 대학을

방문한 스위스 원격교육학자인 홈벨(B. Holmberg)이 사용했던 독일어 “fernstudium”를 무어가

“distance education”으로 번역하면서 도입하였던 것이다(Moore, 1990). 그는 1970년대부터 발표하

기 시작한 ‘독립 학습 이론(independent learning theory)’으로 유명해졌으며, 이후에도 연구를 지

속하여 1990년대에는 ‘교류적 거리 이론(transactional distance theory)’으로 발전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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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까지 “원격교육”을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이론적 틀로 평가되고 있다. 또

한, 무어는 “원격교육”을 하나의 연구 영역으로 보고 ‘체제적 관점(systems

view)’을 강조한 것으로도 유명하다. 그는 “원격교육”이 여러 구성 요소를 포

함하며 이들을 처리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기에, “원격교육”에 대한 이론적

이해와 실천적 성공을 위해서는 체제적 접근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무어의 체제적 접근은 이후 사바(Saba, 1988)의 “체제 역동성 모델”이나 킴버

(Kember, 1995)의 “열린학습 모형” 등으로 계승되어 “원격교육”에 대한 이론

적 논의를 선도하고 있다.

무어가 사용한 “원격교육”의 개념에도 역시 “교육”의 개념이 전제되어 있으

며 그것은 기능유형이다. 이러한 “교육” 개념은 특히, 그의 “원격교육”에 대한

정의를 포함하여 ‘교류적 거리 이론’이나 ‘체제적 관점’에서 잘 드러난다. 이러

한 무어의 이론이나 접근 방식이 광범위하게 수용되고 있으며 원격교육논의를

선도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기능유형으로서의 “교육” 개념도 일반적으로 통

용되며 원격교육논의를 주도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기능유형도 제도유

형과 마찬가지로 원격교육논의에서 보편적으로 사용되어 온 “교육”의 개념이

다. 다만, 제도유형이 “원격교육”의 경계와 범위를 이해하는 기본 틀로서, 원격

교육논의의 정체성을 규정하고 그 문제 영역을 구성하는 토대로서의 역할을

했던데 비해, 기능유형은 “원격교육”의 과정과 실제를 이해하는 기본 틀로서

작용하여, 원격교육논의가 주목해야 할 부분과 해결해야 할 과제를 제시하는

역할을 해왔다. 이하에서는 먼저 무어의 “원격교육”에 대한 개념의 용례를 분

석하고, 그것을 토대로 거기에 전제된 “교육” 개념과 그 문제를 분석할 것이

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무어의 “원격교육”에 전제된 “교육” 개념이 기능유형

이며, 그것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드러날 것이다.

1) 무어의 “원격교육” 개념의 용례 분석

(1) 무어의 “원격교육” 개념의 학문적 배경

오늘날에도 원격교육논의에서 이론 연구의 부족 현상은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다(정인성, 2002; Holmberg, 1986b; Keegan, 1993). 그러나 이러한 상황은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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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가 독립성 이론을 발표했던 당시에는 더욱 심했던 것으로 보인다. 벙커

(Bunker, 2003)는 1938년부터 2001년까지 ‘국제원격교육학회(International

Council for Distance Education: ICDE)’의 역사를 분석한 후 그 속에서 5가지

패턴을 발견하고 있는데, 그 중 하나가 이론적 연구의 부족 현상이다. 다음은

이에 대해 벙커가 분석한 내용 중 일부를 발췌한 것으로 무어가 “원격교육”에

대한 이론적 체계를 세우려고 했던 당시의 상황을 짐작하게 해 준다.

예를 들어, 벅(Buck)은 1948년에 이 분야에서 약간의 객관적 연구가 이루어

져 왔지만 거의 충분하지 않았음을 지적했고, 1965년에도 웨드마이어

(Wedemeyer)에 의해 이 분야에는 충분한 학문이 쏟아진 적이 없었다는 동일한

지적이 제기되었다. 1969년 회의의 보고서에서 당시 연구위원회의 의장이었던

차일드(Child)는 통신교육과 관련된 세계적 문헌은 증가하고 있으며 실질적으로

변하고 있다. … 그러나 그러한 문헌들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연구 활동

의 급증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것에 주목해야만 한다. 주의 깊은 연구가 행해

졌다는 증거들은 여전히 손에 넣기 어렵다(Bunker, 2003: 63).

무어는 원격교육연구를 시작한 초기부터 “원격교육”에 대한 체계적 이론을

수립하는 데 매우 관심이 많았다. 특히, 그는 2년 동안 위스콘신 대학의 웨드

마이어(Wedemeyer)10)와 함께 매체 공학을 사용한 여러 개의 프로젝트에 참여

하면서, 교육 이론들에 대해 공부하던 중, “이전에는 ‘교수 행동이 학습 행동과

떨어져서 일어나는’ 교육에 대해 설명하는 체계적 이론이 없었다(Moore, 2005:

221)”는 것에 주목했다고 한다. 이에 따라 무어는 1971년 ‘국제원격교육학회’

발표에서 다음과 같이 주장하게 된다.

관례적 제도에 출석하려 하지 않거나 출석할 수 없지만 교사와 떨어져서 학

습하는 사람들이 늘어남에 따라 다양한 비전통적 방법을 개발하려고 할 때, 우

리는 이 분야를 기술하고 정의하거나, 다양한 구성요소들을 밝히고, 다양한 교

수와 학습의 결정 요소들을 규정하는 등 이러한 교육의 전체 영역을 포함할 이

론적 틀을 세우는 거시적 연구들에 자원을 돌려야 한다(Moore, 1971: 661).

10) 웨드마이어(C. Wedemeyer)는 무어와 함께 ‘독립 학습 이론’의 주요 이론가이자 미국 원격교육연

구의 선구자로 알려져 있다. 무어는 웨드마이어에게 많은 영향을 받았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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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 드러나듯이 무어의 목표는 “원격교육에 대한 일반 이론(a general

theory of distance education)”을 세우는 것이었다. 여기서 “일반 이론”이 무엇

을 의미하는지, 왜 무어는 “원격교육에 대한 일반 이론”을 만들고 싶어하는 지

에 대해서는 1977년 ‘독립성 이론’을 발표한 글에 잘 드러난다.

이론의 본성과 역할에 대해서 교육 분야에서는 다소간 의견 차이가 있다. 그

러나 이론의 사용이나 일반화에 대해 적절하게 기능적이고 실용적인 접근을 해

온 교육학자들이 있으며 우리는 그러한 생각에 동의한다. 우리는 이론이 교수와

학습의 지형학의 다양한 측면의 관계를 기술하고 탐색하는 문제가 쓰여진 지도

와 같다고 본다. 그러한 이론의 목적은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있는 현상에 대해

질서를 가져오는 것이다. 우리가 분류된 사실로 연구하지 않는 한 변수를 조작

하거나 우리의 질문에 과학적으로 대답하거나 할 수 없다(Moore, 1977: 24-25).

어떤 새로운 분야의 첫 번째 단계는 그 분야의 현상을 분류하기 위한 틀을 구

성하는 것이다. … 실증주의자들은 우리가 “학습자 자율성”과 같은 가설적 구인

을 사용하는 것에 특히 반대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이론은 도구로서 개발된

것으로, 그것의 우선 목적은 이전의 북미 교육 이론에서는 무시되었던 분야를 정

의하는 도구이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다. 그것의 의미는 단지 설득적 장치로서

출발점이며, 만일 그 아이디어에 의해 일반 연구가 제기되거나 비록 불신과 저항

이 나타나더라도 그것은 연구의 목적에 봉사할 것이다(Moore, 1977: 25).

위 글에 따르면 당시 원격교육논의에서는 이론의 본성이나 역할에 대해 회

의적인 견해들이 있었다. 그것은 이론이 실제에 별 도움이 되지 않는 공론에

불과하다는 생각이 암암리에 퍼져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무어는 “원격교육”

전체를 체계적으로 조망하고 설명할 수 있는 이론적 틀을 정립하는 것이 무엇

보다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왜냐하면 무어가 생각하기에 이론은 “교수와 학습

의 지형학의 다양한 측면의 관계를 기술하고 탐색하는 문제가 쓰여진 지도”와

같은 것으로 “변수를 조작하거나 우리의 질문에 과학적으로 대답”할 수 있는

등 “적절하게 기능적이고 실용적”으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목적

에 따라 무어는 ‘독립 학습이론’에 대한 연구를 시작하게 된다.



- 91 -

(2) 무어의 “원격교육” 개념의 전형적 사례

무어의 “원격교육” 개념을 드러내는 전형적 사례는 세 가지라고 할 수 있

다. 첫째는 “원격교육”에 대한 그의 정의이며, 둘째는 원격교육논의의 3대 이

론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는 ‘교류적 거리 이론’이다. 셋째는 “원격교육”에 대

한 분류이다.

① “원격교육”에 대한 정의

무어의 저술에는 그 초기부터 곳곳에서 “원격교육”에 대한 정의를 발견할

수 있는데, 이러한 정의들은 시기에 따라 대략 세 가지로 나누어볼 수 있다.

첫 번째 시기를 대표하는 사례는 1972년 여름 버지니아 워렌톤에서 열린

국제 우편통신교육협회의 제9차 국제회의에서 발표한 ‘학습자 자율성: 독립학

습의 이차원(Moore, 1972)’이라는 논문에 실린 것을 들 수 있다. 무어 스스로

가 이에 대해 “이것은 미국에서 ‘원격교육’을 정의하는 첫 시도이자 자신의 이

론적 발전에서도 시초와 같은 계기를 제공해주는 정의(Moore, 2005: 221)”라고

밝히고 있다.

교수 분야는 두 계열의 교수 행동, 즉 접촉하는 교수와 원격교수로 이루어졌

다는 전제로 시작하자. 원격교수는 교수 행동이 학습 행동과 분리되어 수행되

는 교수 방법이다. 접촉하는 교수가 학습자의 면전에서 이루어지는 데 비해 원

격교수는 학습자와 교사의 의사소통이 인쇄, 전자, 기계나 다른 고안물들을 통

해 촉진되어야 한다(Moore, 1972: 76).

두 번째 시기를 대표하는 정의는 1970년대 중반 “원격교육”이 하나의 교육

방법이 아닌 교육의 주요 분야로 규정하면서 발표했던 논문에 실린 것이다.

원격교육이란 학습자가 교수자로부터 시간과 공간적으로 떨어져 자율적으

로 학습하며, 매체를 통하여 의사소통하는 교육 체제이다(Moore, 1975: 4)

마지막은 가장 최근의 것으로 『원격교육: 체제적 관점(Moore & Kearsl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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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에 제시된 정의이다.

원격교육은 교수하는 곳과 분리된 곳에서 일어나는 학습으로 결과적

으로 특수한 조직과 행정의 조율뿐 아니라 코스 설계에 대한 특수한 기

법, 특수한 교수 기법, 전자 및 다른 공학에 의한 특수한 통신 방법을

필요로 하는 계획된 학습이다(Moore & Kearsley, 2005 :16).

이러한 세 정의들은 언뜻 보아 표현상의 차이는 있어도 ‘거리에 의한 “교

수”-“학습”의 분리’, ‘기술적 매체사용’ 등의 면에서는 공통점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동일한 정의로 보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세 정의에는 분명한 차이가 존

재한다. 첫 번째 정의의 경우 “원격교육”이 “원격교수”로 정의되고 있으며, 두

번째는 “학습자와 교수자의 의사소통”으로, 세 번째는 “원격학습”으로 정의되

고 있다. 이를 정리하여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 “원격교육”= “원격교수”

㉡ “원격교육”= “원격교수”+ “원격학습”, 이때 “원격교수”≠“원격학습

㉢ “원격교육”= “원격학습”

이러한 의미 관계들은 매우 이상해 보인다. ㉠과 ㉢의 관계가 ㉡의 관계와

모순이기 때문이다. 사실, 위의 정의들은 각 시기를 대표하는 것으로서 서로

시간차를 가지지만, 각 시기에 선호되는 용어가 다를 뿐 이러한 세 가지 용법

은 어느 시기를 막론하고 무어의 저술에서 매우 흔하게 발견된다. 즉, 이것은

위의 세 가지 용법이 시기에 따라 무어의 “원격교육” 개념이 발전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은 아님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학문적 논의에서 도대체 왜 이러한 모순적인 용법들이 사용되는

것인가라는 의문이 제기된다. 그것은 무어의 전체 개념체계를 살펴보지 않은

채 단편적으로 정의만을 분석해서 나타나는 현상일 수도 있다.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원격교육”의 정의항으로 사용된 “원격교수”

나 “원격학습”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 그 의미가 무엇이기에 이들이

“원격교육”과 때로는 같게 때로는 다르게 사용되는지를 이해할 수 있다. 그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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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단지 정의만을 분석해서는 그 의미가 잘 드러나지 않는다. “원격교육”과 이

두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용법들을 둘러싼 전체 맥락을 좀 더 폭

넓게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② ‘독립 학습 이론(independent learning theory)’과 ‘교류적 거리 이론

(transactional distance theory)’

무어의 “원격교육”이나 “원격교수”, “원격학습” 개념에 대한 전체 맥락을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것은 그가 제안한 이론일 것이다. 실제 ‘독립 학습

이론’과 ‘교류적 거리 이론’은 그의 “원격교육” 개념을 잘 보여주는 또 하나의

전형적인 사례이며, “원격교수”나 “원격학습”과의 관계가 보다 풍부하게 드러

나는 무대라고 할 수 있다. 두 이론은 연속성을 갖는 만큼 이하에서는 그 순

서대로 살펴볼 것이다.

무어(Moore, 1977)가 “원격교육”의 이론적 체계를 수립하기 위하여 처음

시도했던 연구는 “원격교육”과 “전통적 교육”을 학습자, 교사, 의사소통의 방

식에서 서로 비교한 일이다. 방대한 문헌 분석과 사례 조사를 통하여 그는

“원격교육”에 속하는 여러 형태의 교육을 밝혀내었으며, 그 핵심으로 자율적

인 “독립학습(independent study)”의 특성을 강조하게 되었다. 이른바 ‘독립

학습 이론’에서 무어가 “전통적 교육”과 비교하여 “원격교육”을 설명하는 키

워드는 “거리(distance)”와 “자율성(autonomy)”이다. 무어에 따르면, 거리가

멀어질수록 학습자의 자율성이 커지며 따라서 “독립학습”은 “원격교육”의 특

성이라는 것이다. 그는 이러한 설명에 따라 “원격교육”을 “자율(학습자 결정

적)”과 “비자율(교사 결정적)”로 분류한다. 다음의 세 질문은 자율성의 정도를

측정하는 것이다.

1. 프로그램에서 학습목표의 선택은 교사의 책임인가? 혹은 학습자의 책임인

가(목표 설정의 자율성)?

2. 미디어와 교재의 사용과 선택, 학습 경험의 진도와 계열은 교사의 결정인

가? 학습자의 결정인가(학습 방법에서의 자율성)?

3. 평가와 준거의 방법에 대한 결정이 교사에 의해 이루어졌는가? 학습자에

의해 이루어졌는가(평가에서의 자율성)?(Moore, 1977: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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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어(Moore, 1993, 2005)는 이러한 생각을 더욱 발전시켜 “구조(structure)”

와 “대화(dialogue)”라는 개념을 제안한다. 구조란 “원격교수 프로그램”이 개인

“학습자”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정도를 의미하고, 대화란 “원격교수 프로그

램”에 있어서 커뮤니케이션 매체가 “학습자”와 “교수자” 간의 상호작용을 허용

하는 정도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학습자의 개인적 요구와 필요를 별로 고려

하지 않는 “원격교육 프로그램”은 구조화의 정도가 높고 대화의 정도가 낮다

고 할 수 있다. 반면 개인적 요구와 필요에 적극 반응하는 “원격교육 프로그

램”은 구조화 정도가 낮으며 대화의 정도가 높다고 할 수 있다. 구조와 대화의

개념은 ‘교류적 거리 이론’ 의 기본을 이루는 것으로, 여기서 ‘교류적 거리

(transactional distance)’란 구조와 대화를 통하여 측정될 수 있는 “원격교육

프로그램”의 교수자와 학습자간 거리이다.

무어는 교류적 거리를 통해 “원격교육”의 자율성을 다시 설명한다. 이를테

면, 학습자들이 더 자율적일수록 편안하게 느낄 수 있는 교류적 거리가 커지

며, 이것은 곧 대화가 적어지고 구조화가 적어져야 함을 의미한다. 그러나 자

율성의 정도가 “원격교육”의 우수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니다. 자

율성이 높다고 좋은 “원격교육”이라거나 자율성이 낮다고 덜 좋은 “원격교육”

이라는 식의 평가는 할 수 없다. 여기서 자율성은 “원격교육”이 추구해야 할

가치 같은 것이 아니라, 거리에 따라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속성 같은 것으로,

동의어로 혼용되기도 하는 “독립성”이라는 표현이 더 적절할 수도 있다. 다시

말해서 자율성은 “원격교육”이 본래적으로 갖고 있는 특성으로 거리와 함께

그 전체를 체계적으로 조망하고 분류할 수 있는 틀로서 기능하는 것이지, “원

격교육”에 대한 어떤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은 아니다. 실제 무어는 이 이론이

실무자들에게 문제 해결을 위한 방향을 제공하지는 않으나 그들이 직면하는

“교수적 문제”를 이해하도록 돕는다고 하였다.

무어에 따르면, 교류적 거리는 분리된 변인이라기보다는 연속적인 변인이

다. 교류적 거리는 절대적이기보다는 비교적인 거리로서, 모든 교육적 현장에

는 심지어 같은 환경에서 면대면으로 만나는 학습자와 교사가 있는 곳에도 교

류적 거리가 있다. 보통 “원격교육”이라고 불리는 것은 교사와 학습자의 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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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너무 심각해서 이것이 그들의 행동에 중요한 양상으로 영향을 미치는 교육

적 상황일 뿐이다. 신나민(2007)에 의하면, ‘교류적 거리’라는 이론적 구인을 가

지고 무어가 시도했던 것은 “원격교육”을 “일반적인 교육 활동”과의 연장선에

서 조망해 보는 것이었다고 한다. 그녀는 이를 활용하여 교류적 거리에 의한

분류 체계를 단지 “원격교육” 뿐만 아니라 “교실교육 프로그램”에까지 적용하

고 ‘모든 교육은 원격교육’이라는 아이디어를 제안한다.

교류적 거리에 의한 분류 체계는 원격교육뿐만 아니라 교실교육 프로그램의

분류에도 적용이 가능하다. 우리가 이 책의 1장에서 연습했던 ‘모든 교육은 원

격교육’이라는 시뮬레이션은 이 아이디어에서 나온 것이다(신나민, 2007: 57).

이상의 교류적 거리 이론을 살펴보면, 무어의 “원격교육” 개념에 대해 대략

여섯 가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첫째, “원격교육”은 ‘원격교수자와 원격학습

자의 교류’, 즉 ‘교수자와 학습자의 분리를 전제로 이루어지는 교수-학습 과정’

을 의미한다. 이것은 그의 정의 중에서 ㉡의 용법에 해당한다. 이를 간단히 표

현하면 다음과 같다.

① “원격교육”= “원격교수”+ “원격학습”, 이때 “원격교수”≠“원격학습

둘째, 무어의 “원격교육” 개념에서 “원격”의 의미는 “교육”의 의미에 이미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잉여적이다. 따라서 “원격교육”=“교육”이고 이것은 “원

격교수”나 “원격학습”에도 적용된다. 이를 간단히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② “원격교육”=“교육”, “원격교수”= “교수”, “원격학습”=“학습”

셋째, “원격교육”의 특성이 “원격교수 프로그램”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

상정되어 있다는 점이다. 그는 “원격교육”을 구조, 대화, 교류적 거리라는 이론

적 구인으로 설명하는데, 이때 구조는 “원격교수 프로그램”의 구조화 정도를,

대화는 “원격교수 프로그램”에서 학습자와의 상호작용의 허용 정도를 의미하

며, 교류적 거리는 이 양자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 “원격교육”의 특성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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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즉, 구조, 대화, 교류적 거리는 모두 “원격교수 프로그램”에 의해 결정

되는 것으로 결국, “원격교육”은 “원격교수 프로그램”에 의해 좌우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이를 간단히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구조”
③ “원격교수 프로그램” “교류적 거리” → “원격교육“

“대화”

넷째, 교류적 거리라는 개념을 매개로 “원격교수 프로그램”이 학습자에 맞

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으로 가정되고 있다는 점이다. “교육”에서는 “학습자”의

특성에 따라 교류적 거리를 적절하게 조정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것은 교수 프

로그램의 조정을 통해 가능하다. 사실 이것이야말로 교류적 거리 이론의 의의

로, 구조, 대화, 교류적 거리라는 이론적 구인을 도입하여 “교육”을 인과적으로

설명함으로써 “교육”을 조작 가능한 대상으로 만든 것이다. 교류적 거리 이론

자체는 구조, 대화, 교류적 거리에 의해 교육이 결정된다는 식의 인과론적 설

명 형태로 제시되어 있지만 그것은 언제든지 목적-수단 관계로 전치하여 이해

할 수 있다. “교수 프로그램”에서 시작하는 인과적 연쇄를 따라 원하는 바의

“교육”으로 통제할 수 있는 것이다. 무어가, 교류적 거리 이론이 “원격교육”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지는 못하지만 “교수적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이러한 의미이다. 이를 간단히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④ “(원격)학습자” → “(원격)교수 프로그램” → “(원격)교육 프로그램”

다섯째, 바로 위에서도 볼 수 있듯이 무어는 종종 “(원격)교수 프로그램”,

“(원격)교육 프로그램”, “(원격)학습 프로그램”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데, 이들

의 의미가 각각 “(원격)교수”, “(원격)교육”, “(원격)학습”과 동일한 것으로 가

정되고 있다. 이를 간단히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⑤ “(원격)교수 프로그램”= “(원격)교수”

“(원격)교육 프로그램”= “(원격)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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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학습 프로그램”= “(원격)학습”

여섯째, “(원격)교수”, “(원격)교육”, “(원격)학습”이 “프로그램”이란 범주로

지칭되는 경우 즉, “(원격)교수 프로그램”, “(원격)교육 프로그램”, “(원격)학습

프로그램”이라는 용어가 사용되면, 그때 이 세 개념의 의미는 같은 것으로 나

타난다는 점이다. 이를 간단히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⑥ “(원격)교수 프로그램”= “(원격)교육 프로그램”= “(원격)학습 프로그램”

위의 다섯째와 여섯째 사실을 조합하면 “(원격)교수”= “(원격)교육”= “(원

격)학습”의 용법이 성립한다. 그리고 이것은 무어의 정의에 나타났던 ㉠과 ㉢

의 용법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러한 사실과 앞의 ①을 종합해 볼 때 정의에

나타났던 이중적 모순 용법이 여기에서도 나타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

러나 그 이유에 대해서는 잘 알 수 없다. ‘독립 학습 이론’이나 ‘교류적 거리

이론’이라는 맥락적 설명을 살펴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교수”나 “학습”의

의미가 무엇인지 잘 드러나지 않기 때문이다. 무어는 이 두 개념을 이론의 전

제로 사용하고 있지만 직접 언급하고 있지는 않다.

다만, 흥미로운 것은 이러한 용법이 가능한 것이 “프로그램”이란 용어 사용

과 관련이 있다는 점이다. ‘프로그램’이란 일반적으로 ‘일의 진행 계획이나 순

서’를 의미하는 것으로, 방향, 지시, 순서 등의 개념이 전제되어 있는 조작적

개념으로, 이를테면 “원격교수 프로그램”이란 표현은 그 대상이 조작 가능한

대상임을 의미한다. ④에서 살펴보았듯이 무어는 바로 이러한 의미로 “교수 프

로그램”이란 용어를 사용한다. 그런데 이러한 용어가 사용됨으로써 ⑤와 ⑥의

용법이 나타나고 그것을 통해 “(원격)교수”= “(원격)교육”= “(원격)학습”의 의

미 관계가 성립되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원격) 교육”의 개념

을 이해하기 위한 “(원격)교수”와 “(원격)학습”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라는

문제는 다시 “(원격)교수 프로그램”, “(원격)학습 프로그램”, “(원격)교육 프로

그램”이 무엇인가 하는 문제로 전환한다. 이를테면 “(원격)교수 프로그램”이

무엇인지 알아야 왜 “(원격)교수”와 같은 의미로 쓰이는지, 또 왜 “(원격)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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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이나 “(원격)교육 프로그램”과도 같은 의미로 쓰이는지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의 분석 과정을 통해 무어가 “원격교육”, “원격교수”, “원격학습”이

라는 세 용어를 동의어처럼 사용하는 이유에 대해 몇 가지 단서를 얻을 수 있

었다. 그러나 그 이유를 확실히는 알 수 없었으며, 더구나 그와 함께 “원격교

육”= “원격교수”+ “원격학습”라는 용법이 이중적으로 사용되는 이유에 대해서

도 알 수 없었다. 오히려 여기에서는 “프로그램”이란 용어로 인해 또 다른 형

태의 질문이 추가적으로 유발될 뿐이었다. 이러한 현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분석이 필요하다. 결과적으로 말하자면 이에 대해서는 차후의 관련 사

례에 대한 분석에서 그 윤곽이 드러날 것이다. 그러나 그 전에 먼저 전형적

사례의 세 번째 경우와 반대 사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③ “원격교육”의 분류

무어의 “원격교육” 개념을 보여주는 세 번째 전형적 사례는 “원격교육”의

분류이다. 교류적 거리 이론은 “원격교육”을 전체적으로 조망하고 분류하기 위

한 이론적 틀이라는 무어의 설명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원격교육”에 대한 분

류는 교류적 거리 이론에 의해 제시된다. 다음은 이를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그

림이다(Moore, 197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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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학습과
교수

높은정도의
대화

낮은 정도의
대화

개별화 정도가
높은

개별화 정도가
낮은

개별화 정도가
높은

개별화 정도가
낮은

캠퍼스에서 이루어지는 독립학습

개별적 진화

개별적 우편통신

그룹 전화

그룹 우편통신

컴퓨터 보조 수업

프로그램 학습

음성 응답 시스템

텔레비전

교과서

라디오

거리감이 낮은

거리감이 높은

[그림 8] 무어의 거리의 차원에서 분류된 “원격교수”와 “원격학습” 방법들

여기서 “개별화 정도가 높은”은 “구조화 정도가 낮은”의 다른 표현으로, 교

류적 거리 이론에서 드러난 분석 내용을 다시 확인할 수 있다. 우선 이 그림에

서도 “원격교육”이 “원격교수와 학습”으로 표현되며, “원격교수와 학습 방법

들”에 의해 교류적 거리가 결정되고, 다시 그것이 “원격교육”을 분류하는 기준

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원격교수와 학습 방법들”은 “원격교수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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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포함되는 것으로, 여기에서도 “원격교수 프로그램”에 의해 “원격교육”이 결

정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다만 여기서 새롭게 드러난 내용은 “원격교수와

학습 방법들”을 결정적으로 좌우하는 것이 기술 매체로 가정되고 있다는 사실

이다. 위 그림에서 “원격교육”의 종류로 제시된 것은 “무매체, 전화, 우편, 컴

퓨터, 다중 매체, 라디오, 교과서” 등 모두 기술적 매체 중심으로 규정되어 있

다. 이러한 매체에 따라 구조, 대화, 교류적 거리가 좌우되고 결국 교육의 특성

이 결정되는 것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라디오를 통한 원격교수방

법은 컴퓨터 보조 수업보다 구조화의 정도가 높고 대화의 정도가 낮아 교류적

거리를 크게 하며, 따라서 거리감이 높은 “원격교육”으로 분류된다. 이를 간단

히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원격교수방법” ⊂ “원격교수 프로그램”↗
기술적 매체 ∥ ∥

↘ “원격학습방법” ⊂ “원격학습 프로그램”

(3) 무어의 “원격교육” 개념의 반대 사례

무어의 저술에서 직접적으로 “원격교육”의 반대사례를 찾기는 어려웠다. 우

선 무어의 “원격교육” 개념은 키건의 “원격교육” 개념과는 달리 “전통적 교육”

혹은 “면대면 교육”의 경우와 반대 사례가 되지 않는다. 교류적 거리 이론에서

살펴보았듯이 “전통적 교육” 혹은 “면대면 교육”에도 교류적 거리가 있으며,

따라서 “원격교육”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모든 “교육”은 “원격교육”인

것이다.

따라서 굳이 “원격”이라는 개념에 구애받을 필요 없이 “교육” 개념의 반대

사례를 찾으려 했으나, 이때에도 키건과는 달리 “교육”에서 배제되어야 할 대

상에 대해 직접 언급한 진술을 찾기 힘들었다. 다만 보다 폭넓은 관점에서 볼

때, 무어가 언급하는 “교육 환경”은 반대 사례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교

육 환경이란 일반적으로 ‘교육을 둘러싼 채 교육에 영향을 주거나 영향을 받는

모든 것’을 의미하며, 교육과의 관계 방식에 따라 ‘교육 여건’과 ‘교육 결과’로

나눌 수 있다. 즉, 여기에는 ‘비교육’이란 의미가 전제되어 있다. 어떤 것이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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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이라면 그것은 교육 환경이 될 수 없으며, 역으로 교육 환경이라면 그것 자

체가 교육이 될 수 없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무어의 저술에서는 “원격교육”과 “원격교육환경”이 이와

는 다른 용법으로 사용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그 다른 용법을 제시하기

전에 그러한 용법이 나타나는 이유를 보여주는 사례를 먼저 살펴보는 것이 좋

을 것이다. 다음은 무어의 “원격교육체제”에 대한 설명이다. 무어는 『원격교

육: 체제적 관점(Moore & Kearsley, 2005)』에서 “원격교육”에 대해 체제적

관점으로 접근해야 함을 매우 강조한다.

체제 접근은 원격교육을 연구 영역으로 이해하도록 하는 데 매우 도움이 되

며, 원격교육의 성공적인 실습에 아주 중요하다. 이 책 전반에서 원격교육체제

를 언급할 것이지만, 이 용어를 사용하지 않을 때에도 우리의 생각은 체제 관점

에 의해 영향을 받고 있다(Moore & Kearsley, 2005: 8).

이 글에 따르면 무어에게 “원격교육”은 “원격교육체제”이다. 그리고 그 체

제는 다음과 같은 그림으로 요약될 수 있다(Moore & Kearsley, 2005: 13-14).

그림은 원격교육기관, 프로그램, 유니트, 협력체, 코스의 주요 구성 과정과

요소를 설명하는 일반적 체제 모형을 제시한다. 이들은 원격교육의 모든 수준과

유형에서 발견되는 공통된 구성 요소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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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무어의 “원격교육체제” 모형

먼저, 이 그림의 설명을 볼 때 무어의 “원격교육” 개념이 키건의 “원격교

육” 개념, 즉 제도유형과는 다른 것임을 알 수 있다. “교육 제도”의 형태를 띤

“원격교육기관” 뿐만 아니라 “프로그램, 유니트, 협력체, 코스” 등도 모두 “원

격교육”으로 간주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원격교육체제” 안에 그 요소의 하나로서 “학습환경”이란 용어가

사용되고 있는데, 그 용어가 지칭하는 대상은 “직장”, “가정”, “교실”, “학습 센

터” 등이다. 무어는 이에 대해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지만 굳이 그러한 설명을

인용하지 않아도, “학습환경”이란 “학습자”를 둘러싼 ‘학습 여건’을 의미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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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알 수 있다. “학습환경”에 대한 이러한 용법은 충분히 납득할 만한 것이

다. 학습 여건은 “학습환경”에 포함되는 개념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위 그림을 “원격교육체제”로 부르는 것은 이상하다. 무어의 정의나

이론들을 돌이켜 볼 때 “원격교육”은 “교수-학습 과정”을 의미했다. 그렇다면

“원격교육체제”는 “교수-학습 과정”의 요소와 그 요소 간의 관계를 보여주는

것이어야 한다. 그런데 이 그림에 나타난 요소와 그 하위 체제들, 즉 “관리”,

“내용자원”, “설계”, “상호작용”, “학습환경”과 그 내용들은 “교수-학습 과정”보

다는 그 여건을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현상은 아니다. 게다가 이 그림에서는 잘 드러나지 않지만 “원격교육

체제”에는 단지 여건뿐만이 아니라 “교수-학습 과정”의 결과도 포함된다. 다음

은 무어가 제안하고 있는 “원격교육체제를 보는 다른 방법”으로 이러한 현상

이 더 확실하게 드러난다(Moore & Kearsley, 2005: 19-20).

원격교육체제 요소들 간의 상호관계를 보는 다른 방법은 체제 모형에서 흔한 기

법을 사용하는 것으로, 체제를 입력과 출력의 관점으로 보는 것이다. 그림은 원격교

육체제의 입력과 출력들을 나타내고 있다. 물론 다른 요소들도 생각할 수 있다.

출 력

ㆍ학생 만족도

ㆍ학생의 성취 점수

ㆍ학생의 코스 완성도

ㆍ전체 등록자 수

ㆍ질적 평가

ㆍ인증

ㆍ비용과 수익

ㆍ직원의 이동

입 력

ㆍ학생 특성

ㆍ교수자/개인교사 경험

ㆍ평가의 신뢰도

ㆍ코스 개발의 효율성

ㆍ학생들의 자원에의 접근

ㆍ반응 시간

ㆍ사이트 조정(coordination)

ㆍ교수적 협력/지원

ㆍ평가의 신뢰도

[그림 10] 무어의 “원격교육”의 입력과 출력 변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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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다른 설명을 하지 않아도 여기에서 “입력 변인”이란 “원격교육”의 ‘여건’

을 의미하고 “출력 변인”은 “원격교육”의 ‘결과’를 의미한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이러한 그림으로 보면 “원격교육체제”는 “원격교육”의 ‘여건과 결과’로

구성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물론 여기에는 그가 말하는 “원격교육”, 즉 “교

수-학습 과정”이 전제되어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렇다 해도 그것은 단지 “원

격교육”의 ‘여건과 결과’를 매개하는 ‘블랙박스’처럼 취급되고 있을 뿐이다. “원

격교육체제”라는 용어가 주는 기대와는 달리 정작 “원격교육”의 실체는 분명

하게 드러나지 않고 베일에 쌓여 있다. 이것은 주객이 전도된 현상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비록, 이러한 용법을 받아들인다 해도 다음과 같은 질문이 제기된다. “원격

교육체제”에 ‘교육 여건과 결과’가 포함된다면 도대체 “원격교육환경”은 무엇

인가? 또 “원격교육체제”에 그 한계가 있는가?

이러한 질문에 대한 대답을 무어에게서 찾아보면 우선, “원격교육체제”에는

한계가 없다. 그림에서 언급되고 있는 “자원, 설계, 전달, 상호작용, 학습환경”

등을 볼 때 “원격교육체제”는 “교수-학습 과정”을 둘러싼 거의 모든 것을 포

괄하려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무어가 “체제적 접근”을 강조하는 중요한 이

유 중의 하나도 “이렇게 광범위하게 이름 붙은 각 구성요소(Moore &

Kearsley, 2005: 8)”를 한꺼번에 분석하거나 통제하기 어렵다고 생각하기 때문

이다. 이러한 관점에 따르면 “원격교육체제”에 포함되는 변인은 원칙적으로 한

계가 없다.

다음으로 무어에게 “원격교육체제”는 동시에 “원격교육환경”이기도 하다.

그는 동일한 대상을 “원격교육체제”가 아니라 “원격교육환경”이라는 용어로

지칭하기도 한다. 다음의 사례는 이러한 사용을 보여주는 전형적인 경우이다.

이 장에서 문헌 연구의 검토를 통해 명백해진 사실은 기본적인 환경을 넘어

원격교육환경에서의 일반적인 요소를 관리하고 예견할 힘을 제공할 정교하면서

도 통합적인 이론 연구의 개발이 즉각적이고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이다

(Moore & Kearsley, 2005: 93).

위의 인용에서 “원격교육환경”이란 용어가 지칭하는 대상은 앞에서 살펴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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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교육체제”와 완전히 동일하다. 위 글의 전체적 요지는 “원격교육”에 대한

통합적인 이론이 개발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원격교육환경에서의 일반적인 요

소”란 바로 “원격교육체제”에 포함된 모든 요소를 지칭한다. 이를 간단히 표현

하면 다음과 같다.

“원격교육”=“원격교육환경”

결국 무어에게 “원격교육환경”은 “원격교육”의 반대 사례가 아니라는 결론

에 이른다. 전형적 사례에서 살펴본 “원격교육”= “원격교수”=“원격학습”에 이

어 이러한 용법이 나타난다는 것은 매우 의미심장하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의

관련 사례 분석에서 좀 더 자세하게 전모가 드러날 것이다.

(4) 무어의 “원격교육” 개념의 관련 사례

무어의 “원격교육” 개념에 관련되는 사례로는 “교수체제설계”에 대한 설명

을 들 수 있다. 다음은 무어가 이상적인 교수 설계 방안으로 소개하고 있는

“교수체제설계(Instructional System Design: ISD)”에 대한 설명이다. 조금 길

긴 하지만 분석을 위해서는 필요하므로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Moore &

Kearsley, 2005: 101).

ISD 접근의 근본적인 원칙은 학습과 교수의 모든 국면이 행동적으로 정의되

어 학습자들이 배워야 할 것들이 평가되고, 학습자들의 관찰 가능한 수행을 가

르치는 것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설계의 기본 단계

그림은 대부분의 ISD 접근이 내포하는 기본 모델을 제시한 것이다. 여기서

중심이 되는 아이디어는 교수 개발이 몇 가지 단계로 나뉘어져 있고 그 각 단

계는 일련의 순서를 포함한다는 것이다. 첫 단계는 분석 단계로서 교수자와 교

수 조직의 활동을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로 특별한 기능들을 확인하기 위해 실

제 업무에 포함되는 업무와 과제들을 분석하는 것이다. 다음에는 학습자들이 필

요한 기능들을 바람직한 수준에서 습득할 수 있도록 학습자의 특징과 학습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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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확인한다.

두 번째 설계 단계에서는 교수 프로그램의 목적과 목표가 코스의 구조와 형

식처럼 구체적인 용어로 명료화된다. 만약 코스가 준거 지향 평가에 근거한다면

비록 교육 내용이 개발되지는 않더라도 설계 단계에서 목표에 부합되는 평가

항목들이 만들어진다. 매체 선택은 분석 단계에서 수집된 정보와 목표에 기초하

여 설계 단계에서 이루어진다.

세 번째 개발 단계에서는 필름, 학습 안내서, 교재, 오디오테이프, 텔레컨퍼

런스 자료와 같은 교수자료들이 제작되고 평가된다. 교사들과 스태프들도 이 단

계에서 훈련받게 된다.

네 번째 실행 단계에서는 학생들이 등록을 하고 교수자료가 전달되며 교수

자와 개인 교사가 학습자들과 상호작용하게 된다.

끝으로 평가 활동은 학습자들의 시험과 채점, 코스와 자료의 교수 효과성에

대한 평가로 구성된다. 마지막으로 다음 사용할 때에 대비한 코스와 자료를 보

완한다.

평가

분석 설계 개발 실행

재분석 재개발재설계 개입

[그림 11] 교수체제설계 모형

위 그림은 제시된 설명대로 “대부분의 ISD 접근이 내포하는 기본 모델”을

도식화한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그림을 접했을 때 우선 눈에 띄는 것은 이 모

형이 “교수체제설계 모형”임에도 불구하고 정작 “교수”에 대한 내용이 빠져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서는 교수 고유의 가치나 그 내적 특성 등을 찾아 볼 수

없다. 위에 제시된 무어의 설명대로 “여기서 중심이 되는 아이디어는 교수 개

발이 몇 가지 단계로 나뉘어져 있고 그 각 단계는 일련의 순서를 포함한다는

것”이지 “교수” 자체가 아닌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엄밀하게 볼 때 이 설

계 모형은 “교수 설계”보다는 “교수 프로그램 설계”라고 불러야 한다. 여기서

설계의 대상은, 계획성, 방향성이 있는 조작 가능한 대상, 즉 일종의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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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가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교수체제설계”의 절차와 단계는 “교수 프로그

램”의 절차와 단계이다.

이러한 모형을 “프로그램”으로 이해한다 해도 그것이 “교수 프로그램”으로

불리려면 여전히 “교수” 개념과의 관련, 즉 그 근거가 있어야 한다. 그 근거는

“교수목표”라는 표현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 모형의 첫 번째

단계에서 “과제”와 “학습자 특성 및 환경”을 분석한 후 “교수목표”가 결정되

면, 그 이후의 모든 절차와 단계, 즉, 설계, 개발, 실행, 평가, 재분석에 이르기

까지 모든 경로가 “교수목표”의 달성과정으로 상정되어 있다. 위 모형의 모든

절차와 단계는 “교수목표” 달성 과정이라는 가정 하에 “교수 프로그램”이라고

지칭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 모형에서 확실한 것은 “교수목표”가 외부에서 부과된 “과제”와

“학습자 특성 및 환경”에 따라 사전에 결정된다는 점과 그것을 달성하는 절차

와 단계뿐이다. 사실, 구체적인 “교수목표”와 그것을 달성하기 위한 절차와 단

계의 실내용, 즉 “교수자료”, “교수자와 학습자의 상호작용”, “교수자, 학습자

평가” 등은 미정인 상태이다. 다만 여기에 “교수”나 “학습”이라는 용어가 사용

됨으로써 “교수 설계”, 혹은 “교수 프로그램”으로 간주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여기에 전제된 “교수”나 “학습”이라는 개념의 원천은 무엇인가 하는 질문이

제기된다.

“교수체제설계”에서는 이러한 과정이 생략되어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를

알 수 있는 다른 사례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한데, 반대 사례에서 언급

했던 “원격교육체제”에 대한 무어의 설명을 참조할 수 있다. “원격교육체제”에

서 “교수 설계”는 그 하위체제의 하나로 포함되어 있었다. “교수 설계”의 관점

에서 보면 “원격교육체제”는 그것을 둘러싼 전체로서 “교수 설계”에서 생략된

부분까지 파악할 수 있다.

“교수체제설계”와 관련시켜 “원격교육체제”를 돌이켜 볼 때 먼저, 동일한

패턴이 나타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원격교육”이 ‘모종의 목표 달성 과

정’으로 간주되고 있으며, “원격교육체제”는 그것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게 하기

위한 절차와 단계라는 것이다. 입력과 출력 변인이라는 것은 사태를 인과론적

형태로 표현하고 있지만, 언제든지 목적-수단 관계로 전치해서 모종의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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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을 위한 계획과 처방으로 활용할 수 있다. 특정 출력 변인을 목표로 해서

그러한 결과에 이르도록 입력 변인들을 조절할 수 있는 것이다.

이를 토대로 무어의 “교수”, “학습” 개념을 살펴보면 거기에는 두 가지 원

천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음은 “원격교육체제” 모형 중 “내용자원”에 대한

설명이다.

대부분의 원격교육에서는 학습자들이 필요로 하는 지식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과 배우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고려하여 코스를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

… 원격교육조직이나 코스가 학생들을 얼마만큼 지식 자원으로 유인할 것인지

는 조직원과 교직원의 교육철학에 의해 영향을 받을 것이다. 학습과 교수에 대

해서는 다양한 아이디어가 있으며 교육 조직이나 코스를 이해하거나 분석, 평가

하기 전에 어떤 철학과 아이디어가 있는지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Moore &

Kearsley, 2005: 12-13).

여기에서 “학습자들이 필요로 하는 지식을 아는 것과 학습자들이 배우고자

하는 것을 고려”한다는 것은 “학습과제” 및 “학습자 특성과 환경”에 대한 조사

와 분석을 의미하며 이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교수목표”가 여기에서

도출되기 때문이다. 이것은 “교수 설계”의 분석과도 동일한 과정으로 여기에서

첫 번째 개념의 원천을 찾을 수 있다. 다음은 이러한 “교수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학생들을 얼마만큼 지식 자원으로 유인할 것인지는” “교육철학” 및 “학

습과 교수에 대한 다양한 아이디어”에 영향을 받을 것임이 기술되어 있다. 여

기에서 두 번째 원천을 찾을 수 있다.

첫 번째 원천은 일상적 언어 생활에서 나타나는 “학습”의 개념이다. 모종의

실제 상황을 어떤 이론적 고려도 없이 자명하게 “학습자”나 “학습과제”로 받

아들이는 것은 일상적 개념을 그대로 수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두 번째 원천은

“교육철학” 및 “학습과 교수에 대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지칭하는 것으로 이

른바 ‘교육 이론들’에 해당한다. 흥미로운 것은 여기서 첫 번째 원천으로서 일

상적 개념으로 포착된 “학습”, 보다 정확하게는 “학습과제” 및 “학습자 특성과

환경”에 따라 두 번째 원천인 ‘교육 이론들’이 효과적으로 선택되어야 할 것으

로 보고 있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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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적 개념의 범주들은 우리의 일상적 언어 생활을 통해 정립되고 확산되

는 만큼 자명하게 느껴지지만 일관된 가치 기준이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다.

예를 들어 “요새 TV에서 나쁜 것만 가르친다”라거나 “저 아이는 학교에서 못

된 것만 배웠구나”라는 등의 표현이 얼마든지 가능한 것이다. 이러한 개념들은

일상적 언어 생활에서는 별 지장없이 사용되지만 학문적 논의 상황에서는 다

르다. 학문적 맥락에서 정립된 이론적 개념들은 정합적인 개념체계의 구성을

통해 정교하게 의미가 규정된 개념들로 이러한 용법이 허용되지 않는다. 그런

데 위의 글에 따르면 이들의 관계가 역전되어 있다. 이론적 개념에 의해 비판

받아야 할 대상이 오히려 그에 대한 판단 준거가 되고 있는 것이다. 정작 교육

적 가치와 현상 이해를 두고 서로 경합해야할 이론적 개념들은 모두 한 바구

니에 담긴 채 상식적 개념에 의해 활용되기를 기다리는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결과적으로, 무어의 논의에서 교육적 가치 판단의 일관된 기준이 자리할 여

지는 사라지고 “원격학습”, “원격교수”, “원격교육”등의 개념은 일상적 개념에

따라 실체가 모호해졌다. 여기서 확실한 것은 오로지 그 기능뿐으로, 앞에서

살펴본 전형적 사례와 반대 사례들의 이례적 용법들은 모두 여기에서 기인한

다.

우선 “원격교육체제”와 “원격교육환경”이 동일한 의미로 쓰였던 것은 “원격

교육”의 실체가 불분명해서 그 경계를 한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무어의 “원격

교육체제”는 모종의 기능을 달성하기 위한 과정과 요소를 표현하는 것으로 사

실상 “원격교육”인 동시에 그 환경인 것이다.

다음으로 “원격교육”= “원격교수”= “원격학습”의 용법이 나타날 수 있었던

것도 이 때문이다. 이른바 “학습과제”와 “학습자 특성과 환경”에서 도출 되는

“교수목표”가 설정되면 이후의 “교수과정”은 모두 그 목표 달성을 위한 과정

으로 상정된다. 이때 교수목표는 다시 학습목표와 교육목표로 이해된다. 마찬

가지로 학습과정은 학습목표 달성을 위한 과정으로 교육 과정은 교육목표 달

성과정으로 간주된다. 여기서 “교수”나 “학습”, 혹은 “교육”은 막연하게나마 서

로 다르다는 가정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정말 막연한 가정일 뿐 이론

적 개념체계를 통해 명확하게 개념화되지 못한 상태에서 어떤 유효성을 가지

기 힘들다. 결국 너무도 확실한 과제 앞에서 “교육”, “교수”와 “학습” 모두 그



- 110 -

실체 여부와는 별개로 그러한 과제 달성의 과정, 즉 기능으로 환원되어 버리며

이들을 부르는 명칭 또한 ‘프로그램’이 된다. 이러한 과정들은 그 실체가 불분

명한 상태에서 모종의 목표 달성 절차와 단계로만 드러나기 때문이다. “교수”

가 있고 그에 대한 “교수 프로그램”이 설계되는 것이 아니라 ‘부여받은 과제’

로 설계된 “교수 프로그램”이 곧 “교수”로 간주된다. 여기서 “교육”, “교수”,

“학습” 프로그램은 그 목표의 동일성으로 인해 서로 동일하다. “원격교수 프로

그램”의 절차와 단계가 곧 “원격학습 프로그램”이나 “원격교육 프로그램”의 절

차와 단계인 셈이다. “원격교수 프로그램”= “원격학습 프로그램”= “원격교육

프로그램”이며 결국 이것은 다시 “원격교수”= “원격학습”= “원격교육”으로 간

주된다. 이를 간단히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5) 무어의 “원격교육” 개념의 모호한 사례

무어의 “원격교육” 개념에 대한 모호한 사례는 “인공위성 텔레비전 네트워

크”를 들 수 있다. 다음은 “인공위성 텔레비전 네트워크”에 대한 무어의 설명

을 발췌한 것으로 조금 길지만 분석에 필요하므로 인용하였다.

코스 전달에 인공위성을 사용하는 것은 원격교육과 훈련의 가장 보편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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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태 중 하나가 되었다. 다양한 네트워크와 협력체가 여러 학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출현하고 있다. 미국에만 모두 60,000개 이상의 수신 사이트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 많은 기업들이 미국 내와 세계에 있는 지역 사무소,

공장에서 훈련을 수행하기 위해 인공위성을 확장하여 사용한다. 기업의 자사 인

공위성 네트워크 사용은 보통 비즈니스 텔레비전이라고 부르며 훈련 외에도 제

품 발표와 판매 회의 같은 기능에 사용된다. … 대부분의 프로그램은 기업이 소

유한 텔레비전 스튜디오에서 제작되어 지역 사무소나 공장 밖의 인공위성 접시

를 통하여 수신 받는다. … 인공위성 텔레비전은 고용인 훈련을 제공하는 데 있

어 매우 비용 효과적이다. 메릴 린치(Merril Lynch)가 수행한 연구 보고에 따

르면, 텔레비전 방송을 받는 사무실이 이를 받지 못하는 사무실보다 40 퍼센트

의 높은 판매 기록을 가진다. 새로운 상품이 있을 때 모든 판매 인력을 한꺼번

에 훈련시키는 능력은 즉각적인 판매 신장과 추가적인 수익을 의미한다. 대부분

의 회사는 훈련을 위한 여행 경비와 비교하여 인공위성 텔레비전이 상당한 돈

을 절약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 비즈니스 TV 프로그래밍은 정규 훈련 코스

제공 외에도 회사의 여러 중요한 기능을 완수한다. 그 중 한 가지는 회사의 사

기와 고용인들의 동기를 유발시키고 유지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Federal

Express는 800개 이상의 회사에 방영되는 매일 방송을 제작하고 있다. 이 방송

은 현재의 운송 상황이나 문제에 대한 자세한 사항, 우수한 고용인의 수행 사례

등을 집중적으로 제공한다. 회사의 간부가 정책을 설명하고 목적을 강화하기 위

하여 정기적으로 방송에 등장하기도 한다(Moore & Kearsley, 2005: 56-57).

우선, 이 글에 따르면 무어는 “인공위성 텔레비전 네트워크”를 “원격교육과

훈련의 가장 보편적인 형태 중 하나”로 소개하고 있다. 이것은 무어의 “원격교

육” 개념이 키건의 “원격교육” 개념이었던 제도유형과는 구분되는 것임을 보

여준다. 여기서의 “인공위성 텔레비전 네트워크”는 키건의 개념에 따르면 “교

육 제도”의 형태를 갖추고 있지 않기 때문에 “원격교육”에서 배제되어야 할

대상이다. 무어의 “원격교육” 개념은 이러한 형태까지 모두 포괄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여기서 “원격교육”과 “훈련”은 서로 같은 의미이거

나 아니면 후자가 전자에 포함되는 것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를테면 “인공위성

텔레비전 네트워크”의 주요 사례로 소개되고 있는 “비지니스 텔레비전”의 주

목적은 “고용인 훈련을 제공하는 데” 있다. 이밖에도 “비지니스 텔레비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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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여러 중요한 기능을 완수한다”.

결국 여기에서 “원격교육”의 의미는 고용인 훈련, 판매 신장, 고용인들의

동기 유발, 업무에 관련된 정보 전달, 회사 정책의 습득과 목적의식 고취 등의

다양한 목적을 달성하는 과정이다. 그러나 이러한 과제를 달성하는 과정을 모

두 “교육”으로 볼 수 있는가 하는 것에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 “교육목표”에

대한 가치 판단 기준이 모호할 뿐만 아니라 더욱 모호한 것은 그러한 결과를

가져오는 과정으로서 “교육”의 개념적 경계이다. 모종의 결과를 가져오는 어떤

과정의 범위는 거의 무한대에 가깝다. 가령 행동과학에서 교조화, 조건화, 훈

련, 선전, 세뇌, 조작, 신비화, 사회화, 문화화, 약물 투여, 뇌엽절개 등등의 방

법들이 행동을 변화시키는 데 큰 효과를 가진다는 증거가 제시되고 있다. 여기

에서 사용되는 “원격교육”이라는 용어는 이 모든 것에 차별 없이 적용될 수

있다. 위의 사례들에서 언급되고 있는 성과들은 모두 “원격교육”에 의해 초래

되고 있는 것처럼 서술되어 있는데, 과연 그러한 결과를 초래하는 “원격교육”

의 과정이 무엇인지는 알 수 없는 상황인 것이다.

2) 무어의 “교육” 개념의 체계 분석

무어에 따르면, 모든 “교육”에는 교류적 거리가 있고, 따라서 모든 “교육”은

“원격교육”이라고 할 수 있다. 이점에서 보자면 무어의 “원격교육” 개념에서

“원격”의 의미는 이미 “교육” 개념 안에 포함된 것으로 잉여적이다. 이하에서

는 앞 절에서의 분석을 토대로 내용을 정리하여 복합구조와 개념체계로 표현

하였다.

(1) 무어의 “교육” 개념의 복합구조

① ～의 종류

무어의 “원격교육” 개념을 분석한 바에 따르면 거기에 전제된 “교육” 개념

은 기능유형이었다. “교육”은 모종의 과제를 달성하는 과정, 즉 기능으로 규정

될 뿐 정작 그 과정의 의미는 불분명하다. 여기에서는 어떤 일관된 교육적 가

치의 판별 기준이나 교육과 여타의 것을 구분할 수 있는 분명한 기준이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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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않는다. “교육”이 어떤 기능을 한다는 것은 확실하지만 실상 외부에서 부

과되는 과제에는 한계가 없으며 그것을 달성하는 과정에도 한계가 없다. 따라

서 무어의 “교육” 개념은 막연한 실체로서 범주 자체를 규정하기가 어렵다. 여

기서 “교육” 개념은 어떤 위계를 갖는다고 보기 어려우며 ～의 한 종류라는

말도 성립하지 않는다.

② 하위 종류

무어에 따르면 모든 “교육”=“원격교육”으로 “원격교육의 분류”에서 살펴보

았듯이 거리에 의해 하위 종류를 나눠볼 수 있다. 무어에 따르면, 이때의 거리

는 “교수자”와 “학습자”의 ‘교류적 거리’를 의미하는 것으로 기존의 지리적․물

리적 거리의 의미를 새롭게 확장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신나민(2002)에 의하면

기존의 지리적․물리적 거리가 단지 교육기회를 가로막는 장애물로서의 의미

를 지니는 것이었다면 교류적 거리란 학습자의 자율성을 위한 여지라는 의미

가 부여된다고 한다. “교육”은 이러한 교류적 거리를 종차로 하여 거리감이 높

은 교육(원거리 교육)과 거리감이 낮은 교육(근거리 교육)으로 나눌 수 있는

데, 이들은 서로 단절적으로 규정되기보다 연속선상에 놓인 것으로 상정된다.

그런데 이러한 분류를 돌이켜 볼 때, 교류적 거리가 정말 기존의 지리적․

물리적 거리 개념을 확장한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원격교육”의 분

류는 결국 매체, 기술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 기존의 지리적․물리적 거리 개

념에 의한 분류와 별반 달라진 것이 없기 때문이다. 교류적 거리가 지리적․물

리적 거리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고 할 때, 물리적으로 분리된 교수자와 학

습자의 거리가 오히려 면대면 환경에 있는 양자의 거리보다 가까울 수도 있다.

면대면 환경에 처해 있어도 1년 내내 시선 한번 마주치지 않을 수도 있다. 게

다가 매체, 기술을 보는 관점도 물리적 거리를 매개하는 기술적 가능성에 한정

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원격교육”의 분류에서 알 수 있듯이 무어의 매체, 기

술에 대한 관점은 기술적 접근 방식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교류적 거리가

지리적․물리적 거리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면 반드시 교과서가 개별적 전

화보다 더 높은 거리감을 유발한다고 볼 이유가 없다. 무어의 교류적 거리가

지리적․물리적 거리 이상의 함의를 갖는 것이라면, 이러한 분류는 그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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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충분히 살리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사실 이러한 한계가 나타나는 것은 무어의 교류적 거리 개념이 가진 불분

명성 때문일 수 있다. 교류적 거리는 지리적․물리적 거리 이상의 의미를 가진

것이라고는 하나 정작 그 의미가 무엇인지는 불분명하다. 무어는 ‘구조’와 ‘대

화’로서 설명하고 있지만, 앞에서 살펴본 대로 구조와 대화는 의미가 모호한

교수 프로그램에 의존하는 개념이었다. 여기에서 구조를 의미하는 교수 프로그

램의 구조화 정도나 대화를 의미하는 교수 프로그램이 학습자에 반응하는 정

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불분명하다. 다만 여기서 확실한 것은 사람과 사람,

사람 및 기관이 지리적․물리적으로 원거리에 의해 분리되어 있을 때 서로 연

결되기 위해서는 기술적 매체가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과, 그러한 연결은 사용

되는 매체의 기술적 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다. 무어가 교류적 거

리 개념을 제안했으면서도 기존의 것과 별반 다르지 않은 형태로 “원격교육”

이 분류된 것에는 이러한 이유도 자리 잡고 있을 것이다.

사실 거리는 “교육”을 분류하는 종차 판별의 기준이 될 필연적인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다. 무어의 “원격교육” 개념은 교수자와 학습자의 분리를 전제

하면서도 이 양자의 차이에 주목하기보다는 그에 비해 부차적일 수밖에 없는

거리에 주목한다. 그리고 그 결과로 거리 개념의 의미를 심도 깊게 탐색할 기

회를 잃었다고 볼 수 있다. “교육”의 개념이 규정되지 않은 상태이기에 지리

적․물리적 의미 이상의 거리 개념을 모색할 맥락적 기반이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교류적 거리에 의한 “원격교육”의 분류가 “교육”의 특성을 찾아보기

힘든 채, 원거리에 떨어진 사람들을 연결해주는 미디어의 기술적 특성에 대한

일반적 분류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은 결국 여기에서 비롯되는 것

일 수도 있다.

③ ～의 한 부분

무어의 “교육” 개념은 기능유형으로서 그 외연과 내포가 한정될 수 없으므

로 ～의 한 부분이라고 말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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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부분

무어의 “교육”의 ‘부분’은 두 가지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다. 그의 “원격

교육”의 정의에 따르면 “교수자”, “학습자”, “거리”가 부분이 된다. 다른 한편

교류적 거리 이론을 통해 보면 “구조”, “대화”, “교류적 거리”라는 이론적 구인

을 부분으로 볼 수도 있다.

그런데 무어의 “교육” 개념인 기능유형은 그 실체가 규정되지 않음으로써

사실상 부분과 전체의 구분이 모호하다. “교수”와 “학습”은 “교육”의 부분이기

도 하면서 그와 동일한 외연을 갖는 동의어로 사용되기도 한다. 또한 “구조”,

“대화”, “교류적 거리”도 어떤 실체적 개념이라 보기 어려웠다. 이들 역시 “교

육”의 부분이기도 하지만 그 전체를 지시하기도 한다.

⑤ 동의어

무어의 “교육” 개념의 동의어는 기능유형의 특성으로 인해 여러 가지가 발

견된다. “원격교육” 개념에서 분석한대로 우선, “교수”, “학습”, “교수-학습”을

동의어로 볼 수 있다. 이밖에 “훈련”, “스터디” 등도 동의어 목록에 포함될 수

있다.

⑥ 반의어

무어의 “교육” 개념의 반의어는 동의어와는 달리 발견되지 않았다. “원격교

육” 개념분석의 ‘반대 사례’에서 “교육 환경”의 개념을 살펴보았지만 기능유형

의 특성에 따라 반의어로 볼 수 없었다.

⑦ 규칙

지금까지 분석한 바에 따르면 무어의 “교육” 개념에 적용되는 규칙은 6가

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교육은 모종의 목표 달성과정, 즉 기능으로 규정되며 학습이나 교수

도 마찬가지이다.

둘째, 따라서 교육=교육 프로그램, 교수=교수 프로그램, 학습=학습 프로그

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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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Ÿ 교육= 기능

~의 한 종류 Ÿ 규정 할 수 없음

하위 종류들 Ÿ 원거리 교육, 근거리 교육

~의 한 부분 Ÿ 규정할 수 없음

부분들 Ÿ 교수자, 학습자, 거리/ 구조, 대화, 교류적 거리

동의어 Ÿ 교육 프로그램, 교수, 학습, 훈련(training), 스터디(study)

반의어 Ÿ 찾을 수 없음

규칙들

Ÿ 학습 프로그램= 학습목표를 달성하는 과정, 교수 프로그램

= 교수목표를 달성하는 과정, 교육 프로그램= 교육목표를

달성하는 과정

Ÿ 학습 프로그램의 목표= 교수 프로그램의 목표= 교육 프로

그램의 목표

Ÿ 학습 프로그램=교수 프로그램=교육 프로그램

<표 5> 무어의 “교육” 개념의 복합구조

셋째, 학습목표= 교수목표= 교육목표이다.

넷째, 따라서 학습 프로그램= 교수 프로그램= 교육 프로그램이 된다.

다섯째, 결과적으로 교육=교수=학습=교수-학습으로 간주된다.

여섯째, 학습목표는 외부에서 주어지는 과제로 한정되지 않는다.

⑧ 예들

무어의 “교육” 개념에는 사실상 교육과 비교육을 구분할 수 있는 경계가

없다. 이것은 모든 것이 교육이라는 의미도 되지만 역으로 모든 것이 교육이

아니라는 의미도 된다. 무어의 저술에서는 “원격교육”에 대한 무수한 사례들이

발견되지만 과연 그것을 “교육”의 사례로 볼 수 있는가는 모호하다.

지금까지 분석한 내용을 통해 무어의 “교육” 개념이 기능유형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복합구조를 표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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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교육= 교육 프로그램, 교수=교수 프로그램, 학습=학습 프로

그램

Ÿ 교육=교수=학습=기능

Ÿ 학습목표는 한정될 수 없음→ 학습은 한정될 수 없음→교

수는 한정될 수 없음→교육은 한정될 수 없음

예들 Ÿ 열거할 수 없음

(2) 무어의 “교육” 개념의 개념체계

무어의 “교육” 개념의 복합구조를 개념체계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12] 무어의 “교육” 개념체계도

3) 기능유형의 학문적 개념의 조건 분석

기능유형의 학문적 개념의 조건 분석은 ‘기능유형의 개념적 문제’와 ‘기능유

형 사용의 실제적 결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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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능유형의 개념적 문제

앞에서 무어의 “교육” 개념이 기능유형이라는 것을 살펴보았다. 무어는 “교

육”을 “교수”, “학습”으로 정의하거나 “구조”, “대화”, “교류적 거리”라는 이론

적 구인으로 설명하였으나 그러한 용어의 개념들은 사실상 실체가 불분명한

것이었다. 여기서 “교육”은 외부에서 주어진 과제를 달성하는 과정, 즉 모종의

기능이 있는 것으로 상정되었으나 정작 그러한 과제를 달성하는 “교육” 자체

에 대해서는 어떠한 이론적 언급도 발견하기 힘들었다. 이러한 상황은 사실상

“교육” 개념의 공백을 의미하는 것으로 개념이 수행하기 위해 갖추어야 할 최

소한의 조건들을 위반하는 결과를 야기한다. 개념의 모호성과 애매성이 심각하

게 나타난다는 것인데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개념의 모호성 면에서 ‘경계의 무한정성’과 ‘구성대상의 무한정성’의

문제가 제기된다. 기능유형의 “교육” 개념은 교육과 비교육의 경계가 불분명하

다. 무어의 “원격교육” 개념분석의 ‘반대 사례’에서 살펴보았듯이 “교육”과 “교

육 환경”이 동일한 대상을 지칭하는 등 어떤 명확한 구분 없이 사용되었다. 무

어가 말하는 “원격교육체제”에는 “원격교육”과 “원격교육환경”이 모두 포함되

었는데, 이렇게 보면 교육 아닌 것이 없게 된다. 세상에 어떤 결과를 일으키는

원인에는 사실상 한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저 이것을 “원격교육체제”라는

틀로 형식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교육”은 어떤 일관된 가치 기준

이나 그 영역을 경계지을 수 있는 특징을 부여받지 못한 채 한편으로는 과도

한 기대를 받는 대상으로, 다른 한편으로는 철저하게 도구적인 대상으로 이해

되었다. 즉, 기능유형으로서의 “교육”은 그러한 과도한 기대를 달성해야 하는

책임을 떠맡게 된 것이다. 사실 이러한 인과관계는 가정보다는 경험적으로 검

증되어야 할 대상이다. 그런데 기능유형에서는 그러한 검증 자체가 어렵게 되

어 있다. 인과관계의 한 쪽 대상으로서 “교육”의 경계 자체가 불분명하기 때문

에 정작 밝혀져야 할 기능적 인과관계도 은폐되어 버리기 때문이다. 기능유형

으로서의 “교육” 개념은 ‘경계의 무한정성’이라는 문제를 갖는다.

또한 기능유형으로서의 ‘교육’은 그 외적 경계의 불분명성 뿐만 아니라 내

적으로 스스로를 특징지을 명확한 특성이나 원리를 갖고 있지 못하다. 교육은

외부에서 주어지는 과제 달성 과정으로 규정되는데, 이때 외부에서 주어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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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에 어떤 일관된 기준이 작용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삶의 복합적 측면에서

제기되는 수많은 다양한 과제가 있을 뿐이다. 결국 교육의 가치가 배제된 상태

에서 서로 상충하고 긴장된 관계에 있을 수도 있는 세상의 온갖 가치가 대신

그 자리를 차지하면서 가치혼란의 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될 수 있다. 게다가 기

능유형의 “교육” 개념은 이처럼 무차별하게 주어지는 과제에 따라 상이한 목

표와 진로를 갖게 된다. 예를 들어 무어의 저술에서 “원격교육”의 성공적인 사

례로 거론되었던 “기업 교육”과 “노동 교육”, “정보화 교육”과 “예술 교육”,

“보건 교육”과 “정서 교육”에 어떠한 유의미한 공통점이 있는가? 이들 모두

매체가 사용되었고 프로그램이라는 형태로 진행되었다는 이외의 공통점은 발

견하기 어렵다. 여기서는 모두 “교육”, “교수”, “학습”이란 용어가 사용되고 있

지만 각 경우에 따라 그 목표와 소재와 과정과 평가가 다르다. 기능유형에는

‘구성대상의 무한정성’의 문제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두 번째로 기능유형에는 애매성의 문제도 심각하게 나타난다. ‘동음이의어

현상(homonyms)’과 ‘이음동의어 현상(synonyms)’이 제기되는 것이다. 먼저

“교육”이란 개념은 그 모호성으로 인해 모종의 결과를 가져오는 여타의 과정

과 구분되지 못한다. 이를테면 훈련, 정보전달, 교조화, 조건화, 선전, 사회화,

문화화, 심지어는 세뇌나 신비화 등까지 모두 “교육”의 과정이 될 수 있다. 실

제 “원격교육” 개념분석의 ‘모호한 사례’에서 살펴보았듯이 “교육”이란 용어가

이러한 의미들로 사용되고 있었다. 이들은 모두 “교육”이라는 동일한 용어로

지칭되지만 사실상 그 의미는 다르다. 기능유형으로서의 “교육” 개념에서는

‘동음이의어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다.

게다가 “교육”이란 의미는 역시 그 실체가 규정되지 않음으로써 사실상

“교수”, “학습” 등과 동의어로 사용되고 있었다. 이것은 이음동의어 현상을 의

미하는 것으로, 다시 말해서 “교수”나 “학습”이라는 개념까지 “교육” 개념에

나타나는 동음이의어 현상이 확대되는 것을 의미한다. “교수”나 “학습”의 의미

도 훈련, 정보전달, 교조화, 조건화, 선전, 사회화, 문화화, 세뇌, 신비화 등의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이다. 혹은 역으로 “교수”나 “학습”이라는 개념이 가진 동

음이의어 현상이 “교육” 개념에도 확산될 수 있다. 어느 개념이 기점이 되든

그것에 따르는 동음이의어 현상은 이음동의어 현상으로 인해 다른 개념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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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산되는 구조를 가지게 됨으로써 개념적 혼란은 기하급수적으로 확산되는 것

이다.

이러한 현상들은 모두 기능유형으로서의 “교육” 개념이 사실상 의미의 공

백 상태에 있게 됨으로써 발생한 것으로 본 연구의 2장 분석틀에서 설명한 ‘학

문적 개념의 외연은 이론적 개념체계에 의해 한정되어야 한다’는 조건을 충족

시키지 못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 기능유형 사용의 실제적 결과

원격교육논의에서 기능유형이 사용되며 나타난 실제적 결과는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교육에 대한 일반 이론의 매체중심성’과 ‘기술적 합리성에

대한 우려’가 그것이다.

① ‘교육에 대한 일반 이론’의 매체중심성

무어의 “원격교육” 개념에 대한 분석에서 살펴보았듯이 무어는 “원격교육”

나아가 “교육”에 대한 일반 이론의 정립이라는 야심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이

론의 역할과 의의에 대해 나름의 확신을 가지고 있었으며, “원격교육”에도 그

것을 설명하고 분류할 수 있는 이론적 틀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이론 부족

현상이 심각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원격교육논의의 상황에서 이러한 자각은

매우 높이 평가할 수 있는 것이다. 게다가 무어는 본인 스스로가 실제로 ‘독립

성 이론’과 그것을 발전시킨 ‘교류적 거리 이론’을 제안함으로써 원격교육논의

의 이론 정립에 크게 기여하였다. 신나민(2007)은 무어의 교류적 거리 이론이

원격교육논의를 기존의 이념적 갈등의 장에서 벗어나 진정한 학문적 장을 열

었다고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무어의 본래 취지와 그 성과에 대한 인정에도 불구하고 과연 그의

이론이 ‘교육에 대한 일반 이론’으로 온전한 역할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해 의문

이 제기된다. 그의 ‘교류적 거리’ 개념은 기존의 물리적, 지리적 차원에서만 파

악되던 거리의 개념을 “교수자”와 학습자간의 심리적 거리로 이해할 수 있게

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를 확장하고 진일보시킨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를 통

해 거리는 “교육”에 포함된 내재적 요소로 상정됨으로써 사실상 ‘모든 교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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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교육이다’라는 명제가 성립하게 된다. 더욱 중요한 점은 거리를 조작 가능

한 하나의 변인으로 본 것으로, 이를 통해 “원격교육”, 혹은 “교육”에 대해 학

문적으로 이해하고 분석할 수 있는 새로운 연구 가능성을 열었다는 것이다. 실

제 무어의 교류적 거리 이론은 이후 원격교육논의에 다양한 경험적 연구물들

을 촉발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신나민, 2007).

그러나 본 연구의 분석에 의하면 ‘교류적 거리’ 개념은 “교수 프로그램”에

의존하여 결정되는 개념으로서 학문적 논의에서 이론적 구인으로 기능하기에

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여기서 “교수 프로그램”은 먼저 “교수” 개

념이 규정되어 있을 때에만 그에 대한 ‘프로그램’으로서 의미를 부여받는 개

념이다. 그런데 무어의 교류적 거리 이론에서 는 “교수” 개념의 실내용이 규

정되지 않은 채 단지 프로그램으로서의 일반 절차나 단계만이 확정되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결국 이에 의해 결정되는 ‘교류적 거리’, 또한 교류적 거리

이론에서 “교육”의 성격을 결정하는 것으로 상정되고 있는 다른 변인들인 ‘구

조’나 ‘대화’는 모두 그 실체가 불분명해질 수밖에 없었다. 이때의 ‘구조’, ‘대

화’, ‘교류적 거리’가 구체적으로 어떤 함의를 갖는 개념들인지, 즉, 무슨 구조

인지, 무슨 대화인지, 어떤 거리인지를 이해할 수 있는 범주나 맥락을 찾을

수 없었던 것이다.

결과적으로, ‘교류적 거리’는 기존의 지리적 거리 개념에 대해 그 의미를 확

장하고 교육을 설명할 수 있는 이론적 구인으로 기능할 수 있게 되었다고는

해도, 그 가능성을 거의 활용하지 못하고 있었다. 무어의 “원격교육” 개념분석

에서 살펴본 사례 중 ‘원격교육의 분류’는 이를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였다. 여

기에서 “원격교육”은 구조와 대화의 상호관계인 ‘교류적 거리’에 의해 분류되

는 것으로 가정되었는데, 실제 나타난 분류 방식은 기존의 지리적, 물리적 거

리 개념에 의한 매체, 기술 의존적 분류와 거의 차이가 없었다. 이것은 ‘교류적

거리’가 지리적, 물리적 거리와는 다르다는 가설만 있을 뿐 그 실내용은 사실

상 공백 상태에 있었기 때문이다. 어떤 다른 실제적인 함의를 갖지 못한 상태

에서 물리적, 지리적 거리의 존재와 그것을 연결해야 하는 당위로서 매체, 기

술의 가능성만이 확실하게 부각된 것이다. 매체, 기술의 가능성도 물리적, 지리

적 거리의 차원에서 다루어짐에 따라 그 풍부한 함의가 인정되지 못한 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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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매개하는 기술적 가능성에만 초점이 주어졌다.

무어의 본래 취지나 교류적 거리 이론이 갖는 의의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결과에 이르게 된 것은 그것에 전제된 기능유형으로서의 “교육” 개념 때문이

다. 기능유형의 “교육” 개념으로 인해 “교수 프로그램”은 사실상 내용적인 공

백 상태였으며 따라서 ‘구조’, ‘대화’, ‘교류적 거리’도 동일한 처지에 놓인 것이

다. 교류적 거리 이론은 “교육 프로그램”, “교수 프로그램”, “학습 프로그램”,

“구조”, “대화”, “거리” 등 여러 개념의 관계들을 동원하여 “교육”을 설명하고

있으나 그들은 모두 눈을 어지럽히는 환영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환영들을 제거하고 보면 “교육”을 결정하는 실질적인 변인은 매

체, 기술로, 원격교육논의에서 이른바 ‘기술결정론(technical determinism)’이

나타나는 것은 그에 따르는 자연스런 귀결 중 하나임을 부정하기 쉽지 않을

것이다. 원격교육논의의 기술결정론적 편향에 대해서는 많은 비판이 제기되

고 있다.

원격교육의 기술적 영역에 대한 관심은 압도적이다. 교육자들이 본질적으로

‘휴머니스트’임을 생각할 때 이런 관심은 아이러닉한 것이다. 원격교육 컨퍼런스

에서처럼 기술에 대해 강조하는 곳은 없다. 수 백 개의 분과가 원격학습의 기술

적인 영역을 다루면서도, 인간의 영역을 다루는 분과는 하나도 없는 경우가 종

종 있다(Spitzer, 1998: 52: 정민승, 2001: 245에서 재인용)

위 글은 사실, 정민승(2001)이 원격교육논의에 나타난 기술결정론을 비판하

며 인용한 글이다. 그런데 그녀는 이러한 현상에 대해 원격교육논자들의 ‘공학

적 자기이해 방식의 한계’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다음은 정민승

이 위 글에 이어 제시한 내용으로 이를 보여준다.

왜 이런 상황이 발생하였을까? ‘사람’을 특히 ‘학습자’를 고려의 대상에 넣는

경우에도, 그 사람이란 ‘기술이 미치는 영향 혹은 효과로서의 학습자’로 환원되

기 때문이다. 근본적 이해관심이 ‘어떻게 하면 효율적인 교육을 할 것인가’에 두

어지기 때문에 학습자의 위상은 하나의 종속변인 이상이 되기 어렵다. 기술공학

적 관점은 과학적 이론과 기법의 적용을 통해 문제해결을 추구하는데, 그 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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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보면 사람은 종속변수에 지나지 않는다(정민승, 2001: 245).

이러한 정민승의 설명은 원격교육논의의 기술결정론적 편향에 대해 일반적

으로 수용되는 해석이다. 그녀의 진단대로 원격교육논의에서 기술에 대한 관심

과 그 효과에 대한 믿음이 지배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은 그 주체들의 공학

적 학문 배경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자들이 본질적으로 ‘휴머니스트’임을 생각할 때 이

런 관심은 아이러닉한 것이다”라는 스피체의 탄식은 여전히 유효하다. 이를테

면, 본 연구에서 분석한 무어의 저술에서도 이러한 휴머니스트적인 관심과 면

모는 여지없이 드러나고 있다. 그의 글을 분석해 볼 때 무어가 ‘독립성 이론’이

나 ‘교류적 거리 이론’을 통해 진정 하고 싶었던 말은 “학습자”의 ‘자율성’과

‘교육적 교류’에 대한 강조였음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다만 그 결과가 그의

의도에 배치되고 있을 뿐이다. 그 자신도 인정하고 있듯이 ‘독립성 이론’이나

‘교류적 거리’ 이론은 정작 “학습자”의 자율성이나 ‘교육적 교류’에 대해서는

어떤 방향이나 지침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오히려 기술 결정론이 그 자리

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였을까?” 공학적 자기이해 방식을 탓하기 전에 먼

저 그러한 인식과 태도가 자리잡을 수 있는 여지를 만들게 한 “교육” 개념의

문제를 잊지 말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원격교육논자들의 매체, 기술에 대한

과도한 관심은 ‘교육’ 개념의 문제가 해소될 경우 그러한 ‘교육’ 개념에 준하여

더없이 긴요하게 활용될 수도 있다. 무어의 사례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그들

역시 휴머니스트이자 ‘교육학자’로서의 자기정체성을 잊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그러한 미래가 현실화되고 있지 못한 것은 분명해 보인다.

그저 현재까지의 실제적 결과만 고려한다면 무어의 ‘교류적 거리 이론’을 ‘교육

에 대한 일반이론’으로 인정해야 할지는 의문스럽기만 하다.

② 기술적 합리성에 대한 우려

“원격교육”을 이론적으로 이해하고 설명하고자 하는 무어의 의도는 ‘체제적

접근’에 대한 강조에서도 잘 드러난다. 오늘날 체제 이론은 공학이나 경영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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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학, 생물학, 사회학, 경제학 등 거의 전반적인 학문 영역들에서 널리 응용

되고 있는 이론적 접근 방법으로, 무어가 원격교육논의에 체제적 접근 방식을

도입하여 적용하고 있는 것은 충분히 이해할 만한 일이다. 체제적 접근은 이론

적 모델이 부족한 분야에 적절한 이론적 모델을 개발한다거나 상이한 분야에

서 중복될 수 있는 이론적 노력의 부담을 줄인다거나 전문 연구자 간의 의사

소통을 원활하게 하여 과학의 통합에 이바지하는 등의 의의를 가진 것으로 받

아들여지고 있다(김영진, 1991)는 점에서 원격교육논의에 대한 무어의 진단이

나 이론 수립의 목적에 잘 부합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체제적 접근의 의의를 인정하는 것에 비례해서 비판적인 견해가 계

속 피력되었던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체제적 접근을 이른바 ‘과학적 형식

주의(scientic formalism)’로 배격하는 입장에서는 그 근거로서 과학적 개념이

그 적절한 범위를 벗어나 확장되면 개념과 실재간의 대응관계가 없어진다는

주장을 제시한다. 리린펠드(Lilienfeld, 1978)에 따르면 체제적 이론의 가장 큰

취약점은 추상성에 의해서만 모든 것을 포괄하는 보편성을 획득한다는 점에

있다. 즉, 체제 이론의 개념체계와 정의는 어떤 구체적이고 역사적인 심지어는

과학적 실체가 없는 화석화된 경직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분석에 아무리 많

은 변수를 포함시키더라도 사회적․역사적 경험의 구체성에 직면했을 때 유익

한 분석의 구실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매우 제한된 분야의 응용 연구

를 제외한 분야에서 체제 이론이 실질적인 연구와 문제 해결에 사용되었다는

증거를 찾아보기 어렵다고 한다. 체제 이론 연구자들은 체제적 사고로부터 특

정 분과학문의 유용한 개념을 개발할 수 있다고 하지만 그 실례를 찾아보기

어려우며, 실상 체제 이론이 이전에 없었던 새로운 어휘를 제공해 준 것 말고

도대체 기여한 것이 무엇인가라고 의문을 제기한다. 체제 이론을 이미 낡은 세

계관 내지 과학관에 바탕을 둔 과학적 형식주의라고 비판하는 입장에서는 과

학적․철학적 진보는 사고와 관찰의 결합에 의해 이루어진다고 본다. 여기서

사고는 실질적 사고이며 특정한 문제에 관련된 사고이지 사고 그 자체나 어휘

에 초점을 둔 사고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비판은 체제 이론가들도

부분적으로 인정하는 것으로서 발(Ball, 1982)은 일반 체제 이론의 발전에 무

엇보다 긴요한 것은 세련된 추상성을 산출하기보다는 경험적 사실로부터의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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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획득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라고 하였다. 청사진 자체가 바로 해당 건물은

아니라는 단순한 사실을 기억하는 것은 중요하다.

또 한가지 체제이론에 대해 제기되는 주목할 만한 비판은 그 목표 지향성

에 대한 것이다. 체제 이론은 체제 자체에 어떤 지향목표가 있다고 가정하는

경향이 있다. 유기체의 개방체제에서 체제의 욕구나 기능적 지상명령을 강조하

거나 인공지능 모델에서 목적지향적 자기통제를 상정하는 것 모두 체제의 목

표를 전제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체제가 사회적 현상에 도입되었을 때는

일련의 왜곡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 이를테면 생산성 향상이라든가 기존질서의

유지와 같은 목표를 주어진 것으로 전제하고 그 목표 달성을 위한 도구적 합

리성의 차원에서 체제 이론이 적용될 수 있는 것이다. 리린펠드(Lilienfeld,

1978)는 이와 관련하여 “체제 자체의 목표를 규명할 객관적 방법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체제의 목표가 객관적으로 주어진 것으로 받아들여진다면 그러한 목

표는 가정 내지는 귀속행위에 의해 설정된 것이다(Lilienfeld, 1978: 227)”라고

하였다. 그는 체제 응용연구가 정부나 기업의 연구과제에 적용될 때 그 연구는

후원자가 제시한 목표의 틀 내에서 작업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음을 지적한다.

리린펠드에 따르면 체제이론이 부상하기 시작한 데에는 실제 이러한 배경

이 작용한 것이다. 그는 1940년대 이후 미국사회의 민간사회 및 경제에 대한

정부의 역할과 개입의 증대, 그로 인한 거대 관료제의 발달, 거대 기업군의 등

장으로 직업구조에 있어 화이트칼라층에 속하는 경영관리직과 기술적 종사자

가 급증하였다는 사실에 주목한다. 체제이론은 이들의 직업적 이해 관심과 전

망을 표현해 줄 수 있는 새로운 관념체계로서 각광받기 시작하였다는 것이다.

체제 이론은 국가의 관료기구나 여타의 사회제도에서 가속화되었던 중앙집권

화의 경향 속에서 세계가 마치 중앙의 통제에 따라 움직일 수 있으며 자연과

학자들이 그들의 연구대상인 자연현상을 조작, 통제, 실험하는 것과 같이 인간

사회도 기술적 조종가능성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는 인식을 정당화시키는 근거

로 작용하였다. 리린펠드는 체제이론이 실제 그 유용성과는 별개로 제반 학문

분야에 유용한 이론적 지침이라는 믿음이 사회적으로 계속 재생산되고 있는

데에는 이러한 기술관료적 이데올로기가 작용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무어가 강조하는 “원격교육”에 대한 체제적 접근도 이러한 비판에서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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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워 보이지 않는다. 체제적 접근에 대한 비판처럼 “원격교육체제”의 설명은

외양적으로 볼 때는 매우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이론인 듯 보이지만 “원격교

육”의 실제를 추상적 언어로 표현하고 형식화하였을 뿐 이것이 “원격교육”의

이해나 처방에 사실상 어떤 유의미한 기여를 하고 있는가 하는 데에는 의문이

제기된다.

오히려 여기에서는 그 ‘과학적 형식주의’와 ‘도구적 효율성에 대한 지향’으

로 인하여 “원격교육” 과정과 실제의 구체성을 사상함으로써 ‘기술적 합리성’

의 위험이 제기된다. 다음은 “원격교육”의 실제를 이해하고 처방하기 위한 틀

로서 체제적 접근을 시도하는 전형적인 원격교육논문의 한 사례이다.

대학 이러닝의 양적 확대에 비해 교수자, 학습자, 개발자, 운영자, 기획자 등

대학의 이러닝 관련자들의 만족도 및 질적 체계화에 대한 인식은 여전히 미흡

한 수준이다. 이러한 원인 중 하나는 이러닝 체제는 단순히 한 측면으로 이해해

서는 안되는, 총체적, 통합적인 사회적 체제로 이해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교

수자나 개발자, 운영자, 기관장 등 많은 이러닝 관련자들은 직간접적인 자신의

일부 경험만으로 이러닝 전체를 단언하는, 장님 코끼리 만지기의 우를 범하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자는 교수자, 콘텐츠 개발자, 시스템

개발자, 강좌 운영자, 혹은 이러닝 기관장 및 예산 기획을 해야 하는 보직자 등

이 이러닝 체제를 이해하고 각 경우의 목적과 상황에 맞는 보다 적절한 기획과

설계를 할 수 있도록, 큰 그림으로서의 개념체제를 제공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수행되었다(이혜정 외, 2010: 297).

이 글은 ‘대학 이러닝 운영을 위한 개념체제’라는 논문의 초록 중 일부로

“원격교육” ‘실제’와 ‘실천가’들을 바라보는 원격교육논자들의 시각이 잘 드러

나 있다. 위 글에 따르면 이 연구는 “교수자, 콘텐츠 개발자, 시스템 개발자,

강좌 운영자, 혹은 이러닝 기관장 및 예산 기획을 해야 하는 보직자 등”의 관

점에서 행해진 것이다. 여기에서는 이러닝의 가장 중요한 참여자인 학습자의

관점이 배제되어 있다. 실제 논문의 내용을 통해 확인해 볼 때 학습자는 철저

하게 대상화되고 있다. 또한 이 연구가 대변하고 있는 참여자들에 대해서도

“직간접적인 자신의 일부 경험만으로 이러닝 전체를 단언하는, 장님 코끼리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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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기의 우를 범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쉔(Schön,

1983)에 의하면 그 실천가들의 ‘행위속의 지식(knowledge-in-action)’을 간과하

는 이러한 태도야 말로 ‘기술적 합리성’의 오류를 범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분석에도 불구하고 원격교육논의에 기술적 합리성의 위험이

나타날 수 있는 원인을 온전하게 체제적 접근 방식에만 돌리는 것에는 무리가

있다. 앞에서 살펴본 체제 이론에 대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여러 학문

분야에서 체제 이론이 광범위한 지지를 얻으며 계속 활용되고 있는 것은 분명

그 유용성이 있기 때문이다. 특히 고전적인 생물학이나 사회학 이론들에서 최

근의 인공지능 연구에 이르기까지 이른바 ‘구조기능주의적 접근’이 거둔 성취

에는 분명하게 체제 이론의 기여를 찾아볼 수 있다. 이러한 이론들에서 체제는

그 기능적 실체로서 구조를 전제하고 있다. 구조의 존재는 체제와 실체와의 연

결을 담보함으로써 과도한 형식주의에 의한 내용적 공허함을 채우는 동시에

체제의 목표지향적 성격을 그 내적 가치로 통제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 체제적

접근과 구조적 접근의 보완적 이해로서 현상의 총체성과 기능성은 더 잘 인식

될 수 있다. 결국 체제적 접근은 일정한 제한 조건 내에서라면 매우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 것이다.

원격교육논의의 체제적 접근에 기술적 합리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될 수밖

에 없는 것은 그 자체 때문이라기보다 거기에 전제된 “교육” 개념의 문제 때

문이라고 할 수 있다. 기능유형은 사실상 “교육”에 대한 일관된 가치 기준이나

그 원리 및 특성을 제공하지 못한 채 개념적 공백 상태로 작용하기 때문에

“원격교육체제”의 제 요소들은 실체적 의미를 갖지 못한 채 추상적 언어 기호

로 존재하게 되며, 이러한 공백 상태에서 외적인 가치가 무비판적으로 수용되

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다. 현재 원격교육논의에서 체제적 접근은 “교육” 개

념의 문제로 인해 역작용을 일으키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3. 환원유형의 교육 개념분석

환원유형의 “교육” 개념을 대표하는 학자로는 페터스(Otto Peters)11)를 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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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페터스는 독일의 원격교육학자로 유럽의 비영어권 원격교육논의를 대

변한다고 할 수 있다. “distance education”이 독일어 “fernstudium”의 번역어

였다는 사실에서 알 수 있듯이 독일을 비롯한 유럽의 원격교육논의의 역사가

영미권보다 앞서 있다. 이러한 배경 아래 페터스는 앞에서 소개한 키건이나 무

어보다 이른 시기부터 두각을 나타냈던 초기의 이론가로 당시 거의 미개척 영

역이었던 원격교육논의에서 일찍부터 이론 개발의 필요성을 자각하고 독자적

인 이론을 제안한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대표적으로 1960년대 발표된 ‘산업

화 이론(industrial theory)’은 그의 주요 업적으로 “원격교육”을 “전통적 교육”

과 구조적으로 구분되는 독자적인 영역으로 설명하고 있다. ‘산업화 이론’은 무

어의 ‘독립 학습 이론’과 마찬가지로 원격교육논의의 3대 이론의 하나로 꼽히

고 있으며, 지금까지도 “원격교육”을 이해하는 지배적인 관점으로 영향력을 행

사하고 있다. 최근에는 캠피온(Campion, 1995), 파네스(Farnes, 1993), 래가트

(Raggat, 1993) 등이 그의 관점을 비판적으로 계승하여 “원격교육”에 대한 ‘신

산업화(neo-industrialization)’나 ‘탈산업화(post-industrialization)’에 대한 담론

을 제기하고 있다.

페터스가 사용한 “원격교육”의 개념에도 역시 “교육”의 개념이 전제되어 있

는데, 그것은 환원유형이다. 이러한 그의 개념은 특히, 그의 “원격교육”에 대한

정의를 포함하여 ‘산업화 이론’에서 잘 드러난다. 원격교육논의에서 페터스의

이론이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환원유형으로서의 “교육”

개념도 일반적으로 통용되며 원격교육논의에 지배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환원유형도 기능유형이나 제도유형과 마찬가지로 원격교육논

11) 페터스는 키건이나 무어와는 달리 유럽의 비영어권 원격교육논의를 대표한다. 『Otto Peters On

Distance Eucation(Keegan, 1995)』이라는 책이 쓰여질 정도로 유럽의 원격교육논의에서는 대부와

같은 인물로 알려져 있다. 그는 독일의 대표적인 원격 대학인 페른대학교(Fernuniversität)의 초대

총장으로 10여 년간 재임하였고, 1999년에는 제 19차 국제원격교육협의회(ICDE)에서 제정한 ‘원격

교육분야의 발전에 가장 공헌이 뛰어난 개인’에게 주는 상을 처음으로 수상하기도 하였다. 현재는

페른 대학의 명예 교수로 있으면서 여전히 활발한 국제 활동과 저술에 힘쓰고 있다. 페터스는 독

일 학자인 만큼, 기본적으로는 독일어로 저술 활동을 하였으나 영어로 된 저술도 다 수 있다. 또

한 그의 이론이나 활동이 전 세계 원격교육논의에 미친 영향을 반영하듯 대부분의 독일어 저술도

번역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영어로 된 저술만 분석해도 그의 전체 사유체계를

이해하는 데에 별 무리가 없다는 판단에 따라 환원유형의 대표적 사례로 선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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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에서 보편적으로 사용되어 온 “교육”의 개념이다. 다만, 환원유형은 제도유

형이나 기능유형에 비해 원격교육논의의 이론적 기반을 제시하면서 세부적이

고 전문적인 담론들을 이끄는 역할을 해왔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환원유형은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제도유형이나 기능유형과 혼용되면서 사용되어 왔다. 이

하에서는 먼저 페터스의 “원격교육”에 대한 개념의 용례를 분석하고, 그것을

토대로 거기에 전제된 “교육” 개념과 그 문제를 분석할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페터스의 “원격교육”에 전제된 “교육” 개념이 환원유형이며, 그것이 왜

문제개념인지가 드러날 것이다.

1) 페터스의 “원격교육” 개념의 용례분석

(1) 페터스의 “원격교육” 개념의 학문적 배경

페터스(Peters, 1971, 1983, 1998; Peters & Keegan, 1994)가 ‘산업화 이론’

을 제안한 것은 1960년도 원격교육논의 초기에 “원격교육”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전통적인 범주”로 “원격교육”을 기술

하려는 시도가 불만족스러웠기 때문이다. 그는 “원격교육”의 핵심과 특수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전통적 교육과의 구조적 차이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생각

하였다.

이미 7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었던 1960년대에도 원격교육은 여전히 교육학

에서 제외되어 체계적인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미개척의 영역이었다. 그렇

기 때문에 당시에는 원격교육의 이론화는 둘째치고, 그것의 교수․학습 형태를

검토하는 것조차 이루어지지 않았다. … 전통적인 교육 범주를 통해 원격교육을

기술하려는 시도가 있었지만 그것은 불만족스러운 것이었다. 원격학습에서의 학

생들의 나이와 직업과 같은 인구학적 특징에 따른 제한된 교과내용, 매체의 특

별한 역할 등이 적절히 다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의 설명완은 완벽할 수 없기

때문이다. … 그것은 실제로는 기존의 것과 상당한 차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까지는 단지 전통적인 학습의 한 형태로만 간주되었다. 원격교육의 핵심과

특수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전통적 교육과의 구조적 차이점을 살펴보아야 한

다(Peters, 1998: 109-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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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터스가 “원격교육의 핵심과 특수성”을 파악하기 위해 우선 주목한 것은

그것이 형성된 이유와 상황이었다. 그는 “원격교육”이 기존의 “전통적 교육”

과 달리 국가의 의도와 통제에 따라 발생한 것이 아니며 “국가교육”의 계획

이나 의도와는 별개로 발전해왔다는 것에 착안하였다. 페터스에 따르면 이것

은 “원격교육”이 “전통적 교육”과는 근본적인 차이를 갖는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으로, 여기서 “원격교육”의 구조적 특징의 “첫 번째 지표”를 얻게 되었다고

한다.

이러한 질문에 답을 찾다보면, 우리는 원격교육의 구조적 특징의 첫 번째 지

표를 만날 수 있다. 여기에서 우리는 근본적인 차이와 직면하게 된다. 국가교육

에서는 국가가 재정을 지원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교육과 훈련을 받을 수 있는

데, 원격교육에서는 수업을 제공하는 기관이 돈을 벌기 위해 사람들이 배우는

것으로 가정되어 있다. 소위 원격교육에서는 이윤을 추구한다. 원격교육의 형성

에는 이처럼 상업적인 이유들이 있다. 원격교육의 선구자들은 사업가들이었다

(Peters, 1998: 110).

이 글에 나타난 것처럼 “원격교육의 형성에는 상업적인 이유”가 있다고 생

각한 페터스는 “원격교육”을 설명하기 위해 “산업적 생산 과정을 조사하는 과

학들로부터 가져온 범주”를 도입한다.

전통적 교수의 기술에 대한 보통의 이론적 준거는 통신 교수를 분석하는 데

거의 도움이 되지 않는다. 산업적 생산 과정을 조사하는 과학들로부터 가져온

새로운 범주를 도입했다. 사실, 이러한 준거들이 교수의 과정을 기술하고 이해

하는데 얼마나 많은 도움을 주는가를 보는 것은 몹시 놀라운 일이다(Peters,

1971:225).

이상에서 알 수 있듯이 페터스의 ‘산업화 이론’은 “산업적 생산 과정을 조

사하는 과학들로부터 가져온 범주”를 통해 “원격교육”을 설명함으로써 제안된

것이다. 그는 이러한 범주들이 “원격교육”을 이해하고 기술하는 데 큰 도움을

준다고 보았다. ‘산업화 이론’은 그의 “원격교육” 개념과 그에 전제된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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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을 잘 드러낼 수 있는 사례로 다음의 ‘전형적 사례’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볼 것이다. 다만 그의 학문적 배경에서 한 가지 더 주목할 것은, “산업적

생산 과정을 조사하는 과학들로부터 가져온 범주”가 “원격교육”의 이해와 기

술에 크게 기여하였다고 보는 페터스는 최근 더 많은 학문들을 도입하여, 이른

바 “종합적 접근(comprehensive approach)”을 위한 “통합적 원격교육학

(integrated pedagogics of distance education)”의 구성이 요청된다고 강조한다

는 점이다. 이하의 글은 조금 길지만 그의 비젼을 잘 보여주고 있다.

다원화 사회에서 특히, 생각과 지식의 ‘극단적인 다원성’을 기치로 내걸고 있

는 포스트모던 사회에서 우리는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예측할 수가 없다.

이러한 관점에 따르면 엄격하게 잘 구성된 깔끔한 이론적 관점들, 모델들, 그리

고 평가 준거들이 얼마나 다양한지를 검토하는 것이 나을 것이다. 사실 이것은

우리가 ‘원격교육의 교육학’을 이해하고자 할 때 채택한 방식이기도 하다. …

미래 원격교육학은 여기에 참여하고 있는 학문들의 구체적인 공헌도와 이들

간의 상호관련성을 밝히는 일에 한정될 것이다. 그리고 원격교육에 있어서의 교

수-학습 과정을 기술하고 설명하며 체계를 세우고 정당화하는 데 있어서, 그리

고 일반적 의미의 목표와 방향을 제시하는 데 있어서, 역사적․해석학적․비판

적 방법뿐만 아니라 경험기술과학적 방법을 모두 활용하게 될 것이다. …

로트는 교육현상에 대한 연구는 ‘연구대상 주위를 맴돌고 있는 방법론적 다

양성’의 도움을 통해서만 성공할 수 있다고 믿었다. 브렌진카도 중요한 것은

“여러 관점들을 완전히 상호배타적인 것으로 보기보다는 경험과학적인 것과 철

학적인 것을 포함하여 모든 가능한 관점과 방법들을 활용하는 것”이라고 생각

했다. … 따라서 통합적 원격교육학의 탐구라는 우리의 프로젝트는 방법론적으

로 볼 때 아무도 가지 않은 길을 처음 내딛는 시도는 아니라고 할 수 있다. …

이러한 형태의 통합된 원격교육학은 오늘날에 특별히 요구된다. 왜냐하면 국

제적 관점에 비추어 볼 때, 원격교육은 종전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격변의 시기

를 맞이하고 있는 한편, 사상 초유의 발전을 이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새로

운 원격교육학은 어려운 길을 가고 있는 원격교육으로 하여금 정보통신시대를

무사히 지나가게 해주고, 원격교육에 대한 지금까지의 복잡한 논의구조를 단순

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Peters, 1998: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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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터스에 따르면 “원격교육”의 “복잡성”이나 오늘날의 격변하는 상황은 “통

합적 원격교육학”을 요구한다. “모든 가능한 관점과 방법들을 활용하여” “원격

교육”을 설명하고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며, “미래 원격교육학”은 그 “학문들의

구체적인 공헌도와 상호관련성을 밝히는 일에 한정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는 원격교육논의에 현재보다 더욱 많은 학문들의 참여를 요청하고 있으며,

그러한 학문들이 통합함으로써 “원격교육”에 대한 이해에 크게 도움을 주고

나아가 “지금까지의 복잡한 논의구조를 단순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낙관적으

로 기대하고 있는 것이다.

(2) 페터스의 “원격교육” 개념의 전형적 사례

페터스의 “원격교육” 개념을 드러내는 전형적 사례는 세 가지로 나누어 살

펴볼 것이다. 첫째는 “원격교육”에 대한 그의 정의이며, 둘째는 이를 설명하는

것으로서 ‘산업화 이론’, 셋째는 “원격교육”에 대한 분류이다.

① “원격교육”에 대한 정의

페터스의 저술 어디에서나 발견할 수 있는 것으로, 그의 고유한 관점을 반

영한 대표적인 “원격교육”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원격교육은 교수와 학습의 가장 산업화된 형태라고 정의될 수 있다. 이러한

정의는 새로운 교수와 학습의 일반적인 성격을 지적하는 것으로, 면대면 교수라

는 모든 전통적 형태와 뚜렷하게 구분되는 그것의 구조적 특성을 보여준다

(Peters & Keegan, 1994: 10).

이 글에서 드러나듯이 “교수와 학습의 가장 산업화된 형태”라는 것이 페터

스의 “원격교육”에 대한 정의로 “전통적 교육”과 구분되는 그 구조적 특성으

로 간주된다. 이러한 정의는 그의 ‘산업화 이론’의 맥락에서 제기된 것으로 여

기서의 “산업화된 형태”라는 것은 그 이론을 살펴봄으로써 알 수 있다.

② ‘산업화 이론(industrial theory)’

페터스(Peters, 1971, 1983, 1998; Peters & Keegan, 1994)의 ‘산업화 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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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1960년대 ‘베를린 교육학 센터(Pedagogic Center in Berlin)’에서 이루어진

“통신교육”의 원리에 대한 연구로부터 도출된 것이다. ‘산업화 이론’은 당시 수

많은 통신교육기관들의 분석에 바탕을 두고 제시된 것으로 “원격교육”을 산업

사회와 관련하여 보면서 산업화의 원리들과 개념적 범주들로 해석한 것이다.

페터스에 따르면 “원격교육”의 “교수과정”과 “산업화된 생산과정”은 여러

측면에서 유사한데 두 과정 모두 전문가들에 의하여 체계적으로 계획되고 설

계되며, 노동의 기능들이 분화되고 있고, 생산 라인과 대량 생산의 원리를 적

용하며, 관리에서 과학적 방법을 사용한다는 것이다. 특히, 페터스는 대량 생산

체제를 가동해온 산업 사회 생산 체제의 특성들을 반영한 개념들을 사용하여

대규모의 학습자 집단에게 잘 구성된 “원격교육 교재”를 제공하고, 관리하며,

평가하는 “원격교육체제”를 설명하였다. 여기서 강조되고 있는 것은 “원격교육

교재개발과정”이다. “원격교육”이 학습자와 교수자가 떨어져 있는 형태이기 때

문에 학습자의 자율적인 학습이 가능하도록 하는 교재가 중요하다. “원격교육”

의 표준화된 교재는 각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기획과 설계, 개발, 제작, 평가 과

정을 거쳐 만들어진다. 노동의 분화와 교재 설계 과정의 중요성, 표준화가 강

조되는 것이다.

원격교육은 교수-학습 방법에서의 완벽한 변화가 얼마나 급진적일 수 있는

가를 잘 보여주고 있다. 교수와 관련해서 이전에는 모든 것이 한 사람과 관련되

어 있었지만, 원격교육에서는 노동이 분업화되어 있다. 교과 내용을 계획하고,

개발하고, 제시하는 것, 과제를 수정하는 것이 이제 서로 다른 사람에 의해, 서

로 다른 시간과 장소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교육이 시작되기 전에 이루어지는

인쇄자료의 개발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으며, 또한 그 개발은 특정 전문가에

의해 수행되는 산업화된 생산과정의 생산계획에 통합되고 있다. 이전에는 교과

내용을 제공하기 위해서 문자 그대로 교수라는 물리적 존재가 필요했지만, 이제

는 기계화되고 자동화되고 있다. 이전에는 가르침의 행위가 교수 개인의 성격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개별적이었지만, 이제는 표준화, 규격화, 형식화되고 있다.

이전의 교육이 학습 집단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참여자들이 겪는 독특한 사건에

대한 주관적 경험이라면, 이제 그것은 객관화되어서 한 과정 내의 모든 구성원

들에게 똑같은 방식으로 제공될 수 있고 언제든지 반복가능한 것으로 되었다.

객관화의 가장 중요한 결과는 교육이 개발되고, 최적화되고, 무엇보다도 팔 수



- 134 -

있는 생산물이 되었다는 것이다. 교육은 산업적으로 제작된 생산품처럼 특정 장

소에 국한되지 않고 어디에서든지 팔 수 있게 되었다. 이제 사람들은 생산품인

‘교육’을 광고하기 시작했고 더욱 많이 판매하려 하고 있다(Peters, 1998: 110).

페터스가 주장하고 있는 “원격교육”의 산업화된 주요 특징들을 구체적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원격교육”은 교수과정의 여러 요소들을 합리화시키기 위하여 ‘노동

을 분화’하였다는 것이다. 이를테면 교재 설계와 개발, 수업, 전달체제, 평가 등

을 기능적으로 분리하여 운영한다는 것으로, 기존 전통 교육에서 한 교수자가

전과정을 책임졌던 것과는 대비되는 특성이다. “원격교육”의 “교수과정”이 산

업 현장에서의 분화된 작업을 통한 일의 합리화 과정으로 설명되고 있다.

둘째, “원격교육”은 기술 장비나 ‘표준화된 작업’ 과정을 적용하여 대규모

생산과 일정한 수준의 질을 보장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교재개발 과정이 표준

화되고, 그렇게 제작된 단일한 교재가 대중 매체를 이용하여 배분된다는 특성

을 지적한 것이다. 이것은 “원격교육”의 교재제작 체제를 산업 현상에서의 표

준화를 통한 대량 생산 체제 구축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셋째, “원격교육”은 교수자를 대체하기 위하여 TV, 라디오 등의 기술공학

적 매체를 활용한다는 것으로, 이는 산업 현장에서 기계에 의존한 ‘자동화 시

스템’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페터스가 강조하고 있는 것은 “대량 교

수(mass instruction)”인데, 이것은 기존에 교수자가 언어를 전달 수단으로 제

한된 학생을 대상으로만 교수 기능을 해오던 것을 “원격교육”에서는 교재를

통하여 대량으로 가르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말한다.

마지막으로 “원격교육”은 교수-학습 과정에서 오류를 제거하고 일정한 수

준을 보장하기 위하여 교재를 계속 평가, 보완하며, 과학적 방법을 도입하여

교수체제 자체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한다는 특징을 갖는다. 이것은 산업 현

상에서 ‘생산물에 대한 질관리체제’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이상의 내용에서는 페터스가 “원격교육”을 “산업적 생산 과정을 조사하는

과학들로부터 가져온 범주”로 설명하고 있음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 따라 “원격교육”은 ‘산업화된 생산과정’으로 포착되어 ‘노동의 분화’,

‘표준화된 작업’, ‘대량 생산’, ‘자동화 시스템’, ‘질관리 체제’의 현상으로 드러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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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또한 이러한 이해 방식에 따르면 “원격교육”은 하나의 “생산품”으로 학생

들인 “고객”에게 더 많이 “판매”하기 위한 광고가 이루어진다. 교육의 목표 역

시 가능한 많은 수의 학생들을 확보하는 것이 되어, “학생들의 수는 성공을 보

장하는 것으로 간주되었다(Peters, 1998: 110).”

③ “원격교육”에 대한 분류

페터스의 ‘산업화 이론’에 따르면 “원격교육”은 하나의 “생산품” 혹은 “생산

과정”이다. “원격교육”을 생산과정으로 보는 관점은 페터스의 ‘산업화 이론’에

이어 포디즘(fordism), 네오 포디즘(neo-fordism), 포스트 포디즘(post-fordism)

논의로 이어졌는데 각 관점은 생산과정의 단계를 의미하는 것으로 “원격교육”

을 분류하는 기준이 된다(Campion, 1995). ‘포디즘’이란 미국 자동차 회사 설립

자 포드(Ford)에서 따온 말로 산업화된 생산양식의 대명사처럼 쓰이는데, 여기

서는 “원격교육”의 생산양식을 설명하는 것으로 사용되었다. 이 세 단계를 구

분하는 준거는 각 생산양식이 ‘상품 혁신’, ‘과정 다양화’, ‘생산자 책임성’을 허

용하는 정도이다. 즉, “원격교육”의 포디즘 전략(산업화 양식)은 상품 혁신과

과정 다양화와 생산자 책임성이 모두 낮은 반면, 포스트 포디즘 전략(후기 산

업화 양식)은 세 준거에서 모두 높은 정도를 그 특징으로 한다. 네오 포디즘은

그 중간 단계로서 상품 혁신과 과정 다양화의 준거는 정도가 높지만 생산자

책임성은 여전히 낮다.

포디즘을 기본으로 하는 “원격교육”은 ‘규모의 경제(economy of scale)’를

추구하고 대중 학습자를 염두에 둔다. 그리고 생산과정은 과제별로 세분화되지

만, 관리는 중앙에서 이루어지는 관료제의 성격을 띤다. 정부의 지원을 받는

대규모 원격 대학이나 기관들이 여기에 속한다.

네오포디즘은 개발의 측면에서는 산업화 양식의 장점을 취하면서도, 전달의

면에서는 지역 단위의 특성을 감안하여 실행하는 “원격교육”을 지칭한다. 네오

포디즘 양식에서는 “원격교육”에 대한 관리가 중앙과 지방에서 모두 이루어진

다. 교수자에게는 개발된 교재를 전달하는 것 이상의 책임은 없는 편이다. 캠

퍼스 학습자와 원격학습자를 모두 대상으로 하는 이중모드 대학이 여기에 해

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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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디즘 모델 네오포디즘 모델 포스트포디즘 모델

상품 혁신 저 고 고

과정 다양화 저 고 고

생산자

책임성
저 저 고

사례 대규모 원격 대학
이중 모드 원격

대학
기업의 이러닝 코스

포스트 포디즘은 포디즘이나 네오포디즘과는 다른 양상을 취한다. 개별 교

수자는 학습자의 변화하는 요구에 맞추어 코스 과정과 전달을 그때그때 변경

할 수 있어야 한다. 이 방식은 기존의 “원격교육”에서 최종 생산물로 간주되었

던 코스 패키지의 생산보다는 소비자, 즉 학습자의 관리에 그 초점이 있다. 따

라서 산업화 양식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수의 특정 분야에 관심있는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며 교수자가 코스의 개발, 전달, 관리의 모든 과정에 관여하고 책

임을 진다. 최근 기업에서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한 이러닝 코스 개발과 운영

등이 이에 해당한다. “원격교육”의 분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원격교육”에 대한 분류에서도 ‘산업적 생산 과정을 조사하는 과학들로부터

가져온 범주’가 그대로 “원격교육”을 이해하고 설명하는 틀로서 적용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관점이 일관되게 적용됨으로써 생산과정으로서의 “원격교

육”은 생산양식을 종차로 하여 분류되고 있는 것이다.

(3) 페터스의 “원격교육” 개념의 반대 사례

페터스의 “원격교육” 개념의 반대 사례는 “전통적 교육”의 경우를 들 수 있

다. “원격교육”의 특성을 논함에 있어 페터스는 초기 인도-유럽의 기원까지 거

슬러 올라가 “교육 구조”의 역사적 진화를 추적한다. 그에 따르면 “원격교육”

은 이 진화의 마지막 단계에 와있는 새로운 “교육적 양태”로 “전통적 교육”과

대비적인 특성을 가진다. 다음은 페터스가 파악한 “전통적 교육”과 “원격교육”

의 특징을 6개의 요소로 정리하여 키건이 제시한 표이다(Keegan, 1996: 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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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적 교육 원격교육

엘리트주의 평등주의

제례적 측면 세속적 측면

위계적 민주적

가족-소규모 구조 학습자 대중 지향적

사적 소통 테크놀로지 기반 소통

시간-공간-사람 간의 결속
시간, 공간, 사람의 차원으로부터 자

유

<표 6> 페터스의 관점에 따른 “교육 구조”의 역사적 진화

키건(Keegan, 1996)에 따르면 페터스의 구분은 독일 철학에 바탕을 둔 ‘사

회학적 분석’이다. 즉, 전통적․구술적․소규모 집단 중심인 “전통적 교육”은

“게마인샤프트(gemeinschaft)”의 전통이고 “원격교육”은 “게젤샤프트

(gesellschaft)”의 전통에 가깝다는 것이다. 사회가 1차 집단 중심에서 2차 집

단 중심으로 변화했듯이 교육구조에서 그런 변화가 수반되었고 그 형태가 “원

격교육”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키건의 해석에 따르면 페터스가 “전통적 교

육”을 “원격교육”과 대비적으로 보는 관점은 ‘산업화 이론’에서 드러났던 ‘산업

적 생산 과정을 조사하는 과학’, 즉 경제학적 관점과 일맥상통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는 사회학적 관점에서 “전통적 교육”과 “원격교육”을 이해하고 있고,

특히 그 중 경제학적 관점으로 “원격교육”의 특성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4) 페터스의 “원격교육” 개념의 관련 사례

페터스의 “원격교육” 개념에 대한 관련 사례로는 “대화”에 대한 그의 설명

을 들 수 있다. 그는 “대화”란 “그 자체가 특별한 교육적 과업을 지니고 있는

독립적인 교수-학습 형태”로 “원격교육”의 “교수-학습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기능을 하는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원격교육의 교수-학습에서 대화가 차지하는 중요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것의 교육적 기능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원격교육에서 교사와 학생 사이의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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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가 있는 경우, 이것의 유일한 목적은 학생들이 학습자료를 가지고 스스로 공

부하다가 직면하게 되는 어려움을 극복하도록 돕는 데 있는 것은 아니다. 이것

은 너무 수단적이고 피상적이다. 대화는 돕는 기능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 자체가 특별한 교육적 과업을 지니고 있는 독립적인 교수-학습 형태이다

(Peters, 1998: 35).

그렇다면 이 “대화”에서도 페터스가 “원격교육”을 보는 관점, 즉 경제학이

나 사회학적인 설명이 제시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그런데 그는 “대화”에

대해서는 그 외의 다양한 학문의 관점을 제시한다. 페터스에 따르면 “원격교육

의 교수-학습”에서 차지하는 “대화”의 중요성을 보여주고 그것에 따른 시사를

얻기 위해서는 여러 학문적 관점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하에서는 다음과 같은 여러 학문의 관점에서 대화에 대하여 탐구하고자

한다. : 과학적 교육학, 고등교육을 위한 교육학, 원격교육학, 교육학, 철학, 인류

학, 사회학. 원격교육에서의 대화 학습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단순히 준비된 학

습자료를 통하여 가르치고 배우는 것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원격교육이 그것의

야심적인 목표를 달성하는데 효과적일 뿐만 아니라 교육학적 내용과 적절성을

제공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Peters, 1998: 35).

다음은 페터스가 제시하고 있는 “대화”에 대한 여러 학문의 설명을 발췌한

것이다.

1. 과학적 교육학의 관점

학문적 작업에 있어서 과학적 지식의 간주관적 증명이 필수 조건이라면 의

사소통은 지식과 학문을 구성하는 통합적 요소의 일부가 된다. … 지식에 대한

의사소통은 단순한 더하기나 보충이 아니다. 그것은 학문 교육의 기본적인 전제

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지식과 의사소통의 필수적인 연결은 원격교육에

서도 교육적 원리로 받아들여야 한다.

2. 고등교육을 위한 교육학의 관점

일방적인 제시전달형 교수방법은 기껏해야 지식과 암기능력의 습득, 유지,

그리고 재생산이라는 의미의 학습을 가져올 수 있다. 그러나 필요한 것은 “독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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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그리고 비판적으로 생각하는 능력”과 아울러 이 비판적 사고를 “적용”하

고 “합리적 사고방식”을 시험해 보며, 스스로 증명할 줄 아는 능력이다. 이러한

능력은 준비된 인쇄교재를 읽는 것으로 대표되는 설명적, 수동적 학습방법을 주

로 사용하는 체제에서는 길러질 수가 없다. 대화는 다른 형태의 교육방법이 가

지고 있지 않은 기회를 제공해 준다.

3. 원격교육학의 관점

마틴 부버(1954)에 의하면 대화 속에서 나-그것의 관계(주체-객체 관계)는

나-당신의 관계(주체-주체 관계)로 변한다. 원격교육에서는 많은 학생들, 교사의

익명성, 교수 기능의 객관화와 학생을 위한 이것의 기술적 실현 등으로 인하여

대체로 나-그것의 관계만이 존재할 뿐이다. 대화는 교사와 학생의 개별성과 인

격성이 작동을 하고 교육적 관계가 형성될 수 있도록 해주는 나-당신의 관계가

부분적으로나마 가능한 기회를 제공한다.

4. 교육학적 관점

대화 속에서의 발언, 사고 행위는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고 여기에 참여

하고 있는 사람들의 개인적, 사회적 발달을 가져다준다. 고립된 상태에서 인쇄

매체를 읽는 것과는 달리 대화속에서 발언은 사회적 행동으로 변한다. 성인교육

학자인 프란츠 포글러는 대화 속에서 ‘현대인의 존재 양식’을 보았고 이것을 ‘인

간에 대한 정의와 구성요소’로 파악하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대화의 원리

를 무시하면서 성공적으로 학위과정을 운영하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5. 철학적 관점

미리 계획할 수 없어 실패의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 자기 자신과 타인 사이

의 접촉은 존재론적 만남으로 이끌어 갈 수 있다. 대화 속에서 사람들은 인간의

실존을 위해 중요한 다시는 체험하지 못할지도 모르는 삶의 형식을 경험한다.

6. 인류학적 관점

대화는 언어 창조, 사람됨, 모든 형태의 삶의 형식을 위한 수단이 된다는 점

에서 인간을 존재하게 하는 기본적인 사실 중의 하나이다. 프란츠 포글러에 의

하면 인간은 다른 존재와의 대화를 통하여 인간이 되어간다.

7. 사회학적 관점

가치 중립적인 개념을 중심으로 하는 사회학적 관점을 가지고 원격교육에서

대화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은 의미있는 일이라고 생각된다. 사회학

에서 말하는 사회적 상호작용이란 사회적 상황에서 상호 관련이 있는 행위를

교환하는 것이다. … 이러한 이론을 염두에 둘 때 교수-학습은 기본적으로 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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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문적(이론적) 관점 대화에 대한 해석 원격교육에의 시사

과학적 교육학 학문적 의사소통 지식과정에의 참여

고등교육학
논박의 전통과 비판적 성

찰

독립적이고 비판적으로

생각하는 능력

원격교육학 부버의 나-당신의 관계 교육적 관계의 형성

교육학 사회적 행동 개인과 사회의 발달

철학 존재론적 만남 삶의 형식의 체험

인류학 인간 존재의 기본적 사실 인간이 되어감

사회학 사회적 상호작용 의사소통 능력의 신장

작용과 의사소통 과정으로 이해된다. … 대학에서의 교육은 학생들의 의사소통

능력을 신장시켜야 하며 나아가 그들로 하여금 담론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훈련

시켜야 한다. 합의를 목적으로 어느 일방이 주도적으로 끌고 나가는 것이 아닌

진정한 의미의 의사소통이 학문적 작업과 교육의 수단이 되어야 한다(Peters,

1998: 35-40).

페터스는 대략 7가지의 학문적 혹은 이론적 관점에서 제시되는 “대화”의

개념을 설명하고, 그것에서 “원격교육”에 대한 시사를 얻고 있다. 이를 정리하

면 다음과 같다.

 

이상의 내용을 보면 각 학문이나 이론에 따라 “대화”에 대한 다양한 해석

과 설명이 제시되어 있고 그것들은 모두 사람들 간의 “대화”를 이해하는 데에

필요한 관점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산업화 이론’에 따라 “원격교육”을 일

관되게 설명했던 것과는 사뭇 다른 상황이지만 최근의 페터스의 주장, 즉 “원

격교육”에 대한 “종합적 접근”으로서 “통합적 원격교육학”을 제안한 것에 비추

어 보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과연 이러한 설명들의 “상호관련성”이

밝혀져 “통합적 원격교육학”을 구성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된다.

이러한 설명들은 모두 “대화”라는 것을 공통의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각각 그

설명의 맥락이 다르며 사실상 “대화”의 상이한 측면을 보여준다. 이들은 모두

다른 현상을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그러한 설명의 의의는 그 구분과 차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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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을 수 있다. 이러한 설명을 통합한다는 것은 그 설명이 제기된 맥락인 다양

한 분과학문이나 이론들을 통합하겠다는 것으로 그 가능성은 매우 의심스럽다.

(5) 페터스의 “원격교육” 개념의 모호한 사례

페터스의 “원격교육” 개념의 모호한 사례는 “통합 교육학”의 관점 때문에

나타난다. 그가 “산업화 이론”으로 설명하고 있는 “원격교육”의 개념은 매우

분명하며 그에 따라 “원격교육”도 일관된 현상으로 드러난다. 그런데 앞의 “대

화”라는 관련 사례에서 살펴보았듯이 그 외의 다른 학문이나 이론적 관점이

추가되면 “원격교육”은 모호한 대상이 되어 버리는 것이다. 서로 부합할 수 없

는 가치나 특성을 가진 상이한 현상으로 비춰지기 때문이다. 다음은 “원격교

육”에 대한 기술 공학적 관점의 주도와 시장 논리적 접근에 대한 페터스의 우

려를 표현한 글이다.

우리는 이전보다 더 원격교육의 교육학적 핵심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이해해

야 하고 원격교육의 독특한 특징에 대해 민감해야 하며, 무엇보다도 최근의 기

술공학적인 도전 속에서 그것을 유지하도록 힘써야 할 것이다. … 가장 기본적

인 지식과 경험조차 무시한 채 개발된 컴퓨터 기반 학습 프로그램이 국회에서

시연되고 있다는 사실을 고려해 볼 때 이러한 종류의 교육학적 기초가 미래의

발전을 위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은 재론할 필요가 없다. 그들 기술자들은

기술적 과정과 성취에만 관심이 있고 교육학에 대한 관심은 별로 없다. 때때로

그들은 의식적으로 그리고 확신을 가지고 이러한 일들을 한다. 그것의 이면에는

반사회적 효과가 도사리고 있으며 심지어 반교육적인 태도마저 있다고 할 수

있다. 하드웨어 업체, 국가의 정부들, 그리고 정보통신과학 등이 원격교육을 그

저 새로운 시장으로 인식하게 하는 좁아터진 정보 네트웍을 창출하는 데 강도

높은 노력을 쏟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교육의 핵심은 그 중요성을 점점 더해

간다고 할 수 있다. 교육학이 상업적 혹은 정치적 성공, 또는 학문적 이득의 길

에 서있다는 것은 그러한 조직의 이해를 대변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적절한 교

육적 고려는 길 가장자리에 남을 수밖에 없다(Peters, 1998: 9)

이 글에 따르면 페터스는 “원격교육”이 기술 공학이나 시장 원리에 의해

주도되는 것을 반대한다. 그는 그러한 경향에 대항해 “교육학적 핵심이 무엇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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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정확하게 이해해야 하고 원격교육의 독특한 특징에 대해 민감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산업화 이론’에 의해 포착되는 “원격교

육”은 하나의 “생산품” 혹은 “생산 과정”으로 “이윤”을 추구하는 것이 기본적

인 특성인 현상이었다. 그것은 포디즘, 네오포디즘, 포스트 포디즘에서도 일관

되게 견지된 교육의 특성이자 방향이었다. 그런데 여기서는 그것을 “반교육적”

태도로 보고 있다. 그러한 태도를 반대하는 것이 “원격교육”의 “교육학적 핵

심”이며 “독특한 특성”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페터스의 말대로

“교육학적 핵심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이해해야 하고 “원격교육”의 독특한 특

징에 대해 민감”하고 싶어도 그가 말하는 “원격교육의 핵심과 특징”이 무엇인

지 모호해진다.

이 글에서의 발언은 ‘산업화 이론’과는 다른 관점, 특히 ‘인본주의적 교육학’

의 관점으로 “원격교육”을 설명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것은 그 자체로

보면 매우 중요하고 바람직한 지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산업화 이론’과

같이 이해하고자 한다면 그 모호성으로 인해 가치 혼란이나 갈등에 빠질 수밖

에 없다. 과연 “원격교육”의 핵심과 특징은 무엇인가?

2) 페터스의 “교육” 개념의 체계분석

피커스의 “교육” 개념은 “원격교육” 개념에 전제된 것으로, 앞 절에서의 내

용을 토대로 분석할 수 있다. 이하에서는 이를 정리한 내용을 복합구조와 개념

체계로 표현하였다.

(1) 페터스의 “교육” 개념의 복합구조

① ～의 한 종류

페터스가 설명하는 “원격교육” 개념은 ‘산업화된 생산과정’ 혹은 ‘산업화된

생산품’을 지칭하는 것이었다. 이것은 경제학적 범주에 따라 개념화된 것으로

이에 전제된 “교육” 개념 역시 동일한 관점에 따라 이해할 수 있다. 즉, “교

육”은 ‘생산 과정’ 혹은 ‘생산품’의 한 종류로 경제학적 현상으로 환원되어 나

타난다. 페터스의 “교육” 개념을 환원유형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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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하위 종류들

페터스의 “교육” 개념은 “전통적 교육”과 “원격교육”으로 분류될 수 있다.

이때 이들을 분류하는 기준은 사회학적 개념인 “게마인샤프트”와 “게젤샤프

트”를 적용한 것이었다. 이에 대해 “원격교육”은 다시 “포디즘 모델”, “네오 포

디즘 모델”, “포스트 포디즘 모델”로 분류되었는데, 이것은 사회학의 한 종류

로 볼 수 있는 경제학적 관점에 따라 ‘생산 양식’을 종차로 하여 분류된 것이

다. 두 가지 분류 방식은 약간의 차이를 가지지만 일관된 관점이 적용된 것이

라 할 수 있다. 페터스는 “원격교육”의 분류 기준에 따라 “전통적 교육”을 ‘산

업화 이전의 생산양식’인 ‘수공업적 생산과정’으로 보기도 한다.

이 비교의 관점에 따르면 통신교육은 학교에서 일어나는 거의 모든 교실수

업보다 훨씬 진보적이다. 우리의 모든 생활양식은 산업화에 의해 근본적으로 영

향을 받았다. 하지만 교육 영역은 예외였다. 교실수업은 아직 수공업적이다. 교

사는 예술가나 장인과 같이 사람, 시간, 장소의 일체성을 가지고 있다. 교사는

무엇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지를 결정하고 자기 일의 결과를 자신이 스스로 평

가한다. 설령 기술적 매체를 사용한다고 해도 수업의 구조는 변하지 않는다

(Peters, 1971: 225).

페터스의 “교육” 개념은 “전통적 교육”과 “원격교육”으로 분류되며 다만 그

기준은 좀 더 포괄적으로 사회학적 기준이거나 좀 더 직접적으로 경제학적 관

점이거나 하는 차이가 나타난다. 그 기준에 따라 포착되는 “전통적 교육”과

“원격교육”은 각각 일반 사회학과 경제학의 차이만큼의 상이한 것으로 나타난

다.

③ ～의 한 부분

페터스의 “원격교육”을 보는 관점이 경제학이므로 “교육”은 경제 현상의 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④ 부분들

페터스의 “교육” 개념의 부분은 “교수”와 “학습”이 될 것이다. 그런데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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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이 경제 현상으로 환원된 만큼 “교수”와 “학습”도 경제적 개념으로 환원된

다. 이것은 그가 ‘산업화 이론’으로 “원격교육”을 설명하는 데에서 잘 드러나는

데, 이를테면, “교수”와 “학습”이 “생산자”, “소비자(고객)”, “생산 과정”, “생산

품”, “분화된 노동”, “자동화 과정”, “표준화, 규격화, 형식화 과정” 등으로 설

명된다.

⑤ 동의어

“교육”의 동의어는 “생산 과정” 혹은 “생산품”이라고 할 수 있다.

⑥ 반의어

“교육” 개념의 반의어는 찾을 수 없었다. 반의어란 해당 개념과 동일 범주

에서의 대조어로 볼 수 있다. 그렇다면 경제적 범주에서 “생산 과정”이나 “생

산품”의 반의어를 찾아야 하는데 이러한 경우는 페터스의 저술에서 찾기 어려

웠다. 인본주의 교육이나 인문주의 “교육” 개념 등을 반대의 의미로 사용하는

경우는 있었으나 엄밀하게 볼 때 맥락이 다른 학문적 개념들로서 사실 범주가

달라 반의어라고 볼 수 없다.

⑦ 규칙들

페터스의 “교육” 개념의 규칙은 그것을 보는 학문적, 이론적 관점에 따라

해당 맥락의 현상으로 환원된다는 것이다. 혹은 해당 학문의 현상이 “교육”으

로 불리는 것이므로 그 현상이 “교육”으로 환원되었다고도 말할 수 있다.

또 하나의 규칙은 페터스가 “원격교육”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여러 학문적

관점들이 필요하다고 봄으로써 다양한 학문적 현상으로의 환원이 일어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원격교육”이라는 하나의 대상은 여러 현상으로 포착되어

분열적 양상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경우 위에서 분석했던 ① ～의 한 종류, ②

하위 종류들, ③ ～의 한 부분, ④ 부분들, ⑤ 동의어, ⑥ 반의어의 설명이 무

의미해진다. “교육”의 범주 자체를 한정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 145 -

개념 Ÿ 교육= 환원유형

~의 한 종류 Ÿ 생산품/생산과정

하위 종류들
Ÿ 수공업 모델, 산업화 모델(→포디즘 모델, 네오 포디즘 모

델, 포스트 포디즘 모델)

~의 한 부분 Ÿ 경제 현상

부분들
Ÿ 교수, 학습(생산자, 소비자, 생산과정, 판매과정, 자동화 과

정 등)

동의어 Ÿ 생산과정, 생산품

반의어 Ÿ 찾을 수 없음

규칙들
Ÿ 이론적 현상으로의 환원

Ÿ 통합적 접근에 따른 분열 현상

예들 Ÿ 영국의 개방대학, 남아프리카 대학, 중국의 방송대학 등

<표 7> 페터스의 “교육” 개념의 복합구조

⑧ 예들

페터스의 “교육” 개념의 사례는 그가 제시하는 “원격교육”의 사례를 통해

추론할 수 있다. “원격교육”의 사례로는 대규모 원격 대학인 ‘남아프리카 대

학’, 영국의 개방대학, 독일의 페른대학, 중국의 방송 대학, 일본의 방송대학,

일본의 엠파이어 스테이트 대학 등이 주로 거론된다. 이밖에 이른바 이중 모드

대학들이나 기업의 이러닝 등도 언급되기도 한다.

이러한 대상들은 제도유형이나 기능유형에 의해 “교육”의 사례로 거론되었

던 것들과 동일하다. 다만 페터스는 이들 대상에 대해 산업화 이론을 비롯한

여러 학문이나 이론의 관점에 의한 설명을 시도한다는 차이를 갖는다. 다시 말

해서 환원유형은 제도유형이나 기능유형을 기반으로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지금까지 분석한 내용을 통해 페터스의 “교육” 개념이 환원유형임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복합구조를 표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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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페터스의 “교육” 개념의 개념체계

페터스의 “교육” 개념의 복합구조를 개념체계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13] 페터스의 “교육” 개념체계도

3) 환원유형의 학문적 개념의 조건 분석

환원유형의 학문적 개념의 조건 분석은 ‘환원유형의 개념적 문제’와 ‘환원유

형 사용의 실제적 결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1) 환원유형의 개념적 문제

앞에서 페터스의 “교육” 개념이 환원유형이라는 것을 살펴보았다. 페터스는

“원격교육”을 경제학적 범주로 설명함으로써 “교육”은 경제 현상으로 환원되

었다. 사실 이것이 가능했던 것은 그가 앞에서 살펴보았던 제도유형과 기능유

형의 “교육” 개념에서 출발했기 때문이다. 제도유형과 기능유형은 그 개념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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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계로 인해 “교육”에 대해 어떤 총체적인 시각이나 깊이 있고 풍부한 함의를

제시하지 못한다. 페터스도 인정한대로 “원격교육”에 대한 수많은 “기술적 연

구(descriptive research)”가 쌓여도 그것은 어떤 하나의 개별적 실제를 보여주

는 것일 뿐 그들 간에 어떤 공통적 원리나 깊이 있는 통찰을 발견할 수 없는

것이다. 피상적 관찰 하에서는 포착될 수 없는 개별 실제들 간의 뜻하지 않는

관련성은 이론적 관점에 의해서만 비로소 드러나게 된다.

이에 페터스는 경제학적 관점을 도입함으로써 제도유형이나 기능유형이 제

시할 수 없었던 “원격교육”에 대한 전체적인 통찰을 얻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

한 통찰과 그에 따른 “원격교육”의 설명은 경제학적인 것으로서 “교육”에 대

한 온전한 이해로 보기 어렵다. 본 연구의 2장 분석틀에서 설명한대로 각 분과

학문들은 그 고유의 이론적 맥락을 정립하고 그것을 통해 여타의 것으로 환원

될 수 없는 대상세계의 자율성을 드러내 왔다. 경제학 역시 그러한 역사를 통

해 하나의 분과학문으로 정당화되었다. 이러한 경제학적 범주를 도입한다는 것

은 그 관점을 단지 차용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그것을 통해 설명되는 것은 경

제 현상이지 교육 현상이 아니다. 게다가 제도유형과 기능유형의 개념체계는

추상화의 정도에서 학문적 개념으로 정립된 경제학적 범주와는 거의 비교가

불가능하다. 경제학적 범주를 도입하는 즉시 제도유형과 기능유형으로 엉성하

게 규정되었던 “교육”은 경제 현상으로 환원될 수밖에 없다. 결국 경제학적 범

주를 통해 이른바 “교육 제도”나 “교육 프로그램”에 유용한 통찰과 해석이 가

능해졌다 해도 그것은 경제 현상에 대한 것이지 교육 현상에 대한 것은 아니

다. 교육의 관점에서 비추어 보았을 때 이것은 교육의 맥락을 간과하고 왜곡한

것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페터스는 “원격교육”에 대한 “종합적 접근”의 필

요성을 강조하며 더욱 많은 학문들의 도입을 요청한다. 이것은 교육을 더 많은

다른 학문적 현상으로 환원시키려는 시도에 다름 아니다. 교육과 경제학적 사

실의 맥락적 차이를 간과한 데 이어 다른 학문적 사실들과의 차이도 무시하게

되는 것이다. 더구나 이것이 페터스의 주장대로 “통합적 원격교육학”의 이름으

로 진행된다면 서로 환원될 수 없는 방식으로 형성된 제각각의 분과학문적 사

실들이 서로 동일한 것으로 간주됨으로써 걷잡을 수 없는 혼동을 일으키게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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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러한 상황은 ‘학문적 개념의 맥락 간 차이를 존중해야 한다’는 조건을 충

족시키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 환원유형 사용의 실제적 결과

원격교육논의에서 환원유형이 사용되며 나타난 실제적 결과는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교육적 논리의 실종과 왜곡’ 및 ‘통합적 원격교육학의 불

확실한 미래’가 그것이다.

ⓛ 교육적 논리의 실종과 왜곡

제도유형이나 기능유형의 개념적 문제로 인해 사실상 “교육” 개념이 공백

인 상태에서 외래 학문의 도입으로 나타나는 한 가지 불가피한 결과는 교육적

논리의 왜곡과 소외이다.

페터스는 원격교육논의에서 나타나는 “기술공학이나 시장논리의 주도”에

대해 매우 우려하는데 이러한 현상이 “원격교육”을 왜곡시킨다고 보기 때문이

다. 이에 대해 그는 “원격교육”의 교육학적 핵심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이해해

야 하고 “원격교육”의 독특한 특징에 대해 민감해야 함을 요청한다.

우리는 이전보다 더 원격교육의 교육학적 핵심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이해해

야 하고 원격교육의 독특한 특징에 대해 민감해야 하며, 무엇보다도 최근의 기

술공학적인 도전 속에서 그것을 유지하도록 힘써야 할 것이다. … 가장 기본적

인 지식과 경험조차 무시한 채 개발된 컴퓨터 기반 학습 프로그램이 국회에서

시연되고 있다는 사실을 고려해 볼 때 이러한 종류의 교육학적 기초가 미래의

발전을 위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은 재론할 필요가 없다. 그들 기술자들은

기술적 과정과 성취에만 관심이 있고 교육학에 대한 관심은 별로 없다. 그것의

이면에는 반사회학적 효과가 도사리고 있으며 심지어 반교육학적인 태도마저

있다고 할 수 있다. 하드웨어 업체, 개별 국가 차원과 유럽 대륙 차원의 정부들,

그리고 정보통신과학 등이 원격교육을 그저 새로운 시장으로 인식하게 하는 좁

아터진 정보 네트웍을 창출하는 데 쏟고 있는 강도 높은 노력 앞에서 이러한

교육학의 핵심은 그 중요성을 점점 더해 간다고 할 수 있다(Peters, 1998: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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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터스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원격교육논의에서 나타나고 있는 시장 논리의

주도 현상은 사실상 그가 도입한 경제학적 관점을 통해 강화되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산업화 이론’에서 제안하는 것처럼 “교육”을 “생산 과정”이나

“생산품”이라는 범주로 이해하는 것은 경제현상으로 환원시킨다. 이처럼 “교

육”이 경제 현상으로서 환원될 때 적은 비용을 들여 높은 이윤을 내고자 하는

경제논리를 추구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른바 ‘규모의 경제(economy of scale)’

라는 또 다른 경제학적 범주에서 드러나는 것처럼 이윤의 추구가 “교육의 질”

을 평가하는 기준이 되는 것이다.

원격교육은 상당히 대규모로 수업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질이나 비용 효과

면에서 우수하기가 어렵다. 이것은 등록 학생 수와 관계없이 프로그램 개발과

매체 관련 제작, 교수자료 준비에 상당한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원격교육

체제에서 학생당 직접 경비는 낮은 편이지만 고정 비용은 전통 수업에 비해 훨

씬 높은 것이다. 그러므로 학생 수가 많아야 프로그램 당 평균 비용이 낮아지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규모의 경제(economy of scale)를 의미한다(Moore &

Kearsley, 2005: 90).

그러나 “교육”을 경제 현상으로 환원시킴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문제는 이

것만이 아니다. 예를 들어, 원격 대학에서는 강의 동영상을 ‘생산’할 수 있으며

이때 강의 동영상은 ‘생산품’이다. 그러나 종국에 학습자들이 소유하는 지식이

나 기술은 원격 대학에 의해 생산되는 것은 아니다. 그것들은 학습자들에 의해

획득되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학습자들은 시간과 돈과 에너지를 소비하듯이 강

의 동영상을 소비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이들이 지식을 소비하는 것

은 아니다. 누군가 어떤 지식을 획득한다고 해서 그것이 고갈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교육이 경제 현상으로 환원되면서 이러한 왜곡이나 교육적 가치의

실종은 불가피한 것이다.

페터스(Peters, 1998)는 이러한 경향이 최근에 대두된 ‘네오 포디즘(신산업

화 모형)’이나 ‘포스트 포디즘(탈산업화 모형)’에 의해 극복될 것으로 낙관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는 좀 더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시함으로써 학습자의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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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와 이해를 좀 더 충실하게 반영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원격교육은 지금 현재 모든 산업사회가 경험하고 있는 근본적인 변화에 적

응해야만 한다. 오늘날의 작업은 20년 전의 방식과는 완전히 다르게 조직되고

수행되고 있다. 원격교육이 직면하는 새로운 문제들은 대량생산과 같은 구식의

합리화 모형으로는 해결될 수 없기 때문에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새로운

개념이 개발되어야 하는 것이다. 원격교육의 신산업화 또는 탈산업화된 교수-학

습 형태 등 이미 새로운 접근들이 등장하고 있다. … 대체로 원격교육은 보다

분권화되고 민주화되고 공동결정을 지향하며 개방적이고 융통성 있게 될 것이

다. 교육적 관점에서 이것은 교수-학습이 보다 나은 사회화의 조건을 제공한다

는 점에서 이전의 산업화된 원격교육의 교수-학습과 차별화된다는 것을 의미한

다(Peters, 1998: 113-119).

그러나 네오 포디즘이나 포스트 포디즘이 내세우는 명분이 무엇이든 그 궁

극적인 관심은 여전히 이윤 추구에 있으며 지식과 관련된 함축을 온전하게 드

러내지 못한다. 이들 역시 경제학적 범주로서 경제 논리에 따르기 때문이다.

페터스가 경제학적 관점을 도입한 취지나 기대가 무엇이든 그의 ‘산업화 이론’

과 그것에 이은 ‘네오 포디즘’, ‘포스트 포디즘’ 논의는 원격교육논의에서 시장

논리를 확산시키고 정당화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분명한 것은 이것

이 페터스가 말하는 “교육학적 핵심”이나 “교육의 독특한 특징”은 아니라는

점이다.

② 통합적 원격교육학의 불확실한 미래

페터스는 현재 원격교육논의에 나타난 이론 부족 현상이나 기술 공학과 시

장 논리의 주도를 ‘통합적 원격교육학’이 해결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

러나 서로 환원할 수 없는 방식으로 정립된 개별 분과학문들을 통합한다는 가

설은 실현 가능성이 매우 불확실해 보인다. 사실 이것은 페터스 자신도 인정하

고 있다.

많은 독자들은 그러한 접근이 가능한 지에 대해 질문할 지도 모르겠다.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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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학과 교육과정 개발 주창자들에게는 그것 자체가 매우 신경 쓰이는 일이 될

지도 모르겠다. 그리고 실천적, 이론적 원격교육을 연구하는 학자들도 회의적일

지 모르겠다. 경험을 통해서 보면 그들은 조화를 이루는 이론은 커녕 통일성을

갖춘 개념 하나 제대로 가지고 있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이렇듯 서로 다른 학

문적ㆍ이론적 입장을 통합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교육학적 엘리트주

의라는 이유로 아니면 기본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라는 이유로 비판을 받을 지도

모른다(Peters, 1998: 11).

이 글에 따르면 통합 교육학을 만들려는 시도는 “조화를 이루는 이론은 커

녕 통일성을 갖춘 개념 하나 가지고 있지 못한” 현실에 처해 있다. 그러므로

“많은 독자들은 그러한 접근이 가능한 지에 대해 질문할 지도” 모르며 “기본

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라는 이유로 비판을 받을” 것이다. 흥미로운 것은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페터스가 불가능한 시도를 하는 배경이다. 페터스

에 따르면 “새로운 시도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러한 방식을 택하는 것은 결코 새로운 시도가 아니며 교육학과 교육학적

사고와 친숙하지 않은 것도 아니다. 이것은 20년도 훨씬 전에 하인리히 로트와

볼프강 브렌찐카를 인용하면서 ‘현대 교육과학에 있어서의 교육 연구와 교육 이

론의 형성’이라는 논문을 쓴 군터 도멘에 의해서 주창된 바 있다. 로트는 교육

현상에 관한 연구는 ‘연구대상 주위를 감싸고 있는 방법론적 다양성’의 도움을

통해서만 성공할 수 있다고 믿었다. 브렌찐카도 중요한 것은 여러 관점들을 완

전히 상호 배타적인 것으로 보기보다는 경험과학적인 것과 철학적인 것을 포함

하여 모든 가능한 관점과 방법들을 활용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 따라서 통

합적 원격교육학의 탐구라는 우리의 프로젝트는 방법론적으로 볼 때 아무도 가

지 않은 길을 처음 내 딛는 시도는 아니라고 할 수 있다(Peters, 1998: 18).

이 글에 따르면 페터스가 다양한 학문들을 통합하는 ‘통합적 원격교육학’이

성공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은 그 이전의 시도, 즉 관례가 있기 때문이다. 기존

교육학을 선례로 삼아 그 관례를 반복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페터스의 생각

대로 ‘통합적 원격교육학’이 성공할지는 여전히 불확실하다. 이와 관련하여 최

근 국내 원격교육연구의 동향을 분석한 신나민, 임정훈, 이혜정(2005)의 연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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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하는 바가 크다.

지난 20년간 국내 대학에서 배출된 478편의 석, 박사 학위 논문에 대한 분석

은 학술지 논문과는 또 다른 관점에서 원격교육에 대한 학문 집단의 관심이 얼

마나 광범위한지를 보여준다. 아주 단순히 말해, 원격교육은 컴퓨터를 이용한

교육과 관련된 거의 모두의 관심 영역인 것이다. 대학에서 개설된 143개의 전공

영역에서 원격교육 관련 논문이 배출된다는 사실이 이를 뒷받침한다. 더 놀라운

점은 교육학, 교육공학, 교과교육의 세 영역에서 배출된 논문의 수(120편)보다

컴퓨터 교육과 소프트웨어 공학, 컴퓨터통신 등 컴퓨터 관련 학과에서 배출된

논문의 수(288편)가 두 배 이상이라는 사실이다. … 원격교육은 교육과 관련된

학자 집단 간의 영역 구분을 무색케 할 만큼 다종 학문 간의 경계를 넘나들며

확산되고 있었다(신나민, 임정훈, 이혜정, 2005: 223).

이러한 연구에 따르면 “원격교육”에 대한 연구는 교육학과보다 다른 학과

에서 더 많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다종 학문 간의 경계를 넘나들며 확산되고

있다”. 이 자체로만 보면 페터스의 ‘통합적 원격교육학’의 미래는 곧 실현될 것

처럼 보인다. 그러나 오히려 이 연구의 저자들은 전혀 다른 통찰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이 한국 원격교육의 특수성인지는 단언할 수 없지만, 교육학 이

외의 분야에서 원격교육에 대해 더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결과는 원

격교육의 독자성에 대해 위에서 제기한 질문이나 학문별 범주 구분에 대한 논

의들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종용한다(신나민, 임정훈, 이혜정, 2005: 223).

이 글에 따르면 다종 학문 간의 경계를 넘나들며 확산되고 있는 연구물들

은 ‘통합적 원격교육학’ 구성의 가능성을 보여주기보다는 “원격교육의 독자성”

에 대한 연구자들의 가설 자체를 재검토하게 만든다. 각 연구들 간의 관점과

내용의 차이 때문이다. 여기서는 어떤 “일반적인 의미의 목표와 방향을” 발견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복잡한 구조가 단순화”될 가능성도 보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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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원격교육논의에 나타난 주요 논점과

교육 개념의 문제

교육학은 교육의 개념을 전제로 혹은 매개로 전개된다. 이것은 교육학 담론

의 하나로서 원격교육논의 역시 마찬가지이다. 교육의 개념은 일종의 대전제와

같은 것으로서 원격교육의 개념을 비롯하여 그에 대한 담론 전체가 이를 기반

으로 전개된다. 원격교육이라는 대상영역의 경계와 특성, 가치와 내적 원리 등

은 교육 개념의 틀 내에서 규정되며 원격교육논의 역시 그 범위를 벗어날 수

없다. 교육의 개념에 문제가 있다면 원격교육논의는 아무리 다른 개념이나 논

증이 적절하다 해도 한계를 갖게 된다. 특히 현재의 원격교육논의처럼 교육의

패러다임 전환과 대안적 교육학담론 정립의 과제를 안고 있는 상황이라면 그

것은 보다 근본적이고 심각한 양상을 띠게 된다.

이 장에서는 3장에서 살펴본 세 가지 문제개념과 관련하여 원격교육논의에

제기된 주요 논점을 구체적 사례의 분석을 통해 살펴볼 것이다. 이러한 논점들

은 원격교육논의가 새로운 교육의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대안적 교육학 담론으

로 정립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과제들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괄목할 만한 성과를 보이지 못한 채 불필요하고 소모적인 논의가 반복되는 양

상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상황이 나타난 데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

으나 앞에서 살펴본 세 가지 문제개념이 그 주요한 원인으로 볼 수 있다. 문제

개념들이 원격교육논의에서 광범위하게 통용되면서, 거기에 내포된 개념적 문

제가 각 논의들을 부당하거나 무의미한 논증으로 만들기 때문이다. 문제개념을

전제하거나 매개로한 원격교육논의들은 본래의 의도와는 다르게 해결이 어려

운 일종의 논리적 난제에 빠지게 된다. 논의가 거듭될수록 애초의 문제가 해결

되기는커녕 오히려 심화․확대되는 양상이 나타난다.

교육 개념과 관련하여 원격교육논의에 나타난 주요 논점은 대략 5가지 나

눌 수 있다. 원격교육의 정의, 새로운 명칭의 등장과 교체, 교육과 원격교육의

관계, 원격교육논의의 독자성, 원격교육의 효과성 등이 그것으로 이하에서는

사례분석을 통해 각 논점과 거기에 내포된 개념적 문제를 설명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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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격교육의 정의

하나의 학문분야가 정립되기 위해 가장 기본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는 그

대상영역의 개념과 경계를 규정하는 것이다. 기존의 학교중심 교육 패러다임을

일탈하고자 하는 대안적 교육학 담론으로서 원격교육논의 역시 초기부터 이러

한 노력을 지속해왔다. 원격교육논의에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시도한 방

법은 대부분 ‘정의(definition)’였다. 원격교육의 개념에 대한 정의는 초기 이론

가인 도만(Dohman, 1967), 페터스(Peters, 1973), 무어(Moore, 1973), 홈벨

(Holmberg, 1977) 등의 저술에서부터 등장하며 현재에 이르기까지 지속되고

있다(AECT & RISE, 1996: Garrison & Shale, 1987; Keegan, 1980a; Keegan,

1996; Rumble, 1989; Schlosser & Simonson, 2006).

정의는 학문적 개념을 규정하는 방법으로 널리 사용되어 왔지만 근래 들어

그 한계가 지적되고 있다. 정의란 단순하게 보자면 피정의항의 용어를 정의항

의 용어로 대체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최근 언어이론들(Derrida, 1967;

Rorty, 1979; Saussure, 1916; Wittgenstein, 1953)에 따르면, 언어는 하나의 고

정적 의미를 가지지 않는다. 언어와 대상 사이에는 일대일 대응관계가 성립할

수 없으며, 의미의 절대적인 거점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언어의 의미는 그것을

구성하는 요소들 사이의 관계를 통해서 임의적이고 잠정적으로 규정되며, 동일

한 언어라도 그것이 속한 맥락에 따라 상이한 의미를 가진다. 정의는 그 자체

로 개념을 규정하는 방법이 될 수 없으며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언어맥락,

혹은 개념체계의 구성이 전제되어야 유효성을 가질 수 있다. 정립된 개념체계

를 기반으로 하여 정의항을 구성하는 용어의 의미가 규정되어 있지 않다면 피

정의항의 의미를 규정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러한 경우 정의는 콰인

(Quine, 1961: 31)의 지적처럼 “사람을 홀리는 도깨비 불”이 되어 개념적 악순

환을 야기할 수 있다. 대부분 개념적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 정의를 시도하지만

그 결과는 기존의 잘못된 개념에 또 하나의 잘못된 개념을 추가하여 개념적

혼란을 확대시키기 때문이다.

원격교육논의에서도 정의는 개념을 규정하는 유효한 방법으로 기능해왔다

고 보기 어렵다. 무엇보다 원격교육을 규정하는 정의항으로서 교육의 개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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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절하게 규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3장에서 분석한 제도유형의 교육 개념이

정의항으로 사용됨으로써 원격교육에 대한 정의는 그 취지를 달성하지 못한

채 악순환에 빠져 있다. 이를 잘 보여주는 것이 이른바 “원격교육”에 대한 정

의 논쟁이다.

“원격교육” 정의 논쟁이란 “원격교육”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의 문제를 놓

고 198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이어진 일련의 논쟁들을 말한다. 이것은 1980년

키건이 호주의 학술지 『원격교육 』에 “원격교육”의 정의를 발표한 이후 그

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촉발되었다. 그의 정의는 원격교육논의 내에서 가

장 보편적으로 수용된 정의인 동시에 그만큼 많은 비판의 대상이 되기도 하였

다. 특히 1986년 『원격교육의 기초』 초판의 발간을 기점으로 하여 미국의 학

술지 『미국원격교육연구』에는 그의 “원격교육”에 대한 정의를 둘러싸고 여

러 학자들의 비판적 논문과 그에 기반해 “원격교육”을 재정의하는 논문들이

실렸다.

원격교육의 정의는 키건에 의해 촉발되었는데, 현재 생생한 논쟁의 주제이

다. 『‘원격교육』의 한 논문에서 그는 무어, 페터스, 홈벨, 프랑스 법률의 정의

들을 검토하고 광범위하게 수용된 초기 정의들에서 그가 발견한 것들 중 특히

중요하다고 생각한 요소에 근거한 정의를 제안했다. 그의 목적은 원격교육을 정

의하는 데 필요한 필연적 요소를 강조하는 것이었다. 키건은 연속적으로 단행

본, 책 리뷰 등을 발표하였으며, 최근의 저술에서 그의 정의를 확장시켰다. 그의

독창적인 연구는 연속적인 논쟁을 일으켰는데, 여기에는 배트, 윌렌, 홀름버그,

톰슨, 개리슨과 쉐일, 그 자신 등의 글이 포함된다(Rumble, 1989: 8).

이 글에서 알 수 있듯이 “원격교육”의 정의 논쟁에서 중심이 된 학자는 키

건이다. 키건은 논쟁을 촉발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자신의 정의를

수정하기도 했다. 본 연구의 3장에서 살펴본 키건의 정의는 『원격교육의 기

초』3판에 실린 것으로 1980년에 처음 발표한 정의와는 차이가 있다. 그가 제

안한 처음의 정의에서는 “원격교육”의 특성을 6가지로 소개하고 있다. 이를 간

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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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사와 학생의 분리

2. 교육 기관의 영향

3. 기술적 매체의 사용

4. 양방향 커뮤니케이션의 제공

5. 개별 학습

6. 가장 산업적인 형태의 교육

이것을 본 연구의 3장에서 살펴본 정의와 비교해 보면 두 가지가 달라졌음

을 알 수 있다. 1996년 정의에서는 여섯 번째 “가장 산업적인 형태의 교육”이

제외되고, 다섯 번째 “개별 학습”은 “개별 학습과 반영구적 학습 집단의 부재”

로 바뀌었다. 흥미로운 것은 이러한 수정의 이유이다. 3장에서 살펴보았듯이

키건의 정의는 “실제 원격교육제도”를 조사함으로써 분석된 것인데, 바로 이러

한 사례 조사의 결과를 반영하는 과정에서 수정이 이루어진 것이다.

문헌에서 발견되는 교육적 현상들의 본질과 구조에 대한 처음의 가정은 기

관에 대한 사례 연구를 통해 지속적으로 재규정되었다(Keegan, 1996: 16).

키건이 자신의 정의를 수정한 것은 ‘변화한 원격교육의 현실’을 반영하기

위해서였다. 키건은 “원격교육”의 정의가 그 현실을 보여주는 것이어야 한다고

생각했으며, 1980년 처음 “원격교육” 정의를 발표했을 때에 비해 1986년의 “원

격교육제도”의 상황은 바뀌어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키건이 이처럼 “원격교

육”의 현실을 반영하고자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정의가 비판받았던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원격교육”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경계의 엄밀성 때문이었다.

키건이 추종하는 발전의 경향은 그 엄밀성 때문에 제한적이다. 이와는 달리

위 인용에서의 요점은 원격교육의 무제한적인 기술(description)의 추구와 애매

성을 관용하는데 기울어져 있다. … 우리가 말하려는 요점은, 현재 자신들이 하

는 일이 이 분야 안에 놓여있다고 생각하도록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일을 촉진

하는 제명(inscription)을 제공함으로써 원격교육연구가 더 나은 역할을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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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는 것이다(Garrison & Shale, 1987: 12).

원격교육논자들이 보기에 키건의 정의는 “우편통신 교육”을 기반으로 한

것으로 “통신 학습을 과도하게 표현하지만 새로운 세대의 기술적 전달을 적절

하게 고려하고 있지 못하다. 이미 일어난 원격전달 기술의 근본적인 변화와 미

래에 일어날 변화를 감안하면 이러한 정의는 더 이상 직접적으로 현실을 적절

하게 설명할 수 없으며 어떻게 원격교육을 기획할 것인가에 대한 혼란을 창출

한다(ICDE, 1983: 28)”. 이에 대한 원격교육논자들의 대안은 “원격교육”의 정

의를 “넓히는” 것이었다. 개리슨과 쉐일(Garrison & Shale, 1987)에 따르면 키

건의 정의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근본적 이유는 너무나 정의의 엄밀성을 추

구하여 “통신 학습”에만 적합하도록 “원격교육”의 경계를 너무 “좁게” 규정했

기 때문이다.

실제 키건의 정의에 대해 대안으로 제시된 이후의 “원격교육”에 대한 정의

들은 “경계의 엄밀성”보다는 “현실을 반영할 수 있도록” 넓은 정의를 추구한

다. 즉, “원격교육”의 개념에 대한 내포를 줄임으로써 외연을 확장하고자 한

것이다. 다음은 그러한 정의의 사례들로 우선, 시몬슨과 슐러서(Simonson &

Schlosser, 1995)의 정의이다.

원격교육은 형식적 조직에 기반을 둔 교육 활동으로 일반적으로 교사와 학

생이 장소에 있어서 멀리 떨어져 있으나 반드시 시간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것

은 아니며, 서로 비디오, 디지털 정보, 음성으로 된 교육 내용을 가지고 서로 쌍

방향 상호작용을 가능하게 하는 텔레컨퍼런싱 시스템들이 사용된다(Simonson

& Schlosser, 1995: 9)

시몬슨과 슐러서의 정의는 키건의 정의에서 첫 번째 특성이었던 교사와 학

생의 분리를 시공간적 분리에서 단지 공간적 분리의 의미로 축소시킨다. 키건

의 정의에 대한 대안적 정의의 두 번째 사례는 정인성(2002)의 정의를 들 수

있다.

원격교육의 기본적 학습 형태가 개별 학습이라는 주장 역시 기술 변화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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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오히려 개별 학습과 함께 협동, 집단 학습이 통합된 형태라는 해석으로 바뀌

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인쇄 교재나 방송을 통하여 혼자 개별적으로 학습해

온 기존의 원격교육의 모습은 이제 혼자 개별적으로 공부한 자료를 가지고 컴

퓨터 통신망이나 텔레컨퍼런싱을 통하여 교사나 다른 학생들과 토론하면서 협

동적으로 과제를 함께 수행하는 형태로 변화하고 있다는 것이다(정인성, 2002:

20).

세 번째 사례로는 미국교육공학회(AECT & RISE, 1996)의 ‘원격교육 문헌

리뷰’에 실린 콜드웨이(Coldway)의 정의를 들 수 있다.

캐나다의 아타바스카 대학의 댄 콜드웨이는 교육이 어떻게 실행될 수 있는

가를 네 가지 방식으로 정의하도록 도와주는 유용한 틀을 제공했다. 이 틀은 시

간과 공간이라는 두 가지 변수를 고려하여 원격교육의 실제에 다양하게 접근할

수 있는 통찰을 준다. 변수의 조합은 교육에 대한 네 개의 접근으로 귀착된다.

전통 교육은 동일한 시간과 동일한 공간에서 일어난다. 학습 센터에서 일어나는

개별적 학습은 동일한 장소지만 상이한 시간에서 실행되는 교육이다. 상이한 장

소에서 일어나는 교육에 초점을 맞춘 나머지 두 개의 범주가 원격교육자들에게

는 주요한 관심사이다. 원격교수는 동일한 시간에 상이한 장소에서 텔레커뮤니

케이션을 통하여 일어날 수 있다. 학생들은 또한 상이한 시간과 상이한 장소에

서 학습할 수 있다(Simonson, 1995a). 콜드웨이는 원격교육의 가장 순수한 형태

는 상이한 시간과 장소에서 일어난다고 했다. 다른 사람들은 원격교육은 동일한

시간에 상이한 장소에 있는 학생들과 가장 잘 실행된다고 주장할 것이다(AECT

& RISE, 1996: 1).

이제 “원격교육”은 키건이 정의한 것과는 상당히 거리가 있는 개념이 되었

다. 여기서 “원격교육”은 그저 ‘상이한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을 의미한다.

또한 같은 문헌에서 미국교육공학회(AECT & RISE, 1996)는 “원격교육”을 다

른 개념들과 구분하여 정의하기 보다는 어떻게 “원격교육”이 다른 교육 형태

들과 통합되는지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최근에는 이러한 주장을

반영하듯이 더욱 폭넓은 정의가 통용되고 있다. “원격교육은 ‘소통 매체를 이

용하는 교육’을 가장 포괄적으로 지칭하는 국제적인 통용어가 되었다”는 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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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2007: 52)의 말처럼 이제 “원격교육”의 의미는 그저 “소통 매체를 이용하는

교육”일 뿐이다. 이러한 정의는 거의 무의미한 동어반복으로 “원격교육”의 특

성이나 경계를 가늠하게 해 주어야 할 정의로서의 제 기능을 하지 못한다.

지금까지 살펴본 상황은 키건이 “원격교육”의 정의 연구를 시작했던 이유

를 돌이켜 보면 매우 아이러니하다고 할 수 있다. 3장에서 인용한 내용이지만

기억을 되살리기 위해 약간의 내용만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우리가 이 책에서 보고된 연구를 시작했을 때 원격교육에 대한 분석의 특징

은 용어에 대한 혼란과 어떤 영역이 논의되어야 하고 어떤 영역이 배제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엄밀성의 부족이었다. 그 결과는 독자들에 대한 무례와 이 분야

연구의 연약함이었다. … 이것은 원격교육과 어떤 유사성을 가지지만 동일시 될

수 없는 영역과의 경계를 설정하는 것에 대한 비일관성과 관련되어 있다

(Keegan, 1996: 23-24).

이처럼 키건의 정의는 “원격교육”에 대해 “어떤 영역이 논의되어야 하고

어떤 영역이 배제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엄밀성의 부족”이라는 문제를 해결하

기 위한 것이었다. 그런데 그러한 정의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

기되고 그 대안으로 “원격교육”에 대한 재정의가 이루어지면서 어느새 키건이

해결하고자 했던 바로 그 문제 상황으로 돌아가는 듯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계속해서 새롭게 제안된 “원격교육”의 정의는 그 현실을 반영한다는

명분 아래 어떤 실질적 내용이나 경계에 대한 기준도 담고 있지 않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처럼 정의가 현실과 괴리되는 현상이 나타난 것은 원격교육논자들이 전

제하고 있는 “교육” 개념이 제도유형이기 때문이다. 제도유형은 상식적 범주로

서 어떤 보편적 형식이나 일관된 특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 시대와 사회에 따

라 끊임없이 변화하는 유동적인 것이다. 아무리 그 현실을 반영하여 정의를 해

도 그 현실은 계속 변화하기 때문에 정의가 그것을 쫒아갈 수 없다. 이를 막기

위해 원격교육논자들은 계속 내포를 줄이고 외연을 넓히는 식의 정의를 거듭

하고 있지만 그 결과는 더욱 공허하다.

사실 키건이 정의 연구를 시작한 이유, 즉 원격교육논의에서의 개념적 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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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교육=학교태’라는 기존의 “교육” 개념이 제도유형이었기 때문이었다. 그런

데 그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키건이 다시 제도유형에 기반한 “원격교

육”의 정의를 제시하자 원격교육논의에서는 그의 정의와 함께 제도유형으로서

의 “교육” 개념도 수용하면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게 된 것이다. 그럼에도 불

구하고 원격교육논의에서는 이러한 현상의 원인을 다르게 분석하고 있다. 다음

은 미국교육공학회에서 발간한『원격교육: 정의와 용어집』의 서두에 실린 말

로 이를 잘 보여준다.

원격교육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은 몇 가지 이유 때문에 쉽게 대답하기 어

렵다. 첫째, 원격이 다양한 의미를 가지기 때문이다. 두 번째 원격교육이란 용어

가 광범위한 매체를 통해 수많은 청중들에게 제공되어 온 무수한 프로그램에

적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기술 분야에서의 빠른 변화가 원격교육이

정의되는 전통적 방식에 변화를 요청하기 때문이다(AECT & RISE, 1996: 1장

1).

이 글에 따르면 “원격교육”이라는 개념이 정의되기 어려운 이유는 세 가지

이다. 이 중 어느 것도 문제의 원인을 “교육”의 개념에서 찾고 있지 않다. 그

러나 그 세 가지 이유 자체가 “교육”의 개념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를 하나 하

나 살펴보면, 첫째, “원격”의 의미가 다양하다는 것은 무어의 교류적 거리 이

론에서도 살펴보았듯이 심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다는 의미를 가지기도 하고,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다는 의미를 가지기도 하며, 교육 서비스에서 떨어진 것

도 의미하는 등 원격이라는 용어에 포함된 의미가 다양함으로 “원격교육”에

대한 개념 정의가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이다. 이러한 “원격”에 대한 해석은 실

제 원격교육논자들에 의해 이루어져 온 것인데, 사실 그러한 거리 개념의 변화

는 그 해석자의 “교육” 개념에 따른 것이다. 따라서 “원격”의 의미가 다양하다

는 것은 그 만큼 “교육” 개념에 대한 합의가 없었음을 의미한다. 그럼에도 불

구하고 여기에서는 바로 그 점을 간과하고 있으며 “원격교육”에 대한 정의가

어려운 이유가 “교육” 개념이 아닌 “원격”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원격”

의 개념은 “교육”의 개념이 규정되면 부차적으로 규정될 수 있다. 그 이전의

선결문제로 “교육” 개념이 규정되지 않은 상태라면 “원격” 개념이 다양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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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나는 것은 당연하다.

둘째의 이유는 “원격교육”이 세계 각국에서 실제로 전개되는 형태가 너무

도 다양하기 때문에 이를 종합하고 체계화시킨 특성을 찾기가 결코 쉽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으로 키건의 대규모적이고 광범위한 연구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

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사고는 키건의 정의 방법에 대한 분석에서

이미 지적하였듯이 개념에 대한 잘못된 이해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학문적 개

념의 조건 1을 충족시키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사례의 특성이 다양한 것

은 너무도 당연한 것으로 해당 용어의 정의와 전혀 별개의 문제이다. 사례의

특성이 다양하기 때문에 정의가 어려운 것이 아니라 “교육”의 개념이 이론적

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사례의 공통적 특성을 포착하기가 어려운 것

이다. 그리고 여기서 “교육”의 개념이 이론적으로 규정되지 않았다는 말에 전

제된 “교육”개념이 제도유형이기 때문이다.

셋째의 이유는 기술 공학이 발전하면서 “원격”, “원격교육”의 의미가 계속

변화하고 있다는 것으로, 이를테면 우편 제도에 의존한 “원격교육”과 원격영상

강의 체제를 쓰고 있는 “원격교육”, 인터넷을 통한 “원격교육” 등을 비교해보

면 서로의 의미가 다르다는 것이다. 이것은 앞 절의 ‘개념의 난립과 일시적 유

행’에서 이미 지적했던 것으로 그 의미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동일하게 “교육”

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음을 원격교육논자들 스스로가 인정하고 있는 것이

다. 다만 이때 개념이 달라지는 것은 기술공학이 발전하기 때문이 아니라 “원

격교육”이란 용어에 전제된 “교육” 개념의 문제로 인해 사실상 “교육”의 의미

가 공백 상태에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원격교육”의 정의 논쟁은 소멸되었다 해도 그 정의는 계

속 이루어지고 있다. 그 결과로 원격교육논의에서는 이른바 “표준적인 정의”라

는 것이 필요하게 되었다.

원격교육에 대해 다양한 정의가 제시되어온 이래 표준적인 정의를 확립하는

것이 중요하게 고려되었다. 알 자누제브스키가 의장인 미국교육공학회(AECT)

의 정의․용어 위원회는 원격교육을 정의하고 관련 용어집을 제공하도록 요청

받았다. 이 단행본은 또한 AECT의 정의 용어 위원회의 후원을 받은 바바라 실

즈와 리타 리케이의 ‘교수 기술: 이 분야의 정의와 영역들’에 대한 자매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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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되었다. 이 글에서 제시된 정의는 ‘원격에서의 교수와 학습: 원격교육의 기

초. 2판’에서 발표된 내용에 근거한 것이다(AECT & RISE, 2006: 1).

정의라는 것 자체가 일종의 표준을 제시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원격교육논

의에서는 표준의 표준을 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는 셈이다. 이러

한 주장은 그만큼 이 분야의 정의가 난립하고 있음을 반증하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그를 보여주듯이 위 저서인 2006년판 『원격교육: 정의와 용어집

(AECT & RISE, 2006)』에서는 “원격교육”에 대한 기존의 정의들을 소개하고,

그것을 토대로 하는 “표준적 정의”를 제시한 후 그 말미에 “새로 출현하는 정

의들”이라는 항목을 두고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원격교육”의 정의 논쟁의 양

상은 개리슨과 쉐일(Garrison & Shale, 1987)이 말한 다음과 같은 표현으로 압

축될 수 있다.

원격교육의 정의는 이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오랫동안 이아손의 양털

이었다. -감질나게 하고, 많이 찾은 이후에도 여전히 정체불명인(Garrison &

Shale, 1987: 7).

2. 새로운 명칭의 등장과 교체

한 학문 분야의 대상영역을 지칭하는 명칭이 교체되는 현상은 거의 드물다.

명칭은 해당학문을 대표할 뿐만 아니라 그 대상영역의 개념과 경계를 표현하

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뀐다는 것은 대상영역의 경계와 특성이 달라짐을 의미

하며 따라서 해당학문의 전체적인 연구방향이나 지형 역시도 변화하게 된다.

그런데 원격교육논의에서는 그 대상영역을 지칭하는 용어가 계속 새롭게 등장

하고 교체되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단지 표현의 변화에 그치

는 것이 아니라 그 개념의 내포와 외연 자체를 변화시킨다는 데에 문제의 심

각성이 있다. 이하에서는 새로운 명칭의 등장과 교체를 교육 개념의 문제와 관

련하여 살펴볼 것이다.

원격교육논의의 대상영역을 지칭하는 명칭의 난립을 보여주는 사례는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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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건의 저술에서 찾아볼 수 있다.

우리가 이 책에서 보고된 연구를 시작했을 때 원격교육은 용어에 대한 혼란

과 논의되어야 할 영역과 배제되어야 할 영역을 구분하는 엄밀성의 부족으로

특징지어졌다. 이것은 독자들에 대한 무례와 이 분야 연구의 취약함을 야기하였

다. 그러한 혼란은 이러한 교육의 분야를 지칭하는 영어 표현의 목록에서 가장

잘 보여질 수 있다: ‘home study’, ‘external study’, ‘independent study’,

‘teaching at a distance’, ‘off-campus study’, ‘open learning’ - 물론 여기에는

더 많은 용어들이 있다(Keegan, 1996: 23).

여기서 “우리가 이 책에서 보고된 연구를 시작했을 때”란 1980년도를 가리

키는 것으로 동일한 지적이 1996년에도 이어졌음을 이미 3장에서 살펴본 바

있다. 키건이 1980년 첫 번째 정의 연구를 끝낸 이후에도 이러한 용어의 난립

현상은 사그러들지 않았다. 이것은 키건이 차후의 정의 연구를 계속하게 된 배

경 중의 하나로서 그는 첫 번째 연구보다 대규모 프로젝트의 정의연구가 필요

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후 연구를 소개한 1996년 저술에 따르면 그 과정에

서도 이러한 경향은 지속적으로 나타나서 그 용어 목록이 계속 추가되었을 뿐

이다. 물론 이러한 현상은 키건의 대규모 정의 연구가 끝난 이후에도 해소되지

않았다. 최근까지 원격교육을 지칭하는 새로운 용어는 계속 추가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개념의 난립 또한 심각한 상황이다. 다음은 ‘이러닝의 개념화를 위

한 일고찰(이지연, 이재경, 2005)’이라는 논문의 일부로서 이를 잘 보여준다. 이

연구는 최근 들어 광범위하게 통용되고 있는 “이러닝”에 대한 유관어 혼용 실

태를 비판하며 “적절한 사용 지표”의 개발을 통해 새로운 개념화를 시도하고

자 하는 것이다.

최근 수년 사이에 교육계를 비롯하여 우리 사회 전반에 급격히 확산되고 일

상적인 용례까지 등장한 ‘이러닝’은 학문적인 개념화를 거친 후에 일상화되었다

기보다는 사회적인 필요에 의해 만들어진 후에 학문적인 어휘로 자리매김하게

된 경우에 해당할 것이다. … 그런데 국내․외를 막론하고, 웹을 기반으로 한

이러한 학습형태를 지칭하는 용어들은 이러닝 이외에도 웹기반학습, 웹기반교

육, 웹기반훈련, 사이버교육, 가상교육, 분배 훈련, 고차원 분배학습, 원격학습,



- 164 -

온라인학습, 이동학습, 원거리 학습, 교실외 학습 등 다양하게 있다. 결국 각 용

어에 대한 개념 규정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학자에 따라 상황에

따라 임의로 혼용되어 온 것이다. 그러나 개념에 대한 사회적 또는 학문적 합의

나 고찰 없이 학자마다 상황마다 달리 사용되는 다수의 용어들은 그 자체가 개

념의 혼란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그 용어들을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연구나 실

천 등에 있어서도 적지 않은 혼란을 초래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이지연, 이재경,

2005: 2-3).

이지연과 이재경은 원격교육논의에서 나타나는 개념의 난립 상태와 그것으

로 인한 개념적 혼란을 지적하며 새로운 개념화를 시도함으로써 그 개선을 꾀

하고 있다. 그러나 개념의 난립과 함께 원격교육논의에서 나타나는 또 하나의

현상이 그러한 개념들의 일시적 유행이라는 사실은 이들의 의도에 비관적인

전망을 드리운다. 선험자로서 키건의 사례를 언급할 필요도 없이 이들의 연구

가 제기된 배경 자체가 그것을 반증하고 있다.

개념의 난립과 일시적 유행이라는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이러한 용어들

에 포함된 교육이란 용어의 개념적 문제 때문이다. 문제개념 유형의 사용으로

인해 교육이란 개념에 실질적인 의미의 공백 현상이 나타나고 이로 인해 교육

이란 용어에 부착되는 기술구들이 과연 유용하거나 유효한 것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사실상의 기준이 없기 때문이다. 이를 통제할 수 있는 어떤 일관된 기

준이 없으면서 상황이나 맥락에 따라 다양한 용어들이 임의적으로 사용되면서

개념의 난립 현상이 나타나게 된 것이다.

이어지는 일시적 유행 또한 동일한 기제로 진행된다. 그 등장 자체가 어떤

일관된 기준이나 관점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 아니므로 용어의 지속성도 보장

되지 않는다. 또 다른 어떤 상황이나 맥락에 따라 새로운 개념이 등장하면 이

전의 개념은 자연스럽게 침전하는 것이다. 물론 여기서도 이러한 현상이 나타

나는 근본 원인은 그러한 용어들의 의미 기반을 형성하는 “교육” 개념이 사실

상 공백으로 이전의 용어들이나 다른 연구들과 어떤 관련도 맺지 못한 채 산

개한 상태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러한 용어들의 목록이 계

속 추가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소멸되는 것은 없다는 사실이다. 퇴조 현상이

나타나도 막상 그것을 폐기할 만한 근거 또한 없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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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논의에서는 계속 새로운 개념의 투입 현상만 나타나며 개념의 혼란은 점

차 가중된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현상을 두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좀 더 자세히 살펴볼

것이다. 원격교육논의에서 사용되는 용어들, 이를테면 위에 인용한 두 글에 나

타나는 것으로 “home study, external study, independent study, teaching at

a distance, off-campus study, open learning” 등과 “웹기반학습, 웹기반교육,

웹기반훈련, 사이버교육, 가상교육, 분배 훈련, 고차원 분배학습, 원격학습, 온

라인학습, 이동학습, 원거리 학습, 교실외 학습” 등의 목록을 보면 대략 두 가

지 패턴이 드러난다. 하나는 “교육”, “교수”, “학습”, “훈련”, “스터디” 등의 용

어들이 번갈아 혼용되고 있다는 것과 다른 하나는 ‘매체․기술’을 지칭하는 용

어들이 선택적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결국 원격교육논의에서 나타나는

용어들은 이러한 두 가지 용어 유형의 원소들이 조합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편의적으로 전자의 집합을 A, 후자의 집합을 B로 하여 이를 간단히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A={교육, 교수, 학습, 훈련, 스터디 …}
용어 택일

교육

+

B={통신, 방송, 원격, 사이버, 웹, 전자(e) …}
용어 택일

원격

∥
원격교육

위의 두 집합에서 각 용어들이 혼용되거나 한 용어가 선택되는 배경과 기

제는 차이가 난다. 집합 A의 경우 그 원소 용어들은 동의어로서 서로 혼용되

는 것들이다. 예를 들어 원격교육논의에서 “원격교육”, “원격학습”, “원격교수”,

“원격훈련” 등은 모두 동의어로 사용되는 것으로 사실상 의미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취급된다. 그에 비해 집합 B의 경우 그 용어들은 서로 의미가 구분되

는 것으로 원격교육논자들은 용어 선택의 문제에 매우 민감하다.

이 중 먼저 집합 A의 용어들이 혼용되는 것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이러한 혼용 현상은 사실 이미 3장 기능유형에서 분석한 내용이다. “교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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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롯하여 “교수”, “학습”은 물론, “훈련”이나 “스터디”라는 용어들 모두 실체

없이 기능적으로 규정되는 개념들로서 기능면에서 보자면 의미의 차이가 없다.

서로 동의어로서 혼용되는 것이 당연하다.

그런데 이러한 ‘이음동의어(synonyms) 현상’이 원격교육논의 전체 차원에

서 ‘동음이의어(homonyms) 현상’과 결합하며 의미의 혼란이 더욱 심화․확대

된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여기서 동음이의어 현상이란 “교육” 개념이

기능유형으로만 사용되지 않는 것을 말한다. 문제개념 유형만 해도 제도유형과

환원유형이 혼용되는 것이며 각 유형은 그 의미의 불명확성으로 인해 또다시

수많은 동음이의어를 갖는다. 다음은 무어의 『원격교육: 체제적 접근(Moore

& Kearsley, 2005)』의 8장 “원격교육학생” 의 서두를 인용한 것이다.

원격교육코스를 설계하는 사람이나 가르치는 사람들에게는 원격학습자

(learner)의 특성, 원격교육의 성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원격학습을 받아들이

는 방식, 원격교육 프로그램에서 기대되는 것 등을 이해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

하다. 이 장은 원격학습에서의 학생(student)과 관련된 이슈로서 성인 학습자

(learner)의 성격, 시스템에의 접근, 학생(student)의 성공, 학생(student)의 태도,

학생(student)을 위한 지원 등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논의하겠다(Moore &

Kearsley, 2005: 173).

이 글을 보면 “학생”이라는 용어와 “학습자”라는 용어가 같이 사용되고 있

는데, 이것은 제도유형과 기능유형의 “교육” 개념이 혼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 이 두 용어가 분명히 다른 것임에도 서로 대치해도 의

미의 변환을 느낄 수 없다는 것이다. 3장의 제도유형이나 기능유형에서 분석하

였듯이 이 둘 다 실체가 모호한 개념으로 사실상의 명확한 개념적 경계를 가

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제도유형에서의 “교수”, “학습”, “교사”, “학생”과

기능유형에서의 “교수”, “학습”, “교수자”, “학습자”는 분명 서로 다른 특성과

외연을 가진다는 것이다. 이를테면 제도유형에서는 기능유형과 달리 “교수”,

“학습”, “교사”, “학생”이 결코 동일한 것으로 취급되지 않는다. 이러한 상태에

서 기능유형과 제도유형이 혼용되다보니 이들 용어들의 의미는 종잡을 수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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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이 되어 버린다. 이를테면 “교수”와 “학습”이 때로는 동일한 것이었다가

때로는 다른 것이었다가 하는 현상이 나타난다. 원격교육논의에서 “교육”, “교

수”, “학습”, “교사”, “학생”, “교수자”, “학습자”가 다른 것도 아니요 같은 것도

아니게 되어버리는 것이다. 물론 여기에 다시 환원유형의 “교육” 개념이 다시

혼용된다. 이를테면 위에서 인용한 “8장 원격교육학생”의 내용은 “학생과 관

련된 이슈로서 성인 학습자의 성격, 시스템에의 접근, 학생의 성공, 학생의 태

도, 학생을 위한 지원 등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이 다양한 외래 학문의 개념

들로 설명된다. 이제 이러한 용어들의 의미는 걷잡을 수 없이 혼란스러워지게

된다. 결국 “교육”, “교수”, “학습”, “학생”, “학습자”, “교사”, “교수자”에 대한

무수한 담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 그러한 담론이 거듭될수록 이러한 용

어들의 의미는 더욱 불분명해진다. 이른바 ‘집단적 애매성(collective

ambiguity)’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다. 이를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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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용어 의미

이음동의어(synonyms) 현상

+

동음이의어(homonyms) 현상

Ÿ “교육”=“교수”=“학습”=“훈련”=

“스터디” = …

Ÿ 기능유형: “교육”의 무한한 기능

{정보화“교육”, 기업“교육”, 노동“교육”, 환경

“교육”, 도덕“교육”, 예술“교육”, 가정“교

육” … ∞}

Ÿ “교육”= “교육 제도”

Ÿ 제도유형: “교육 제도”의 무수한 부분

{“교육”주체, “교육”과정(curriculum), “교육”

시설, “교육”정책, “교육”비, “교육”기회

… ∞}

Ÿ 환원유형: 수많은 외래 학문적 현상

{“교육”매체-기술, “교육”경제, “교육”심리,

“교육” 행정, “교육”문화, “교육”윤리, “교

육”정의 … ∞}

 혼용

집단적 애매성(collective ambiguity) 현상의 사례

“원격교육제도”〓“원격교육” 〓“원격교수”〓“원격학습”〓“원격훈련”〓

공학적 현상〓경제학적 현상〓행정적 현

상〓철학적 현상〓 … ∞“원격교육제도”≠“원격교육”

“교사”〓“교수자”〓“훈련자”〓… 〓도덕 “교사”〓 체육 “훈련가”(각각에 대

해)/ 철학적 인간(스승)〓 경제학적 인간

(공급자)〓 행정학적 인간(직원)〓 … ∞“교사”≠“교수자”≠“훈련자”≠…

“학생”〓 “학습자”
〓 철학적 인간(제자)〓 경제학적 인간(수

요자)〓심리학적 인간(학습자)〓 … ∞“학생”≠ “학습자”

“교육”과정(curriculum)〓“교수”-“학

습”과정＝“교수”과정＝“학습”과정 〓공학적 과정〓경제적 과정〓행정적 과

정〓사회적 과정〓철학적 과정〓 … ∞“교육”과정(curriculum)≠“교수”-“학

습”과정≠“교수”과정≠“학습”과정

기타 등등(위의 사례 외에도 각 문제 유형의 개념체계를 구성하는 모든 용어들이 집단적

애매성 현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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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교육논의에 나타나는 용어의 난립과 일시적 유행의 한 측면을 담당하

는 집합 A에서의 용어 선택과 난립에는 이러한 배경이 자리 잡고 있다. 이러

한 상황에서는 어떤 용어가 선택되어도 상관이 없을 수밖에 없으며, 따라서 지

속되지도 않는다. 이 분야를 지칭하는 용어는 어떠한 이론적 담론이나 관점과

별개로 무차별적으로 혼용되는 용어들 중에서 상황과 맥락에 따라 임의적으로

선택되게 된다. 그러나 무엇보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상황이 이러한데도 여기

에 주목하는 학자들이 거의 없다는 것이다.

두 번째로 집합 B의 경우는 원격교육논의가 얼마나 매체기술의 영향에 따

라 좌우되어 왔는가를 보여준다. 원격교육논의에서 “교육”이란 사실 “소통매체

를 이용한 교육”을 의미하는 것으로 등치되면서 새로운 기술적 매체가 등장할

때마다 그것을 둘러싼 개념에 대한 논의가 나타났다.

이를테면 원격교육논의에서 설명하는 “원격교육의 역사”는 기술적 매체의

변화로 나타난다. 소위 “원격교육의 3세대론”이나 “5세대론” 등은 분류의 기준

이 매체에 있다. 다음은 이를 잘 보여주는 예로 무어가 설명하는 “원격교육”의

역사를 그림으로 정리한 것이다(Moore & Kearsley, 2005: 25).

우편 통신 및 독립 학습

개방대학

방송 및 텔레컴퍼런스

네트워크 및 멀티미디어

[그림 14] “원격교육”의 역사 

이 그림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매체기술은 “원격교육”을 구분하는 틀

(framework)의 역할을 하고 있다. “원격교육”의 역사가 매체 중심으로 설명되

는 것은 “교육”의 개념 , 즉 기관 유형, 기능유형, 환원유형이 모호해서 “교육”

의 변화를 파악하는 것이 불가능한 반면 피상적이나마 매체의 사용과 그 변화

는 분명하기 때문이다. 실제 “원격교육”의 역사가 매체 중심으로 변화된 것이

아니라 “교육”을 포착하는 개념의 한계로 그것만 인식된 것이다. 이제 “교육”

의 개념으로는 인식이나 구분이 어려웠던 “원격교육”의 역사는 실제 “교육”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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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가 무엇이었든 결과적으로 ‘매체 변화의 역사’로 환원된다.

이에 따라 새로운 매체가 등장할 때마다 해당 매체를 타이틀로 하는 새로

운 용어들이 나타난다. 통신 매체가 등장하자 “통신교육”, 방송 매체가 등장하

자 “방송교육”이라는 용어가 나타났고, 인터넷 매체가 등장하면서 “온라인교

육, 인터넷교육, 웹기반교육, 사이버교육, 가상교육” 등의 용어가 등장하였으며,

최근에는 “e-러닝, m-러닝, 혼합학습” 등의 용어가 사용되고 있다. 인터넷 매

체를 지칭하는 용어가 다양한 만큼 여기서의 용어도 다양하게 나타난다. 원격

교육논의에 매체기술을 지칭하는 새로운 용어들이 계속 등장하고 그러면서도

기존의 용어들이 폐기되지 않는 것 역시 이러한 매체기술, 혹은 용어들이 “교

육”에 대해 갖는 의미와는 별개로 매체기술 자체가 한편으로 새로운 매체가

계속 등장하면서도 다른 한편에서는 기존 매체들이 공존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할 것은 그 용어로만 볼 때 각 개념들은 단지 매체의

차이를 드러내는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실상은 다르다는 것이다. 이러한 용어들

에 교육이란 용어가 동일하게 사용된다면 그때의 용어들은 교육이라는 류적

개념의 동일한 외연 내에서 매체에 따라 종차만 가져야 한다. 그런데 각 개념

을 살펴보면 오히려 매체에 따라 “교육” 개념의 외연이 달라짐을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통신교육”이라는 용어가 지칭하는 대상은 ‘학교태’와는 구분되는

“원격기관”으로 그때 “교육”의 외연은 키건이 보여주었듯이 ‘학교태’, 즉 “전통

적 교육”을 분명히 배제하는 것이다. 그러나 요새 사용되는 “웹기반 교육”에서

“교육”의 외연은 ‘교실수업에서의 매체사용’, 즉 ‘학교태’도 포함한다. 다시말해

서 매체에 따라 “교육”의 외연 자체가 바뀐 것이다. 종차 판별의 기준이 되어

야 할 류적 개념이 오히려 종차 개념에 의해 좌우되는 기현상이 나타나고 있

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상황은 논리적으로 가능하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실질적으로 “교육”의 개념이 공백상태에 있기

때문이다.

또 하나 주목할 것은 “교육”의 개념이 달라짐에 따라 원격교육논의의 탐구

영역도 달라진다는 점이다. “전통적 교육” 밖에 존재하며 부차적 취급을 받던

“원격교육기관”을 연구하던 데에서 “교육”의 본산이라 할 수 있는 ‘학교 안’까

지 영향력을 확대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원격교육”의 위상이 높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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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서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매체․기술’의 위상이 높아진 것에서 기인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원격교육논의에서 ‘매체․기술’이 논의의 중심을 차지

할 수밖에 없으며 그 용어 선택에 대해서도 민감해 질 수밖에 없다. “매체를

통한 교육”에 대해 논의할 때 “교육” 개념의 공백으로 인해 ‘교육적 가치’나

‘원리’ 등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는 만큼 ‘매체․기술’에 대해서는 과도한 의미

부여와 과장된 평가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새로운 매체가 등장하면 새로운 용어가 나타나고 이에 따라 원

격교육논의에서는 일종의 관례와 같이 그 개념에 대한 논의가 뒤따른다. 문제

는 이로 인해 매체기술의 변화가 나타나면 단순하게 “교육”의 외연만 달라지

는 것이 아니라 그 내포까지 달라지는 현상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즉, “교육”

의 방향과 원리와 특성이 다르게 이해되는 것이다. “우편통신 교육”과 “인터넷

교육”에서 각 용어가 지칭하는 “교육”의 개념은 해당 매체가 시사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이 달라진다. 심지어 동일한 매체로 “교육”의 외연 면에서는 동일

하다고 볼 수 있는 “온라인 교육, 웹기반 교육, 사이버 교육, 인터넷 교육, 가

상 교육”도 내포의 측면에서는 서로 구분된다. “온라인, 웹, 사이버, 가상, 인

터넷이라는 용어가 다른 의미를 함축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대에 인터넷이라

는 매체가 각광받는 만큼 수많은 이론적 논의가 쏟아지고 있으며 그에 따라

수많은 해석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다음은 ‘가상교육․사이버교육에 관한

개념적 고찰(임정훈, 2001)’이라는 논문의 서론 중 일부로 이러한 상황을 잘

보여준다.

‘가상(virtual)’이나 ‘사이버(cyber)’라는 용어는 처음부터 교육 분야에서 사

용해 온 용어가 아닐 뿐만 아니라 철학적, 심리학적, 사회학적으로 다양한 의미

를 함축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용어와 어떻게 결합하여 사용하느냐에 따라 완

전히 의미가 다른 개념들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용어들

을 다른 용어와 결합하여 함께 사용할 경우에는 ‘가상’, ‘사이버’라는 용어의 의

미를 고려하여 신중하게 사용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터

넷으로 대변되는 정보화가 사회 각 분야에 널리 확산되면서 다양한 분야에서

이 용어들을 무분별하게 임의적으로 사용하다 보니 근래에는 이 용어들이 갖고

있는 의미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거나 심지어 의미 자체를 왜곡시켜 버리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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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가 적지 않은 실정이다.

교육계에서도 인터넷을 활용한 온라인 교육이 확산되면서 이러한 유형의 교

육을 지칭하는 개념으로 ‘가상’, ‘사이버’라는 용어와 교육과 결합시킨 ‘가상교육’,

‘사이버교육’이란 용어가 널리 사용되어 왔다. 그렇지만 가상교육 혹은 사이버교

육이란 용어를 사용하려고 하던 초창기 때부터 ‘가상’ 혹은 ‘사이버’라는 용어가

갖고 있는 다양한 의미의 특성상 가상교육이나 사이버교육의 의미를 어떻게 이

해하고 사용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했으나, 산발적인 수준에

서의 문제제기나 사적인 의견 제시를 제외하고는 아직까지 가상교육과 사이버

교육이라는 용어가 갖고 있는 의미를 심층적으로 탐색해보거나, 학문적 수준에

서 개념적 특성을 진지하게 논의해 보고자 한 노력이나 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

정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기초하여 본 연구에서는 가상교육과 사이버교육이 갖고

있는 개념을 ‘가상’과 ‘사이버’라는 용어의 본질적인 의미나 유래를 기반으로 하

여 다양한 관점에서 탐색해 보고자 하며, 아울러 가상교육과 사이버교육의 의미

에 관한 탐색과 논의가 교육공학적으로 어떠한 의미와 시사점을 주는지에 대하

여 고찰해 보고자 한다(임정훈, 2001: 167).

이 논문은 “교육계에서도 인터넷을 활용한 온라인 교육이 확산되면서” “가

상교육”과 “사이버교육”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다는 전제하에 “가상”과 “사

이버”의 의미를 검토하여 “교육”에 시사점을 찾고자 하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

는 것으로, 새로운 매체와 그에 따른 용어가 등장했을 때 원격교육논의에 나타

나는 전형적인 반응이라고 할 수 있다. 사실 이 글에 나타난 모든 추론과 논증

은 그 자체로만 보자면 구구절절 옳다. “가상”이나 “사이버”라는 용어가 “철학

적, 심리학적, 사회학적 등 다양한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거나 “어떤 용어와

어떻게 결합하여 사용하느냐에 따라 완전히 의미가 다른 개념들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다거나 “용어의 의미를 고려하여 신중하게 사용하여야” 한다는

등 모두가 귀에 새겨들어야 할 의견이다. 또한 이 논문에서 주장하는 대로 교

육학에서 새로운 용어가 등장했을 경우 “의미를 심층적으로 탐색해보거나, 학

문적 수준에서 개념적 특성을 진지하게 논의”하여 “교육”에 어떤 시사점을 주

는지 탐구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그러나 이 논문은 단 한 가지, 즉 “교육” 개념의 문제에 대해서는 간과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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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는 점에서 결국 본래의 취지에 배치된다. 여기서 엄밀하게 구분되고 탐색

된 “가상”과 “사이버”의 의미는 “교육”에 어떤 시사를 주는 것이 아니라 “교

육” 개념의 문제유형으로 인한 의미의 공백 현상으로 인해 그 자체가 “교육”

의 방향과 특성을 결정지어 버리게 되기 때문이다. 본말이 전도되는 현상이 나

타남과 동시에 “교육”에 대한 왜곡이 이루어지는 것이며, 또한 원격교육논의에

또 하나의 “교육” 개념이 추가되는 것이다.

따라서 새로운 매체가 등장할 때마다 이러한 연구는 반복되지만 그 의의를

인정받기 어렵다. 우선, “교육”에 주는 시사가 있다는 전제 하에 연구들이 이

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그 시사가 적용되어야 할 “교육”이 무엇인

지가 불분명함에 따라 이러한 논의들이 막연하고 추상적인 탁상공론으로 받아

들여진다. 심지어는 “교육”의 의미 자체를 왜곡하고 변형시키는 사태에 이르기

도 한다. 또한 비록 하나의 독립된 연구로 보았을 때 탁월한 연구가 이루어지

는 경우가 있다 해도, 그러한 연구들이 수없이 전개되는 상황에서 정작 이러한

연구들을 통제하고 관련시켜 줄 공통의 의미 기반이 없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는 어떤 유의미한 성과를 축적하지 못한 채 파편화 현상이 나타난다. 오히려

연구가 거듭될수록 파편화 현상이 확대․심화됨으로써 “교육”에 대한 이해와

가치 판단의 혼란이 가중되고 훌륭한 연구를 제대로 평가하는 것조차 어려워

질 수도 있다. 이 중 어떤 결과도 본래 연구의 취지는 아닐 것이다. 어떤 연구

이든 그 의의가 달성되기 어려운 것이다.

다른 한편, 이런 연구들은 각 매체의 함의 혹은 효과가 무엇이든 이미 매체

의 수용이 결정된 상태에서 후속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연구 결과는 상

대적으로 중요하지 않다. 이를테면 위에서 인용한 두 사례, ‘이러닝의 개념화를

위한 일고찰(이지연, 이재경, 2005)’과 ‘가상교육․사이버교육에 관한 개념적 고

찰(임정훈, 2001)’도 모두 그러한 경우이다. “교육”의 가치와 특성에 따라 ‘매

체․기술’이 선택되고 그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외적인 환경

에 따라 매체 변화와 그로 인한 용어가 나타나고 그제서야 연구가 제기되는

것이다. ‘이러닝의 개념화를 위한 일고찰’에서는 “최근 수년 사이에 교육계를

비롯하여 우리 사회 전반에 급격히 확산되고 일상적인 용례까지 등장한 ‘이러

닝’은 학문적인 개념화를 거친 후에 일상화 되었다기보다는 사회적인 필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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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해 만들어진 후에 학문적인 어휘로 자리매김하게 된 경우에 해당할 것이다”

고 밝히고 있고, ‘가상교육․사이버교육에 관한 개념적 고찰’에서도 “교육계에

서도 인터넷을 활용한 온라인 교육이 확산되면서 이러한 유형의 교육을 지칭

하는 개념으로 ‘가상’, ‘사이버’라는 용어와 교육과 결합시킨 ‘가상교육’, ‘사이버

교육’이란 용어가 널리 사용되어 왔다”고 인정하고 있다. 이것은 원격교육논의

에서의 개념 연구들이 실제를 선도하는 것이 아니라 뒤따라가기에도 바쁜 상

황임을 보여준다. 그렇다면 어떤 연구를 통해 매체․기술에 대한 함의가 밝혀

진다 해도 그것이 실제 상황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현저히 낮아진다. 결국,

매체․기술의 중요성을 더없이 강조하고 실제 수많은 연구들이 그에 집중되고

있으면서도 원격교육논의의 매체기술연구는 그 투자만큼의 성과를 거두고 있

다고 보기 어렵다. 이러한 상황은 아무리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최선의 노력

이 경주된다 해도 연구의 성과가 축적되지 못함은 물론 원격교육논의의 개념

적 혼란만 가중시키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3. 교육과 원격교육의 관계

교육과 원격교육의 관계는 원격교육 영역이나 원격교육논의의 정체성을 규

정짓는 근본 토대라고 할 수 있다. 원격교육이라는 개념은 그 류를 규정하는

교육의 개념과 종차를 규정하는 원격의 개념을 통해 이해될 수 있다. 여기서

분명한 것은 원격교육은 교육의 한 종류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원격

교육논자들은 종종 “원격교육은 교육인가?”와 같은 질문을 제기한다. 이것은

언뜻 수용하기 어려운 질문이다. 이러한 질문에는 ‘원격교육이 교육이 아니다’

와 같은 가정이 내포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 명제는 그 형식만으로 보자면 모

순적인 것으로 어떤 것이 교육이면서 동시에 교육이 아닐 수는 없다. 사실 위

질문에서 교육의 의미는 이중적으로 사용된 것으로 그러한 이중적 의미로 인

해 모순이 발생한 것이다. “원격교육”에서 “교육”과 “교육인가?”에서 “교육”은

동일한 용어로 표현되었지만 다른 의미를 갖는다고 볼 수밖에 없다. 이러한 질

문을 외형적으로만 보면 개념의 이중적 사용으로 인한 자기모순의 오류를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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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으로 유의미한 질문이라고 하기 어렵다.

그러나 이러한 이해와는 달리 역설적 질문은 삶의 여러 국면에서 매우 유

의미하게 쓰이는 경우가 많다. 수많은 문학 작품들에서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

으며, 심지어는 학문적 담론에서도 유의미하게 사용된다. 이를테면 이홍우가

『교육의 개념(이홍우, 1992)』에서 설명하고 있는 “교육이란 무엇인가?”와 같

은 질문도 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그에 따르면 이러한 질문은 “교육에

무엇인가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할 때(이홍우, 1992: 14)” 제기되는 것으로

여기에도 두 개의 “교육” 개념이 전제되어 있을 수 있다.

그 사람이 하는 생각은 그 형식으로 보면 1) 교육은 이런이런 것이다, 2) 오

늘날 교육은 이것과는 다르다, 3) 그러므로 오늘날의 교육은 그릇되다고 하는

식으로 되어 있을 것이다(이홍우, 1992: 14).

위의 사례도 그 형식으로만 보면 “교육”이란 용어가 이중적으로 사용되어

결론을 확정지을 수 없는 부당한 논증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홍우는 이

러한 개념의 이중성으로 인한 모순 자체가 “교육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교육’의 개념을 탐구하거나 혹은 이해하기 위해

요청되는 지적 자세는 단순한 ‘지적 호기심’이 아니라 그러한 모순을 해결해야

하는 ‘교육에 대한 문제의식’과 그로 인한 ‘지적 부담감’이다. 사실, 이홍우가

이러한 질문의 성격을 설명하는 것은 이후 제시할 세 가지 교육의 개념, 즉,

정범모의 ‘공학적 개념’, 피터스(R. S. Peters)12)의 ‘성년식 개념’, 뒤르깽의 ‘사

회화 개념’ 때문이다. 이러한 자세를 통해 ‘교육’의 개념에 대한 탐구와 세 가

지 개념에 대한 온전한 이해가 시작된다고 보았던 것이다.

원격교육논의에서 제기된 “원격교육은 교육인가?”라는 질문도 그 형식면에

서는 이와 유사하게 보인다. 다음은 키건이 저술한 『원격교육의 기초

(Keegan, 1996)』의 “7장 이론적 틀”에서 제기된 질문으로 이를 보여준다. 7장

12) 여기서의 피터스는 영국의 분석철학자인 R. S. Peters로 본 연구에서 주요 사례로 다루고 있는

원격교육논자인 독일의 Otto Peters와는 구분되는 사람이다. 양자의 혼동을 피하기 위하여 이하에

서는 다수 등장하는 Otto Peters의 경우 ‘페터스’로, R. S. Peters의 경우에는 ‘피터스(R. S.

Peters)’로 구분하여 표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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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자신이 정의한 “원격교육”의 개념을 소개한 후 그것에 기반해 “원격교육”

의 이론적 틀을 다루는 부분으로, 그 서두에서 “원격교육”과 직면한 이론가들

은 다음의 세 가지 질문을 다루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이러한 활동(원격교육)과 직면한 이론가들은 다음의 세 가지 질문을 다루어

야 할 필요가 있다.

1. 원격교육은 교육적 활동인가?

2. 원격교육은 관례적 교육활동인가?

3. 원격교육은 가능한가? 그것은 모순적 용어가 아닌가?(Keegan, 1996: 111)

키건도 이러한 질문을 제기한 후 그 대답을 얻기 위해 분석 철학자들, 피터

스(R, S. Peters), 허스트(P. Hirst), 오크쇼트(M. Oakeshott)의 교육의 개념을

소개한다.

이제 원거리에서의 교수 혹은 원거리에서의 학습에 대해 말한다는 것이 모

순인지 가능한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수용되는 교육이론의 관점에서

원격교육을 검토해야 할 때다.

이 연구에서는 피터스, 허스트, 오크쇼트의 분석을 원격교육의 이론에 대한

적절한 근거로 선택했다. 왜냐하면 이 학파의 중심이 교수와 학습의 본질을 밝

히려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들 이론가들에 의해 기술된 교수는 “인간 성취의 세계 혹은 그것의 어떤

부분으로 제자들을 계획적이고 의도적으로 입문시키는 것(Oakeshott, 1967)”이

다. 오크쇼트는 제자는 교사에게 알려진 학습자이며 교수는 그나 그녀(제자)없

이는 불가능함을 설명한다.

이러한 이론가들은 교수를 학습자의 부재에서는 불가능한 상호적 활동으로

본다. 가르칠 누군가가 없다면 가르칠 수 없다. 관례적, 구술적 교육에서 이러한

필수적 상호성은 분명하다. 학생들이 교실이나 강의실에 참석하지 않는다면 빈

공간에 말은 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교수가 아니다(Keegan, 1996: 114).

위에 인용된 글들만 보면 키건의 질문과 그 해결방법은 이홍우의 방식과

매우 유사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사실 이 둘의 질문은 전혀 성격이 다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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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에 따라 질문의 해결을 위해 제시한 분석철학자들의 개념을 이해하는 방식

도 판이하게 달라진다.

우선 키건이 이러한 질문을 제기하는 배경을 생각해 보아야 한다. 그는 이

미 “원격교육”에 대한 정의를 종료한 이후 이러한 질문을 제기하고 있다. “원

격교육은 교육적 활동인가?” 라는 질문에서 “원격교육”은 그가 정의한 바로

그 대상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이러한 질문은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 만일

이 질문이 그가 정의 연구를 시작하기 전에 제기된 것이라면 그 상황은 충분

히 이해할 수 있다. 이홍우가 설명하는 대로 키건은 기존의 “원격교육” 개념에

문제를 느껴 이러한 질문을 할 수 있었을 것이다. 또한 그러한 ‘문제의식’에 기

반해서 교육 이론가의 개념, 즉 분석철학자들의 “교육” 개념을 살펴볼 수도 있

었다. 그것은 매우 정상적일 뿐만 아니라 이홍우의 설명대로 교육의 개념을 탐

구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자세이다. 그러나 키건은 “원격교육”에 대한 정의

를 마친 이후에 이러한 질문을 제기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3장에서 살펴보았

듯이 그가 정의 연구에 쏟은 시간과 노력은 결코 적은 것이 아니었다. 그는 그

러한 시간과 노력을 헌신하여 “원격교육”을 정의하고도 도대체 왜 이러한 질

문을 하는 것인가? 키건이 설명하는 질문의 배경은 그가 정의한 “원격교육”에

대해 사람들이 종종 “교육”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데에 있다.

종종 원격교육은 어떠한 교수 기능도 포함하고 있지 않으며 그러므로 교육

적 활동으로 분류할 수 없다는 의견들이 있다. 어떤 사람들은 원격교육기관을

교육기관보다는 산업체의 하나로서 통신판매회사로 분류하려고 한다(Keegan,

1996: 112).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이미 제도유형이 가진 일상적 범주의 모호성

때문이다. 바로 이러한 모호성 때문에 사람들의 혼동이 생기고 키건은 “원격교

육”의 정의를 마치고도 허무하게 다시 “원격교육은 교육인가?”와 같은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다. 키건 역시 이러한 사태에 ‘지적 부담감’을 느꼈을 것이며 그

것은 이러한 질문을 제기하게 된 동기가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정작 질문의

‘문제의식’은 이홍우가 설명하는 것과는 상당히 다른 방향을 향해 있었던 것으

로 보인다. 키건은 분석철학자들의 “교육” 개념을 그가 정의한 “원격교육”의



- 178 -

개념을 재고하기 위해 참고하는 것이 아니라 합리화하는 데 사용하고 있기 때

문이다. 다음은 키건이 분석철학자들의 개념을 인용한 후 진술한 내용이다.

위의 이론가들의 관점이 타당성을 가진다면 원격교육이라는 용어는 모순인

가? 교수-학습 관계가 상호주관적이고 그 대부분이 학습되어야 할 자질을 가진

사람들과의 교류에 의해서 학습되는 집단 경험이라면 이것은 원거리에서 일어

날 수 있는가?(Keegan, 1996: 115)

이처럼 키건은 먼저 의문을 제기한다. 그가 정의한 “원격교육의 본질적 특

성은 교수행동이 학습행동과 시간과 공간적으로 분리되어 있다는 것”이며 “교

수는 제도화”되었는데, 이것은 분석철학자들의 “교육” 개념과는 ‘모순’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자문에 대해 키건은 다음과 같이 대답한다.

이러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나는 원격교육이 이론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다고

믿는다. 그것은 원격교육의 특성에 의해 분리된 교수 행동을 재통합하려는 시도

를 통해서이다. 교사와 학습자의 상호주관성-교수로부터 학습이 일어나는-은 인

위적으로 재창조되어야 한다. 시공을 넘어 원격 체제는 교수-학습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순간을 재구성하려고 해야 한다. 학습과 학습 교재의 연결이 이러한

과정의 중심이다(Keegan, 1996: 116).

여기서 “이러한 현실”이란 “원격교육”의 “교수”와 “학습”이 “시공간적으로”

분리된 상황을 가리키는 것으로, 그 자신의 “원격교육” 개념에 의해 ‘포착된

현실’을 말한다. 즉, 위 글에 따르면 키건은 그 현실을 “인위적으로 재창조”함

으로써 “원격교육이 이론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다고 믿는다”. 여기서 키건이

갖고 있는 개념관의 문제를 다시 지적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에 대해서는 이미

3장에서 거론한 것으로 충분하다. 다만 여기서 키건의 논리는 정리하면 이런

것이다. ‘자신이 정의한 “원격교육”의 현실을 바꿈으로써 그 개념이 정당화될

수 있다고 믿는다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논리가 가능한 것은 그의 “교육” 개

념이 어떤 일관된 형식이나 경계를 갖지 않는 제도유형이기 때문이다.

그보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키건이 분석철학자들의 “교육” 개념을 자



- 179 -

신의 개념을 정당화하기 위한 이론적 틀로 활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자신

이 정의한 “원격교육” 개념이 내포한 “교육” 개념의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고

려하지 않으며 따라서 그것을 재규정하려는 노력도 하지 않는다. 오히려 제도

유형의 문제로 인해 “교육” 개념의 정당성에 의문이 제기되자 그것을 철학의

관점과 개념을 도입하여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것은 “교육” 개념의 문제

가 나타날 때마다 원격교육논자들이 보이는 전형적인 반응양식 중 하나이다.

제도유형이나 기능유형의 한계로 인해 무엇인가의 문제가 제기되면 외래 학문

의 개념이나 이론을 수용해서 그것을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렇게 수용된

외래학문의 개념이나 이론은 교육을 외래학문적 사실로 환원시킨다. 환원유형

이라는 문제개념 유형이 발생하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키건이 분석철학자들의 개념이나

논의를 해석하는 방식이다. 그는 우선 “원격교육”의 현실과 분석철학자들이 제

시하는 “교육” 혹은 “교수”의 개념이 모순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가 말하

는 현실은 제도유형이라는 그의 개념에 의해 포착된 “교육 제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사실적 차원의 범주이다. 이에 비해 분석철학자들은 반드시 사실적

차원에서 사실적 범주로서 “교육”이나 “교수”, “학습”을 논의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키건이 인용하고 있는 오크쇼트의 “제자는 교사에게 알려진

학습자이며 교수는 그나 그녀(제자)없이는 불가능함”이라는 말은 교사와 제자

가 물리적으로 ‘면대면’ 만남을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을 것이다. 여

기서 “제자는 교사에게 알려진 학습자”라는 것은 교사가 제자의 ‘얼굴’을 안다

는 것이 아니라 교수라는 개념이 학습을 ‘논리적’으로 전제한다는 뜻일 것이다.

키건은 “이러한 이론가들은 교수를 학습자의 부재에서는 불가능한 상호적 활

동으로 본다”고 하는데, 이때 실제 분석철학자들이 말하는 논리적 의미로서의

“학습자의 부재”와 키건이 이해하고 있는 “학습자의 부재”는 다르다. 키건은

그들의 본래 논의와는 다르게 “학습자의 부재”를 사실적 차원에서의 ‘분리’로

서 받아들임으로써 그들을 오해하고 있는 것이다. 다음은 키건이 ‘분석철학자

들의 개념에서 얻은 시사’로 “원격교육”의 현실을 재창조하는 방안으로 내놓은

“교수 행동의 재통합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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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행동의 재통합은 두 가지 방식으로 시도된다. 첫째는 학습 교재가 가능

한 한 개인간 상호작용의 특성을 성취할 수 있도록 설계되는 것이다.

읽기 쉬운 스타일

학생 문제의 예측

사려깊은 내용의 구조화

자기검사적 문제 등등

두 번째는 코스가 제시될 때 교수행동의 재통합이 다음과 같이 시도되어야

한다.

통신에 의한 의사소통

전화 개인교습

온라인 컴퓨터 의사소통

개인교사 혹은 컴퓨터에 의한 과제 지도

원거리담화, 비디오담화, 컴퓨터 담화(Keegan, 1996: 118)

이러한 내용은 전형적인 교육공학적 처방이다. 키건은 분석철학자들이 말하

는 ‘교육’과 ‘교수’, ‘학습’을 교육공학적으로 환원시키고 있는 것이다. 논리적,

개념적, 철학적으로 상정되었던 교육적 만남의 원리는 어느새 ‘매체기술로 설

계’해서 “재창조”되어야 할 현실로 뒤바뀐 것이다. “원격”이라는 조건에서 이러

한 처방이나 설계가 무용하지 않을지라도, 그 용도와 별개로 이것은 학문간 맥

락적 차이를 간과하고 있기에 그 결론이 정당화되기 어렵다.

지금까지의 분석 내용을 정리하면 제도유형의 모호성으로 인해 원격교육논

의에서는 “원격교육은 교육인가?”와 같은 질문이 종종 제기된다. 그러나 이것

은 “교육”의 문제개념으로 인해 이중적 “교육” 개념이 사용되면서 나타난 의

사 질문이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의 원인이라 할 수 있는 “교육”의 문제개념을

해소하기 위해 이론적 개념을 정립하려고 하기보다는 외래 학문의 개념을 차

용함으로써 기존 개념의 정당화를 시도한다. 그런데 여기에서도 그 외래 학문

의 개념이 온전히 수용되지 못하고 범주착오를 일으켜 맥락적 환원이 일어난

다. 이것은 “교육”의 문제개념이 사실상 이론적 공백을 형성하는 상황에서 이

미 차용된 외래학문의 관점이 있었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다. 위의 사례에서

분석철학적 개념이 공학적으로 환원된 것을 보면 키건의 학문적 배경이 공학

이라는 사실을 추론할 수 있다. 키건은 공학적 관점으로 “교육”을 이해하고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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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그 개념틀에 따라 분석철학적 논의를 수용한 것이다. 따라서 키건은 결국

모종의 결론을 얻었으나 그 결론은 키건이 제시하듯이 분석철학적 전제에서

도출된 것이 아니다. 그 이전에 전제된 공학적 전제가 추가적으로 작용한 것으

로 이 논의 자체는 전제와 결론이 무관한 불합리한 추론이자 맥락적 환원이라

는 문제를 갖게 되었다.

그렇다면 이 모든 현상의 배경에 “교육” 개념의 문제 유형이 자리 잡고 있

음을 알 수 있다. 첫째, 문제개념의 유형으로 인해 일종의 의사(擬似) 질문이

발생되었으며 둘째, 그러한 개념적 문제로 인해 생긴 공백 때문에 외래 학문이

초래되고 그로 인해 개념적 환원이 일어난 것이고, 셋째, 역시 “교육” 개념의

문제로 인해 생긴 공백 때문에 그렇게 수용된 외래 학문 개념을 판단할 수 있

는 근거가 없으므로 자의적 해석이 허용되고 있는 것이다. 가장 안타까운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격교육논의에서 이러한 의사 질문이 종종 발생하며 그

해결방식도 계속 반복된다는 것이다.

4. 원격교육논의의의 독자성

원격교육논의가 기존교육학의 한 하위영역이 아닌 대안적 교육학담론으로

정립되고자 한다면 그 학문적 성격이나 위상에 대한 질문이 제기되는 것은 당

연하다. 그러나 이러한 질문은 단지 언술적 차원에서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탐

색을 통해 해답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새로운 “교육”의 개념과 그를 뒷

받침할 이론적 체계, 연구방법 등을 정립하는 학문적 실천이 선행되어야 한다.

원격교육논의의 독자성은 이러한 실천을 전제했을 때에만 유의미하게 논의될

수 있다. 그러나 원격교육논의는 아직 이러한 단계에 진입하지 못한 것으로 보

인다. “교육”의 문제개념이 광범위하게 통용되면서 원격교육논의의 정체성 자

체가 안정된 기반을 형성하고 있지 못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격교육논자들은 원격교육논의의 독자성에 대한 질문

을 종종 제기해 왔다. 여기에는 원격교육의 부상을 통한 원격교유논의의 성장

이라는 자기 인식이 전제되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배경에도 불구하고 이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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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유의미하다고 보기 어렵다. ‘원격교육논의의 외적인 성장 = 원격교육논의의

독자성’으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원격교육논의의 외적인 성장과 독자성은 별

개의 문제이다. 학문의 외적인 양태는 존재론적이거나 필연적인 기준에 의한

구분이라기보다는 다분히 정치적이고 역사적인 것으로, 학문의 지적 권리 주장

의 타당성을 뒷받침하는 것은 아니라는 왈러스타인(Wallerstein, 1991)의 지적

은 이를 보여준다.

세계 전역의 대학들에 다양한 학과가 있고 이 학과들 안에 여러 대학원 과

정이 있으며 이들 학과에 소속한 학자들의 전국 또는 국제 학회들이 있음으로

해서 다양한 학문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다시 말해서 우리들은 서

로 다른 학문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정치적으로 인식하는 셈이다. 그 학문들에는

그들의 집단적 이해관계를 보호하고 그들의 집단적 재생산을 보장해줄 경계며

구조며 인원이며 하는 것들을 갖춘 그런 조직이 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 그 학

문의 개별성에 대한 지적 권리 주장, 다시 말해서 필경 그 조직망을 정당화해주

게 될 그런 권리 주장의 타당성이 조금이라도 뒷받침되지는 못한다(Wallerstein,

1991: 310)

최근 원격교육논의가 규모 면에서 급성장하며 위상이 높아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매체기술의 발전과 평생교육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배경으로, 전세

계 곳곳에 이른바 “원격교육기관”이 증설되고 있고 “학교교육”에서 조차 기술

매체의 이용이 급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원격교육논의도 교육학의 주류로 부

상하였음을 자부하고 있다. 실제, 제도화의 면에서만 보자면 원격교육논의는

독립적 제도과학으로 정립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과학의 제도화의 네 가지 측

면13)을 모두 충족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대학에 전공학과를 개설하고 있고, 정

13) 오진곤(1997)은 과학의 제도화를 네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설명한다. 첫째, 대학에 공적인 터전을

가지는 일이다. 예를 들면 강의 제목, 강좌, 학과가 만들어지고 전문교수나 학생이 존재한다. 과학

의 제도화는 대학 제도와 밀접하게 관계하고 있다. 둘째, 일반 사람들, 특히 정부가 어떤 학문 분

야를 승인하고 정신적으로나 재정적으로 원조하는 일이다. 학문의 제도화는 단지 해당 학문이나

학계 내부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정치적 현상으로 각각의 학문은 대사회, 대정부의 선전이나

활동을 통해서 그 제도적 지위를 높이려고 노력한다. 셋째, 전문 연구 집단이 출현하고 학회를 조

직하는 일이다. 학회는 전체 또는 지역적인 학계와 개개의 연구자를 매개하는 중간적인 집단이다.

넷째, 정기적으로 그 학문의 성과를 발표하는 공적 기관(대회 등)을 지니고 전문 잡지를 발행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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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나 기업 등의 충실한 지원을 받고 있으며, 전 세계적인 학회가 조직되어 있

고, 더불어 유수의 전 세계적인 저널이 발간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외적인

성장이나 학문의 제도화가 학문의 독자성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원격교육논의의 독자성을 보장하는 것은 그 대상영역인 “원격교육”의 독자

성이다. 흥미로운 것은 “원격교육”의 독자성은 그 자체로 결정된다기보다 역으

로 원격교육논의에 달려있다는 것이다. “원격교육”의 독자성을 드러내고 설명

할 수 있는 이론적 개념체계가 전제될 때 그에 대한 인식과 인정이 가능해지

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면 원격교육논의의 독자성은 “원격교육”이라는 대상영

역이나 어떤 사실에 의해 결정된다기보다 원격교육논자들의 학문적 실천에 의

해 성취되는 것이다.

“원격교육”은 용어 자체로만 보면 (물리적)거리라는 교육 여건에 따라 분류

되는 ‘교육의 한 종류’라고 할 수 있으며, 원격교육논의는 그에 대한 연구로서

‘특수 교육학’의 위상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이 경우에는 “원격교육”이나 원

격교육논의의 위상은 분명하며 독자성에 대한 질문이 제기될 여지도 없다. “원

격교육”이나 원격교육논의는 교육의 한 종류이자 교육학의 한 영역으로 그에

의존해서 정체성이 규정되고 정당성이 확보된다. 이를 벗어나 독자적인 정체성

이나 정당성을 확보할 수 없으며 따라서 그에 대한 질문을 해야 할 필요성도

없다.

그러나, 원격교육논의가 출범하게 된 배경의 특수성은 위에서 분석한 말의

논리가 그대로 적용될 수 없는 상황을 만들었다. 원격교육논의는 기존 교육학

의 ‘교육=학교태’ 개념에서 벗어나는 교육을 대상영역으로 하여 출범한 학문

분야로서, 기존의 교육 개념을 대체할 수 있는 “교육” 개념을 정립한다면 그것

을 기반으로 독자성을 주장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그것이 학문적 탐

구 대상으로서 질문이 될 필요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경우라면 그것은

당위적인 주장으로 실제 독립된 영역으로 “원격교육”과 원격교육논의의 실내

용을 만들어 가는 실천이 필요한 것인지 그 대상영역과 스스로에 대해 독자적

일이다. 과학은 공적인 지식으로서 그 가치는 기존의 지식에 새로운 지식을 추가하는 데 있으므로

연구 성과를 끊임없이 발표하는 것이 요구된다. 그 때문에 학회의 최대 임무는 대회의 개최와 기

관지의 발행이다. 각기 자신의 기관지를 가지는 것은 그 학문이 다른 학문이나 외국의 학회에 의

존하지 않고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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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인가를 질문하고 논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기 어렵기 때문이다.

결국, 어느 경우이든 “원격교육”의 정체성 혹은 독자성을 차치한 상태에서

원격교육논의의 독자성 그 자체가 이론적 검토의 대상이 될 필요는 별로 없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질문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것은

“교육”의 문제개념으로 인해 “원격교육”의 독자성이 유동적으로 해석되기 때

문이다. 이하에서는 이에 대한 두 가지 사례를 들 것이다. 각 사례를 통해 독

자성에 대한 질문의 배경에 문제개념의 유형과 그로 인한 개념적 혼란이 자리

잡고 있으며, 그로인해 질문의 해결 자체가 어려운 상태에 빠져 있음이 드러날

것이다.

첫 번째 사례는 겉으로 보기에 원격교육논의의 독자성을 질문하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이다. 다음은 ‘한국 원격교육 연구의 동향과 전망: 1985～2005년도

를 중심으로(신나민, 임정훈, 이혜정, 2005)’이라는 논문의 결론 중 일부분이다.

연구자들은 지난 20년간의 “국내 원격교육연구”를 분석한 후 원격교육논의 독

자성에 대한 질문이 제기되었음을 밝히고 있다.

지난 20년간의 학술지 논문의 주제, 방법, 연구자에 대한 분석은 원격교육의

독자성의 범위가 어느 정도인가에 관해 강한 의문을 제기한다. 원격교육은 과연

유아교육과 같이 교육학과 관련은 있지만 다소 독립적인 학문분야인가, 아니면

교육행정학이나 교육심리학과 같이 교육학 내의 또 다른 연구영역인가, 아니면

교육공학의 하위 연구주제인가? 이러한 문제를 제기한 것은 한때 홈벨이나 럼

블 사이에 오갔던 원격교육의 독자성에 대한 논쟁을 재현하거나 어느 쪽을 지

지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문제제기가 한국의 지난 원격교육 20년에 대한

분석을 가장 잘 요약해주기 때문이다. 한국의 원격교육 관련 연구자는 다양한

학문적 배경을 가지고 있고, 상이한 연구주제와 문제의식을 가지고, 다양한 연

구방법을 차용하여 원격교육이라는 제호 하에 논문을 발표하여 마치 이 영역이

하나의 분야로 자리매김 될 수 있는 독자적 연구영역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 한 예로, 방송대에서 발간해온 학술지의 경우 명칭이 ‘방송교육논총’

에서 ‘원격교육논총’으로 그리고 2005년에는 ‘평생학습사회’로 변경되었다는 것

은 한국원격교육의 현주소가 얼마나 자주 변경되는지를 간접적으로 말해준다(신

나민, 임정훈, 이혜정, 2005: 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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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의 질문을 분석하기 전에 위 글에 언급된 홈벨이나 럼블의 논쟁을 먼

저 살펴보는 것이 좋을 것이다. 여기서의 질문은 그 논쟁의 연속선상에 있지

않지만 홈벨이나 럼블이 먼저 원격교육논의의 독자성에 대한 질문을 제기했으

며, 그 역시 본 연구의 분석 대상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홈벨과 럼블의 논쟁을 간단히 요약하면 이들은 원격교육논의의 독자성에

대해 서로 상반된 견해를 표명한다. 먼저 홈벨(Holmberg, 1986a)은 “원격교육”

을 사회과학에서 독립한 경제학과 같이 하나의 독립적인 학문분야로 볼 수 있

다는 논지를 편다. 그의 근거는 이렇다. “원격교육분야”에 대한 실천가와 전문

가를 양성하기 위한 코스가 대학원 과정에 개설되기 시작했다. 그리고 기업을

비롯한 각종 사회 기관들에서 원격교육연구와 개발을 위한 부서들이 설립되고

있다. 그에 따르면 이러한 현상은 이 분야에서만 소통되는 공통적인 내용과 언

어, 그리고 관점이 있다는 것을 웅변하는 것이다.

반면에 럼블(Rumble, 1988)은 이와는 대조적인 관점을 편다. 럼블에 따르면

“원격교육”은 교육학 일반으로부터 자율성과 독립성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독자적인 학문적 문화를 표명하지 못한다. 홈벨이 주장하는 근거들은 원격교육

논의가 독립된 분야라는 것을 주장하는 충분한 근거가 되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는 “원격교육”이 “성인교육”의 한 파생적 분야이지 그 자체로서 독립적인

학문분야가 되기는 어렵다는 의견을 개진한다.

마지막으로 위에 인용한 논문의 주저자로서 신나민(2007)은 질문의 해답을

제시하는데 이를 참조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그녀는 자신의 저술에서 위에

서 인용한 글과 동일한 의문을 제시한 후 다음과 같이 답한다.

원격교육연구에 대한 국내외의 분석을 종합해 볼 때 평생교육이 그 이념에

있어서 일종의 ‘쟁송지대적’ 성격을 띤다는 진단과 마찬가지로 원격교육 역시

진화과정에 있는 교육학의 한 파생분야로 보는 것이 적절할 듯하다. 사실 컴퓨

터와 인터넷 매체에 대한 학계의 광범위한 관심은 이런 논쟁 자체를 무색하게

한다. 연구자들의 관심은 학문적 정체성보다는 실천에의 효용성에 쏠려 있기 때

문이다. 1980년대 말에 있었던 홈벨과 럼블 사이의 논쟁이 계속 이어지지 못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신나민, 2007: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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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글에 기술되어 있듯이 비록 소멸한 작은 논쟁이지만 이를 발생 순서대

로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홈벨은 원격교육논의의 원로 중 한 사람으로

그 초기부터 “원격교육”과 원격교육논의의 독자성을 강하게 주장해 온 사람이

다. 그는 “원격교육”이 기존의 교육과는 다른 특성을 가진 독립적 영역으로 간

주해왔으며, 원격교육논의의 독자성에 대한 주장은 그 연장선상에서 나온 것으

로 볼 수 있다. 원격교육논의에서만 소통되는 고유한 언어와 내용이 있다는 그

의 주장은 매우 흥미로운 것이지만 럼블이 비판하고 있는 것처럼 그의 주장을

정당화 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는 않는다. 대학

원 과정이나 기업의 원격교육부서들의 존재는 원격교육논의의 외적인 성장과

제도화 과정을 보여주지만 그것이 학문 고유의 개념체계와 어휘체계를 반영하

는 공통된 언어와 내용이 있음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둘째, 럼블은 원격교육논의가 독자적인 영역이라는 것에 반대 의견을 제시

한다. 그 외적인 성장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실제 논의 내용이 교육학 일

반의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것은 원격교육논의에 기존 교

육학의 교육 개념이 그대로 적용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본 연구의 분석

에 따르자면 제도유형, 기능유형, 환원유형의 문제개념 유형이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는 기존 “교육” 개념에 따라 “원격교육”을 교육의 한 형

태로 보고 있으며 원격교육논의 역시 기존 교육학의 ‘응용’으로 간주하는 것이

다.

셋째, 신나민, 임정훈, 이혜정의 질문은 홈벨이나 럼블과 동일한 배경을 가

지고 있지만 조금 다른 상황에서 제기된 것이다. 이들 역시 원격교육논의의 외

적인 성장에 주목한다. 그들은 ‘한국 원격교육연구의 동향과 전망’이라는 논문

의 결론을 통해 “이제 원격교육은 더 이상 교육학의 주변부에 위치한 연구 영

역이 아니라 컴퓨터를 통한 의사소통에 관심 있는 거의 모든 학자 집단의 연

구대상이 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195)”고 주장한다. 그런데 바로 이러한 성장

에 원격교육논의라는 학문공동체 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학자 집단”이 참여

하고 있다는 데서 독자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위 인용 글에 나타난대로

“한국의 원격교육 관련 연구자는 다양한 학문적 배경을 가지고 있고, 상이한

연구주제와 문제의식을 가지고, 다양한 연구방법을 차용하여 원격교육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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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호 하에 논문을 발표하여 마치 이 영역이 하나의 분야로 자리매김 될 수 있

는 독자적 연구영역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중 한 가지는 “원격교육”이 사실상 사회적 제도나 기능적으로 열린 “교수-학

습” 과정, 즉 제도유형이나 기능유형을 의미하는 것으로 어떤 고유한 이론적

사실을 지칭하지 않는다는 데 있다. 비록 “교육”이라는 명칭이 붙어 있긴 하지

만 교육학 고유의 이론적 개념에 의해 포착된 현상이 아니기 때문에 원칙적으

로 다른 학문들의 연구를 금지할 방도가 없다. 각 외래 학문의 입장에서는 특

정의 구체적 실제를 자신들의 고유한 안목으로 포착하고 연구하여 해당 학문

의 실재를 드러내었을 뿐이다. “거의 모든 학자 집단”에게 열려있는 그 구체적

실체 사태의 이름이 “원격교육”일 뿐 그러한 연구들은 사실상 하나의 “원격교

육논의”라고 볼 수 없다. 이러한 상황은 교육에 대한 문제개념 유형의 당연한

귀결로 여기에서 원격교육논의의 독자성을 질문하는 것은 상당히 뜬금없어 보

이기까지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자문자답은 원격교육논의가 평생교육과 마찬

가지로 “쟁송지대”적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진화과정에 있는 교육학의 한 파

생분야”라는 절충적이고 자족적인 것이다. 그러나 엄밀하게 볼 때 원격교육논

의는 “쟁송지대”로 볼 수 없다. 논쟁이란 동일한 논점을 전제로 성립하는 것으

로 이 경우는 다양한 학문들이 각각의 기준과 논점에 따라 의견을 산개하고

있을 뿐으로 개념적 혼란이라고 불러야 정확하다. 따라서 원격교육논의가 “진

화 과정”에 있다는 평가도 상당히 개연성이 떨어지는 진단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에 따르면 원격교육논의의 독자성에 대한 질문은 모두

그 외적인 성장에서 기인한 것으로 어느 것도 “원격교육”의 독자성을 전제로

하고 있지 않다. 홈벨처럼 독자성을 주장하지만 근거가 없거나 럼블처럼 아예

부정하거나 신나민처럼 절충적이고 자족적인 대답을 하고 있을 뿐이다. 이 중

어느 것도 만족스러운 대답은 아닐 것이며 정당화되기도 어렵다. 이것은 원격

교육논의의 독자성을 주장하고 싶어도 정작 질문이 요청하는 선결문제로서

“원격교육”의 독자성을 보장해줄 이론적 “교육” 개념이 정립되지 않았기 때문

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결국 원격교육논자들은 한편으로는 원격교육논의의 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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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성을 주장하고 싶어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 전제가 되어야 할 “원격교

육”의 독자성을 인정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앞에서 지적하였듯이 이러한 질문 자체가 별

로 유의미하지 않다는 것이다. 원격교육논의라는 학문공동체의 실제적인 입지

나 세력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14) 독자성에 대한 질문을 제기할 여지나 필요

가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질문의 성격으로 볼 때 다행이라고 해야 할지도 모

르겠지만 신나민은 “연구자들의 관심은 학문적 정체성보다는 실천에의 효용성

에 쏠려 있기 때문”에 독자성에 대한 논쟁이 더 이상 지속되지 않고 소멸되었

다고 한다. 그러나 이것이 위에서 살펴본 대답들보다 더욱 만족스러운 결과는

결코 아닐 것이며, 비록 논쟁이 소멸되었을지는 모르지만 질문 자체가 사라지

지는 않을 것이다. 이러한 질문이 왜 제기되는지, 혹은 어째서 해결되기 어려

운지 근원적으로 이해되고 그에 따라 해소되기 전에는 원격교육논의에 대해

조금만 진지하게 성찰하는 계기가 주어진다면 언제 어디서나 누군가에 의해

계속 반복적으로 부활될 것이다. 사실, ‘한국 원격교육 연구의 동향과 전망’을

검토한 후 이런 질문이 제기되었다는 것 자체가 이를 보여주는 것이다.

다음은 “원격교육”과 원격교육논의의 독자성에 대한 질문의 두 번째 사례

로 겉으로 보기에 “원격교육”의 독자성에 대해 질문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이다. 정인성(2002)은 “원격교육”이 역사 이래 여러 유사 개념들과 혼동되

었다고 지적하며 그러한 개념들과의 비교를 통해 “원격교육”의 정체성이 분명

해질 수 있음을 설명한다. 여기에는 동일한 맥락의 비교 설명을 제시하는 키건

(Keegan, 1996)이 그러했듯이 “원격교육”과 원격교육논의의 독자성에 대한 질

문이 가정되어 있다.

원격교육은 약 150여 년의 역사 속에서 많은 교육 기관에서 제공하는 하나

의 중요한 교육 형태로 자리잡아 가면서, 그 이념적, 제도적, 방법적 부분으로서

열린교육, 비형식교육, 융통성있는 교육, 성인교육, 평생교육, 교육공학 등의 개

념들이 혼재하고 있는 복합개념으로 파악된다. 따라서 원격교육을 제대로 이해

하기 위해서는 이들 유사개념들에 대한 이해와 비교가 필요하다. 여기서는 원격

14) 이러한 차원에서의 문제제기가 중요하지 않다는 뜻이 아니라 본 연구의 문제의식 밖에 있으므로

배제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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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 제도적 측면에서 유사한 비형식교육과 융통성있는 교육, 원격교육의 이

념적 측면을 반영하고 있는 열린교육과 평생교육, 그리고 원격교육의 대상과 방

법 측면과 관련있는 성인교육 및 교육공학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정인성,

2002: 4-5).

이 글에서는 “원격교육”의 유사 개념으로 “열린교육, 비형식교육, 융통성있

는 교육, 성인교육, 평생교육, 교육공학”의 6가지를 들고 그들과의 관계 속에서

“원격교육”의 독자성 혹은 정체성이 규명될 수 있다고 보는 유연한 입장을 취

한다. 이에 비해 키건은 “비형식교육, 융통성있는 교육, 열린교육, 성인교육, 교

육공학”의 5가지를 제시하고 그들과의 차이를 통해 “원격교육”의 독자성을 강

조하고 싶어 한다.

그러나 양자의 차이가 무엇이든 이들 모두 첫 번째 사례와 마찬가지로 기

존의 교육 개념에 대해 독립적인 “원격교육” 개념을 규정하지 않은 채 “원격

교육”과 원격교육논의의 외적인 성장을 근거로 그 독자성에 대한 논의를 전개

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으며, 또한 더욱 근본적으로 불필요한 질문을 하고 있

다는 점에서 의사질문이라고 볼 수 있다. 다만 이들이 “원격교육”의 독자성을

논하는 과정에서 비교의 대상으로 거론하는 “유사 개념들”은 그 자체가 ‘의사

범주들’로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

여기서 “교육공학”을 제외한 “비형식교육(혹은 “비전통교육)”, “융통성 있는

교육”, “열린교육”, “평생교육”, “성인교육” 등은 모두 ‘교육=학교태’ 개념의 한

계로 인해 나타난 잉여적 “교육” 개념으로 사실상 실체가 모호하다. 먼저 “비

형식교육(informal education)” 혹은 “비전통교육(non-traditional education)”은

모두 ‘학교 밖 교육’을 지칭하는 용어로 표현 자체에 역설을 품고 있다. “비형

식교육”의 형식은 무엇인가? “비전통교육”은 정말 전통이 없는가? 와 같은 질

문이 가능한 것이다. 그러나 그 표현에 “교육”이라는 용어가 사용되었으므로

이와 같은 질문이 가능할 뿐 대답까지 가능한 것은 아니다. 이러한 용어에서

사용된 “교육”이란 용어 자체가 어떤 명확한 경계나 실체를 가진 개념이 아니

기 때문이다. 이 역시 일상적으로 통용되는 막연한 개념에 근거해 붙여진 명칭

일 뿐 이론적 개념체계를 갖추고 있지 못한 것이다. 그러한 개념에 근거해서는

‘교육의 형식’이나 ‘교육의 전통’ 자체를 논할 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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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원격교육의 이념적 측면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되고 있

는 “열린교육(open education)”과 “융통성있는 교육(flexible education)” 역시

‘교육=학교태’ 개념의 한계에서 나타난 것이다. 이러한 개념으로 인해 ‘학교안

의 비교육적 측면’까지 “교육”으로 간주되면서 교육의 본래적 속성과는 별개로

마치 대안적으로 지향해야 할 이념이 있는 것처럼 오해되고 있다. 정인성이

“융통성있는 교육”이나 “열린교육”을 설명하기 위해 인용하고 있는 정의는 이

를 잘 보여준다.

융통성있는 교육은 열린교육의 개념과 유사한 것으로 파악된다. 브랜드는 융

통성있는 교육을 “학습자들이 배우고 싶을 때 원하는 방식으로 원하는 내용을

배울 수 있도록” 해주는 교육으로 규정하고 있다(정인성, 2002: 6).

매켄지 등은 열린학습을 닫힌학습과 비교하면서 그 의미가 매우 넓고 다양

함을 지적하고 있다. 이들은 열린학습이 닫힌학습이나 기존 학교교육이 갖는 여

러 장애를 완화하거나 제거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교육기회의 확산을 가져

오는 개념이라고 말한다(정인성, 2002: 6).

여기서 말하는 “융통성”이나 “개방성”의 의미를 살펴보면 근대적 사회제도

로서 학교태에서 나타났던 행태에 대한 반대 급부의 의미를 지닐 뿐이지 그

자체에 어떤 고정된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다. 사실 거의 모든 사람들이 이른

바 이러한 “이념”에 동의하는 것은 그것이 이른바 ‘내용없는 참’에 해당하는

개념이기 때문이다. 이 자체가 잉여적인 개념일 뿐만 아니라 이러한 일의 결과

는 더욱 심각하다. 또다시 문제의 핵심에서 벗어나도록 유도하면서 개념적 문

제를 확대․심화시키기 때문이다. “교육”의 개념에 주목해서 ‘교육=학교태’의

개념을 벗어나 새로운 개념을 재정립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융통성”이

나 “개방성”이 가지는 의미의 모호성 때문에 불필요한 논쟁이 제기되는 것이

다. 우선, 이러한 개념들은 교육=학교태의 개념에서 비롯된 것으로 교육의 개

념이 새롭게 정립되면 굳이 필요하지 않은 개념이 될 가능성이 높다. 만일 필

요하게 된다 해도 “교육”의 개념이 규정될 때 그에 의해 부차적으로 의미가

규정될 수 있는 것으로, 결국 “교육”의 개념이 선행적으로 논의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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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러한 문제는 간과하고 “융통성”이나 “개방성”의 의미를 가지고 논쟁

이 일어나는 것이다. 결국 “교육”이라는 이름만 공유할 뿐 실제적으로는 공통

의 논의 기반이 형성되지 못함으로써 명확한 논점 자체가 잡히지 않는다. 각자

근거하고 있는 “교육”의 개념이 다름으로써 “융통성”이나 “개방성”의 의미를

규정하고 판단하는 개념적 준거 자체가 제각각이기 때문이다.15)

세 번째로 “평생교육(lifelong education)”, “성인교육(adult education)”의 경

우도 그 용어 자체로만 보면 ‘교육=학교태’ 개념의 한계로 인해 발생한 잉여적

개념이다. “평생”이란 개념은 “교육” 자체에 이미 함의되어 있는 개념으로 대

체로 연령 제한이 있는 학교 제도의 한계로 인해 “학교 밖 교육”을 지칭하기

위해 나타난 용어이다. “성인교육” 역시 마찬가지의 경우이다.

성인교육이 발달한 과정은 자유주의적이고 개혁적인 교육 운동과 관련되어

있다. 초기의 성인교육이 주요 대상으로 하는 집단은 형식 교육기회에의 접근이

어려운 사람들이었으며, 따라서 교육 영역도 문해 교육이나 기술 교육이 주류를

이루고 있었다(정인성, 2002: 13).

이 글에서 알 수 있듯이 “성인교육” 역시 학령기 아동을 대상으로 한 이른

바 “학교교육”과 대비되어 성립되는 개념이었다. 그러나 “평생교육”과 “성인교

육” 모두 학교와의 대비적 의미를 가질 뿐 교육으로서 여타의 현상과 구분되

는 경계를 가지고 있지 못하다. “교육”의 개념 자체가 이론적으로 규정되지 못

했기 때문이다.16) 결과적으로 “원격교육”에 대한 키건의 정의에서 살펴보았듯

이 제도유형으로 회귀하는 모순적 현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다음은 정인성이

인용하는 “평생교육”의 정의로 이를 보여준다.

평생교육은 우리가 평생 살면서 우연히 일어나게 되는 교육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조직의 지원을 받거나 의도적으로 유아에서

15) 이에 대해서는 이장의 3절 ‘불필요한 논쟁의 발생’에서 좀 더 상세하게 설명될 것이다.

16) 여기서 분석한 “성인교육”이나 “평생교육” 개념은 오로지 인용한 글의 설명과 해석에 따른 것이

다. 실제 성인교육논의나 평생교육논의에서는 그 실체적 개념 규정을 위한 여러 노력들이 진행중

이며 그 성과가 나타나고 있을 수도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분석 내용은 그러한 범위 내에서만

적용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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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터 성인으로서 평생동안 일어나는 교육을 의미한다(김충기와 정채기, 1996).

…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평생교육에서는 누구나 평생토록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조직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주장한다. 이러한 평생교육의 개념적 특

성으로 제도, 교육내용과 방법 등 평생교육의 실현 방식은 매우 융통성있고 개

방적이어야 한다는 주장이 가능해진다. 원격교육은 평생교육의 이념을 실현할

수 있는 하나의 교육 형태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정인성, 2002: 10-11).

이 글에 따르면 “평생교육”이라기보다 “평생제도”라는 표현이 더 적합할 수

도 있다. 결국 학교태와의 대비 속에서 의미를 갖던 “평생교육”의 개념이, 그

“교육” 개념이 다시 제도유형으로 회귀함에 따라 “융통성있고 개방적”인 ‘제도’

에 대한 시사로 귀결되는 아이러니가 나타난다. 물론 이러한 논리가 가능한 것

은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융통성”이나 “개방성”의 의미가 그 자체로는 실체가

없으며 ‘제도’ 역시 어떤 보편적 형식을 갖는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융통

성”이나 “개방성”은 학교에 대한 대립적 의미로도 쓰일 수 있고 걸맞는 개념

으로 쓰일 수 있다. 학교태 역시 “닫힌” 곳이었다고 “열린” 곳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에 따르면 “원격교육”의 정체성이나 독자성을 규명하기

위해 논의되는 유사 개념들은 그 자체가 의사 범주로 실체가 모호하다. “교육”

자체의 개념이 규정되지 않으면서 “비형식”, “비전통”, “융통성 있는”, “열린”,

“평생”, “성인”의 개념은 모두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되는 식

으로 해석되고 있다. 그렇다면 실체가 모호한 개념들을 근거로 “원격교육”의

정체성이나 독자성이 규명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오히려 의사 범주들에 준해

“원격교육”의 정체성이 논해지면서 그 개념적 혼란이 점차 확대․심화되어 가

고 있다고 보는 것이 정확할 것이다. 사실, 규정하고 정립해야 할 “원격교육”

의 정체성이나 독자성이 계속 의사질문의 대상이 되는 데에는 이러한 개념들

과의 혼동 또한 크게 작용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논의 과정에서 의

사 범주들이 ‘유사실체화’되면서 그러한 논의가 그럴듯하게 느껴지도록 만들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살펴보아야 할 것이 남아 있다. 위의 개념들 외에

“교육 공학(educational technology)”이 “원격교육”에 대한 유사 개념으로 제시



- 193 -

되고 있는데 언뜻 생각해보아도 이것은 이상의 개념들과는 범주부터가 다르다.

여기서 “교육 공학”은 엄밀하게 말하자면 “원격교육”이 아닌 “원격교육논의”와

의 유사개념이다.17) 그것을 감안하고 살펴보면 이들이 혼동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이다.

원격교육에서 교육공학이 중요하게 생각되는 것은 교육공학의 주요한 영역

으로 교수체제의 설계와 교육에서의 매체 활용 등이 포함되고 있기 때문이며,

교육공학의 전문 활동 영역에 원격교육이 주요하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인 것

으로 생각된다(정인성, 2002: 14).

이를 한 마디로 요약하면 “교육 공학”이 지금까지 ‘원격교육논의’를 주도해

왔고 그로 인해 “원격교육”과 유사 개념으로 비춰졌다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

은 “교육”분야에 대해 특정 외래 학문의 관점이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위의 유사 개념들과는 또 다르게 “원격교육”이나 원

격교육논의의 정체성과 독자성을 혼동시키는 원인으로서 의사질문이 발생되는

배경을 형성한다고 볼 수 있다.

5. 원격교육의 효과성

원격교육논의는 대체로 실제중심의 연구경향을 보여 왔다. 사실, 과학을 지

배하는 강력한 이데올로기 중 하나는 실용주의이다. 17세기 과학 혁명이 18세

기 산업 혁명을 일으킨 원동력으로 인식되고, 이에 따른 사회적 기대가 19세기

과학의 제도화 과정으로 연결되면서 실용주의는 근대 과학의 기본 이념으로

정착했다. 그러나 이러한 관점이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우선 그 개선하고자 하

는 실제가 무엇인지를 명확히 규명할 수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정치적 실제

17) 이러한 착오는 원격교육논의에서 매우 흔하게 발견되는 것으로 원격교육논자들이 원격교육과 원

격교육논의를 명확하게 구분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사실 첫 번째 사례의 원격교육논

의의 독자성에 대한 질문을 돌이켜 보면 거기에서도 동일한 혼동이 내포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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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 경제적 실제인지, 교육적 실제인지, 혹은 제도의 실제인지, 특정의 기능

인지가 분명해져야 한다. 그러한 분별에 따라 지향해야 할 가치가 결정되며 개

선의 방향과 방법도 논의될 수 있다. 실제를 개선한다는 명분은 이러한 조건을

충족한 이후에야 실현될 수 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연구가 거듭될수록 그 성

과가 축적되고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개념적 혼란이 심화될 수도 있다. 각 연

구들이 개선하고자 하는 대상이나 지향하는 가치에 어떤 합의점도 찾지 못한

채 소모적 논쟁이나 불필요한 갈등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그런데 원격교육논의에서는 “교육”의 문제개념으로 인해 이러한 현상이 나

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절에서는 원격교육논의의 실제적 경향을 잘 보

여주는 원격교육의 효과성 연구들을 통해 이러한 문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원

격교육의 효과성에 대한 연구는 원격교육논의의 초기부터 가장 중요한 연구

주제의 하나였다. 그런데 이러한 효과성 연구들에 대해 원격교육논의 내외에서

그 연구성과의 실효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먼저 “원격교육의 효과”라는 것은 일종의 복합 개념이다. “원격교육”과 “효

과”라는 두 개념이 결합하여 형성된 것이다. 학문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효과’라는 개념은 일종의 독립 변인과 종속 변인의 경험적 관계를 함의한다.

개념적으로 구분되는 모종의 두 현상을 한쪽은 독립 변인으로 상정하고 다른

한쪽은 그에 따른 종속변인으로 상정해서 독립 변인이 종속 변인에 어떤 영향

을 미쳤는가를 경험적인 방법으로 따지는 것이 효과인 것이다. 그렇다면 효과

라는 개념이 유의미하게 사용되기 위해서는, 즉 효과에 대한 논의가 그야말로

유효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충족되어야 할 조건은 두 변인 즉, 독립 변인과 종

속 변인이 서로 배리의 관계를 가진 채 선행적으로 규정되어 있어야 한다. 독

립 변인이면서 동시에 종속 변인이 될 수는 없는 것이다.

“원격교육의 효과”라고 할 때도 마찬가지이다. 일반적으로 이 표현은 “원격

교육”을 어떤 변인으로 보느냐에 따라 두 가지의 용법으로 쓰인다. ‘원격교육

에 대한 X의 효과’라고 하는 경우와 ‘Y에 대한 원격교육의 효과’라고 하는 경

우가 그것이다. “원격교육”은 전자에서는 X에 대한 종속변인으로 상정되어 있

고, 후자에서는 Y에 대한 독립 변인으로 상정되어 있다. 어느 경우이든 X와

Y는 “원격교육”과 구분되는 것으로 배리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 즉, X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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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는 ‘비원격교육’이어야 한다. 그렇다면 이것은 “원격교육”의 안과 밖이 구분

되어야 한다는 것을 전제한다. “원격교육의 효과”라는 말이 유의미하게 사용되

기 위해서는 “원격교육”이라는 개념의 경계가 있어야 한다.18)

원격교육논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원격교육의 효과” 논의는 이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음은 원격교육논의 내에서 효과성

논의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무어의 『원격교육 : 체

제적 접근(Moore & Kearsley, 2005)』의 “10장 원격교육의 효과”의 소절 목차

이다.

10장 원격교육의 효과성

10.1 테크놀로지의 효과성

10.2 매체의 효과성

10.3 효과적인 코스 설계

10.4 교수 전략

10.5 비용 효과성

10.6 정책에 관한 연구

10.7 이론과 연구의 결론(Moore & Kearsley, 2005)

여기에서는 테크놀로지, 매체, 코스 설계, 교수 전략, 비용, 정책, 이론 등 6

가지 항목에 대한 효과성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결국 이 6가지가 “원격교육

의 효과”를 구성하는 주요 변인이자 원격교육논의에서의 “효과성” 연구의 주

요 주제로 상정되고 있는 것이다. 무어는 “10장 원격교육의 효과” 전체의 내용

을 10가지 질문으로 요약하여 설명하고 있는데, 그것은 6가지 항목들이 각각

“원격교육”과 어떤 관계를 가지는지, 즉 “원격교육의 효과”가 어떤 양상으로

18) 사실 여기에 한 가지의 용법을 추가할 수도 있다. ‘원격교육 내의 X변인에 대한 Y변인의 효과’같

은 용법도 가능한 것이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엄밀하게 “원격교육의 효과”라는 말보다는 “X변인

의 효과” 혹은 “Y변인의 효과” 같은 말이 더 적합하다. 굳이 여기에 “원격교육의 효과”라는 말을

적용할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경우에도 그 말이 유의미성을 가지려면, 즉, 다른 무엇이 아

닌 “원격교육의 효과”려면 역시 “원격교육”의 개념에 그 안과 밖을 구분할 수 있는 개념적 경계가

있어야 한다. 사실, ‘효과’ 개념을 떠나 “원격교육”이라는 말이 사용되는 한, 그 개념이 유의미성을

가지려면 유의미하게 규정되어야 하는 것이다. 다만 이 절에서는 특히 효과라는 개념의 맥락에서

그 필요성을 논하는 것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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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의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효과적인 원격교육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제기되는 보편적

인 질문들은 다음과 같다.

1. 원격교육이 학습자의 성취와 태도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 그리고 이

런 사항들은 전통적인 교실수업과 어떻게 다른가?

2. 교사와 학습자간의 커뮤니케이션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다양한 커뮤니케

이션 기술에 있어서 상대적인 효과성은 무엇인가?

3. 특정 테크놀로지는 일반 학습자들보다 특정한 유형의 학습자들에게 더 효

과적일 수 있는가? 만약 그렇다면 그 관계성은 무엇인가?

4. 동기화나 그룹 토의에 비해 어떤 테크놀로지가 정보 제공과 같은 특정 교

수과정에 보다 효과적인가?

5. 어떤 테크놀로지가 특정 과목을 가르치는 데 보다 효과적인가?

6. 어떤 코스 설계가 보다 효과적이며 코스를 설계할 때 가장 효과적인 조직

절차는 무엇인가?

7. 어떤 상호작용 전략들이 효과적인가?

8. 원격교육은 어떤 조건에서 비용 효과적인가?

9. 원격교육을 지원하고 개발하기 위해서 가장 효과적인 국가나 지역 차원의

교육 정책은 무엇인가?

10. 원격교육을 설명하고 연구하는 데 효과적인 이론들은 무엇인가?(Moore

& Kearsley, 2005: 237)

이 글에 따르면 1과 8의 질문에서는 “원격교육”이 독립 변인, “학습자 성취

와 태도” 및 “비용”이 그에 대한 종속변인으로 취급되고 있고, 나머지 2, 3, 4,

5, 6, 7, 9, 10의 질문에서는 각각 테크놀로지, 코스 설계, 상호작용 전략, 정책,

이론이 독립변인으로, “원격교육”이 종속 변인으로 취급되고 있다. 이를 구체

적으로 분석하여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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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독립 변인 X 종속 변인 Y

1 원격교육 학습자의 성취와 태도

2 테크놀로지 원격교육(교사-학습자간 커뮤니케이션)

3 테크놀로지 원격교육(학습자 유형간 차이)

4 테크놀로지 원격교육(정보 제공)

5 테크놀로지 원격교육(특정 과목 성취)

6 코스 설계(교수설계) 원격교육

7 상호작용 전략(교수 전략) 원격교육

8 원격교육 비용

9 정책 원격교육

10 원격교육이론 원격교육

이렇게 정리해 놓고 보면 이 10개의 질문이 10장의 목차와 대응한다는 사

실이 분명히 드러나며, 그것을 통해 “원격교육의 효과”연구가 전체적으로 어떤

지형도를 가지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 2, 3, 4, 5는 “1절 테크놀로지”와 “2절

매체”의 소절에 대응하고, 6은 “3절 코스 설계”, 7은 “4절 교수 전략”, 8은 “5

절 비용 효과성”, 9는 “6절 정책 연구”, 10은 “7절 이론과 연구”에 대응한다.

여기까지를 종합하여 그림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독립변인 X

테크놀로지, 매체

 코스 설계

상호작용전략

정책

원격교육

학습자 성취와 태도

비용

종속변인 Y

이 그림에서 독립변인 X는 ‘원격교육의 여건’을 나타내는 것으로, 종속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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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는 ‘원격교육의 결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여기서 “원격교육의

효과”란 “원격교육의 결과에 대한 여건의 효과”를 의미하는 것으로, “원격교

육”은 사실상 실체가 없다. 무어가 정리한 10개의 질문에서 “원격교육”의 의미

로 쓰인 것은 2, 3, 4, 5번의 질문에서 종속변인으로 상정된 것들인데, 이들은

결국 다시 ‘교육 결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2번 질문의 “교사-학습자간 커

뮤니케이션”과 3번 질문의 “학습자 유형간 차이”는 “학습자 태도”에 포함될 수

있는 변인들이고, 4번 질문의 “정보 제공”과 5번 질문의 “특정 과목 성취”는

“학습자 성취”의 다른 표현으로 모두 교육 결과에 해당한다. 이를 정리하여 그

림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테크놀로지, 매체

코 스 설 계

상호작용전략

정책

독립변인 X

학습자 성취와 태도

비용

교사-학생 커뮤니케이션

학습자 유형간 차이

정보제공

특정과목 성취도

종속변인 Y

이렇게 분석해보면 독립변인 X와 종속 변인 Y를 매개하는 것으로 보이는

“원격교육”이란 용어는 사실상 잉여적 표현이라는 것이 드러난다. “원격교육”

이란 용어가 사용됨으로써 그 존재가 가정되고 있을 뿐 사실상 어떤 변인으로

도 상정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원격교육의 효과”란 그저 ‘종속 변인 Y에

대한 독립변인 X의 효과’를 의미하는 것으로 여기에서 “원격교육”이란 용어를

제거해도 어떠한 문제도 발생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러한 논의들을 “원격교

육의 효과성” 연구라고 부를 수 없다. 여기에는 그러한 표현이 유의미하게 사

용되려면 전제되어야 할 “원격교육”이란 실체도 없고, 따라서 그것과 상대적으

로 규정될 수 있는 “비원격교육”도 없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각 변인들의 관계에서 알 수 있듯이 여기에 전제되어

있는 “교육” 개념이 기능유형이기 때문이다. 기능유형의 “교육” 개념에 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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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여건이나 결과도 모두 교육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라면 “원격

교육”이란 용어를 제거하고 그 실상을 그대로 표현하는게 더 효과적이다. 각

변인들 간의 직접적인 관계가 드러남으로써 이러한 연구들에 필수적인 변인들

간의 명확한 관계가 더욱 분명해질 것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격교육”이란 용어를 사용한다면 원격교육논의에서의

효과성 연구는 변인들의 관계에 대한 불필요한 혼동과 가치 혼란에 빠질 수

있다. 우선 원격교육논의의 효과성 연구의 가장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매체, 기술 효과성 연구를 살펴볼 수 있다. 무어의 질문에서도 “테크놀로지와

매체”가 10개의 질문 중 4개를 차지하고 있다. 이처럼 매체, 기술의 효과성 연

구가 원격교육논의에서 중요하게 취급되는 것은 매체, 기술 자체에 대한 관심

이 크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 효과를 믿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신나민은

원격교육논의에서의 기술에 대한 전망을 검토한 후 다음과 같이 결론을 맺고

있다.

현재는 기술이용이 원격교육의 비용효과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전망이 가장

설득력을 얻은 것처럼 보인다. 이는 또한 교육정책자나 학교행정가들이 원격교

육 분야에 일차적인 관심을 갖게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신나민, 2007: 187).

이른바 ‘기술결정론(technological determinism)’의 관점이 원격교육논의를

주도하고 있는 것이다.

원격교육 뿐만 아니라 교육 분야에서 드러나는 기술적 전환에 대한 최근의

열풍은 기술을 역사 발전의 주요한 동인으로 보는 ‘기술결정론’의 관점을 반영

한다. 기술결정론은 기술 일반, 특히 소통기술을 다양한 양상의 사회조직이 기

반하는 근본 조건으로 본다. … 이런 관점은 매체의 성격을 도구나 수단으로 여

기고, 중요한 것은 내용이나 교과라고 믿어온 교육학계의 이해 방식에 상당한

도전을 가져온다(신나민, 2007: 187-189).

그런데 이러한 기술결정론적 관점에도 불구하고 이에 배치되는 결과가 나

오고 있어 주목이 요청된다. 원격교육논의에서는 매체, 기술에 대한 연구가 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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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 많이 이루어지는 만큼 그에 대한 메타 분석 연구도 이루어져왔다. 다음은

그러한 메타 분석 결과를 설명하는 글이다.

교육 연구자들은 1950년대의 라디오, 1960년대의 텔레비전 그리고 1970년대

와 80년대의 컴퓨터 등 새로운 매체가 등장할 때마다 꾸준히 매체 비교 연구를

수행해 왔다. 그리고 어느 정도 경험적 연구가 축적되었을 때마다 종합적인 결

론을 이끌어내기 위해 메타분석을 실시했다. 1962년 슈람은 텔레비전 교육 방

송의 효과에 관한 400여개의 논문을 분석했고, 1983년 클라크는 이런 종류의

메타분석들을 또 다시 종합, 비평하면서 특정 매체의 사용만으로 학습 효과에

변화를 가져올 수는 없다고 강조하였다. 이후 이 결론은 ‘유의미한 차이 없음

현상(the no significant difference phenomenon)’이라고 불리게 된다(신나민,

2007: 37).

원격교육논의에서 가장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매체, 기술 연구들을 종합

분석한 결과가 ‘유의미한 차이 없음 현상’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에 현상이

라는 용어가 붙어 있는 것은 그만큼 충격이 컸기 때문이다. 이 현상은 너무 유

명해져서 이를 지지하거나 반박하는 논문들의 연구 결과를 보고하는 인터넷

사이트까지 생겨났다고 한다(신나민, 2007).

언뜻 생각하기에 이것은 이해가 안가는 현상이다. 매체, 기술을 사용하였다

면 그것은 “원격교육”에 무엇인가의 효과를 가질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효과

는 매체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그런데 왜 ‘유의미한 차이 없음 현상’이 나타나

는 것인가? 그 이유는 여러 가지 있을 것이다. 정말 매체 간에 유의미한 차이

가 없을 수도 있고, 각 개별 연구들이 잘못되었을 수도 있다. 그러한 이유 중

의 한 가지는 이들이 가정하고 있는 결과가 어떤 일관성을 확보하고 있지 못

해서일 수도 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이러한 현상에 대한 원격교육논의의 반응이다. 이들

은 매체의 효과성에 대한 믿음을 재고하기보다는 개별 연구물들의 타당성과

질을 문제 삼았다. 즉, 효과성을 보고하고 있는 개별 연구물의 질이 의심스럽

다는 것이다. 다음은 이러한 관점에 근거한 보고서에서 지적한 효과성 연구물

의 결함을 요약한 것이다(Phipps & Merisotis, 1999: 3-4).



- 201 -

Ÿ 대부분의 실험 연구에서 외부변인에 대한 통제가 엄격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특정 테크놀로지 이용만이 학업성취, 혹은 학생태도

변화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는 인과관계를 설정할 수 없다.

Ÿ 대부분의 연구가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을 무작위로 설정하지 못하고 있다.

Ÿ 학업성취나 학생태도를 측정하기 위해 사용된 도구들의 타당도와 신뢰

도가 의심스럽다.

Ÿ 많은 연구들이 반응효과, 즉 학생이나 교수자가 연구에 참여한다는 사실

때문에 갖게 되는 태도나 감정을 통제하는 데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있

다.

이 글에서는 매체․기술의 효과가 없다거나 실험의 전제 자체에 문제가 있

다는 가정은 하지 않고 있다. 이 글에 따르면 매체간의 ‘유의미한 차이 없음

현상’은 개별 연구들이 실험적 오류를 범함으로써 잘못된 결과가 제시되었기

때문에 나타났다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개별 연구들이 실험을 할 때

반드시 참조해야할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여기서 ‘외부변인에 대한 통제’가

엄격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나 ‘학업성취나 학생태도를 측정하기 위해

사용된 도구들의 타당도와 신뢰도가 의심스럽다’는 분석은 재고의 여지가 있

다. 이를테면 이들이 가정하고 있는 “교육” 개념에 본 연구에서 분석한 것과

같이 개념적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외부 변인 자체를 구분하는 것 자체가 어

렵다. 또 학업 성취나 학생태도를 측정하는 기준도 일관될 수 없다. 개별 연구

의 실험적 오류 이전에 이러한 문제에서 매체 간의 유의미한 차이없음 현상이

나타날 수 있는 것이다.

현재 매체, 기술 효과성의 차이에 대해서는 어떤 합의된 결론에 이르지 못

하고 있다. 이를테면 ‘유의미한 차이 없음 현상’을 이끈 클라크(Clark, 1994)는

매체가 결코 학습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입장인 반면, 새로운 매체가 좀

더 나은 효과를 가져온다는 연구결과들도 계속 보고되고 있다. 매체, 기술의

효과성에 대한 연구와 논란이 계속 되고 있는 것이다.

매체, 기술의 효과성에 대한 결론이 나지 않는 상태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은 “교수설계”나 “교수 전략”에 대한 효과성이다. 매체, 기술 자체가 효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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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따라 효과가 달라진다고 보는

것이다. 예를 들어, 클라크(Clark, 1989)는 ‘전달 기술(delivery technology)’과

‘교수 기술(instructional technology)’을 구분한다. 전달 기술은 매체, 기술과 관

련을 갖는다면 교수 기술은 교수설계나 전략과 관련된다. 클라크는 학습에 영

향을 미치려면 각 매체가 가지고 있는 성격을 교수 방법에 적절하게 응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어떤 매체를 쓰는가보다는 그 매체를 이용하는 방법을 고민

하라는 것으로 교수설계나 전략에 따라 매체가 다른 효과를 낼 수 있음을 강

조하는 것이다. 클라크의 견해는 원격교육논의에서 ‘기술결정론’에 이어 나타나

는 이른바 ‘디자인결정론’의 입장을 대변한다.

기술결정론에 대항하는 비평가들은 종종 기술은 그 자체로써 어떤 가치를

가지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 즉, 기술은 ‘중립적’이며 중요한 것은 그것을 이용

하는 사회문화적 영향이나 개인의 의지나 방법에 달려있다는 입장을 편다. 사회

문화적 영향을 강조하는 입장을 흔히 ‘사회문화결정론’이라고 칭하므로, 개인의

기술 이용 방법을 부각시키는 입장을 이 책에서는 편의상 ‘디자인결정론’이라

하자. … 교수설계가 학생들의 학습에 변화를 가져오리라고 믿는 교육공학 분야

의 입장도 바로 이 디자인 결정론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 예를 들어, 컴퓨

터 매체로 전달하는 정보와 교과서, 교과서 외의 다른 교재들, 시험, 연구보고서

등의 인쇄매체를 통한 정보가 함께 제공될 때 원격학습의 효과는 더욱 향상된

다(신나민, 2007: 193-196).

실제 원격교육논의에서 매체, 기술의 효과성에 대한 연구만큼 “교수설계”나

“교수 전략”의 효과성에 대한 연구도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매체, 기

술의 효과성에 대한 믿음만큼 “교수설계”와 “교수 전략”의 효과성에 대한 믿

음이 강한 것이다. 그러나 이에 근거한 디자인 결정론은 기술결정론에 가해진

‘유의미한 차이 없음 현상’보다 더욱 근본적인 비판에 직면해 있다. 현재 원격

교육논의에서 제시되고 있는 “교수설계”나 “전략”이 교육보다는 다른 목적에

봉사하고 있다는 것이다.

기술에 대한 관점에 있어서 교육공학계는 디자인결정론적 접근에 익숙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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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에 대한 ‘방법’의 과학을 표명하는 것이다. 실제로 디

자인결정론적 접근은 ‘실제적 과제해결을 위하여 과학적인 또는 조직적인 지식

을 체계적으로 적용’하는 데 필요한 절차적 지식을 제공한다. 하지만 이 방법의

과학에 대한 비판은 방법 자체가 아니라 방법이 해결하려고 하는 ‘문제’에 대한

비판으로부터 오는 경우가 많다. 특히 이 문제가 교육적 목적이 아니라 다른 명

분에 봉사할 때 디자인결정론은 도구적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신나민,

2007: 200).

현재 원격교육논의에서의 디자인 결정론이 직면하고 있는 비판은 ‘교육의

상업화’이다. 위 글에서 설명하는 대로 “절차적 지식을 제공”하는 것으로서

“교수설계”가 “교육적 목적”이 아닌 경제적 목적, 이를테면 교육의 질을 평가

하는 주요한 기준인 비용효과성의 달성에 대한 문제 해결 방법으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교육의 상업화’는 이에 대한 결과이다. 노블(Noble, 2002)은 첨

단 매체․기술의 도입과 고등교육의 자동화에 대한 열풍이 대학을 ‘디지털 졸

업장 공장’으로 만들고 있음을 비판한다.

대학 상업화의 두 번째 단계인 교육의 상품화는 첫 번째 단계가 빚어낸 위

기의 해결책으로 각광받고 있다. 재정 실패의 진정한 원인(고비용-저수익의 상

업적 하부구조와 엄청나게 팽창한 행정비용)은 무시한 채, 컴퓨터기반 교육의

주창자들은 이미 과도한 부담을 안고 있는 교수들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관심

을 기울인다. 또한 자신들이 내높은 첨단기술 해법이 문제를 더욱 복잡하게 만

들 뿐이라는 사실마저 무시한다. 그런 해법은 고등교육의 비용을 줄이는 대신

오히려 증가시키는 데도 말이다. … 이와 같은 고등교육의 두 번째 변형은 흔히

향상된 교육의 수혜자로 간주되는 교수들이나 학생들의 작품이 아니다. 사실 이

는 전혀 교육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것은 단지 시장의 다른 이름일 뿐이다

(Noble, 2002: 67).

이러한 지적에 따르면 원격교육논의에서의 “교수설계” 효과성 논의는 경제

적 효과 달성을 추구하는 것으로 이 역시 교육적 효과성 논의라고 부르기 어

려울 뿐만 아니라 오히려 가치 전도 현상을 초래하고 있다. 그런데 노블에 따

르면 이러한 경향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특히 “교수 활동”을 “컴퓨터 기반”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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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전환하려는 대학의 정책 결정 때문이다. “교수설계”의 효과성의 문제가 이

번에는 “교육 정책 효과성”의 문제로 다시 전환된다.

이에 대해 무어(Moore & Kearsley, 2005)는 원격교육이론의 중요성을 역설

한다. 원격교육이론에 교수설계나 매체․기술 사용 등이 종합적으로 연결되고

평가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에 따르면 결국 “원격교육 효과성”은 이론의 문제

로 귀착되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

이렇게 이론적인 배경 지식이 없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인데, 이는 또한 원격

교육에 관한 많은 연구들의 효과성에 대한 의문을 불러일으킨다. 이론적인 배경

안에서 연구를 정립하지 못하면 연구자들은 중요한 질문을 제기하기 어렵고 다

른 연구 결과와 의문점을 연결시킬 수 없게 된다. 마찬가지로 이러한 연구 결과

는 조리 있는 이론적 배경 하에서 정립되었다면 더욱 쉽게 연구 성과를 세울

수 있었을 다른 연구자들에게는 의미가 덜해질 것이다.

이 장에서 문헌 연구의 검토를 통해 명백해진 사실은 기본적인 환경을 넘어

원격교육환경에서의 일반적인 요소를 관리하고 예견할 힘을 제공할 정교하면서

도 통합적인 이론 연구의 개발이 즉각적이고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이다

(Moore & Kearsley, 2005: 93).

그러나 3장에서 분석하였듯이 무어의 이론은 기능유형의 “교육” 개념을 전

제한 것으로 사실상 “교육”의 효과성 논의를 유효하게 성립시킬 수 있는 조건

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 이 절의 앞에서 살펴본 ‘매체 효과성’ 연구만해도 그러

한 문제로 인해 효과성 연구의 장애가 나타나는 것으로 볼 수 있었다. 이밖에

또 하나의 원격교육이론이었던 페터스의 ‘산업화 이론’은 환원유형으로 이러한

“교육” 개념에 따른다면 “원격교육 효과성” 논의는 더욱더 상업화를 추구하게

될 것이다. 더구나 3장에서 분석하였듯이 페터스는 ‘산업화 이론’ 외에 더 많은

외래 학문의 도입을 요청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교육”이라는 이름아래 경제

적 가치와는 또 다른 가치가 효과성 연구의 변인으로 등장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는 “원격교육 효과성 연구”는 어떤 유의미한 결과에도 이를 수

없다.

지금까지 “원격교육 효과성 연구들”을 살펴보았다. 원격교육논의에서는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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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 기술, 교수설계, 정책, 이론, 비용 등을 변인으로 한 효과성 연구가 이루어

졌지만 그 효과성의 여부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거나 ‘비교육적’이라는 비판

을 받거나 아니면 계속 유예되는 양상을 보였다. 효과성 연구에 선결되어야 할

한 변인으로 “교육”의 개념과 가치가 온전하게 규정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결국, “원격교육 효과성 연구”의 중요성이나 실제 이루어지는 연구 비중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는 공허하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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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요약 및 결론

교육학은 학교중심 교육 패러다임이 한계에 봉착하면서 새로운 교육 패러

다임으로의 전환과 대안적 교육학 구성이라는 중차대한 과제에 직면해 있다.

원격교육논의는 ‘학교밖의 교육’을 대상영역으로 출범한 배경으로 인해 이를

선도해온 교육학 담론으로서 대내외적 기대를 모아왔다. 그러나 자율적 이론

형성의 어려움을 겪으면서 그 대상영역을 둘러싼 개념의 난립이 나타나고 학

교중심 패러다임으로 회귀하는 듯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원격교육논의에 나타난 교육 개념의 문제를 분석하고, 그 전체 담론차원에서

제기된 주요 논점을 검토해보고자 하였다. 이 연구는 원격교육논의라는 선도적

사례를 통해 새로운 교육 개념 정립과 대안적 교육학 구성과정에서 직면하는

이론적 개념 형성의 어려움을 이해하기 위한 것으로, 원격교육논의는 물론 여

타 교육학 영역에도 시사하는 바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연구방법은 개념분석법을 채택하였으며 분석대상은 다수의 사례보다는 소

수의 사례에 한정하여 개념적 문제의 심층적 이해를 추구하였다. 사례선정은

대표성과 전형성을 기준으로 하여, 먼저 교육의 개념을 대표하는 용어로 영어

인 “education”을 선정하고, 다음으로 이 용어를 사용하는 원격교육학자 중에

서 학문적 권위와 수준이 높으면서도 개념적 문제를 전형적으로 보여줄 수 있

는 이론가들을 선정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최종적으로 선정한 사

례는 영국의 원격교육학자인 키건(D. Keegan), 미국의 원격교육학자인 무어

(M. Moore), 독일의 원격교육학자인 페터스(O. Peters) 등 세 사람이었다. 다

만, 문제개념으로 인해 제기된 원격교육논의의 주요 논점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사례의 확대가 불가피했다. 이 경우에는 분석의 사례를 굳이 세 학자에 한정하

지 않았으며 필요한 때는 국내 연구도 포함하였다.

사례에 대한 분석틀은 본 연구의 문제의식을 반영하여 일반적 개념분석법

을 보완하고 정련한 것으로 대략 둘로 나눌 수 있다. 첫째, 본 연구가 교육학

담론의 분석을 목표로 하는 만큼 그 특수성을 반영하여, ‘제도로서의 교육 개

념’, ‘기능으로서의 교육 개념’, ‘타학문의 개념으로 환원된 교육 개념’ 등 기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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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학에서 대표적으로 문제시된 세 가지 교육 개념을 유형화하여 문제개념의

식별을 위한 분석틀로 삼았다.

둘째, 개념분석에 전통적으로 사용되었던 철학적 개념분석법 외에 인지심리

학적 개념체계분석법과 학문적 개념의 조건 분석을 추가하여 앞에서 유형화한

문제개념의 사례분석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철학적 개념분석법은 추상적

실재인 개념을 그 언어적 표현의 사용의미로 대체하여 이해하는 방법으로, 본

연구가 주목하는 개념의 체계적 특성이나 특히, 학문적 개념의 문제를 분석하

는 데에는 한계를 가지기 때문으로 이를 보완하기 위해 세 가지 개념분석방법

을 절충적으로 병행하도록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사례분석의 결과도, 각 문제

개념 유형이 원격교육논의에서 실제 사용되는 의미를 이해하기 위한 “원격교

육” 개념의 용례 분석, “원격교육” 개념에 함의된 교육의 사유구조 이해를 위

한 “교육”의 개념체계 분석, “교육”의 개념체계에 나타난 개념적 문제 이해를

위한 학문적 개념의 조건 분석의 순으로 기술하였다.

원격교육논의에서 광범위하게 통용되는 것으로 분석된 문제개념 유형 중

첫 번째는 제도유형으로서의 교육 개념이었다. 제도유형은 대표적으로 키건의

“원격교육”에 대한 정의와 여러 논의에서 사용된 “원격교육” 개념의 용례 분

석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는데 거기에는 제도유형으로서의 “교육” 개념이 전

제되어 있었다. 제도유형의 “교육” 개념은 사회 제도의 한 종류이며 제도의 형

태에 따라 구분되는 “전통적 교육”과 “원격교육”을 하위 종류로 두고 있었다.

또한 일상적 현실의 한 부분으로서 학생, 교사, 매체, 정책, 코스, 교재, 커리큘

럼, 비용 등의 부분을 가지고 있었다. 동의어로는 “교육 제도”, 반의어로는 “사

적인 공부”를 들 수 있으며 영국의 개방대학 등의 사례를 가지고 있었다. 규칙

으로는 제도의 안과 밖이 교육과 비교육의 경계를 나누는 기준이 된다는 것과

제도의 형태가 분류의 기준이 된다는 것, 제도의 부분이 곧 교육의 구성요소로

간주된다는 것 등을 들 수 있다.

제도유형의 교육 개념은 일상적 개념의 상식적 범주에 기반한 것으로서 ‘학

문적 개념의 범주는 상식적 범주와 구분되어야 한다’는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

였다. 따라서 “원격교육”을 정의하고자 했던 키건의 의도와는 다르게 “원격교

육”에 대한 경계의 불안정성 및 개념의 난립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였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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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형식적 교육”을 배제하는 ‘불완전한 교육 개념’을 야기하였으며, “원격교육제

도”조차도 원격이라는 상황적 특성을 살리지 못하고 일상인들의 인식을 따라 기

존의 학교태를 반복하는 ‘원격교육의 학교 지향성’을 실제적 결과로 초래하였다.

원격교육논의에서 광범위하게 통용되는 것으로 분석된 두 번째 문제개념은

기능유형으로서의 교육 개념이었다. 기능유형은 무어의 교류적 거리 이론이나

여러 논의에서 사용된 “원격교육” 개념의 용례 분석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는

데, 거기에는 기능유형으로서의 “교육” 개념이 전제되어 있었다. 기능유형에서

는 “교육” 개념이 외부에서 주어진 과제를 달성하는 과정으로 규정됨에 따라

그 종류를 규정할 수 없었으며, 하위 종류는 ‘거리’에 따라 “원거리 교육”과

“근거리 교육”으로 나눌 수 있었다. 또한 어떤 것의 부분으로도 규정할 수 없

었지만 “교수자”, “학습자”, “거리”를 그 부분으로 가지고 있었다. 동의어는

“교육 프로그램”, “교수”, “학습”, “훈련” 등 다수 있었던데 반해, 반의어는 찾

을 수 없었으며 사례들 역시 무한정성에 따라 열거할 수 없었다. 규칙으로는

기능면에서 “교육”은 “교육 프로그램”과 동일시된 것과 “교육”, “교수”, “학습”

이 동일시된 것, “교육”의 안과 밖이 불분명하여 “교육”과 “교육 환경”이 구분

되지 않는다는 것, 외부에서 주어지는 과제의 특성으로 인해 교육의 기능은 한

정될 수 없으며 그 과정 역시 한정될 수 없다는 것 등을 들 수 있었다.

기능유형으로서의 교육 개념은 그 외연이 한정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학문

적 개념의 외연은 이론적 개념체계에 의해 한정되어야 한다’는 조건을 충족시

키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교육적 가치나 특성을 제시할 수 있는 “교육”

개념의 사실상 공백으로 인해, “교육”의 ‘일반이론’을 만들고자 했던 무어는 그

의도를 달성하지 못하였다. 무어의 교‘교류적 거리 이론’은 “교육”의 특성이나

분류에 대해 유의미한 접근을 보여주지 못하고 단지 매체․기술에 의해 의존

하는 한계를 노정하였다. 또한 그가 강조한 “원격교육”에 대한 ‘체제적 접근’도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보다는 오히려 기술적 합리성에의 우려가 제기되는 실제

적 결과를 초래하였다.

원격교육논의에서 광범위하게 통용되는 것으로 분석된 세 번째 문제개념은

환원유형으로서의 교육 개념이었다. 환원유형은 대표적으로 페터스의 ‘산업화

이론’과 여러 논의들에서 사용된 “원격교육” 개념의 용례 분석에서 확인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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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는데, 거기에는 환원유형으로서의 “교육” 개념이 전제되어 있었다. 이를테

면 ‘산업화 이론’은 “원격교육”을 ‘산업화된 생산과정’으로 봄으로써 “교육”을

경제 현상으로 환원시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교육” 개념은 ‘생산과

정’의 한 종류로서, 수공업 모델인 “전통적 교육”과 산업화 모델인 “원격교육”

의 하위종류로 나눌 수 있었다. 또한 그 부분이 되는 “교수자”나 “학습자” 역

시 경제현상의 한 부분인 ‘생산자’와 ‘소비자’로 간주되었다. 동의어로는 “생산

과정”, “생산품”이 있고 반의어는 찾을 수 없었으며 사례들은 영국의 개방대학

등을 들 수 있었다. 규칙으로는 수용되는 외래학문의 범주에 따라 “교육”이 상

이한 현상으로 환원된다는 것과 이를 통합하고자 하는 시도에 따라 나타나는

‘맥락의 혼동’을 들 수 있다.

환원유형으로서의 교육 개념은 각 분과학문의 맥락적 차이를 간과하고 있

다는 점에서 ‘학문적 개념은 맥락간 차이를 존중해야 한다’는 조건을 충족시키

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원격교육”의 고유 특성을 통찰할 수 있는

이론을 원했던 페터스의 의도와는 달리 외래 현상의 논리와 가치가 “교육”의

자리를 차지함에 따라 교육적 가치나 논리가 실종되고 왜곡되는 현상이 나타

났다. 현재 “원격교육”을 주도하고 있는 시장논리는 페터스가 도입한 경제학적

관점에 의해 확산되고 정당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페터스는 이러한 시장논리

나 기술공학의 주도를 오히려 더 많은 외래 학문의 도입을 통한 “통합적 원격

교육학”의 정립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서로 환원이 불

가능한 방식으로 성립된 분과학문들 간의 통합은 현재로서는 매우 불확실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세 가지 문제개념과 관련하여 원격교육논의에 제기된 주요 논점도 구체적

사례의 분석을 통해 살펴보았다. 이러한 논점들은 원격교육논의가 새로운 교육

의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대안적 교육학 담론으로 정립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

로 해결해야 하는 과제들이다. 실제 원격교육논의에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와 노력을 하였다. 그러나 아직까지 괄목할 만한 성과를 보이지 못

한 채 불필요하고 소모적인 논의가 반복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상황

이 나타난 데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으나 세 가지 문제개념이 그

주요한 원인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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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의 개념은 일종의 대전제와 같은 것으로서 원격교육의 개념을 비롯하

여 그에 대한 담론 전체가 이를 기반으로 전개된다. 원격교육이라는 대상영역

의 경계와 특성, 가치와 내적 원리 등은 교육 개념의 틀 내에서 결정되며 원격

교육논의 역시 그 범위를 벗어날 수 없다. 교육의 개념에 문제가 있다면 그것

을 전제하는 원격교육담론은 아무리 다른 개념이나 논증이 올바르고 타당한

것이라도 한계를 갖게 된다. 특히 현재의 원격교육논의처럼 교육의 패러다임

전환과 대안적 교육학담론 정립의 과제를 안고 있는 상황이라면 그것은 보다

근본적이고 심각한 양상을 띠게 된다. 원격교육의 정체성이 모호해지면서 그것

에 기반한 원격교육논의의 정당성까지 흔들릴 수 있다. 교육의 문제개념과 관

련하여 원격교육논의에 나타난 주요 논점은 원격교육의 정의, 새로운 명칭의

등장과 교체, 교육과 원격교육의 관계, 원격교육논의의 독자성, 원격교육의 효

과성 등 5가지 사례를 통해 살펴보았다.

첫째, 원격교육에 대한 정의는 원격교육논의 초기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정의항으로 사용되는 “교육”의 문제개념으로 인해 어

떤 유의미한 성과를 도출하지 못한 채 점차 외연의 확대를 거듭하며 경계의

혼란을 심화시켰다. 둘째, 원격교육논의에서는 대상영역에 대한 새로운 명칭의

등장과 교체가 끊임없이 지속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단지 표현의 변화만을 의

미하는 것이 아니라 대상영역의 특성과 경계를 변화시킨다는 점에 문제의 심

각성이 있다. 그 결과로 원격교육논의에서는 개념이 난립하고 개념적 혼란이

계속 심화되고 있다. 셋째, 대상영역의 개념과 경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교육과 원격교육의 관계를 해명할 수 없다. 넷째, 원격교육논의의

독자성에 대한 질문은 교육 개념의 정립과 같은 학문적 실천을 통해서 해결될

수 있다. 그러한 실천이 담보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질문은 무의미하며 따라서

어떤 생산적인 해답을 얻기 어려운 것으로 밝혀졌다. 다섯째, 원격교육논의는

실제중심의 연구경향을 보여 왔으며, 그것을 잘 보여주는 사례가 원격교육 효

과성에 대한 관심이다. 그러나 교육개념의 문제로 효과성에 대한 유의미한 담

론이 가능하지 않았다. 원격교육논의에서는 교육의 패러다임 전환과 학문적 독

자성을 주장하고 있지만 세 가지 문제개념으로 인해 실효성 있는 대안을 내놓

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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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원격교육논의는 기존의 학교 중심 교육 개념에서 벗어난 상태에서

중대한 기로에 서있는 것처럼 보인다. 최근 지식정보화 사회의 도래와 매체기

술의 발전에 힘입어, 외적으로는 이미 제도화된 과학의 조건을 충족하고 있다.

원격교육논자들에 따르면 원격교육은 보완적․부차적 지위에서 벗어나 교육의

주류로 부상하면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다. 원격교육논의의 미래에

대해서는 더욱 장밋빛 청사진이 제시되고 있다. 기술적 진보에 의한 원격교육

의 실현으로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또한 개인별 가치관, 흥미,

경험적 특성을 고려한 이른바 열린교육이 실현되는 것도 꿈만은 아니며, 다음

세대 동안 원격교육을 통해 전통적 교육에 대해 근본적인 개혁이 진행될 것을

전망하고 있다. 이른바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의 제시와 대안적 교육학담론으로

의 발전을 자임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장밋빛 미래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그 전에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다. 원격교육논의에서 광범위하게 통용되고 있는 “교육”에 대한

문제개념들과 그로 인해 파생되는 논란을 해체하고 개선하는 일이다. 이와 관

련하여 로티(Rorty, 1989)는 ‘통상적 담론(normal discourse)’과 ‘비통상적 담론

(abnormal discourse)’을 구분한 바 있다. 통상적인 관행의 범위 안에서 이루어

지는 담론을 통해 인식의 발전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이에 비해 언어의 실험적

창조를 허용하는 비통상적 담론은 더 나은 인식에 도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준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낡은 어휘를 새로운 어휘로 교체하려는 노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아무리 높은 수준의 이론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은 단지

관행으로 정착된 어휘의 맥락에 흡수될 우려가 있다. 설사 그렇지 않은 경우라

고 하더라도 비통상적 담론을 토대로 통상적 담론에 문제나 비판을 제기하게

되는 경우 일대혼돈에 빠진다.

본 연구에서 분석한 바에 따르면 원격교육논의에도 이와 같은 혼돈이 나타

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원격교육논자들은 교육의 패러다임에 대한 전환을

주장하고 있지만, 실제 통용되는 “교육”의 개념은 여전히 기존의 패러다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들은 “원격교육”이라는 실제의 개선을 자처

하고 있지만, 그 실제를 거론할 때 “교육”이란 용어의 참된 맥락이나 의미를

따지지 않은 채 논의가 진행되기 때문에 담론의 향상은 물론 구심력 있는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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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이나 대화가 이루어지기 어려웠다. 이러한 경우 논의가 진행될수록 오히려

개념적 혼란만 가중된다. 또한 교육에 적용시켜야할 가치의 면에서 거의 합의

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교육의 가치에 대한 과장과 수단화로 인한 가치 전도,

다른 가치들과의 혼란이 해결되지 않은 채 방치되는 경우가 많았다. 좋은 것이

좋다는 포괄주의를 추구함으로써 막상 교육은 그 특수성을 잃고 외부의 손에

맡겨지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했다. 이런 결과는 “원격교육”의 실제를 개선한다

는 명분과도 배치된다. 원격교육논의에서 통용되는 “교육”의 개념적 문제들을

해체하고 개선하지 않는다면 원격교육에 대한 인식의 발전과 담론의 향상이란

기대하기 어려우며 나아가 대안적 교육학담론의 정립은 요원한 일이 될 것이다.

본 연구는 “교육”에 대한 문제개념의 해체와 개선을 통해 새로운 교육 개

념 정립의 초석이 될 수 있다. 지금까지 분석한 세 가지 문제개념들과 그로 인

한 논란들은, 모두 학문적 개념으로서의 조건을 준수하지 못한 상태에서 외래

적 맥락이 무비판적으로 수용된 결과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 문제개념의

해체와 개선이란 이러한 수용을 원래의 맥락으로 되돌리는 것에 다름 아니다.

이를테면, 본 연구의 분석을 통해 드러난 의미에 따라 교육이란 이름표를 떼버

리고 각각 본래 위치해야 할 맥락과 용어를 찾아주면 되는 것이다. 문제개념의

식별과 이해가 명료하게 이루어진 이후라면 그 작업은 의외로 간단한 것이 될

수도 있다.

먼저 제도유형은 일상적 언어 사용에 뿌리를 둔 것으로서 일상인들의 상식

과 사회생활을 반영한다. 상식과 학문적 지식은 마땅히 구분되어야 할 것이다.

상식과 그에 기반한 제도는 어떤 보편적 형식이나 이론적 근거가 있는 것이 아

니며, 많은 경우 잘못된 판단을 근거로 소통됨으로써 교육에 대한 건설적인 논

의를 방해한다. 이러한 개념이 높은 수준의 담론을 보장해 줄 수는 없다. 상식

과 학문적 지식이 차이를 갖는 만큼 그를 표상하는 일상의 어휘와 학문의 어휘

도 구분되어야 한다. 다만 일상적 언어를 대체할 학문적 어휘가 정립되지 않았

다면, 그 대안을 찾을 때까지 당분간 그 의미작용을 보류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여기서 크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은 “교육”이라는 어휘를 제거하고 해

당 용어가 지칭하는 대상을 중성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어휘로 대체해서 사용

하는 것이다. 이를테면 “원격대학, 원격 초․중등학교, 학생과 교사, 원격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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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행정․관리․정책, 커리큘럼, 원격기관 운영비, 원격학교 교재, 원격학교 평

가, 원격학교의 역사” 등이 본래의 맥락과 취지에 맞는 용어들이다. 이러한 용

어를 사용함으로써 제도는 그 자체의 면모가 더욱 선명하게 드러나고 여러 학

문의 직접적 응용이 정상화되는 등 개선의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다른 한편

으로 그 제도 안의 어떤 부분을 교육으로 지칭할 수 있는지를 성찰할 수 있는

여지가 생김으로써 교육학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 물론 제도에 대해 제한적

이지만 정당화될 수 있는 교육학의 학문적 개입도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기능유형에 기반한 담론들은 겉으로 보기에 매우 복잡한 듯 보이

지만 그 복잡한 상황을 만드는 것이 바로 “교육”이라는 용어 자체이다. 이러한

논의들에서 확실한 것은 그 기능이며, 교육이라는 말은 사태를 혼동시키는 잉

여적 용어에 불과하다. 따라서 교육이라는 용어가 지칭하는 결과들이 무엇인지

그 맥락을 추적하여 밝히고 거기에서 교육이라는 말을 제거하면 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각 담론의 논점이 더욱 분명하게 살아나고 불필요한 갈등이나 공허

한 논의가 사라질 수 있을 것이다.

이런 해체 작업은 원격교육논의에서 혼돈스럽고 불필요한 어휘의 남발을

축소한다는 ‘반소비적 규칙’의 실현이라는 의미를 갖는다. 생략해도 아무런 차

이가 없는 말은 줄이는 것만으로도 사고와 담론의 향상에 도움이 된다. 기능유

형으로 포괄된 각종 결과를 그 맥락에 따라 되돌리게 되면, 그 고유한 가치 혹

은 삶의 목표들이 뚜렷하게 제 모습으로 드러날 수 있다. 이처럼 다양한 의미

의 목표를 서로 구분하여 사용한다면 그것은 개념적 혼란을 벗어나 인간이 추

구하는 가치의 다원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재인식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들

이 상이한 맥락에 따라 어떻게 충돌하고 갈등하는지를 보여줄 것이다. 나머지

문제는 그 가치의 다원성에 참가하는 데 있어서 교육이 어떻게 그 고유성을

지킬 수 있느냐 하는 문제이다.

교육이 어떤 기능을 한다는 것과 그 기능을 하는 것이 교육이라는 것은 분

명하게 구분되어야 한다. 전자는 교육에 대한 실체 규명이 전제되어 있는 반면

에 후자에는 그것이 유예되어 있다. 교육은 단순한 과업이 아니라 먼저 이해되

어야 할 대상이다. 교육학자의 본질적인 과제는 그 교육이 진정 무엇인지를 밝

히는 것에 있을 것이다. 만약 그 문제가 해결된다면, 본 연구에서 드러났던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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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전도나 혼란에서 벗어나 교육 자체의 내재 가치와 그것이 여타의 세계에 수

단이 될 수 있는 수많은 외재 가치가 드러날 수 있다. 교육의 기능 역시 이러

한 전제하에서만 유의미하게 논의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환원유형은 제도유형이나 기능유형으로 왜곡된 대상을 다시 여

러 외래 학문의 개념을 동원하여 설명하거나 처방한 것인 만큼 이중의 왜곡을

거친 것이다. 이때 동원된 각 외래학문들은 서로 환원이 불가능한 배타적인 영

역들로서 각기 다른 학문체제와 논의양식을 따르기 때문에 서로 통합될 수 없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이라는 동일한 명칭을 사용함으로써 하나의 담론

에 포함되었다. 여기서 사용되는 “교육”이라는 어휘로는 정상적인 담론이 이루

어지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교육을 외래의 사실로 환원시키고 왜곡시킨다. 혹

은 뒤집어서 외래의 사실을 교육으로 왜곡시키고 있다고도 할 수 있다.

이것을 해체하는 방법은 “교육”이라는 용어를 제거하고 그 원래의 학문에

서 사용하는 본래 용어로 대체하는 것이다. 이러한 용어의 대치는 그동안 “교

육”이라는 어휘로 인해서 가려져 있었던 서로 다른 외래 학문적 사실들을 그

원래의 면모로 소통하게 해 줄 것이다. 이를 통해 어떤 사태가 논의될 때 그

사태 자체가 지닌 다원성이 제대로 드러나고 소통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

태의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다. 다른 한편 교육학에서는 스스로의 자리를 자

각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교육”이라는 용어가 다른 외래 학문적 사실이 아

닌 고유의 가치와 내적인 원리를 가진 개념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과제가 주어지는 것이다. 이것은 원격교육논의에서 제창하는 교육의 패러다임

을 교체하는 일에 다름 아니다.

원격교육논의는 학교로부터의 이탈이라는 태생적 조건으로 인해 다른 어떤

영역보다 먼저 교육의 패러다임 전환에 대해 고려하고 탐색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았다. 그러나 ‘교육이란 무엇인가?’ 하는 질문은 하나의 정의로 대답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우리의 삶은 어떤 단일한 논리로 환원시킬 수 없

는 다양한 세계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교육 역시 그 나름의 고유한

가치와 특성을 가진 세계로 가정할 수 있다. 교육의 정체성을 밝히는 일은 그

세계 자체의 내용을 밝힘과 동시에 그와 관련된 여타의 세계와의 차이를 구획

하는 작업이라 할 수 있다. 이것은 하나의 세계창조와 같은 어려운 과제를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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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한다. 교육이라는 대상의 전체를 파악할 수 있는 인식의 정합성과 그에 합당

한 어휘를 갖춤으로써 비로소 교육의 전모가 드러날 수 있다. 교육을 이해하는

것은 단지 낱낱의 사태를 나열하고 누적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적 사실을 규정

하는 이론적 틀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다. 원격교육논의에 부여된 과제는 이와

같은 성질의 것으로 여기에는 꽤 오랜 여정이 필요할 수도 있다.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해야 할 과제로서 본 연구에서는 원격교육논의에 통

용되는 교육에 대한 세 가지 문제개념을 식별하고 분석하였으며, 그 해체와 개

선 방법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해체와 개선이 이루어진다면 원격교육논의의 지

형도는 전체적으로 바뀔 수도 있을 것이다. 그 탐구영역이나 중심 과제를 비롯

하여 “원격교육”이라는 용어 자체도 새롭게 이해되고 재정비될 가능성이 있다.

각 담론의 주제들이 좀 더 분명한 맥락과 방향 속에서 논의되면서 기존의 문

제들이 해소되고, 이전에는 간과되었던 새로운 문제가 주요하게 부상할 수도

있다. 또한 동일한 대상에 대해 전과는 다른 사실이 밝혀지거나 전혀 새로운

제안이 나올 수도 있다. 이를테면, 원격교육의 기본 전제처럼 논의되고 있는

거리라든가 매체․기술의 의미가 지금과는 다른 함의를 드러낼 수 있을 것이

다. 맥루언(McLuhan, 1997)의 의견과 달리 ‘미디어’가 ‘메시지’는 아닐 수도 있

으며, 또한 흔히 말하듯이 ‘디자인’보다 중요한 것은 ‘콘텐츠’임을 확인할 수 있

을 것이다. 이러한 연구들은 문제개념 유형에 대한 보다 세심하고 풍부한 분석

과 함께 본 연구의 추후 과제가 된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차치하고 본 연구의 의의는 학문적 논의에서 교육이

라는 개념을 사용할 때 좀 더 진지하고 책임 있는 태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상

기시키는 데 있다. 개념의 사용에 유예란 있을 수 없으며, 우리의 인식은 언제

나 선택적이다. 아무런 의심 없이 당연하게 받아들이거나 거침없이 사용하는

교육의 개념에 사실은 심각한 문제가 내재되어 있을 수도 있으며, 그것으로 인

해 담론 전체가 중대한 혼돈 상태에 빠질 수도 있다. 무언가를 의미있게 말하

려면 그 말이 요구하는 최소한의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학문적 담론의 맥락

에서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 새로운 교육 개념의 정립과

대안적 교육학의 구성은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한 이후에야 비로소 성과를 보

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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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Critical Review on the Concept of “Education”

in Distance Education Discourse

Jeong, Youn-Hee

Major Advisor : Han, Soong-Hee

As the school-oriented educational paradigm has reached its limit,

pedagogical methods are in need of shifting to a new educational paradigm

and forming an alternate pedagogy. Distance Education Discourse(DED), an

approach for education outside school, has received worldwide attention as

a flagship platform for this issue. However, DED has shown difficulties in

forming autonomous theories of education, so that it is now inundated with

varying concepts of its subject domain and has appeared to shift back to

the school-oriented paradigm. To address this problem, this study analyzes

the educational concepts that have used in DED and reviews major points

that this discourse has suggested.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stablish

a new educational focus for DED and to come to understand the difficulties

in establishing theoretical concepts and forming an alternate pedagogy. The

study is hence expected to provide impetus not only for DED but also for

other pedagogical fields.

This study utilized a concept analysis method, limiting its scope of

investigation to a small number of cases in order to seek an in-depth

understanding of conceptual issues. Based on the criteria of

representativeness and typicality, the concept of “education” was selected

as the representative concept, and from among distance educationi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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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miliar with the term, we sought to select theorists who are highly

reputable in terms of academic authority and exemplarity and who can

typify conceptual problems.

The analytical framework reflects the critical approach of this study,

which is intended to complement and refine general methods of concept

analysis. The framework can be divided into two pillars. First, in an

attempt to reflect the specificity of the pedagogical discourse under

analysis, three major problem concepts—“education as a system,” “education

as a function,” and “education shifted to the concept of another academic

discipline” were developed. Second, besides traditional philosophical concept

analysis, a concept analysis rooted in cognitive psychology, and one based

in conditional analysis of academic concepts were implemented to better

understand these problem concepts. Philosophical concept analysis is a

method of understanding a concept as an abstract presence by replacing it

with a meaning as the application of its linguistic expression—a method

that shows its limitations here in terms of ability to analyze the systematic

characteristics or problem concepts on which this study focuses. Therefore,

threefold concept analysis was used to address this limitation. Accordingly,

the results of the case analyses are reported following the order of

threefold concept analysis: case analysis of the concept of “distance

education” to understand the actual meaning of each problem concept as

applied in DED, case analysis of the concept system of “education” to

understand the structure of thought underlying the education concept

contained in “distance education,” and a conditional analysis of the

academic concept to understand the problem concepts emerging from the

concept system of “education.”

More specifically, first, “education” as a system category was analyzed

through the study of Desmond Keegan, an English distance educationist.



- 229 -

The concept of “education” in Keegan’s writings is considered to refer to a

particular “education system” whose boundary functions as a borderline

between education and non-education, so that any education outside this

system was excluded from his study, and the distinction between

“traditional education” and “distance education” lies in the form of the

system. Parts of the system such as teachers, students, media, study

material, courses, and costs were considered parts of education, and each

part became important study subjects in DED. However, “education” as a

system category belongs to the common group of conventional concepts;

due to its changeability and volatility, it does not satisfy the conditions of

an academic concept.

Second, “education” as a function category was analyzed with reference

to Michael Moore, an American distance educationist, whose concept of

“education” refers to the process of accomplishing a task externally given—

in other words, it is functionally defined. The reason that related terms

such as “education program,” “professor,” “learning,” and “training”

commonly see is because a functional equation is possible where the

concepts of such terms are disregarded. The concept of “education” as a

function distinguishes education from non-education and does not satisfy

the condition of an academic concept.

Third, “education” as a shift to another category of concept was

analyzed through the work of Otto Peters, a German distance educationist.

In his writings, the concept of “education” is considered an economic

phenomenon—a process of production; the distinction between “traditional

education” and “distance education” is explained via the “handcraft model”

and “industrial model” respectively, and “teacher” and the “learner” is

understood as either a “producer” or a “consumer.” The concept of

education as a change to another category does not satisfy the condition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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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 academic concept because it disregards the differences in context among

branches of study.

The discourse of distance education insists on changes in the education

paradigm and its academic identity, but has failed to suggest feasible

alternatives as a result of the aforementioned problem concepts. It still

remains in the school-oriented paradigm, and has failed to escape from the

conventional understanding of education. Discussions continue without

understanding the context or meaning of education, and no meaningful

communication is being carried on, let alone improvement of the discourse.

No consensus values have emerged that should be applied to education, and

consequently, values are often mixed and confused. This situation causes

confusion and makes it difficult for DED to function effectively.

In order for DED to establish a base as an alternate pedagogical

discourse, immediate attention to improving problem concepts related to

education is crucial. The results of this study show that these problem

concepts are a result of unconditional, uncritical absorption of irrelevant

contexts, and can improve through dissolution of these contexts and their

terms. The remedy is to remove the tag “education” from all three problem

concepts mentioned above and replace the current system category of

“education” with neutral terms such as “school,” institute,” and “system,”

concepts which can clarify what the term “education” really refers to. The

establishment of a new education paradigm and the formation of an

alternate pedagogy based on this dissolution will be a major step.

The fundamental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mind us that the concept

of education in pedagogical discourse needs to be used more profoundly

and responsibly. No probation is allowed in the use of concepts, and our

consciousness is always selective. Any concept of education that we accept

without any critical reflection and use without caution may contain serio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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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herent problems, and the resultant confusion could endanger the entire

discourse. If something needs to be said meaningfully, it has to satisfy the

minimum conditions. Especially in the academic context, which requires an

unusual degree of precision, this is not an easy task at all.

Kee Words : concept of education, distance education, concept analysis,

alternate pedagogy, scientific concept, conceptual problem

Student Number : 2002-30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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