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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序

1

守和

뱀懶

21 世紀 韓國 敎育昭究의 課題 및 展望*

論

敎育昭究의 懶念

교육연구는 다른 연구에서와 마찬가지로 좁은 의미로는 교육현상에 존재하는 독립변수와 종

속변수 사이의 인과관계를 밝혀내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연구의 목적은 인과관계를 발견함
으로써 예측과 통제를 가능하게 하고 결과적으로 교육이 사람들의 행복한 행활과 사회의 발전
에 공헌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넓은 의미로는 인과관계의 발견과 같

은 엄격한 학문적인 것 이외에도 교육과 관련하여 어떠한 목적의 달성을 위한 정보의 수집，
사실 존재의 확인， 개념과 일반화의 정립， 이념의 구성， 프로그램 및 교육과정의 개발， 교육

방법의 모색， 정책의 제시 등 다양한 활동을 가리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본고에서는 교육과
관련된 연구활동을 폭넓게 고찰하려는 것이므로 교육연구의 의미를 넓은 뜻으로 사용한다.

2

敎育빠究의 機能

이러한 교육연구는 오늘날과 같이 사회변동이 급속하여 교육에 대한 혁신이 시급하게 요청
되는 상황에서는 교육이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적합성과 정당성을 가지고 실천되기 위해

서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특히 최근에는 컴퓨터의 출현으로 정보화사회가 도래하면서
지난날에 실시하던 교육은 많은 부분이 오늘날 잘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낡은 교육은
오히려 사람의

부적응을 초래하는 역기능을 하게 되는 위험성마저

가지고 있다.

교육연구는

이처럼 교육의 적합성과 정당성을 부여하면서 교육의 역기능을 제거하고 미래 사회에서 요청

되는 교육의 방향파 형태를 제시하는 제도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서울대학교 사범대학의 박용헌 교수는 필자가 이 글을 준비하는데 많은 조언을 아끼지 않았고， 귀중한

시간을 여러차례 할애해 주었다. 사의를 표한다. 그러나 이 글의 잘못된 점은 필자에게 모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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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本橋의

目的과 內容

따라서 본고의 목적은 21 세 기 의 한국 교육연구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예상되는 과제
와 미래의 전망을 서술하는 데 있다

화의 전망 소개.
교육연구의

(2)

이러한 목적하에서 본고의 내용은 (1) 21 세 게 한국사회변

21 세 기 의 교육에 대한 한국인의 기대에 관한 조사연구의 보고.

중점과 그 원인 및 결과에 대한 반성.

(4)

(3)

과거

미래 한국 교육연구의 기본방향 제시，

(5) 그러한 교육연구의 실천적 과제 검토. (6) 끝으로， 교육연구가 어떻게 될 것이며， 또 이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등 미래의 전망과 결론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고에서의 필자의 기본주장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과거의 교육연구는 학업성적 향
상， 교육과 국가발전， 입시제도 등 특수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과제지향적인 연구가 많았으

나‘ 미래의 한국사회에서는 고도산업화， 국제화， 민주화 등과 함께 비인간화 등의 문제가 예상
되는 데， 이러한 사회적 상황에서 교육연구는 기본적으로 인간교육， 민족주의와 세계시민 형성
에 관한 연구 등 교육이 보다 더 넓은 사회와의 관계 속에서 그 본질적 기능을 잘 수행하기 위

한 연구에 초점을 모아 행복한 개인， 국가의 발전， 세계의 평화에 공헌해야 한다 .. 그리고， 이
서론 부분에서 하나 더 붙이고 싶은 것은 이 연구의 방법에 관한 것이다. 이 연구는 주로 관련
문헌연구와 전문가와의

협의에 의하여

이루어졌고.

1991 년 에 실시한 조사의 결과를 이용하였

다. 따라서 그러한 방법에서 오는 편견이 있을 수 있지만， 본고의 목적이 교육연구의 방향과 과

제를 폭넓게 제시하려는 것이므로 그러한 목적을 크게 손상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

II. 21 世紀 敎育에 대한 韓國 A의 期待
먼저 21 세 기 한국 사회변화의 전망을 간략하게 고찰하고. 1991 년 에 실시한 21 세 기 의 교육에
대한 한국인의 기대에 관한 조사의 결과를 중요한 부분만 제시하여 교육연구의 방향을 모색하는
데 참고가 되게 하고자 한다.

1.

21 世紀 韓國 社會燮化의 展뿔

21 세 기 한국사회의 전망은 여러가지 각도에서 살펴 볼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정보화사회

의 진전， 민주화 및 자율화의 가속화， 국제관계의 개방화 및 통일문제의 등장 등으로 요약될 수
있으며，

이러한 변화에 따라서 비인간화，

역기능적인 현상도 예상된다.

환경오염，

계층간의 격차 확대，

향락풍조의 만연 등

21 世紀 韓國 敎育冊究의 課題 및 展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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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高度塵業化
70년 대 후반부터 급격하게 나타나기 시작하여 그 동안 계속되어 온 우리나라의 산업화는

21 세 기 에 는 더욱 성숙한 단계로 발전해 갈 것이다. 한국의 대외무역량은 세계적으로 현재

10

위 내외이다. 특히 80년 대 후반에 시작된 개인용 컴퓨터의 대량보급은 한국사회를 정보화사회

로 바꾸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구조의 변화는 소득의 향상， 고학력화， 여가시간의 증
대， 고령화， 가치관의 다양화 등과 함께 개인주의적인 풍조， 청소년들의 인내심의 퇴조， 환경

문제 등의 사회문제도 초래할 것이다.

(2) 民主化와 自律化
이와 함께 1987년 의 민주화 선언 이후 계속되어 오는 민주화와 자율화에 대한 국민의 요구

와 그 실천은 1993년 새로운 정부의 출범과 함께 더욱 21 세 기 에 있어서의 우리 사회의 중요
한 과제가 될 것이다. 새로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최근의 개혁은 국민들로부터 크게 환영받
고 있다. 민주화는 우리의 실정에서 대략 인간해방과 자유에 대한 요구， 자율과 참여에 대한

요구， 권위주의의 배격과 획일화의 거부， 정당성을 결여한 권위의 불인정 등을 의미하는 것으
로 볼 수 있다. 민주화와 자율화에 대한 요구는 너무나 당연한 것이지만， 너무 급진적인 경우
가치관의 갈등， 진보와 보수세력 사이의 투쟁 등이 야기될 가능성이 있어 이들을 극복해야 하
는 과제를 안게 된다.

(3) 國際化 및 開放化
국제관계의 개방화와 통일의 문제 역시 중요한 과제이다. 러시아 및 동구권과의 관계개선，

남북한의 접촉 및 관계개선과 통일문제， 미국이나， 일본， 유럽은 물론 남미와 아프리카 여러
나라와의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관계의 확대가 계속될 전망이다. 국제사회의 이러한 변화는

종래에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자유주의와 사회주의에 대한 이분적인 인식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으며. 외래문화의 무분별한 유입， 사치성 외래상품의 범람， 향락풍조 등을 경계해야 하는
문제를 수반하게 된다.

2.

評價 및 期待되는 A 間像

(1) 社會變化의 方向
이상과 같은 사회변화의 전망이 우리의 교육에 주는 의미는 무엇인가? 우리는 여기에서 영

국의 번시타인이 사회변화의 추세와 교육의 변화에 대해서 언급한 것을 상기할 필요가 았다.
그는 한 부분이 다른 부분과 구분될 수 있는 정도를 “분류" (classification)라고 하고， 한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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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의 구성원들에 대한 통제성의 정도를 “틀" (frame) 이 라고 했다. 한 부분이 다른 부분과 선병

하게 구분되면 분류가 강하고， 그렇지 않으면 약한 것이다. 또 한 부분 안의 구성원들에 대한
통제가 크고 자율성이

작으면 틀이 강하고，

그렇지 못하면 약한 것이다.

번시타인은 영국은

분류는 강하나 틀은 약한 사회요， 프랑스， 독일 등 유럽 나라들은 분류와 툴이 모두 강하다고

했고，

미국은 분류와 틀이 모두 약하다고 했다 (Bernstein，

1977. 179).

그는 영국에서 최근

에 분류와 틀이 모두 약해지고 있으며， 교육도 이에 따라 변해야 한다고 했다. 가설적으로 이

야기해서 일본과 한국은 분류는 약하나 틀은 강한 사회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2)

期待되는 人間像

그러나 번시타인이 지적한 것처럼 한국사회도 앞으로 분류와 틀이 약한 사회로 발전하게 될
것이다.

그것은 곧 교육현장에서도 교육행정가，

교사와 학생의

관계가 권위주의적인 데에서

자율적인 방향으로， 제시와 명령에서 협동과 자주적인 활동의 관계로 바뀌어진다는 것을 의미

하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21 세 기 의 한국에서 기대되는 교육적 인간상은 (1) 창조적이고，
발전적인 인간. (2) 도덕적인 인간. (3) 민주적인 인간 등으로 요약해 볼 수 있다.

3.

21 世紀의 敎育에 대한 韓國 A의 期待

(1) 調호結果
1991년 서울과 전남 순천의 두 지역에서 학부모 300명 과 교사 59명 을 대상으로 사회변화
의 전망과 교육의 역할에 대해서 질문지를 배부 하였다. 또 비슷한 시기에 서울의 중고교 사

회과 및 윤리교사 107명 을 대상으로 통일교육의 목표와 방향에 관해서 질문지를 배부하였다.
조사방법은 5단계 의 척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5.

가장 중요하지 않은 것은 1 에 표시를 하는

순서로 응답하게 했다. 여기에서는 지면상 조사결과의 중요한 부분만을 4개 의 표로서 제시한

다(차경수 외 4인 .

(2)

1991.

안상원 외 4인 .

199 1) .

調호의 意味

이 조사에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발견할 수 있다. 응답자들은 도덕성， 인간화， 환경

문제， 통일， 민족의 동질성회복을 위한 교육 등을 다른 것에 비하여 높게 평가했다. 반면에，
교육과 경제발전， 국제개방화 및 세계시민의식 등을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하였다. 합리적 지
성도 도덕성 보다 낮게 평가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찰할 때 도덕성의 강조는 건

전한 교육관으로 볼 수 었으며， 민족통질성회복을 위한 교육의 강조는 통일에 대한 국민의 열
망을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앞에서 한국사회에서 기대되는 인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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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표 1) 교육목표
평

인간상
도덕적 인간

점

순

위

4.58

신체의 건강

4.39

공동체의식

4.37

내

2>

국가， 사회발전의
평

용
생태계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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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내용

점

순

위

1

환경，

4.58

1

2
3

고도산업사회

4.35

2

민족통일

4.31
4.23

3
4
5
6

창조적 인간

4.24

4

다원복지사회

민주적 인간

4.17

5

경제윤리확립

4‘18
4.16

학습하는 인간

4.05

6

합리적 경제

지성적 인간

4.05

6

정치적 민주화

4.11

7

4.00

8

3.77

9

교양·심미적 인간

3.99

8

정보화사회

주체적 인간

3.94

9

국제적 개방화

생산적 인간

3.80

10

국제적 인간

3.64
4.09

11

i챙

균

펴。

균

4.18
(N = 359 , 199 1)

(N = 359 , 199 1)
〈표
내

3>

용

사회 발전과 학교교육의 과제
평

점

순

〈표
위

목

4>

통일교육이
평

표

목표
점

순

위

비인간화극복

4.28

1

민족의 통질성 회복

4.57

1

전인교육

4.15

분단의 고통과 손실인식

2

북한의 체제와 실상 인식

4.18
4.17

자유민주주의 실현

4.07

4

협동질서의식

4.11

2
3

시설개선

4.06

4

문제해결력

3.93

5

지구시민의식

3.80

6

펴
U

균

펴
U

3

4.24

균

(N = 107 , 199 1)

4.05
(N = 359. 199 1)

을 제시한 것과 대체로 부합되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도덕적이고 이념척인 성격이 강한

한국문화와 한국인의 한 모습”을 말해주는 것이기도 하다.

앞으로의 교육연구나 교육계획은

이러한 측면을 충분히 고려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교육의 경제적 가치， 세계시민의식， 합리

성에 대한 낮은 평가는 21 세 기 의 개방적인 국제사회 속에서 한국의 발전을 생각할 때 바람직
하지 못한 점을 가지고 았다는 것을 깊이 고려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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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過去의 反省과 앞으로의 方向
1960년 대 에 경제발전을 위한 한국사회의 변화가 시작된 이후 대략 30년 간의 교육연구의 중
점을 반성해 보고， 앞으로의 방향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1.

過去 敎育昭究의 重點과 反省

과거에 중접적으로 진행되어 온 교육연구는 가설적으로 생각해서 대략 성적향상과 국가발전

등 기능주의적이고 특수한 과제지향적인 것에 편중되어 있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1) 學業成績 向上에 관한 冊究
이 연구는 인간의 인지적인 능력의 발달에 관한 연구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서 교육

현장에서 가장 중요한 관심을 집중시켜 왔다고 볼 수 있다. 학업성적이 교과의 학습과 관련되
어 있고， 다시 이것은 대학입시나 취업 등과도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학업성적 향

상에 관심이 높았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연구에서는 학업성적과 관련되었다고 생각되는 지능， 학생의 사회경제적. 또는 가족

적 배경， 학생 개인의 기질과 성격， 교육과정의 내용， 교수방법의 종류， 학교의 분위기와 문

화， 교사의 지도력과 자질 등의 사이에 존재한다고 믿어지는 인과관계의 발견을 위해 노력이
집중되었다. 이들 연구는 교과의 학습을 촉진시키는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인지적인 영역에
치중함으로써 도덕성의 소홀， 전인적인 인간의 성장 저해， 과열입시준비교육， 학업성적을 둘

러싼 과도한 개인주의적인 경쟁을 부채질한 부작용을 수반하였다.

(2)

敎育과 國家發展 등 現實課題 指向的인 昭究

교육과 정치발전， 경제발전， 사회발전 퉁 한국사회의 발전과 관련된 연구가 많이 추진된 것
역시 과거 교육연구의 한 특정으로 지적될 수 있을 것이다. 1960년 대 이후 한국사회는 강력
한 발전지향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었으며，

한국정부의 중요한 교육목표의 하나는 “경제발전에

공헌하는 교육”이었다. 그것은 초중고등학교 교실의 앞에 태극기와 함께 액자에 넣어져 걸리

기도 했다. 국가 발전과 학생수， 국민소득 중에서 차지하는 교육비용의 비율， 교과서， 교육방
볍 등이 중접적으로 연구되었다
이러한 연구는 당시 한국사회가 크게 필요로 했던 시대적 요구에서 온 것으로 생각된다. 대

략 교육비용과 학생수는 경제발전에 필수적인 것으로 생각되었지만， 가끔 일정한 경제수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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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한계를 초과한 대학생수는 사회발전을 저해한다는 주장도 있었다. 오늘날 인구 1 만명 당 한

국의 대학생수는 세계적으로 미국 다음으로 일본과 비슷한 300명 정도의 수준이고， 국민소득
중에서 차지하는 교육비의 비율도 상당히 높은 편인데， 여기에는 이들 연구가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 이들 연구는 이처럼 사회발전에 필요한 인력개발의 공헌을 했지만， 교육이 그 자체로
서의 목적을 인정받지 못하고， 다른 외부인인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하여 교육
의 비인간화를 초래했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3) 入試制度 등 敎育制度에 관한 冊究
학제와 입시제도 등 교육제도에 관한 교육정책적인 연구가 많이 추진되어 왔다. 한국에서는
지난 수십년간 입시를 위한 준비교육이 중고등학교에서 너무 과열되어 정상적인 수업이 잘 안

된다는 비판이 많이 있어 왔다. 또 대학입시를 준비하기 위해서 고액의 돈을 지불하고 가정에
서 과외학습을 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비판을 받았다. 따라서 정부의 중요한 과제는 학제나 입
시제도를 고쳐서 교육을 정상화하려는 것이었다. 1980년 대 후반에 제 5공화국 정부는 교육개

혁심의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두어 한국교육의 개혁을 위해 연구를 했고， 최근에 입학시험의
부정사건이 일어나자 다시 새롭게 출범한 정부도 교육개혁위원회의 설치를 발표했다.
이들 정책연구는 주로 국가의 학력고사와 대학 자체의 고사 실시 여부， 중고등학교의 입학

고사제도. 1970년 대 후반에 실혐대학이라고 불리워졌던 졸업정원제와 계열별 학생모집 등을
내용으로 하는 대학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연구， 교사교육제도， 교육행정과 교육재정의 민주

화나 효율성에 관한 연구 등이 많은 부분을 차지했다. 이들 연구는 교육행정조직에서 당장 필
요로 하는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기여했지만， 교육의 문제가 제도로만 해결되지 않고， 기타의

사회경제적 구조나 문제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연구의 결과가 근본적으로 한국교육
을 개선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지는 못했다고 생각된다.

(4)

實證的， 數量的 鼎究

내용면에서 보면 기능주의적인 것이지만 방법면에서 보면 실증적이고 수량적인 분석에 너무
편중되어 있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실증적인 연구는 널리 알려진 것처럼 가설을 설정하고

수량화가 가능한 자료를 수집하여 이를 통계적으로 분석하여 유의도를 검증함으로써 가설의

수락 여부를 결정하여 결론을 내리는 세칭 과학적 연구방법이다. 이러한 연구가 많았던 것은
경험적인 연구에 대한 현실적인 필요성 이외에도 1960년 대 에 미국에서 유행한 행동주의적인

연구방법의 영향에서 온 것으로 생각된다.
이들 연구는 변수간의 상관관계를 확인할 수 있고，

통계적으로 수량적인 분석을 가능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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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주기 때문에 연구가 매우 정확하다는 특정을 가지고 있고，

일반화를 가능케 한다. 그러나

교육에서 중요한 교육현장의 교사와 학생 사이의 생생한 관계를 미시적으로 연구하지 못하는
약점을 가지고 있다. 수량에 기울어진 나머지 질적인 연구가 소홀해지는 것도 당연한 일이다.

이러한 연구는 말하자면 교육연구가 학생들의 생동감있는 모습을 떠나서 좀 메마른 연구가 되
기 쉽다.

2.

앞으로의 敎育昭究의 基本方向

지난날의 과제지향적인 연구 경향과는 달리 앞으로의 교육연구는 인간교육에 관한 연구， 교
육의 본질적 기능에 관한 연구， 민족주의와 세계시민의 형성에 관한 연구 등을 그 기본방향으

로 해야 할 것이다.

(I)l\.間敎育에 관한 昭쌓‘
인간교육에 관한 연구는 교육이 다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 되는 연구에서 벗어나서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 인간 그 자체의 형성과 관련된 연구를 의미하는 것이다. 좀더 구체적
으로 인지적인 능력에 관한 연구 뿐만 아니라 도덕성， 심미성， 태도 등의 형성과 관련된 정의
적 영역의 연구를 의미하는 것이다. 시험성적 향상과 성적의 측정 및 평가에 관한 연구는 그

동안 많이 있어 왔지만， 인간의 정의적인 영역에 관해서는 연구가 별로 활발하지 못했다.

사실상 동양사회는 도덕성과 자연과의 조화적인 생활태도 등 정신적인 문화의 측면에서는
서양사회보다 더 앞섰다고 말해졌지만

이 부분을 교육현장에서 취급할 수 있도록 하는 연구

는 매우 뒤떨어져 왔다. 삶의 목표. 생활방식， 스타일 등과 관련된 도덕성의 함양도 인간교육

에서 중요하지만， 입학시험이나 학교수업에서 오는 스트레스 때문에 신체적， 정신적으로 질병
을 앓고 있는 청소년들의 건강한 삶을 위해서도 인간교육에 관한 연구는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다. 오늘날 전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범죄의 租暴化나 기계문명 앞에서 수단으로 전락
해 가고 있는 인간의 해방을 위해서도 인간교육은 교육연구의 기본방향이 되어야 할 것이다.

(2) 社會體制 및 制度의 正當化와 社會化에 관한 敎育의 4뚱홈” 昭究
교육은 여러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지만， 사회적인 변에서 크게 보면 사회체제 및 제도의 정
당화 기능과 사회화 기능의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사회체제 및 제도의 정당화에서는

규범의 내면화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교육의 문제가 대두된다. 또 사회의 기본적인 규범， 가

치관， 기능 등을 학습 하는 사회화 역시 교육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다. 사람이 살아 가는
현실은 언제나 불평등하고 모순에 차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회체제 및 제도에 대한 정당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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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화는 λ}회 의 통합과 발전을 위해 불가결하게 요청되는 것이다
사회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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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지금가지 우리의

제도， 정부 등의 정통성 시비가 계속되는 가운데서도 이러한 교육의 본질적인 문제

에 관해서는 외면해 왔다. 과연 우리의 교육은 이러한 기능에서 얼마나 성공하고 있는가? 이

것은 교육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가장 핵심적인 문제인 것이다. 앞으로의 교육연구가 이
러한 문제를 제기하고 사회체제와 제도의 정당화에 대한 교육의 역할에 관한 논의를 활발하게
할 때 우리의 체제와 제도는 더욱 확고해질 것이다.

(3) 民族主義와 世界市民 形成에 관한 冊究
현대사회는 국제화와 개방화， 그리고 커뮤티케이션의 발달에 따라서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국제관계가 확대되고， 또 밀접해지고 있다. 지구는 이제 하나의 지역사회가 된다는 뜻으로
“지구촌”이라는 말도 생겨 나고， 인공위성에서 찍은 사진은 이것을 실감나게 했다. 자국중심

주의를 벗어나서 세계시민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국제적으로 협조하는 가치관과 태도를 갖는
것이 필요하게 되었다.
그러나 한편 국제화가 확대되면 될수록 세계적으로는 민족주의적인 경향이 최근에 짙어지고

있다. 소련연방은 민족에 따라서 분열되었으며 , 현재 진행되고 있는 동구에서의 내란 역시 민
족의 구성이 주요원인이 되고 있다. 자유주의 안에서도 보호무역의 장벽이 날로 높아지고 있
는 것은 세계시민의 형성에 역행하는 일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세계시민의 형성을 위한 교육

연구의 필요성을 인식하면서도 또한 동시에 민족주의적인 교육을 도외시할 수 없는 상황에 있
다. 특히 한국과 같이 남북이 분단되어 민족의 통일문제가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

서는 더욱 그렇다. 따라서 우리는 민족주의와 세계시민 형성을 지혜있게 조화하는 교육연구를
기본방향으로 해야 할 것이다.

IV.

實錢的 課題

이상에서 제시한 것과 같은 것을 기본향방으로 하여 앞으로의 한국의 교육연구는 정의적 행

동발달， 교과의 수업， 환경문제， 민족문화의 동질성 회복과 통일

한국적인 교육이론의 개발，

연구와 교육현장의 수난 극복 등에 관한 연구를 진행해야 하는 좀더 구체적인 과제를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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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間 의 情意的 行動과 文化의 學習에 관한 國際的 協同昭究

지금까지 수학과 과학 등 인지적인 영역의 시험성적에 관한 국제적인 협동연구는 여러차례

있어 왔다.

1970 년 대 에 도 OECD에 서 학업성적의 성취도에 관한 국제적인 비교연구를 했고，

최근에는 수학과 과학 성적의 성취도에 관한 국제적인 비교연구가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여
기에서 필자가 제안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 각 나라마다 학생들이 도덕성， 성실성，

정직

성， 자기 업무에 대한 충실성， 가정이나 이웃， 사회에 대한 사랑을 가지면서 성장해 가는데，
그러한 것들이 어떤 학습과정을 통해서 형성되어 가는지에 대한 연구를 의미한 것이다.

이것

은 문화의 학습에 관한 것이기도 하다. 태도나 가치관 그 자체의 차이에 대한 조사는 가끔 있

었지만， 그것이 형성되는 교육적 과정에 관한 연구는 별로 없었던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연

구를 통해서 왜 어떤 아이는 정직한데， 어떤 아이는 그렇지 않은가에 대한 의문을 보다 명확
하게 풀 수 있을 것이다.

2.

敎科의 授業에 관한 빠究

교실에서의 교과의 수업은 실제로 학생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지는 중요한 장소이다. 따라서

교육현장에서의 교사， 학생， 교육행정가의 역할이나 관계， 수업활동에 관한 미시적인 연구는

교육연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의 하나로서 앞으로 연구가 집중되어야 할 부분이다. 특히 한국
에서는 교육이론 일반에 대한 연구는 성당히 활발하였으나，

교과를 중심으로 하는 수업의 실

험이나 수업과정의 분석에 관한 연구는 활발하지 못했다.

지난 4월 서울대학교에서는 靜|웹大學의 馬居政幸 교수와 서울대학의 曺永達 교수가 “韓 · 日
敎室授業의 理解”에 대한 발표를 했다. 馬居政幸 교수는 특히 학교의 수업을 청소년문화의식

및 행동양식과 연결하여 발표를 했다. 교실에서 학생이 손을 들면 교사가 학생의 반응이 만족
할 때까지 지적을 해가면서 수업을 하는데， 그러한 과정에서 집단의 규범에 자기를 동조하는

일본인의 의식이 길러진다는 그의 해석은 매우 흥미있었다(曺永達，

1993 , 馬居政幸， 1993 ),

개인이 경쟁적으로 발표를 해서 비판적 사고력을 기르는 미국식 학습모형과 손을 드는 학생을
지적하는 가운데 집단에 동조하게 하는 일본식 수업에 비하면 교사가 지식의 진위를 가리키는

것을 중요임무로 하는 한국의 수업은 사회통합보다 이기적인 인간을 기르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을 가설적으로 생각하게 된다. 이러한 문제에 관한 국제적인 비교연구 역시 펙 유익할 것으

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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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環境問題에 대한 敎育팎究
인구의 증가， 도시화， 산업화의 진전 등에 따라서 환경오염문제는 전세계적으로 심각해지고
있으며，

한국도 예외는 아니다

모그현상，
의 감소，

대기오염에 의한 온도역류현상 ( temperature inversion) 과 스

하천과 토지의 오염， 화학물질의 배출，

방사능오염， 동력에너지의 감소， 지하자원

쓰레기문제 등이 인간의 쾌적한 삶과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 서울에서는 맑고 파란

하늘을 보지 못한채 그저 뿌떻기만 한 날씨가 벌써 몇달째 계속되고 있다. 이러다간 1952 년

2 주간 에 400명 이 사망한 런던의 스모그나 1966 년 추수감사절 때 168 명 이 사망한 뉴욕의 스
모그와 같은 것이 혹시 오지 않을까 염려하는 사람이 많다

교육연구에서는 주로 환경오염과 관련된 가치관이나 일상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프로그램

의 개발과 그 실행을 중심으로 연구가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소박한 삶의 의식과 태도는 무
엇보다 중요하다. 한국인이 식탁에서 먹은 후 남아서 버리는 음식은 일본보다 훨씬 많다는 지
적이 있으며， 유행처럼 번지는 “뷔페” 식당에 가서 보면 너무 먹어서 고통스러워 하는 사람을

볼 수 있다. 소화제를 먹고 또 먹는 사람도 있다. 이러한 모습은 고쳐져야 할 비이성적이고
탐욕적인 식생활문화의 한 형태이다. 환경문제의 배후에는 자연을 착취하는 무한정한 기술개
발과 성장중심의 정책， 자연극복의 가치관， 거대주의， 도시주의

수량주의와 상업주의，

감각

적인 쾌락주의 등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간과할 수 없으며， 이러한 상황에서는 환경문제가 나
타나는 것은 너무나 불가피한 것이다.

4. 敎育에 있어서의 韓國的 漸念과 理論의 開發
교육연구와 실천에서는 개념의 형성과 이론의 정립이 핵심을 구성한다

한국 학교의 수업모

형이나 이론은 가셜적으로 말해서 미국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연구수업，

발견학습， 완전학습 등이 이론적으로 소개되고 또 그 실천이 시도되기도 했으나， 그 어느 하
나도 성공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 중요한 이유는 아마도 그러한 이론과 모형이 자생적이지
못하고 외래적으로 소개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문화는 동서양의 어느 교육학 교과서의

또 한국의 과열입시준비교육과 과열과외학습의

이론도 그 원인과 대상을 명확하게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오늘날 미국에서 조사한 것을 보면 앵글로 색슨의 후예들은 “현장독립적인 학습문화"

(field

independent) 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개인중심의 발표학습에 적합하지만， 히스패닉， 미국 인디

언， 한국인을 비롯한 아시아계의 학생들은 “현장 依存的인 學習文化"

(field dependent) 를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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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기 때문에 남의 앞에서 발표를 잘 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 Levine

1989. 413)

and Havighurst ,

따라서 이들에게는 협동적인 학습이 좀 더 필요하다고 하고 있다. 우리는 이러

한 문화적 차이를 분명하게 인식할 수 있다. 인간을 존중하고 협동의 정신이 매우 강한 한국

의 문화적 전통에 적합한 교육모형과 이론의 개발은 앞으로의 중요한 과제인 것이다.

5

統-에 관한 敎育

교육목표에 관한 설문조사에서 본 것처럼 민족의 동질성 회복과 통일을 원하는 국민들의 열
망을 고려할 때 우리는 남북관계를 적대관계로만 보아오던 과거의 교육에서 벗어나 새로운 차
원에서 남북공동체의 통일을 위한 교육연구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여기에는 매우 신
중하게 대응해야 할 측면도 있다. 민족의 동질성 회복이 요청되는 데에는 누구도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으나， 아직도 현실적으로는 남북한은 휴전선을 사이에 두고 대립관계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학생들에게 남북을 민족공동체의 일부인 통시에 또한 우리와 대립관계에 있는 존재라
는 이중성을 가르치지 않을 수 없는 어려움에 당변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너무 급격한 변

화보다도 사실의 인식을 바탕으로 하여 점진적으로 민족의 통질성을 회복하기 위한 교육을 추
진해 가는 방향으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6. 昭究와 敎育現場의 乖離 克服
교육이론 일반에 관한 연구가 중고등학교에서 각 교과를 담당하고 있는 교사들에게까지 충
분히 도달하지 못해 연구는 연구대로， 교육현장은 현장대로 따로따로 있는 문제점이 한국교육

에서 그동안 많이 지적되어 왔으나 별로 개선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경향은 국민학
교보다 중고등학교에서 더 심하다.
여기에는 여러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으나， 그 하나는 중고교의 교사들은 교육이론이나 방
법의 혁신에 대한 관심보다는 교과의 지식을 전달하는데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

이다. 또 이론과 현장. 교육학 전문가와 교과교육학자， 그리고 이들과 현장 교사들 사이에 충
분한 대화의 광장이 없기 때문이다.

오늘날 교과의 학습에서 이론적으로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는 개념학습이나 고급사고력의 학습， 가치관교육 등이 교육일선의 교사들로부터는 큰 관심
을 끌지 못하고 있다. 이론과 실천， 교육연구와 교과교육연구， 교사들을 종합하는 공동연구와

세미나 등의 討論場을 마련함으로써 이들 사이의 간격을 좁히는 것은 교육연구의 커다란 과제
이다.

이와 함께 연구결과를 집대성하여 현장교육에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컴퓨터의 소프트웨

어를 개발하거나 핸드북을 만드는 일 등이 요청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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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한국의

展望과 結論

교육연구는 위에서 서술한 것처럼 지금까지의

한 연구에서

방향을 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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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적인 성적향상이나 교육제도에 대

인간교육과 한국적인 교육 모형과 이론의

개발， 통일교육，

인간의

정의적 행동발달에 관한 국제적 협동연구 등의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면 과연
그러한 방향으로 추진되어

갈 것인가，

또 우리는 그렇게 하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등의 의문을 가지게 된다. 여기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서술함으로써

1

결론에 대신하고자 한다.

未來의 可能性

산업화와 민주화， 국제화 등의 사회변화에 따라서 위에서 시사한 것과 같은 인간교육을 비

롯한 여러가지 연구의 방향은 대체적으로 그 방향대로 추진되어 갈 것으로 생각된다. 고도로

기능주의적인 지금까지의 교육연구에 이미 비판이 가해지고， 교육현장을 둘러 싼 미시적이고
해석학적인 연구에 대한 관심이 한국에서 상당히 활발하게 시작되고 있다. 오늘의 이 모임도
그러한 것의 하나이다

그려나 연구의 결과가 얼마나 교육현장의 전통적인 관습을 바꿀 수 있

을 것인가 하는 실천의 문제는 미지수이다. 교육현장을 혁신하는 데는 교육연구 이외에도 사
회의 전통과 역사，

정치경제적인 여러가지 변인이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교육연구만 가지고

변화를 낙관적으로 예측하기가 어렵다. 실천을 위한 특별한 노력과 대책이 있어야 한다.

2.

昭究 主題를 發握하기 위한 國際的인 共同協議의 提案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서유럽의 여러나라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무엇을 연구할 것인가”를

협의하기 위하여 국제적 회의를 하고， 여기에서 논의된 문제를 교육연구에서 추진하고 있다.

서양사회에는 이러한 모임이 상당히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으나 동양사회에는 매우 희소한 실
정이다. 사실상 인류의 역사는 올바른 해답의 제시에서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문제의

제기에서 발전한다는 문명비판가들의 말에 우리는 귀를 기울일 펼요가 있다. 국제적인 협익는
자국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국제관계가 긴밀해진 오늘날 인류의 공동번

영을 위하여 절실하게 요청되고 있다.

3. 資料의 開發， 整理， 提供을 위한 昭究
어떠한 주제에 대한 자료를 개발하고， 정리하고.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제적 협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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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도 매우 의미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왜냐하면 자료가 있으면 연구는 연구자의 가설에 따
라 얼마든지 진전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모르고 지나가는 자료들이 개발에 따라서 연구
의 훌륭한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4

昭究費의 確保

연구를 친행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연구비의 확보이다. 어느 나라나 정

치가들은 정 치 에 바빠서 당장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교육연구에 연구비를 잘 준비하지 않는

것이 보통이다. 또 발전 도상에 있는 나라에서는 연구비를 내려고 해도 경제력이 약해서 내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유네스코와 같은 국제연합기구가 이러한 목적의 연구비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일본과 같은 부유한 국가가 이 분야에서 지도력을 발휘할 것이 크게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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