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敎育正義輪 序說

李 鼓 開

(敎育學科)

1. 敎育正義論의 要請

교육과 사회청의의 관계는 고대 그리이스의 철학자연 플라톤이 기원전 400여 년 전에 그

의 이상국가의 건설을 위하여 논의한 후로는 20세기의 후반에 이르기까지 별로 중요한 관

심의 대상이 되어 본 일이 없다. 그려나， 20세기의 후반에 이르러 현대적 교육제도블 운영

하는 과청에서 기회균등의 원칙을 실현하는 일이 매우 복잡한 조건과 과정에 의하기 때문

에 제도적 교육에는 새롭게 “정의의 개념”이 문제 해결의 준거로서 요청되고 있다. 뿐만

아나라 공교육제도를 지배하는 이념 휴은 이데올로기 그 자체에 여러 가지의 비판적 검토

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생각이 점차로 확산되면서， 교육에 있어서 갱의의 문제가 새로운 관

심사로 되어 가고 있다. 현대 사회에서 고도로 제도화된 교육의 기회는 어떻게 관리되고

운영되어야 하는가? 교육에 관련된 가치관과 사회적 준거가 제도적 삶의 민주화와 더불어

다원화되어 가는데 제도적 교육은 그 다원성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가? 그리고 현대

의 자본주의 사회에서 제도적 교육이 사회-경제적 지위의 획득을 위한 중요한 수단무로 등

장하는 상황에서 그 기회의 배분이 어떤 원칙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하는가? 이러한 문제

들이 오늘의 사회에서 전례없아 새로운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그러떤 교육에 있어서의 정의의 문제는 왜 중요한가? 교육적 정의의 기준은 우엇이며

그것은 교육적 판단과 어떤 관련을 가지는 것인가? 이러한 질문은 전혀 새로운 것이 아나

다. 그려나 제도적 교육이 고도로 형식화되고 교육이 국가적 관리의 대상이 된 오늘에 있

어서 이 질문들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에 속한다. 이러한 질문과 관련하여 교육적 정의의

이론을 전개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비교적 확신을 가지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이러한 점들

이다. 첫째 교육적 정의는 모든 제도적 교육의 규척들 가운데 가장 우선한다는 것이며， 둘

째 교육적 정의는 교육기회의 배분에 관한 규뱀이라는 것이다.

교육기회의 배분과관련된 개념적-논리적 영킴을 풀면서 정의의 규법적 의마에 따른 이론

융 전개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 글에서 시도하는 과께이다. 여기서 우선 밝혀 두고자 하

는 것은 교육의 기회는 흔히 이해하는 바와 같은 취학의 기회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것

이다. 교육의 기회를 배분한다는 것은 취학을 통하여 일정한 기간의 학교교육을 받게 한다

거나， 아니면 교육에 바쳐지는 자원융 적철하게 배분하는 것￡로 단순화시켜 버렬 성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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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아니다(l) 물론， 그려한 단순화가 전혀 무의미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것무로는

교육적 정의가 모든 제도적 교육의 규칙들 가운데 가장 우선하는 것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교육의 기회는 제도적 교육에 있어서의 목적과 목표의 정당성， 내용의 적합성， 방법의 효

율성， 물리적 사회적 여건의 만족성， 학교교육이나 사회교육의 제도적 편의성 등의 교육

전반에 결쳐 매우 포콸적드L료 적용되는 개념이다. 이러한 의미의 기회가 정의롭게 배분펼

수 있게하는 규칙들의 체제는 자옷 복잡하여 까다로운 놈리를 짜르지 않￡면 쉽게 흔란을

야기시키게 된다.

II. 社會制度로서의 敎育

어떤 형태의 교육이든지 간에 그것이 교육적임과 교육적이지 못함을 분별하는 공적인 기

준을 명시적오로나 암시적우흐 가지고 있다면， 그 교육은 제도적 형태로서 이루어지고 있

다고 할 수가 있다. 그러한 사회제도료서의 교육은 정의의 개념을 적용받오며 교육적 정의

는 제도료서의 교육을 성렵시키는 가장 기본적인 규뱀이다. 지식이나 이흔이 진리여야 하

고 인격이나 성품이 선량해야 하는 것과 같이 제도는 정의로와야 한다 (2)

모든 제도의 경우에 그러하지만 교육이라는 제도도 보다 더 형식적인 것이 있고 보다 덜

형식적인 것이 있다. 아무런 명시적인 규칙은 없지만 어떤 판단의 사회적 기준이 묵시적￡

로 주어져 있고 그것이 준수되고 있다면， 거기에는 비형적적인 것이기는 하지만 일종의 제

도가 성렵되어 있는 셈이다. 관습은 바료 이려한 의미에서 일종의 제도이다. 교육의 경우

에도 아무런 명시적인 판단의 기준이나 거기에서 도출된 규칙들이 체계적으로 주어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질 수가 있다. 사회의 제도적 체제가 형식화되기 이전의 원시사회에

서 전개된 교육이 바로 그러하다.

제도의 형식을 가름하는 준거는 실제료 이것이다 휴은 저젓이다라고 언급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우리는 제도를 성립시킨 규칙들과 그것들을 평가하는 기준이 보다 객관화 흑은 형

식화되어 있다거나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상대적￡로 인식할 수가 있다. 보다 형식화된 제

도일수록 정의의 문제는 보다 만감하고 심각하게 의식되지만 덜 형식화된 제도알수록 정의

의 문제와 관련된 의식은 희박하게 마련이다. 학교교육은 사회교육이나 가정교육에 비하여

교육적 판단의 기준이 보다 객관화되어 있고 재도적인 규칙뜰도 보다 명시적이다. 그래서

우리는 학교교육을 흔히 “형식교육”이라고 일컴기도 한다. 그리고 흔히 “비형식교육”이라

고 일결어지는 사회교육이나 가정교육도 학교교육과 같이 제도적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1) 김영식은 교육의 기회균등을 자원의 배분만으로 성명한 바 있다. “교육의 기회균등과 방안모색"

한국교육학회 펀， 교육의 논단(서 울 : 재 동문화사， 1973), pp.209-213 참조.

(2) John Rawls도 〈정의폰〉에서 사상체계의 덕목을진리하고 한다면 정의는 사회제도의 제일 덕목이

라고 하였다. A Theory of Justice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71), pp.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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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이

한다는

교육적

후자의 판단기

바제도적 교육의 쿠분

결과료 인한 관

전자가 그 자체의 사회적 판단기준을 암시적으로냐마 가지고 있든가 아니면

준에 일관된 것을 적용받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제도척 교육과

이나 형식교육과 비형식교육의 구분은 제도의 형식성이 싱대적무로 인식된

례에 불과한 것이지 제도적 특정과 그 형식성의 유무료 인한 것이라고 말하기는 실제로 어

려운 일이다.

그런데 우리가 교육에 관해서 이론적오로 생각할 때냐 실제적 문제블 거론할 때，

제도적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제도적 판단의 기준과 규칙들의 통제를 받아야

사실을 잊어버리고 있는 경우가 많다. 교육의 제도적 본질에 대한 망각은 자연히

정의에 대한 무관심을 가져오게 마련이다. 현대적 학교교육은 자유언을 기른다든가， 그 기

회는 균등하게 배분되어야 한다든가， 그 운영의 효율성은 바로 사회적 책무성에 관계 된다

든가의 끊리적 기반 위에 제도화된 것이다. 그 윤리적 기반은 바로 교육적 정의를 논하는

일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이다.

제도로서의 형식성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지만， 사실상 인간사회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은

거의가 제도적 교육이다. 원시시대의 교육이나 현대사회의 교육이나 모두 일종의 사회제도

라고 할 수가 있다. 그러나 한 제도의 영계는 다른 제도의 그것에 비하여 델 보펀적이거나

보다 특정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다. 가정교육은 어느사회에서나 보펀적인 것이지만， 가정

흑윤 가문마다의 교육적 판단의 기준은 반드시 보펀성을 띤다고 하기가 어렵다. 즉， 그 71
준은 한 가정 흑온 가문에 적용되는 것일 수 있다는 말아다. 그리고 어떤 기업체나 군대에

서 이루어지는 교육도 일종의 제도적 형태를 취하고 있다고 할 수 있으나， 거기에서 추구

되는 가치나 준수되는 규칙은 그 영계를 벗어나면 그대로 보편적오로 적용되지는 않는다.

물론， 학교교육의 경우에도 그 제도척 영계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며 어느 시대의 어느

사회도 포콸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단지 논리적무로만 가능한 이야기이다. 그러묘로 우리는

사회의 제도적 사엽우로서 이루어지고 있는 “공교육” 흑은

교육적 정의의 문제블 논하기로 한다.

보다 실용적 안목￡로 한 국가

“국민교육”을 중심으로 해서

한 국가 흑은 그것에 준하는 사회가 공적인 사엽으르 교육을1계획하여 운영하고자 할 때

거기에는 적어도 두 가지로 구분되는 사회적 동기가 관여한다고 생각할 수가 있다. 하나는

“사회투자적 동기”이고 다른 하나는 “사회복지적 동기”이다. 사회투자적 동기는 국가라는

조직체 자체의 존속， 유지， 복리， 발전을 가능하게 하는 사회적 힘을 생산하기 위하여 공

동기로삼는

적인 사업￡로 교육을 계획하고 운영할 때의 동기플 뭇한다. 보다 구체적오로 말해서 그것

은 사회 각 부문의 역할을 분담받을 인력을 양성하여 충원하는 것을 일차적

운영힐- 때 볼

나타나고있

경우이다. 이에 비하여 사회복지적 동기는 국가의 성원， 즉 국민들이 각기의 삶의 질을 향

상시키는 데 펄요한 자질을 기르는 일에 봉사하기 위하여 교육을 계획하고

수 있는 것이다. 물론， 위의 두 가지 동기는 그 성격상의 차이를 논리적ξ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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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나 질제적으로는 서로 관련되어 었다. 사회투자로서의 교육이 생산한 가치 흑은 생산적

인 힘은 결국 사회구성원의 복지로 환원될 수 있는 것이고， 사회복지로서의 교육도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봉사한 만큼의 생산적인 힘을 창조하는 것이므로 결국 사회문자

적 성격의 일면을 가지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사회투자와 사회복지는 그 기본적인 동기의

성격에 있어서 다르다. 사회투자로서의 교육은 국민을 교육시켜서 국가적 조직체를 위해서

동원하겠다는 것이고， 사회복지로서의 교육은 국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국가가 봉사하겠

다는 것이다.

어느 국가도 위의 두 가지 동기의 하나만오르써 교육사업을 계획하지는 않는다. 그 국가

의 이념， 전통， 과제， 문제의 성격에 따라서 어느 한 쪽이 강조되고 다른 한 쪽이 부차적

인 고려의 대상이 된다. 일반적￡로 말해서 학교제도에서 하급학교일수록 사회복지적 동기

가 사회투자적 동기보다 우선하고 상급학교일수록 그 반대가 된다. 중학교는 고등학교보다

복지적 동기를 더 많이 고려하고 고퉁학교는 중학교보다 투자적 동기의 실현을 더 강조하

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19세기의 서양 민족주의 국기-들은 초등교육의 경우도 거

의 사회투자적 동기에 의하여 계획하여 실시한 바가 있고， 20세 기 의 선진 산업국가들은 고

등교육에서도 복지적 동기를 투자적 동기에 못지 않게 강조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위의 두 가지 사회적 동기의 구분은 교육적 정의를 논하는 데 매우 중요한 개념

적 틀을 제공한다. 국가가 공적인 교육사엽을 통하여 국민에게 제공하는 교육기회의 성격

은 어느 동기에 일차적ξ르 지배되느냐에 따라서 크게 다르기 째문이다. 교육에 있어서 정

의의 문제는 교육이 사회적 복지의 내용이 된다는 데에서 발생하는 것이다. 사회복지로서

의 교육 즉， 교육복지의 수혜를 위한 기회가 제도적무로 주어진다면 그 제도의 요건이 어

떠해야 하는가가 바로 교육적 정의를 논하는 일에 -있어서 관심의 대상이 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다. 그러묘료 교육적 정의는 일차적 o로 사회복지적 동기에 의한 교육과 더불어 생

각할 수 있는 일이다. 그러나 교육이 사회투자적 동기에 의해서 계획된다고 하더라도 그것

의 대상집단， 즉 사회적 충원의 대상이 되는 집단은 단지 피동적￡로 국가에 동원되는 것

이 아니라， 국가적 목적의 실현을 위한자질의 소유자로서 어떤 형태의 득전을 부여받는형

식오료 선발된다고 할 수가 있다. 그러므로 선발된 대상에게는 그 특전이 일종의 복지로서

의미를 지난다. 이 때 선발의 목적과 기준， 그리고 주어지는 득전의 교육이 갖는 프로그램

의 특정 등은 어떤 의미의 교육적 정의의 개념에 비추어 공적:로 정당화되어야 한다. 이

러한 사회투자적 동기에 의해서 제공되는 교육기회는 그 성격에 있어서 사희복지적 동기에

의해서 제공되는 교육기회와는 다소간 구벨되묘로 교육적 정의를 논하는 방식에 있어서도

하이가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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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흔히 가장 쉽게 말해서 학교에 다닐 수 있는 기회， 즉 “취

학의 기회”라고 생각하는 경 향이 있다. 우선， 우리가 교육의 기회를 취학의 기회로 해석하

면 그것이 정의롭게 배분된다는 것은 다음의 두 가지로 설명될 수 있다.

하나는 모든 사람들이 취학해 있는 기간을 똑 같이 배분받는다는 것ξ로 보는 방식이다.

즉， 공교육제도에서 모든 국민을 일정한 기간 동안에 학교에 다니게 하여 같은 과정의 교

육을 받게 한다는 셈이 된다. 그것은 교육복지의 혜택을 취학기간의 균등한 배분을 통하여

모든 국민들이 받게 한다는 것이다. “동등주의적” 관점에서 볼 때 사회복지적 동기에 의한

교육일 경우에는 기술적오르 크게 어려움이 없는 것 같이 보인다. 취학기간의 균등한 배분

은 적어도 교육기회의 양적 균등을 기할수 있고 동일한 교육의 과정을 밟게 한다는 점에서

정의로운 제도로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사회투자적 동기에 의한 교육일 경우에는 그 기회

가 모두에게 균등하게 주어질 수 없게 된다. 왜냐하면， 국민의 모두가 모든 교육투자의 대

상이 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어떤 교육투자는 특정한 자질을 소유한 사람들만을

대상우로 하는 것이 거의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엄격히 생각해 보면， 그러한 동등주의적 관점에서의 교육적 정의도 교육을 밭을

모돈 사람듭의 교육적 필요를 모두 만족시킨다고 하기는 어렵고， 때로는 제도적오로 이런

방식위 기회 균등을 강행하면 각자의 교육적 욕구나 필요와 상관없이 강제로 교육을 받게

도 되는 셈이다. 학교교육의 기간과 내용이 획일화되었을 경우에 그것￡료 혜택을 받은 정

도는 사람에 따라서 그 개인차를 크게 나타낼 수가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우의미한~교육

을 받도록 강요딩-할 수가 있게 된다.

다른 한 가지의 방식은 현행의 제도와 비슷하게， 일정한 기간만을 국카가 책임을 지고

취학의 기회를 관리하면서 모든 사람에게 그 기간만의 교육을 동일한 과정에 의해서 제공

하고 나머지는 취학을 위한 경쟁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개방적으로 부여하는 것이다.

이 때 오늘의 의무교육과 같이 최소한의 공통된 교육기간의 것을 제외한 그 이상의 교육은

국가가 지원할 필요는 있:나， 반드시 통제할 펄요도 없거니와 책엄을 져야 할 이유도 없

게 된다. 이렇게 되면 최소한의 교육복지를 균등하게 배분하고 더 이상의 것은 자유로운

경쟁을 통하여 획득하게 된다. 여기서 그 경쟁의 내용이 되는 교육의 기회는 국가적 필요

에 따른 교육투자에 의해서이거나， 아니면 사회의 자말적 움직암에 의해서 설립된 학교에

다닐 수 있는 기회블 말한다.

교육의 경쟁적 기회는 결국 경제적오로나 능력상￡로나 경쟁에 유리한 위치에 있는 집단

이나 계층의 사람들에게 봉사하기 위한 것이 된다. 따라서 경쟁을 더 계속할 수 없는 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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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 계층의 사람들은 그 최소한의 교육복지의 수혜로써 혹은 그 후의 어느 수준에서 학교

교육을 종결시켜 버려야 한다. 그러면 이마 어느 수준에서 제도적 교육을 받는 일을 종결

시켜 버린 사람블에게는 “교육의 기회”라는 말이나 교육적 정의의 개념은 더 이상 아무런

의미를 지닐 수 없게 된다. 그리고 교육의 기회를 취학의 기회로만 생각하게 되면 학교교

육의 목적이 지닌 정당성， 내용의 적합성， 방법의 효율성， 환경의 만족성， 학교제도 자체

의 합리성 등은 교육적 정의의 개념과 무관한 것이 되어 버린다.

어떤 사람에게 교육의 기회가 얼마나 주어졌느냐블 생각하는 데 있어서 학교에 다난 기

간을 고려하는 일 이외에， 우리는 그 사람에게 투엽된 교육비가 얼마였느냐를 계산하는 방

식을 취할 수가 있다. 물론， 여기서의 교육비란 공교육비만을 고려의 대상우로 삼아야 한

다. 왜냐하면， 사교육비는 제도적우로 배분된 사회북지의 내용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이

다. 공교육비는 부모가 부담했거냐 국가가 보조했거나 자선육영기관의 지원을 받았거나 간

에 공교육제도에 의한 기회를 획득하는 하는 수단이므로 교육적 정의를 논할 때 생각할 수

있는 관심의 내용일 수가 있다.

그려나 우리는 여기서 국고 흑은 이에 준하는 공공의 교육자원이 어떻게 배분되어야 하

고， 부모의 부담이나 자선육영기관의 지원이 어떤 방식오로 사용되었을 때 교육적 정의를

만족시키느냐의 문제를 논하기에는 우리의 논의 전개상오로 너무 이르다. 다만 우리가 여

기서 생각할 일은 교육비의 투입 그 자체를 교육기회의 제공과 동일시할 수 있오며 교육비

의 배분오로써 교육적 정의블 포콸적￡로 설명할 수 있느냐를 검토하는 것이다. 보다 구체

적￡로 말해서， 그것은 아무런 공교육비가 투입되지 않았을 때 누구도 교육의 기회를 제도

적우로 배분받았다고 할 수가 없고， 보다 많은 자원의 투엽대상이 되었을 때 보다 많은 교

육의 기회를 배분받았다고 활 수 있느냐를 검로하는 일이다.

물론， 교육자원이 교육적 정의를 논하는 데 있어서 고려되어야 하는 중요한 사항이며 자

원의 배분이 교육기회의 배분을 설명해 주는 하나의 설명원리일 수 있다는 것은 틀림 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같은 수준의 자원투입은 교육대상의 능력， 적성， 환경에 따라서 질적오

로나 양적으로 다른 결과를 가져 온다는 것은 흔히 볼 수 있는 현상이다. 그 결과의 차이

가 반드시 대상집단의 능력의 차이라고만 할 수 있다면， 즉 열등한 자는 전적으로 자신의

엽등성 때문에 만족스럽지 못한 교육효과를 거두게 되었다고 한다면， 정의로운 교육기회의

배분 자원의 투입오로 션명되어도 좋을 것이다.

그러냐， 이려한 생각은 교육의 목적， 내용， 방법， 환경， 조직 퉁이 정의의 개념과 잔혀

모순을 이루지 않￡며， 교육 프로그램이 겨냥하는 능력이나 자질， 즉 계발하고자 하는 능

력이나 자질이 정당하게 선택되었으며， 열퉁한 교육 성과를 거둔 사람들이 지닌 다른 종류

의 능력， 즉 교육 프로그램이 도외시해 버린 능력이 과연 교육적 가치를 가질 수 없는 것

이라고 단정할 수 있을 경우에 정당화될 수 있다. 말하자면 균등하게 배분된 자원에 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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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주어지는 교육의 목적， 내용， 방법， 환경， 초직 등이 그 자원을 배분받은 모두에게 “유

의미한” 것일 때 그 성과에 있어서 탁월한 자나 열등한 자나 다같이 균등한 기회를 배분받

았다고 할 수가 있다는 것이다. 만약에 교육의 프로그랩이 갑에게는 유의미한 것안데 비하

여 을에게는 무의미한 것이라면， 같은 자원의 투입에 의해서 갑은 을보다 더 탁월한 성과

를 거뒀다는 것은 을이 능력상우로 열등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는 없다. 그리고 갑에게는

유의미한 교육이지만을에게는 무의미한 교육이라면， 비록 을이 1갑보다 더 좋은 성과를 거

두었다고 해도 을이 갑보다 더 교육을 잘 받았다고 할 수가 없다. 그렇게 되면 갑과 을에

투입된 자원의 수준이 같았느냐 혹은 달랐느냐도 별로 중요할 것이 없게 된다. 교육기회의

질은 전적오로 투입된 자원의 계량적 수치루만 환산해서 설명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

에 있다.

교육의 기회는 대상자에게 유의미한 기회여야만 한다. “유의미하다”는 말은 일종의 개방

적 표현이기 때문에 어떤 프로그램이 이 사람에게는 유의미하지만 저 사람에게는 무의미할

수가 있고， 어렬 때는 무의마했던 것이 자랐을 때에는 유의미한 것일 수도 있다. 잠정적오

로 말해서， 어떤 교육이 어떤 대상에게 유의미하다는 것은 적어도 그 교육의 대상자가 개

인적-사회적 삶을 영위하는 데 유익한 것이어야 하고， 그가 그 교육을 받아낼 수 있는 능

력과 자질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돗을 내￡하고 있다.

제도적무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가? 일상적 언어로서외 “기회”

라는 말의 명백한 의미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얼마큼의 분석을 필요로 한다. 예컨대， “냐는

제주도에 갚 “기회를 한먼 가진 바 있지만 사정이 있어서 가지 않았다”고 말할 때 그 “기

회를 가진 바 있었다”는 말은 이 경우에 우선 나의 결십 여하에 따라서 제주도에 갈 수 있

는 여건을 갖춘 바가 있었다는 것을 뭇한다. “냐는 제주도에 갈 기회를 가진 바 있지만 가

지 못했다”는 표현은 “기회”라는 말의 사용 규칙에 맞지가 않다. 왜냐하면， “가지 못했다”

는 딸은 여건상의 불비사항이 있었음을 뭇하기 때문이다. 엄격히 따져 보면 객관적 여건이

제주도에 갈 수 없게 했을 경우에 우리는 기회흘 부여받았다고 하지 말아야 한다. 그러나

기회는 주어졌지만 내가 그 기회의 활용을 거부하거나 포기할 수는 있다. 그것은 “기회”라

는 말이 그것을 활용하는 행위주체의 자발성을 상정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기회를 활용하

지 않는다”는 표현은 언어적 규칙에 맞지만 “기회를 활용하지 못한다”는 표현은 엄격한 의

미에서 규칙에 맞지가 않다.

물론， “기회를 활용하지 못했다”는 표현이 조금도 어색하지 않게 사용되는 경우가 있다.

그런 경우는 우선 그 기회의 카치와 의미를 행위주체가 의식하지 못했을 째이다. 이 경우

에는 “기회의 의미와 가치를 알지 못했다”고 말해야 보다 정확히 표현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다. 또한 그 기회의 활용이 다른 가치의 손실을 가져 온다고 판단했을 해 “기회를 활용

하지 못했다”는 말을 쓰기도 한다. 이 경우는 다른 가치와의 마찰에서 생긴 것￡료 다른



8 師大論驚 (33)

가치의 손실을 염려하여 주어진 기회를 포기했음을 뭇한다. 그 기회가 다른 가치와 상충하

는 객관적 상황의 구속을 받아서 하나를 포기한 셈이다. 애석하게도 포기한 것은 어디까지

나 행위주체의 선택이라고 보아야 한다.

이와 같이 “기회”라는 말은 객관적 여건의 여부를 전제로 하며 자발적 선택을 의미상 상

정하고 있다. 그러묘로 그회는 반드시 활용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 그러나 자발적 선택의

대상이기 위해서는 선택자에게 유의마한 유인 요인이 있어야 한다. 그러면 교육의 기회는

어떤 유의미한 유인 요인을 가지고 있는가? 그것을 여기서 “성장욕구의 실현가능성”이라

는 말로 표현해 보자. 이 째의 “성장”이라는 말은 지식， 기술， 판단， 의지 등의 능력， 한

인간을 특정짓는 개성， 그리고 언격체의 유지와 변화에 관계하는 욕구， 정서， 감정， 기질，

안목 등의 성품에 결친 광범위한 요소들을 포콸하며， 양적으로 평가되는 증진， 흑은 증대

만이 아니라， 질적으로， 언급될 수 있는 안정， 순화， 균형， 세련， 조화， 통합까지를 총칭

하는 것이다. 인간은 성장의 욕구를 지니고 있다. 인간은 신체적￡로 만이 아니라， 지적오

로， 정서적오로， 도덕적우로， 사회적오로 성장하고자 하는 인격체이다. 그리고 그러한 성

장의 욕구가 쇄잔되지 않는 한에서는 누구냐 교육을 펄요로 하며， 그 성장의 욕구가 없는

상태에서는 교육의 펄요도 없다.

그러나 이러한 성장욕구의 질현은 행위 주체의 의식을 반드시 전제료 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즉， 인간이 세상에 태어나서 교육을 받는 것은 반드시 자신의 성장욕구의 실현을 의

식하기 때문만은 아니다. 오히려 부모냐 사회 등의 후견자에 의해서 그것이 최초로 의식되

고 상당히 성장한 후에야 바로소 스스로 의식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후견자는 바로 교육

기회를 선택하는 행위주체의 대행자로서 역할을 하는 셈이다.

성장욕구의 질현을 위한 유의미한 교육의 기회가 기본적오로 갖추어야 하는 조건오로 우

리는 적어도 다음의 세 가지 사항을 생각할 수가 있다.

첫째는 경험의 조직성이다. 학교나 사회교육기관 등이 유의미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고 말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기관들이 거기에 취학하는 사람들에게 성장의 천부적 조

건이라고 할 수 있는 각종의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게 하는 생활과 활동을 조직해 놓고 있

어야한다.

둘째는 선태의 다양성이다. 인간의 잠재력은 그 질적 종류에 있어서 다양하고 양적 정도

에 있어서도 수없이 많은 개인차를 둔다고 생각할 수 있다. 교육 프로그램의 다양성야 한

정될수록 교육기회의 유의미성은 감소된다고 볼 수 있다. 다양성을 최대한오로 만족시키는

제도적 교육의 형태는 이롭적￡로 말해서 각 개인에게 각기외 교육 프료그램을 제공하는

것이다. 그러냐 이러한 제도적 형태는 기술적오로 매우 어렵다. 그리고 인간의 잠재성과

그것이 실현되는 방식의 다양성 휴은 이질성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인간이 가진 특성， 인

간으로 사는 조건， 추구하는 가치와 이상에 있어서 상당한 정도의 공통성을 파악하는 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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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 성립시킬 수 있우묘로 교육 프로그램의 전적인 개별화를 기할 필요는 없다. 그것은， 비

록 안간의 잠재성과 삶의 방식이 극단적￡료 개체의 수만큼 이질적이고 다양하다고 하더라

도 유사성에 의한 집단화는 언제니- 가능한 일이기 때문이다.

세째는 성장의 계속성이다. 교육활동을 동하여 개발하고자 겨냥하는 능력， 개성， 성품

풍의 성장을 위한 교육적 경험의 내용오로 주어지는 지식， 기술， 신념， 안목， 태도， 감정

풍과 이들을 다루는 방법적 원리는 성장을 저해하거나 종결시키는 요인을 가지고 있지 않

아야 한다. 무엇보다도 교육의 내용과 방법은 “개방성의 원리”를 만족시켜야 한다. 예컨대

독단적 주장이나 폐쇄적 사고에 지배된 지식이 그 독단성과 폐쇄성을 은폐시킨 채 제공된

다거나， 어떤 기술이나 기능이 경직성을 지니고 있어서 새로운 변화에의 적응이 어렵다거

나， 인격과 감정이 독단적이어서 배타성을 띤 것임에도 불구하고 맹목적￡로 수용로록 강

요 된다거나 하는 것은 바로 개방성의 원리에 역행하는 것이다. 성장은 개방성을 전제로

한다.

네째는 여건의 조성이다. 위의 조건들을 만족시키면서 교육의 기회가 제도적..2..로 주어질

때， 자원이나 여건이 무제한오료 제공되지는 않오묘로 교육 기간의 실정이나 표로그램 종

류의 선정에 있어서 자연히 한계성이 따르게 마련이다. 즉， 어떤 사람들을 대상우로 하여，

어떤 목적오로， 어떤 내용을 가지고， 어떤 방법에 의하여， 어떤 기간 동안， 어떤 환경 속에

서， 어떤 조직을 통하여 제도적 교육의 기회를 배분할 것얀가의 선택의 문제가 실제로 나

타나게 된다. 그리고 교육기회의 조건을 만족시키는 프로그램이 제공된다는 것은， 교원을

채용하며 시설을 운영하고 환경을 관리하면서 최소한외 교육장을 마련하는 일 이외에도，

어느 수준의 교사의 자질을 유지하고 기구와 조직을 개발하는 것 등의 “여건 요인”을 갖춘

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여건 요언도 인간 성장에 유의미한 교육 프로그램의 조건에

못지 않게 교육적 정의플 논할 때의 관심의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없다. 여건 요인은 유의

미한 교육기회를 제공하는 데 있어서 필요조건이다.

N. 平等敎育과 敎育IE義

교육기회의 정의로운 배분은 어떤 규칙이나 원리에 의한 배분을 의미하는가? 우리는 쉽

게 교육의 기회는 균등하게 배분되어야 한다는 원리의 하나로 평등교육의 개념을 생각할

수가 있다. “평등교육”이니 “교육의 기회균등”이니 하는 말은 J 정의로움 그 자체를 가리키

거나 아니면 그것의 기본적인 조건 흑은 기본적인 조건의 하나로 이해되기도 한다. 평등교

육과 교육적 정의가 어떻게 서로 관련되는 것이냐는 일차적￡로 “평등”이니 “균등”이니 하

는 말들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으며 어떻게 이해될 수 았느냐에 따라서 밝혀질 정질의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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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에 있어서 기회의 균등한 배분을 가장 소박하고 단순하게 해석한다떤， 그것은 같은

종류의 포로그램을 양적오로 똑 같이 즉 같은 기간 동안 모두에게 제공하는 방식이다. 이

러한 의마의 균등한 기회의 배분온 앞에서 이마 검토해 본 바와 갚이 교육적 정의블 논하

는 데 있어서 부분적우로는 타당한 것이라고 할 수 있오나 결코 합리척 방법이라고 하기가

어렵다. 그것은 실질적무로 같온 교육 프로그램이라는 것이 각기 다른 인간에게는 다른 가

치와 의미를 가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또 하나의 이해 방식은 평등교육을 수월성 교육과 대립시켜 생각하는 것이다. 위의 소박

한 이해 방식을 따르면， 국가적인 교육사업은 국민의 모두에게 적용되는 젓이다. 그러나

그것만우로는 교육의 기간이나 자원의 활용에 교육복지의 균등한 수혜를 가능하게 할 수는

있지만， 국가 조직체 그 자체의 존속， 유지， 통합， 발전 등에 필요한 인력의 확보 등을 어

렵게 만든다. 말하자면， 공교육의 사회투자적 똥기를 실현시킬 수가 없다는 것이다. 그러

므로제도적 교육은국민 일반을 대상오로 하는 평등교육과 특정 집단의 수월성을 계말하는

수월성 교육오로 구벨해서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때의 “평등”은 “수월성”에 대립되

는 말이다. 이 의미를 보다 강하게 적용하면， 만약에 국가의 제도적 교육이 평등교육의 원

칙에만 지배될 때 수월성의 소유자를 교육시켜 국가가 펼요로 하는 인력의 확보플 기하고

자 하는 노력은 포기해야 하는 것이 된다. 그려으로 수월성 교육은 국가라는 조직체 자체

의 필요에 따라서 별도로 계획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평등교육관이 지난 문제점은 수월성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특정한 집단이 평등교

육만을 받을 일반대중과 구별되어 별도로 존재한다는 가정이다. 말하자면 모든 사람들을

우등한 사람과 열등한 사람으로 이원적인 구분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분명히 학문하는

능력이나 생산적인 기술에 있어서， 그리고 예술적 창조의 능력에 있어서 보다 유능한 사람

들아 있고 보다 열등한 사람들이 있음에 틀림이 없다. 그러나 유능한 사람이라고 해서 모

든 면에서 유능하지 않오며 무능한 사람이라고 해서 모든 일에서 전적무로 무능하지는 않

다. 오히려 우리는 누구든지 제각기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가 있다. 물론， 어떤

능력은 교육적￡로 높이 평가를 받고 어떤 능력은 교육적으로 무가치한 것이라고 외면되기

도 한다. 그러나 어떤 능력을 교육적오로 가치 았다고 볼 것인가는 학교교육의 전통적 관

념이니- 사회적 유용성을 가지고서만 이야기될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각기의 자아의 실현

은 그가 가진 능력의 실현과 더불어 의미를 지니는 것이기 때문이다. 각자의 능력은 사회

적으로 유용하기 전에 차아와 캐성을 특정짓는 것이므로， 그것은 그 자체로셔 소유이며 그

것우로서의 의미와 가치블 지니는 것이다. 그것은 바로 인격적 개체의 한 특성이커 때문이

다. 물론， 여기서의 능력은 어떤 커준에 비추어 볼 때 반사회적이라고 할 수 있는 능력까

지블 포함하는 것이 아니다.

각 개체가 지난 수월성， 그것이 고유한 것이든지 아니든지 간에， 그 수월성의 질현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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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하게 하는 것이 곧 그 개체로서의 성장을 가능하게 하는 일이다. 물흔， 인간의 전체적

성장은 그 개체의 수월성만을 위주료 하는 교육의 계획을 통해서 가능한 것은 아니다. 단

지 내가 여기서 논하고자 하는 바는， 평등교육의 개념을 수월성 교육의 개념과 대랩되는

것부로 이해하는 것응 평등과 수월성의 펀협된 해석에 기인한 것임을 지적하고자 할 뿐이

다 (3)

평등교육의 개념과 교육적 정의의 개념이 어떤 관련성을 가지는가를 생각하기 위해서 우

선 아리스로텔레스의 말을 상기해 볼 펄요가 있다. 아리스토텔레스에 의하면， 정의란 같은

사람들을 같이 대우하고 다른 사람블을 달려 대우하는 것이다 (4) 이런 생각은 “평등”이

“정의”를 설명하는 개념적 요소이기는 하지만 “정의”와 같은 말이 아니라는 것을 시사해

주고 있다. 아리스로텔레스의 그러한 생각은 차이점을 밝히지 않은 체 사람듭을 차별하는

것은 정의롭지 못하다고 보는 것오로 이해될 수 있다. 우리가 두 사람을 서로 갚다고 할

때와 다르다고 할 때， 이 “같다”든가 “다르다”는 말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가? “두 사람

이 같다”는 말은 반도시 모든 면에서 둘이 한 가지 모양오로 같다는 것은 아니다. 이러이

러한 관점에서 볼 때는 같고 저러저러한 관점에서 볼 때는 다르다. 부부는 성별로 볼 때는

다르고 한 가족의 성원이라는 점에서 볼 때는 같다. 그러묘로 성별로 사땀을 어떻게 대우

할 것인가블 생각해야 할 상황에서 한 가족을 어떻게 대우할 것인가를 생각해야 할 상황에

적용되는 논리를 따른 다면 이상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 그러나 아리스토텔레스의 생각

은 달려 표현해서 두 사람이 같다고 볼 수 있게 하는 관점을 다르다고 볼 수 있게 하는 관

점과 흔동해서 사람들을 대우하는 것은 정의롭지 못하다는 것우로 해석될 수가 있다.

그러나， “같음”과 “다름”의 논리는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다. 사람들을 같다거나 다르다

고 서술하거나 평가하고자 할 때 성랩시킬 수 있는 관점의 수는 거의 무관하다. 그런데 평

등의 사상도일종의 관점에 의존한다. 그것은 사람들이 서로 다르다고 보기 위한관점이 아

니라 같다고 보기 위한 관점이다. 그래서 “갚음”의 뜻을 가진 “평등”이라는 말이 사용되는

셈이다. 즉， 두 사람， 흑은 무수히 많은 사람들융 어떤 목적￡로 서술하거나 평가하는 데

성립시킬 수 있는 모든 관점들 가운데， 평등의 사상이 기본적 근거로 삼고 있는 것은 모든

인간이 적어도 다른 생붙이나 무생물로부터 구벨되는 모든 인간이 공유하고 있는 어떤 특

정， 흑은 공통적무로 부여받을 수 있는 어떤 가치를 성립시키는 관점들 중의 하나이다. 모

든 인간은 같은 존엄성을 가진 존재로 창조되었다”든가， “모든 인간은 법 앞에서 동등하

다”든가， “안간은 다갚이 하느념의 자식이다”라은가， “안간은 누구나 자체로서 목적이다”

(3) 교육에 있어셔 수월성의 개념을 중시하여 소박한 평등주의를 공격한 John. W. Gardner도 엘리티

즘에 의한 수월성이라고 보다는 각자의 수월성을 개발해 주는 것을 교육의 한 중요한 과제로 생

각하였다. Excellence (New York: Harper and Row, 1961), pp.37-43.
(4) Nichomachean Ethics, trans.by W.D. Ross, Ch. 3"-'5. Bk‘ V. Aristotle II, Great Books of

the Western World (Chicago: Encychropedia Britannica, 1952), pp.378-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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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든가의 표현들은 모두 연간의 존엄성， 법과의 관계， 하느념과의 관계， 수단과 목적의 논

리 등의 관점에 의존하고 있다.

그려나 이러한 공통된 특정의 서술 흑은 가치의 부여는 모든 인간， 여러 관점에서 서르

다른 모든 사람들을 반드시 꼭 같이 대우해야 한다는 생각을 정당화하지는 않는다. 같은

존엄성을 가진 인간우로서의 대우는 같이 받아야 한다. 그러나 같은 존엄성을 가진 인간으

로서 같은 대우를 받는다는것은 구체적인 대우의 내용이 같다는것이 아니라， 각기의 다른

특정이냐 가치가 그 자체대로 존중 된다는 뜻오로 이해될 수 있다. 이러한 의마의 같은 대

우가 바로 평퉁의 정신을 실현하는 방식이며 정의의 개념도 이와 일관성을 가져야 한다.

물폰， 인간의 가치나 존엄성에 대한 평등사상 그 자체를 부인하는 주장이 있을 수 있다.

이 경우에 정의의 문제는 평등과는 별개의 것￡로 논의된다. 사람들의 특성이나 가치가 여

러 점에서 갚다고 하더라도 그 같음을 성렴시키는 관점이 기본적이지 못하고지엽적인 것에

불과하다면 정의의 문제는 평등과 전혀 무관할 수가 있다. 사람들이 같다는 것을 성립시키

는 관점 가운데 “인간은 모두 숨을 쉰다”거나 “인간은 모두 척추동물이다”라는 표현도 인

간의 공통성을 잘 나타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오냐， 그러한 공통성은 우리가 문제삼고자

하는 평등사상의 근거로는 별로 의미가 없다. 왜냐하면， 그려한 관점우로는 인간의 가치와

존엄성에 대한 동등한 대우를 정당화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묘로 그러한 종류의 공통

점에도 불구하고 모든 인간을 크게 나누어 보다 가치 있는 사람들과 덜 가치 있는 사람들

로 구별할 수 있다면 그리고 그 구별이 정당화된다면， 정의의 문제는 근대적-현대적 민주

주의에서 중시해 온 평동사상과는 무관한 것일 수 있다. 그 대표적인 예로서 바료 플라톤

의 정의관을 들‘수 있다.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도 당시 자유인과 노예의 계급적 구분을

전제료 한 것인 만큼 그의 정의관은 평등의 개념에 의한 제약을 받지 않는다. 그러드로，

“같지 않는 사람들을 다르게 대우하는 것”이 정의로운 것이 된다.

평등교육도 민주주의의 기본적인 사상적 내용인 평등주의에 일관된 것오로 교육의 기회

블 균등하게 배분하는 것을 못한다. 이 때 교육의 기회란 인간의 성장욕구의 실현을 가능

하게 하는 교육적 경험을 획득하는 것을 뜻하고， 그것이 균등하게 배분된다는 것은 사람들

이 가진 각기의 다른 잠재력， 욕구， 특정에 따라서 각기의 성장을 가능하게 하는 유의미한

경험을 가지게 한다는 것이다. “균등”이라는 말은 이 경우에 교육의 실제에 있어서의 구체

적 활동이나 여건의 획일성을 뜻하는 것이 이-니라， 각기 다른 개체들이 각거의 다른 성장

욕구를 실현할 수 있는 방법적 원리의 동일한 준거를 가리카는 말이다. 그 방법적 원리는

다양한 구체적 활동과 여건을 표콸할 수 있는 추상적인 개념이다.

~ 그려나 이려한 의미의 평등교육도 교육적 정의와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는다. 각기의 성

장욕구의 실현을 가능하게 하는 경혐의 기회를 균등하게 배분한다는 것은 사회복지적 동기

에 의해서 계획된 교육에서는 정의롭다고 할 수 있오나， 사회투자적 동기에 의해여 계획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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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에서는 정의의 개념과 모순융 이루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드로 사회투자적

동기에 의한 교육의 기회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같이 제공되는 것도 아니고 각기의 성장욕

구에 구색을 갖추어 제공되는 것도 아니다. 그것은 국가가 사회투자로서의 교육을 계획한

것에 합당한 능력이나 자질을 가진 사람들을 선발하며 그 선발된 사람들에게만 유의미한

기회로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선발을 위한 경쟁의 기회는 물론 개방적이어서 누구나 거기

에 응할 수는 있다. 이러한 경쟁의 기회도 어떤 의미에서 교육의 기회라고 할 수 있다. 그

러나 그것은 성장욕구의 실현을 가능하케 하는 경험의 유의미한 기회 그 자체가 아니라，

그러한 유의미한 기회의 획득을 가능하케 하는 “경쟁적 기회”이다. 경쟁적 기회는 유의미

한 기회의 획득을 반드시 보장하지 않￡며 단지 재연적얼 따륨이다. 그리고 경쟁적 기회에

적용되어야 할 규칙은 유의마한 교육기회의 배분， 즉 교육복지의 배분에 요구되는 규칙과

일치하지 않는다.

이러한 경쟁적 기회의 개념은 사회투자적 동기에 의해서 계획된 교육에서만이 아니라 사

회복지적 동기에 의한 교육에서도 적용하는 것은， 어느 수준까지의 유의마한 교육기회를

국민의 모두에게 균등하게 배분한 후에 국가의 자원이 부족하여 소수의 사람들에게 그 유

의미한 교육기회블 더 배분한다는 것이 가능한 일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교육복지

의 특혜는 정당한 이유 없이 제공될 때 정의롭지 못한 사회를 만드는 셉。l 된다. 그펙나

비록 사회적 동기에 의해서 계획된 교육에서도 해때로 평등교육의 원칙을 어기고 특정한

집단에게 교육복지의 수혜에 득전을 주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극먼자냐 심신장애자 등은

째째로 공교육제도에 의한 교육복지의 수혜에 있어서 균등한 기회의 배분 원칙을 깨고 특

혜를 입게 하는 규칙이 있을 수 있고， 그 규칙이 정당화될 수 있다면 정의의 개념과 모순

을 이루지 않을 수가 있다.

여기서 우리가 일단 정리해 둘 것은， 이상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유의미한 교육기회의

균등한 배분을 뭇하는 평등교육이 교육적 정의블 실현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사항이기는

하지만 그것이 반도시 교육적 정의의 개념과 일치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적어도 사회복

지로서의 교육에 있어서는 예외는 있지만 평등교육의 원칙이 실현되지 않고는 교육적 정의

가 질현되었다고 할 수 없우나， 사회투자로서외 교육에 있어서는 교육적 정의의 기준이 반

드시 평등교육의 원칙과 일치하지 않을 수가 있다.

V. 敎育機會의 配分을 위한 一般規則

교육의 기회를 정의롭게 배분하는 것이 제도적 교육의 한 기본적인 원칙이며 정의로운

사회의 한 조건이다. 교육의 기회가 흔히 분배적 정의를 논하는 사람들이 언급하는 중요한

사회적 가치의 일종이 되는 것도 바로 그것이 삶의 질의 향상을 가져다 주는 것이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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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고 할 수가 있다 (5) 그러묘로 교육기회의 배분을 위한 논리는 사회복지적 동기에 의한

교육을 중섬으로 생각하는 것이 옳다고 여겨진다. 불론， 사회투자적 동기에 의해서 주어지

는 교육기회에서도 복지적 가치가 발생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그것은 특수한 대상에게

일종의 특권오로 주어지는 경우가 많￡므로 구별해서 고찰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사회복

지적 동기에 의해서 말생하는 교육기회에 적용되는 배분의 규칙을 “일반규칙”이라고 한다

면， 사회투자적 동기에 의해서 발생하는 교육기회에 정용되는 규칙을 “특수규칙”이라고 하

여 구별해 두기로 한다. 특수규칙에 관해서는 다음 절에서 다루기로 한다.

사회복지적 동기에 의해서 주어져 야 하는 유의미한 기회， 즉 인간성장욕구의 실현을 가

능하게 하는 경험의 획득을 위한 기회의 균등성을 고찰하는 데 있어서， 먼저 우리가 생각

해 보아야 할 일은 어떤 경험의 기회가 인간성장욕구의 실현에 얼마나 기여하었는지를 평

가하거냐 혹은 측정하는 구안을 찾는 것이다. 인간의 성장은 그 자체가 어떤 양적인 증대

를 시사하는 개념이지만 성장의 방식이 다양하기 때문에 일관되게 적용할 수 있는 척도플

구하기는 어렵다.

그려므로 우리는 논의의 펀의상 다음의 전제를 받아들얼 필요가 있다. 즉， 교육의 기회

를 제공하는 데 있어서 인적-물적 자원은 최대한의 능률성을 기하면서 사용된다고 생각하

는 것이다. 실질적으로 자원의 비경제적 유실이 있을 수 있고 째로는 겨냥된 목적의 질현

이냐 목표의 달성을 위한 활풍의 과정에는 부수적인 순기능적 혹은 역기능적 현상이 수반

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자원의 최대한의 능률성온 ‘적극적 가치’ (순기능적 현상)의 극대

화와 ‘소극적 가치’ (역기능적 현상)의 극소화를 기하는 것을 의미한다. 물폰， 같은 자원의

양에 의하여 성취되는 성장의 정도는 능력이나 성향의 종류에 따라서 다르며 비교가 어렵

다. 예컨대 지식의 획득과 신체적 기술의 성장을 양적오로 비교하기는 어려운 일이다. 그

려냐 투엽된 자원이 최대한의 효율성을 지니게 된다는 전제를 받아들이면 우리는 그 투엽

된 자원의 양오르 교육기회의 배분을 비교할 수가 있다.

위의 전제를 받아들이면서 교육의 자원을 어떻게 배분할 것얀가를 두고 쉽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동등주의적 모형”이다. 교육복지의 균등한 배분은 모든 사람에게 일정한 양

의 자원을 배분해 주고， 그 자원에 상당하는 교육기회를 제도적ξ로 조직하여 제공함오로

써 가능하게 된다는 것이다. 다시 언급하지만 교육자원은 최대한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도

록 사용되어야 한다. 이 모형에 의하면， 국가는 자원의 직접적 배분이 아니라 그 자원을 최

대한오로 효율성 있게 사용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의 성장욕구를 실현가능하게 하는 제도

(5) William A. Galton은 교육기회를 분배적 정의의 한 관련 사항으로 언급한 바카 있다. 그는 분배

적 정의는 크게 네 가지 범주에 관한 것이라고 보고 1) 경제적 가치， 2) 자기 발전을 위한 기회

3) 정치적 가치， 4) 공공적 명예로 나눈 것 중에서 교육척 가치는 두변째의 것에 해당한다고 언

급하고 있다. 그러나 그는 교육의 문제를 그 중요성에 비추어 매우 간략히 언급하고 있을 뿐이

다. Justice and the Human Good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80), pp.2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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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조직과 그 운영에 투입함오로써 그 자원을 배분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배분 방식은 제각기 가지고 있는 성장욕구에 아무런 공통성이 없다고 가

정할 때에 취하게 되는 방식이다. 이러한 가정은 실제적이지 못하다. 만약에 모든 인간이

그 성장욕구에 있어서는 전적우로 공통성이 없다면 인간에 관한 과학적 설명은 불가능하게

된다. 왜냐하면 인간에 관한 과학적 설명은 인간 개개인이 지난 보펀적 특성을 전제료 하

는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이 말은 인간의 특성과 가치가 전적ι로 과학적 셜명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못하지는 않는다. 언간에게는 과학적 설명의 가능성을 초월한 특성과 가치가

있다. 그러나 어느 수준까지 인간의 성장 욕구는 공통성을 지난다고 가정하는 것은 별르

무리가 아니다. 인간에 관한 과학적 연구와 마찬가지르 인간 사회의 제도를 개발하는 데

있어서도 다소간 인간의 보펀적 득성이 존재하고 그 파악이 가능하다는 신념을 바탕오로

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리고 인간의 성장은 잠재성이라는 주어진 자연적 특성의 신장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인간 성장의 개념은 사회성을 지닌다. 즉 인간의 성장은 그의 삶의 세

계인 사회가 추구하는 가치기준을 만족시켜야만 성장의 개념이 적용될 수가 있다. 왜냐하

면， 성장은 일종의 가치 전제된 개념이기 때문이다. 예컨대， 성장욕구의 한 사항이라고 할

수 있는 창의성이란 인간의 참재성의 실현만&로서가 아니라 사회적 삶을 영위하는 인간의

가치와 의미의 실현을 내포할 때， 바로소 교육적 가치를 지닌 창의성일 수가 있다. 이러한

성장의 사회성은 다양한 제각기의 성장욕구가 실현될 때 공통적오로 만족시켜야 하는 준거

이기도 하다.

그러나 바흑 언간성장욕구의 실현이 다소의 보펀성과 사회성을 지난다고 하더라도 최대

한의 공통성을 확인하는 일은 기술적ξ로 매우 어렵다. 그러므로 그 최대한의 공통성은 예

컨대 심신 장애자나 범법자 등 다소의 예외를 전제료 하고 엄의적￡로 설정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블 “공통성장욕구”라고 하자. 이 공통성장욕구는 각 개인이 저1 각기의 성장욕구

의 실현 그 자체를 기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며， 또한 그것은 그 성장욕구가 사회적 가

치와 의미를 지니기 위한 최소한의 요건이다. 그리고 이 공통성장욕구플 제외한， 제각기의

개체가 지난 성장욕구플 “개별성장욕구”라고 하자. 공통성장욕구는 성장내용의 다양성이

제거되었으므로 투업된 자원의 수준이 아니더라도 다른 객관척 척도가 가능하지만 개별성

장욕구의 경우에는 성장내용의 이질성 때문에 투입펀 자원의 수준 이외에 다른 척도를 구

하기가 어렵다. 그러띤 교육기회의 배분에 관한 문제는 이 두 가지의 성장욕구의 실현을

가능하게 하는 경험의 제공을 위한 자원의 배분을 어떻게 할 것언가로 좁혀진다.

공통성장욕구의 제도적 설정은 매우 중요한 의마를 지난다. 이것이 설정되지 않은 용등

주의적 모형의 경우에 교육자원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하면 개체의 성장욕구의 실현에 기본

적무로 요구되는 자질을 획득하지 못하게 하는 사례를 발생시킬 수가 있다. 즉， 자신의 성

장욕구의 실현에 심각한 제 약을 받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 <표 1>에서 Y축을 성장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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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y (성상)

師 大 論 옳 (33)

•1- _

R냐 Rl ~， jZ...

g

x (자씬)

(표 1)

준을 나다내는 것￡로 보고 X 축을 모든 개체들에게 배분될 수 있는 평균자원의 양을 냐

다내는 것￡로 보며， A는 주어진 자원의 활용에 따라서 최대한의 성장을 성취한 사례이고

B는 최소한의 성장을 성취한 사례이다. 모든 다른 배분 대상자들은 A와 B의 사이에 분

포되어 있는 셈이다. 그리고 D는 공동성장욕구실현의 상한선이다. 그려면 Rl은 최소성장

한 A가 공통성장욕구를 실현하는 데 투입되어야 할 자원의 전체적 양이며， R2는 그것을

초과한 경우이며 R3와 R4는 부족한 경우이다 R2의 경우는 최소성장한 B 가 공통성장욕구

실현의 상한선언 D의 수준을 넘어선 성장을 기하였오묘료 기본적 공통성장욕구의 실현하

고도 남음이 있다. 그리고 Rl의 경우에도 기본적 공통성장욕구는 실현된 셈이다. 그러나

자원의 부족 상태를 돗하는 R3과 R4의 경우에 최대성장자인 A는 공통성장욕구를 실현하

고도 남음이 있는 반면에 최소성창자인 B는 공통성장욕구를 펄요한 수준만큼 실현시키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사회복지적 동기 그 자체의 의미를 불완전하게 만든다. 왜냐

하면， 같온 교육자원의 배분이 어떤 사람에게는 공통상장욕구의 실현은 물론이고 개별성장

욕구의 실현까지를 가능하게 하는 데 비하여， 어떤 사람에게는 공동성장욕구의 실현조차도

충분히 기할 수 없게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자유경쟁의 원칙을 일차적 원리로 삼는

고전적 자유주의의 정의관에 의하면 그것은 정당화되지만 일종의 인도주의적 정의관을 취

하면 불만스러운 것이 된다.

이상의 논의에서 지적된 불합리성을 제거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배분방식을 생각할 수

있고， 냐는 그것을 “인도주의적 모형”이라고 일걷고지- 한다.

(규칙 1) 교육복지의 대 상자는 모두 공통성 장욕구의 실현을 최대한무로 보장받고자 한다.

(규칙 2) 공통성장욕구의 실현을 기한 여분의 자원은 전대상자에게 균등하게 배분한다.

(규칙 3) 활용가능한 자원의 평 균 배분양이 전대 상자의 공동성장욕구의 실현에 요구되는

자원보다 부족할 경우에 공동성장욕구의 실현 수준을 하향 조정하여 그 수준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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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를 전대상자에게 보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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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자원의 펑균이 R2의 수준에 이르렀을 때 최소성정한 A는 울콘 B도 공통성장욕구의

실현을 기하고도 배분된 자원을 남기게 된다. 규칙 1은 모두애게 만족히 적용된 것이며，

규칙 2는 A와 B를 포함한 모두의 잉여 자원을 균등하게 배분함￡로써 준수될 수 있다.

교육자원의 평균이 R1의 수준에 아르렀을 때에는 B를 제외하고는 모두 영 여 자원을 가지

게 된다. 이 경우에도 B를 포함한 모두에게 그것을 균등하게 배분한다 R3의 수준에서는

A플 포함한 일부는 잉여 자원을 가지게 되냐 B를 포함한 일부는 잉여 자원을 배정한 후

에 다시 그 나머지를 모두에게 균등하게 배분한다. R4의 경우에 A를 포함한 소수의 일부

는 잉여 자원을 가지지만 B를 포함한 다수의 일부가 자원부족의 상태에 놓이게 된다. 그

영여 자원융 모두 자원부족의 대상자에게 주어도 본래 수준의 공통성장욕구의 실현을 가능

하게 할 수가 없다. 야 때에는 규칙 3을 적용하여 공통성장욕구의 실현수준을 하향조정하

되 그 조정된 수준에서 냐타냐는 공통성장의 조정된 상한선 D'은 잉여 자원과 부족 자원

이 같도록 양분하는 션이어야 한다. 이와 같은 인도주의적 모형은 교육복지로써 모든 개체

가 성장욕구를 실현하는 데 있어서 최소한의 기본적인 조건을 충족시킬 수있도확 한다는

례 그 특정이 있다.

공통성장의 상한선인 D와 조정된 상한선 D'는 공교육제도에서 흔히 채택되는 의무교육

의 “이론적 최소수준" 0 로 생각할 수가 있다. A나 B가 공통성장욕구의 실현‘을 가능하게

하는 자원을 배분받은 이후에 개별성장욕구의 실현을 가능하게 하는 자원을 균동하게 배분

받었￡냐， 그 균등한 자원의 효용성에 있어서는 A와 B에 게 각기 다르게 작용할 수가 있

다. 즉， 같은 자원의 양이 A의 개별성장욕구의 실현에 기여하는 정도는 B의 경우보다

더 높을 수가 었다. 말하자면， B의 경우에는 욕구 내용 그 자체의 성격 때문에 흑은 B

자신의 열등한 능력 때문에 개별성장욕구의 실현은 더 많은 비용을 요할 수가 있다. 그러

나 수많은 종류의 욕구 내용은 각기 다른 성장의 척도를 적용해야 하며 척도 간의 비교가

불가능하묘로，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자원의 투업 량우로 밖에는 달리 비교할 방법 이 사실

상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균등한 자원의 배분은 실용적 관점에서 객관적 척도로서 정당화

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바도 있지만 공동성창욕구의 제도적 설정은 예외를 허용해야 한다.

지체부자유자나 정신박약자 등 극단적 특정을 가진 개체들을 포함하여 공통성장욕구를 저l

도적으로 설정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에 가캅다. 이 예외적인 대상에 대해서는 일반 대상자

들 중의 최소성장자가 공통욕구와 개별욕구의 실현을 위해서 배분받는 만큼의 자원을 최소

한 보장해 주는 것이 인도주의적 모형의 의도에 일관된다고 할 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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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모형은 사회복지적 동기에 의한 교육의 경우이다. 그러나 사회투자적 동기에 의한

교육에서는 이와는 달리 교육의 기회가 투자의 목척을 실현하는 생산성을 겨냥하여 일종의

특권￡로 주어지므로 자연히 경쟁의 기회프로서 의미를 지닌다. 경쟁의 기회는 개방적으로

주어지나 투자의 목척을 실현하는 데 기여활 것이라고 예상되는 참재적 가능성 만큼 질질

적 교육기회가 주어지고， 거기에 투입되는 자원의 질적-양적 수준도 투자의 목적에 따라서

결정된다.

사회투자적 동기란 국가 조직체 전체의 존속， 유지， 복리， 통합， 성장 등을 가능하게 하

는 수단오로 교육을 계획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을 뜻한다. 그것은 정치적， 경제적， 군사

적 힘의 증대만이 아니라 그 균형적 발전은 물론이요， 문화적， 종교적 성숙성과 세련성을

기하는 것까지에 포콸적 o로 적용된다. 결국， 투자에 의해서 생산된 가치는 국가 구성원의

모두에게 복지의 내용무로 전환되는 것이기는 하지만， 그 동기는 구성원의 어느 개안이나

특정 집단 그 자체의 복리를 증진시키고자 하는 것이 아니므로， 사회복지적 동기에 의해셔

개별성장욕구의 설현이라는 가치를 직접 배분하는 교육의 기회와는 그 성격에 있어서 서로

다료다. 그러나 사회투자적 동기에 의해서 주어지는 기회의 혜택을 엽게 된 당사자에게는

개별성장욕구의 실현을 위한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므료 일종의 복지 수혜라고도 할 수가

았다. 여기에는 일종의 “업적주의”가 적용되는 셈이며 이러한 교육기회의 수혜는 얄종외

특쉰에 의한 것이다.

경쟁적 기회， 즉 교육투자에 의해서 주어지는 기회의 획득을 위한 경쟁의 기회는 개방적

이어야 한다. 이러한 기회의 개방은 그 자체가 경쟁을 방염상태에 두는 것이되 사회투자적

동기의 실현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대상에게만 유의미한 기회， 즉 개벨성장욕구의 실현을

가능하게 하는 기회르 주어진다‘ 이와 같이 선발펀 대상은 목적 사업에 배정된 자원의 총

체플 균동하게 배분받는 것이 아니라， 그 동기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는 잠재적 가능성의

정도에 비례해서 차등 배분된다. 말하자면， 잠재적 생산성에 따라서 배분된다는 것이다.

다음오로 남은 문제는 교육복지의 자원과 교육투자의 자원을 어떻게 활당하느냐이다. 균

형을 지향할 것이냐， 아니면 펀향을 지향할 것이냐는 그시대의 사회적 필요나 과저l에 따라

서 결정될 성질의 것이다. 그러내 여기에서 유의해야 할 사항의 하나는 시간적안 흐름에

짜라서 나다냐는 교육복지 수혜의 격차를 최소화하는 일이다. 이 원칙은 다음과 같이 설영

될 수가 있다. 예컨대 어떤 시점 tl에 서 배분된 평균적 복지자원은 그 후의 시점 t2에 때분

된 그것보다 더 적은 것이라면， 현시점 t3에서 는 세 시점의 평균 자원에 접근하도록 보완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 방법은 평생교육의 개념을 도입함오로써 가능해진다. 이러한 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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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없오떤， 교육자원의 혜택을 럴 입게 된 일부의 국민만이 불려한 위치에 있게 된다. 물

론， 평생교육은 사회복지적 동기에 의해서만이 아니라 사회투자적 동기에 의해서도 계획될

수 있다. 그러나 후자의 경우에는 수혜되는 교육기회의 배분에 대한 교정을 필요로 하치

않는다. 왜냐하면， 사회투자적 동기에 의하여 배분되는 교육기회는 개방적 경쟁에 의해서

일종의 득권무료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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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wards a Theory of Educational Justice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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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n-Hee Lee

When we understand education as a kind of social institution, education is, I believe,

one of the departments to which the concept of justice may be taken to be the prime

principle in enaction and observation of all institutional rules and regulations. Problems

and issues of educational justice mostly come about when some conflicts take place among

ideas and actions about the distribution of educational opportunities. The genuine sense of

educational opportunity is not the same as schooling opportunity, but a kind of opportunity

in which one can be nurtured in a valuable system of goals, contents and methods.

The concept of educational justice is not tantamount to the concept of educational

equality , since the equal distribution of educational opportunities may possibly be unjust

in a certain conception of justice, e.g. in Plato ’s Republic where educational opportu

nities must be distributed justly, not necessarily equally. When we distribute opportunities

of education in accordance with the egalitarian conception of equality and justice, some

of, perhaps mostof, people’s educational needs of a great γariety cannot be gratified by

an allegedly uniform program.

When we conceive of education as social welfare, any educational program may be

conducive to the individual growth of all the recipients, a promotion of well-being as

well. Since educational programs can be developed in as many a kind as individual needs

for growth, the cost of resources spent for each program could be a possible measure in

which we can assess to each educational opportunity to be distributed. In order for the

educational system to be just and humane , it is necessary to socially institute the

minimal level of growth for everyone andto provide each with opportunities to realize

that growth motive, on the one hand; and to allocate the rest of educa.tional resources

for the individual maximization of everyone’s growth, on the other hand.

Taken as social investment , education may be planned for the growth of the society as

a whole. The educational opportunities created thereby would be open to the limited

talent who are expected to playa certain role in the achievement of the investment goals.

In this case, just must be all the formalities and procedures to recruit those people

~quivilent to the actualization of social investment motiγes and goal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