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師範系 大學院의 各科敎育의 共同目標 定立에 關한 鼎究*

奏 敎 勳

(國民倫理敎育科)

I . 序 論

1. 問題提起

우리는 ‘교육의 위 기 ’ 라든가， ‘한국교육의 暗擔’ 이 라든가， 특히 ‘인간교육의 부재 ’ 라는

듣기 거북한 말을 直茶飯事처럼 듣고 있다. 오늘날 한국의 중고등학교 교육은 ‘입시지옥’

이라는 혹평을 받고 있으며， 대학교육도 교양 교육 및 인격 교육이 전적오로 무시펴면서도

실제로는 적응력조차 없는 기능주의 교육場으로， 직업양성소로 전락되어 있는 실정이다.

그런가 하면 大學院 敎育죠차도 ‘학력 인플레 현상’으로 量적으로만 팽창되었을 뿐， 그 본

연의 모습을 갖추고 있지 뭇하고 있다. 특히 師範系의 大學院 敎育은 敎授흉용員 및 學者의

養成을 위해서도， 敎師 재교육을 위해서도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 뭇할 뿐만 아니라， 한

국의 보편적인 교육목표와도 전혀 일치되고 있지 않다. 우리 나라의 최근의 청소년의 反社

會的 作態와 대부분의 청소년의 문제점의 원안은 학교 교육의 破行性에도 크게 基因한다.

본래 보면적 인 학교 교육의 목표는 올바른 정신과 튼튼한 몸을 단련하는 건강한 사람，

취 향이 고상하고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審美的인 사람， 지 식 과 기술을 익혀 문제를 합리적

으로 해결하는 능력있는 사람， 인간을 존중하여 規範에 따라 행동하는 道德的인 사람， 자

기 자신과 共同體의 일을 스스로 결정하여 실천하는 自主的안 사람으로 피교육자가 자라게

끔 도와주어 全A的 발달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데 있다. 한 마디로 말해서 교육의 근본은

사람을 사람당게 키워주는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 한국의 학교 교육은 사람을 키우는 데

등한시하고 있다. 0] 것은 바로 학교 교육의 위기를 가져 온 가장 큰 원인이다.

서울대학교의 사법계 대학원의 현행 교육과정은 전문적인 학자 양성을 위한 기획도 불분

명하고 또 中高校敎師의 再敎育과， 특히 中高校敎師의 품성과 資質을 높이는 데도 거 의 기

여 하지 못하고 있다. 사법 계 대 학원의 교육의 목표는 펴교육자가 全)、的 발달을 할 수 있

도록 各科敎育의 내용이 구성되어야 한다. 그러묘로 사법계 대학원의 교육은 그 교육목표

를 새로이 定立하고 그 교육과정이 실제로 각과 교육을 통하여 교육 목표에 부응할 수 있

도록 구성되어야 할 것이다.

* 이 연구는 86年度 문교부 학술연구 종성비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엄‘

~ 3 3 ~



34 師大論靈 (35)

사법계 대학원 교육과정은 물본 전문적인 학문 연구와 교수요원의 인력을 양성하는 과정

이기도 하지만， 중등학교 교사의 자질을 향상하기 위한 현직 교육의 기회로서도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으로 부분적으로는 기초학문의 연구와 중등학교 교사의 품성을 높여주는

교육이 행하여질 수 있다. 그리고 사범대학의 교육프로그램은 학부 수준이든， 대학원 수준

이든 간에 교육프로그램의 단위를 학과를 중심으로만 국한시키는 것보다는 학과들을 통합한

형태로도 운영하는 가능성을 개방해 둘 필요가 있다. 그러으로 사법계 대학원의 교육과정

은 피교육자의 全)、的 발달을 위하여 각과 교육의 공동목표를 설정할 펄요가 있을 것이다.

이 연구는 서울대학교 대학원 育成방안의 ~環S로서 사법계 대학원의 각과 교육의 공동

목표를 시행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이를 제시하려고 한다.

2. 隔究範圍와 方法

이 연구는 첫째로 現行 師範系 大學院 敎育課程의 問題點을 우리나라의 敎育法에 明示된

敎育目標와 國民敎育憲章의 根本趣冒와 서울대학교 사뱀계 대학원 교과목 개요와 비교 검

토한다. 둘째로 사뱀계 대학원 교육과 중등학교 교사의 자질과 品性의 관계를 교육철학적

(교육학적 인간학의 측면)으로 규명해 보고 끝으로 각과 교육의 공동목표의 실시 방안을

통해서 사뱀대학의 대학원의 육성과 특색을 모색해 보려고 한다.

II. 現行 師範系 大學院 敎育課程의 問題點

1. 敎育의 目標와 敎育課程 構成의 方向

우리냐라 敎育法은 제 1 조에서 “교육은 홍익인간의 이념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

을 완성하고 자주적 생활능력과 공민으로서의 자질을 구유케 하여 민주국가 발전에 봉사하

며 안류 공영의 이상실현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그 기본정신을 천명하고 얼반

적 교육목적을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교육방침을 교육법 제 2 조

에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다:

1. 신체의 건전한 교육과 유지에 필요한 지식과 습성을 기르며 아울러 견언분발의 기백을 가지게

한다.

2. 애국애족의 정신을 걸려 국가의 자주독립을 유지하게 하고 나아가 인류명화건성에 기여하게

한다.

3. 만족고유의 운화를 계승， 앙양하며 세계문화의 창조발전에 공현하게 한다.

4. 진리탐구의 정신과 과학적 사고력을 배양하여 창의적 활동과 합리적 생활을 하게 한다.

5. 자유를 사랑하고 책엄을 존중하며 신의와 협동과 敬愛의 정신으로 조화있는 사회생활을 하게

한다.

6. 짐미적 정서를 함양하여 숭고한 예술을 감상， 창작하고 자연의 미를 즐기며 여유의 시간을 유

효히 사용하여 和諸明朋한 생활을 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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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動檢勞作하고 務寶力行하며 유능한 생산자요 현명한 소비자가 되어 건실한 경제생활을 하게

한다.

우리는 上述한 敎育法의 哲學的 基盤을 ‘弘益A間의 이념’에서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吳天錫에 의 하면 弘益)、間의 이 념 은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 大原則을 가지고 있다 :

1. 민족적 독렵 • 자존의 기풍과 국제우호 • 협조의 청신이 貝全 • 한국인의 품성을 도야함.

2. 실천궁행과 근로역작의 청진을 강조하고， 충실한 책임감과 상호애조의 공덕짐을 발휘하게 함.

3. 고유문화를 순화· 앙양하고， 과학기술의 독창적 창의로써 인류문화에 공헌을 기함.

4. 국민체위의 향상을 圖하여， 견인불발의 기백을 함양하게 함.

5. 숭고한 예술의 감상， 창작성을 고조하여 순후 •원만한 인격을 양성함(요천석， 1964, p.401)‘

우리는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있는 교육법 외에 1968년 선포된 국민교육현장에서 우리나

라의 교육의 목적과 목표를 찾아볼 수 있다. 국민교육현장의 내용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理想的 A間像을 추구하는 것을 찾아볼 수 있다 :

첫째， 모든 국민은 창조의 험과 개척의 정신으로 현실의 진보와 개션에 진력해야 한다. 이를 위해

서 誠實과 健康， 학문과 기능， 소칠의 계발이 요구된다.

둘째， 모든 국민은 협동정신을 생활화하여 사회개선에 진력해야한다. 이를위해서는 公益과 縣序，

능율， 寶質， 敬愛 등이 요구펀다.

셋째， 모든 국민은 바람직한 국만정신을 체득하여 국가건설에 앞장서야 한다. 이흘 위해서 창의와

협력， 책임， 의우， 참여와 봉사 등이 요구된다.

우리는 이상에서 잘펴본 교육법과 국민교육헌장에서 우리나라의 교육의 목적이 이상적

인간상을 추구하는 것이며， 이 이상적 인간상을 추구하는 것이 各級學校가 달성해야 할 교

육의 목표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1981년에 개정된 제 4 차 문교부 교육과정도 그 목적을

건강한 사람， 심마적인 사람， 도덕적인 사람， 능력있는 사람， 자주적안 사람을 추구하는

것으로 규명해 놓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나라의 교육의 근본목표가 무엇브다도 안격

교육을 충요시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각급학교의 교과과정 구성에서 이러한 교

육목표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시행되고 있는가를 살펴보면， 우리는 弘益人間理念과 학교교

육， 특히 대학교육사이에는 실제로 아무런 連擊性도 없음을 발견할 수 있다. 한상준(1983，

pp. 289"-'304)은 1949년 교육법 이 제 정 펠 때부터 홍익 인간이념과 미국의 실용주의적 교육관

의 도입은 걸맞지 않았음을 지적하고 있다. 그 뿐만 아니라， 郭炳善(1983， pp.179"-'185)과

韓戰相 (1983)은 1953년의 UNESCO-UNKRA 교육사절단과 1952년부터 1956년 2년 사이에

4차에 걸친 미국 교육사절단의 한국교육의 실태분석보고서를펄두로 그간 한국의 학교교육

의 문제정들을 잘 지적하고 있다. 교육내용과 교육방법의 획일적 통제와 경직성， 개인차를

무시하는 수엽， 중앙집권적 교육챙정， 군대식의 견위주의적 인간관계， 교과서 중심의 반복

적 • 기계적 암송과 주엽식 학습， 단펀적 지식위 암기결과플 측정하는 학습평가 등 여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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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백논리를 조장하는 四鼓選多型(실제로는 四展選-型)이라는 우책임하고 비안격적 시험방

법3로 시행되는 ‘입시지옥’은 한국교육의 위기를 초래했다. 아풍든 현행 한국의 학교교육

의 실상은 교육법과 국민교육현장 등에 明示되어 있는 A格養成에는 거의 아무런 기여도

하지 못하고 있다.

현행 사범대학의 교과과정은 중고등착교외 교과목은 교사가 가지고 있어야 하는 최소한

의 지식을 습득하는 것에만 주안점을 두고 있을 뿐이벼， 교사의 품성을 기르고 폭 넓은 교

양을 갖출 수 있는 교육내용은 거의 고려되고 있지 않다.

사범대학의 대학원 과정은 중등학교의 교사 양성 과정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각 교

과의 기초학문의 내용만을 심화시키는 과정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 아좋든 시범대학의

대학원 과정은 학문연구와 교수 및 학자 요원의 인력융 양성할 수도 있지만， 중등학교 교

사의 자질과 품성을 행:상시키는 기회로도 活用할 수 있다. 실제로 사범계 대학원의 학생

대다수가 현직 교사이다. 또 대학원 수료자에게 1급교사로 직급을 올려주는 것도 교사의

재교육을 안정해 주는 것이다. 그러묘로 사범대학- 대학원 과정의 교과과정은 이러한 교사

의 자질과 품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내용이 고려되어야만 한다. 교과교육만으로는 흘

풍한교사가 될 수 없다.

따라셔 사범대학은 물폰이고， 사뱀대학의 대학원의 敎育課程의 構成의 方向과 目標는 사

람다운 사람을 키울 수 있도록 교사의 풍성을 높여줄 수 있는 표로그램이 반드시 마련되어

야 할 것이다. 왜냐하띤 모든 교육의 근본목적은 이상적 人間像을 추구하는 것이며， 특히

교육자양성을 목표로 하는 사범대육은 학부과정이냐 대학원과정을 악흔하고 A格完成을 근

본드로 삼아야 하기 때운이 다.

2. 敎科課程메서의 問題點

1) 서울대학교 교과목 개요(1985)의 사법대학 대학원과정에 의하면， “본 대학은 중등 교

육에 종사활 敎師와 교육 지도자를 양성하고， 교육 일반과 교과교육 원리의 교수 및 연구

에 종사할 학자를 培養하는 기관이다”라고 병기했다(p.1). 그리고 “「서울대학교 교과과정」

은 학직 제 56조에 근거하여 편성된다. 교과과정을 학사과정과 대학원과정으로 구분하여 學

科單位로 편성되었다. 학사과정은 교양교육을 위주로 하는 기초과정과 전공교육을 위주로

하는 전공과정으로 구분되며， 대학원과정에는 석사과정과 .....‘."라고 기술되었을 뿐， 교과과

정 해설란에 교과과정 편성의 指針이나 목적에 관하여 전혀 언급이 없으며? 다만 학과단위

로 교과과정이 펀성되며， 사범대학 대학원과정이 어떤 성질의 교육기관이라는 것만을 표기

하고 있을 뿐이다.

姜信福은 그의 “체육교사 교육과정 개선과 관련되는 몇가지 문제"(대학발전 세미나， 1987

년 서울대학교 사법대학 52rv54)에서 체육 교육과정의 펀성과 운영에 있어서 당면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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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육과정의 펀성과 운영에서 제도적으로 폐쇄적이고 획일적이어서 개혁의 속도가 느리다.

2) 각 교과목에 대한 목표와 내용 체계의 미확럽으로 교육과정 구성과 운영에서 혼란을 야키하고

있다.

3) 사회적 및 시대적 요청과 학생의 요구에 부응하는 참신한 교육내용이 펀성되지 못하고 있다.

4) 교육시설과 재정적 뒷받침의 마약으로 교육과정의 파행적 운영이 불가피하다.

우리는 상기한 문제점들이 비단 체육학과 뿐과 아니라 사법대학의 대부분의 학과의 문제

점들이라고 확대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2) 우리는 서울대학교 사법대학의 대학원과정의 교과목 개요에서 敎科敎育學이 대부분의

학과에서 제대로 시행되고 있다는 증거를 찾을 수 없으며， 또 교사의 품성을 고양시킬 수

있는 인격교육의 내용이 구체적a로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가-를 교육학과와 국민운리교육학

과， 사회교육학과를 제외하고는 거의 찾아볼 수 없다. 서울대학교 사법대학 대학원 과정의

교과목 개요는 공동교과목으로 ‘교육의 철학적 탐구’， ‘교육연구볍’， ‘현대교육학의 동향’，

‘한국교육문제론’ 4과목 중에 l과목을 대학원 학생은 펄수과목￡로 이수하도록 되어 있다.

이 과목을 중에 어떤 것은 교직과목일 수도 있고 교양과목일 수도 있으나 교사의， 품성을

향상시키는 내용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가를 찾아볼 수 없다. 교육학과의 교육사와 교육철

학 전공과목 가운데서 敎育과 知識， 교육과 운리， 교육과 예술， 교육문제사 등에서 교사의

자질과 품성의 향상을 기할 수 있는/교육내용을 찾아볼수있우며， 또 교육심리학 전공과목

에서 ‘안간특성과 교육’들， 또 교육과정 전공과목에서 ‘도덕교육연구’， ‘敎師論’， ‘교육과

정철학’， ‘안간말달과 교육과정’， ‘교원교육과정’， ‘人間中心敎育課程’， 교양교육 등에서

교사의 양성과 직결되는 내용을 찾아볼 수 있다. 국어교육과의 ‘文學敎育짧究’와 사회교육

과의 ‘산업사회연구’， ‘윤리교육연구서 ‘사회철학연구’， ‘한국사상연구’， 국민운리교육학

과의 ‘가치 교육본’ , ‘한국윤리사상연구’ , ‘문화윤리 특강’ , ‘현대 윤리 학 연습기 ‘인 간학 특

강’， ‘사회철학특수연구’(인간학 정근)， 체육교육학과의 ‘체육철학’ 등에서 교사의 품성을

높일 수 있는 안간교육의 내용을 찾아볼 수 있다. 물론 그 밖에도 교과목 담당자의 재량에

따라 교과목을 강의하면서 간접적으로 인간교육을 할 수 있는 여지를 우리는 안정할 수 있

을 것이다.

“교과교육학의 기본적 인 틀은 각 교과의 교육사적 설명， 교육철학적 분석 , 교육사회 학적

이해， 교육내용의 선정과 조직의 원리， 교육방법의 원리， 교육제도적 이해 등무로 표현될

수가 있다. 예컨대， 수학이 언재부터 어떤 사회적 배경에 의해서 하나의 교과로서 학교 교

육의 내용이 될 수 있게 되었S며， 수학과 수학교육은 역사적으로 어떤 변천의 과정을 거

쳐 왔는가? 수학은 왜 학문￡로 성립되며 아떤 성격의 학문이며 교육의 내용S로 어떤 가

치를 지니는 것인가? 수학은 어떤 사회적 요구를 충족시키며 수학의 발달이 사회적 삶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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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와 어떤 관련을 가지는 것얀가? 수학교육의 내용은 교육대상의 연령이나 지적 수준이

나 생애의 선택에 따라서 어떤 조직의 형태로 제공되어야 하는가? 수학교육의 능률을 극

대화하기 위해서는 대상에 따라， 내용에 따라 어떤 방법이 있을 수 있는가? 수학교육이

제도적 교육의 기회로서 어떤 의마와 가치를 지니는 것인가? 나는 이러한 교과교육학의

이해를 바탕으로 교직에 종사하는 교사는 자신의 일에 긍지와 보람을 가잘 것이라고 생각

하며， 그의 수업에는 활기가 넘칠 것이며， 학생들은 중요한 학습의 경험을 제공받을 것이

라고 감히 말할 수 있다”고 이돈히(사법대학 교육의 체제와 운영， 1987, p. 11)는 말했다.

그는 이어서 “대학원 중삼 대학으로 된 사법대학의 모습은 바로 교과교육학의 연구가 교육

학 일반의 연구와 더불어 본격적으로 연구되고， 그 분야의 연구와 교육에 종사하는 인력이

체계적￡로 양성되고 있는 체제를 갖춘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p.ll)고 부연했다. 우리는

이돈회의 교과교육학의 내용에 대체로 동의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필자는 그의 교과교

육학의 내용에 교육철학적 의마를 좀더 넓혀， 교육의 근본목적인 안격교육에 해당 교과가

어떻게 이바지 할 수 있는가 하는 점에 대해서도 배려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왜냐하

면 교과교육학이 바로 교사가 펄요로 하는 전문적 지식만을 의마하는 것이 아닐 수 있기

때문이다.

아놓는 우리가 교과교육이란， “교육 내용우로서의 지식과 그것을 유용한 지식이 되도록

가르치는 방법으로서의 교육을 통합한 실제적 교육학이며， 또 교과 지식과 교육 방법이 서

로 유리되어 겉돌고 있는 교육 현상을 타개하고， 교육의 질을 높이는 데， 공헌할 수 있는

교육학의 중요한 영역(흥웅션， 1984， p.24)이 라고 인정한다면， 우리는 사법대학의 대학원

과정에 서 교과교육학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교과목:로 설정하고 이 것의 중요성을 피교육자

에게 가르쳐야 할 것이다.

3) 전 세계적으로 초등학교 교육과 중등학교 교육의 과정은 통합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

대학 교육의 과정도 독일어 문화권-(요지리， 서독， 스위스)은 학과단위로 되어 있지 않고

교과목 간의 연계성을 중요시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중학교 교육과정은 다행히 이러한 추

세와 나란히 통합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사범대학 학부과정의 교과는 고등학

교를 위주로 초직되고 있는가 하면， 서울대학교 사범대학의 좋업생 대부분은 중학교 교사

로 배치되고 있다. 흑히 고등학교의 교과는 과목간에 연계가 고려되고 있지 않으며， 사법

대학의 학부 과정은 물론이고 대학원 과정은 과목간의 통합된 형태를 연구하는 프로그램을

개방하고 있지 않다. 우리는 다양한 수준의 교과교육학의 연구개밥을 위해서， 또 질질적으

로 생활교육과의 연계를 위해서도 교육 프로그램의 단위를 학과를 중심으로 폐쇄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학과들을 통합하는 형태로도 운영할 수 있도록 돼야 할 것이다‘ 아직 여건이

충족되지 않았거나 여러가지 이유로 사법대학의 학부안에 흡수되고 있지 못한 설과교육，

예능교육， 장애자를 위한 특수교육， 의학윤리 및 환경윤리교육과 그 밖에 학제적 접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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펼요로 하는 교육을 우리는 대학원 과정에 반도시 포함시켜야 한다.

1lI. 師範系 大學院 敎育과 中等學校 敎師의 資質과 品性

1. 大學院 敎科譯程과 中等敎師의 養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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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려는 學校 敎育의 質을 결정하는 핵심적 요소흘 敎師라고 말할 수 있다. 그렇다면， 사

법대학은 학부과정이든， 대학원과정이든 간에 교사가 될 싼렇아거냐 교사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의 자질과 품성을 높이는 데에 깊은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사맹대학의 대학원

과정은 물론 중등학교 교사의 양성 과정은 아니 지 만， 중등학교 교사의 자질을 향상시 키 기

위한 봉사즐 소홀히 할 수 없다.

우리는 교사 양성을 위한 프로그램을 대체로 네가지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 교사로서 가지고 있어야 할 사명감과 높은 수준의 도덕감을 익힐 수 있도록 훈련

하는 것이다. 교사는 무엇보다도 펴교육자로부터 존경과 신뢰를 받을 수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하여 부단한 준비를 하여야 한다. 특히 중등학교 교사는 단순히 지식을 팔고 전달하는

중개 안의 역 할을 하는 사람에 불과한 것이 아니 다. 따라서 중등학교 교사는 어 떤 교과를

담당하든지 간에 그 근본은 사람을 키우는 례 있다. 그러도로 사범대학 대학원 과정에는

이를 구현할 수 있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학습내용이 어떠한 방법으로든 간에 반영되어야

한다.

라이 언 (Kerin Ryan)은 1986년 “교육과 가치”를 주제로 한 국제학술말표회에서 ‘미국의

교육위기’를 극복하려면 모든 교사가 도덕교육자가 되어야 한다고 다음과 같이 말한 바

있다:

0) 교사는 좋은 성품과 도덕척인 사람의 적극적인 모뱅이 되어야 한다.

@ 교사는 펴교육자의 도덕적 삶의 발전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이를 최우선으로 보아야 한다.

@ 교사는 학생과 학습과 관계되는 문제에 대하여 도댁적 로흔을 할 수 있어야 한다.

@ 교사는 윤리와 가치문제들에 대해서 그 자신의 도덕적 관정을 분명히 밝힐 수 있어야 한다.

@ 교사는 학생이 다른 사람들의 도덕관에 대해서 공감을 가지도록 도와줄 수 있어야 한다.

@ 교샤는 교‘설에서 적극적 εL로 도덕적 분위치를 만플 수 있어야 한다.

@ 교사는 학생으로 하여금 윤리적으로 利他的으로 쳐신할 수 있는 기회를 학교 얀에서나 공동체

내에서 준비해 줄 수 있어야 한다 (1986， p. 6).

라이언은 특히 교사의 도덕교육이 교육의 최고 과제라고 말했다. 그러므로 교사의 도덕

교육은 대학원 과정에서도 시행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예능 맞 취미 활동 등 인간성 함양과 관련된 교양교육의 확충이다. 교사의 일거수

일투족은 학생에게 영향을 미친다. 풍부한 인간성 함양은 학생 뿐만 아니라 교사 자신의

긍지와 풍요한 삶을 위해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중등학교 교사는 학급경영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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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의 생활 지도자로서의 역할 수행에 펑요한 능력과 자질을 폭 넓은 교양교육에서 함양

할 수 있다. 그러나 작금의 우리냐라 대학의 교양과정의 운영은 매우 형식적이며 오히려

교양 경시의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교양과정은 학부과정의 l학년에 집중적으로 배당되어

있고， 담당 교수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여 교육경험이 적은 젊은 교수나 시간강사에 일염되

고 있고， 더우기 대단위 학급으로 편성되어 있고， 전콩과정과 완전히 분려되어 있다.

오늘의 교육은 目的的 統合으로서 A格의 統合(integration)을 기하기 위한 全A育成이 요

청되고 있다. 따라서 특히 사업대학에서의 교양교육의 중요성은 다른 대학보다 더욱 강조

되지 아니하면 안된다. 그러나 현재 교양교육은 사법대학의 학부과정이나 대학원 과정에서

튜별한 관심을 보이고 있지 않다. 그리고 가능한 한 교양교육은 전공과정 속에 통합 운영

될 수 있어야 한다.

세째， 기초학문에 대한 깊고 풍부한 지식을 찾는 것이다. 유능한 교사가 되기 위해서도

전문적안 교과교육이 중요하다는 것은 물론이다. 사뱀대학의 교과과정은 학문과 교육을 잘

조화시켜야 하나， 학문의 질을 중시하지 않을 수 없다. 사뱀대학의 전공과목의 수준은 유

사한 전공과목을 공부하는 인문대학， 사회대학， 자연대학의 수준부다 낮추어서는 안된다.

중등학교 교사가 교육현장에서 펠요한 지식정도는 일반 대학의 학문 수준보다 더 높은 것

일 수는 없으나， 교사가 갖추고 있어야 할 학문하는 수증과 자세는 손색이 없어야 한다.

가령， 포랑스나 독일어권에서는 중등학교 교사가 일류 학자가 되고 있고 학차로서의 연구

자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었다. 사법대학에서의 교과교육의

강화가 결코 기초학문(전공과목연구)의 수준의 평가절하를 가져와서도 안된다. 따라서 사

범대학의 학부과정과 대학원 과정은 다른 대학보다 과정올 더 걸게 적어도 1년 이상 연장

할 필요가 생긴다.

네째， 교과교육학을 개발하는 일이다. 이것은 교사 양생의 과정을 전문화 하려는 노력이

다. 그러나 교과교육학이 사범대학의 존립의 정당성， 즉 正體(identity)를 제공해 준다고

생각해 볼 수도 있으냐 현재의 각 교과교육학은 교과 내의 조직과 구성， 교수방법의 개발

에 관한 연구를 단펀적으로 하고 있는 것에 불과한 실정이다. 왜 학생들은 그 교과를 배워

야 하느냐는 이유블 밝펠 수 있는 체계적인 교육철학적 이론이 개받되어야 할 젓이고， 그

교과를 배우는 것이 학생의 안간 성숙에，EE. 사회발전에 어떤 기여를 할 수 있느냐는 물음

에 답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또 어떤 사람에게 어떤 교과의 내용이 .선정되고 어떤 방식

으로 조직화 되어야 하는가블 밝힐 수 있어야 한다.

교과교육학은 교과의 기초학문의 내용과 엄격히 구별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기초학문

(전공과목)은 학문이고 교과교육은 교육이고， 전자는 이흔이고 후자는 질천문제라고 간단

히 구분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문제는 교과교육학의 내용과 기초학문의 내용을 어떻게

슬기롭게 융합시키느냐 하는 것이다. 이 융합은 통합교육의 과정의 개발과도 밀접한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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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사법대학의 대학원 과정이 중동학교의 교사만을 양성하는 과정이라고 말할 수도

없고， 각 전문 교과의 기초학문의 내용만을 심화시키는 과정이라고 고접할 수는 없다. 물

흔 대학원 과정은 전공과목의 연구와 교수요원 및 학자의 양성을 하는 과정이지만， 사범대

학의 대학원 과정은 교사 및 장차 교사가 될 사람을 양성하는 과정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

이 다. 우리 는 교육을 학교교육， 가정 교육， 사회 교육 등으로 나누워 볼 수 있다. 따라서 우

리는 모든 교육이， 특히 안격교육， 도덕교육， 사회교육 등이 학교교육에서 녀- 이루어진다

거나， 이루어질 수 있다고 말할 수는 없다. 그러나 후기 산업사회에서 우리는 가갱이냐 사

회가 옛날처럼 흉륭한 교육의 장(場)이 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것이다. 그

러으로 학교교육의 비중은 현재도 매우 높지만 미래에서도 높아질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

는 사법대학의 대학원 과정에서 각 학과는 제각기 전문적안 기초학문의 교육이나 교과교육

학에만 치중할 것이 아니라 홀륭한 교사의 양성 프로그램에도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오늘날 어 떤 학문도 學際的(interdisciplinary) 겹 근을 요구한다. 그러 나 우리 나라의 대 학의

교육과정의 펀성과 운영은 제도적으로 폐쇄적이고 획일적이다. 심지어 같은 래학의 갚은

학과에서조차 심한 區劃主義(compartmenta 1ism) 에 빠져 있음￡로 상호연계성과 대화가 거

의 안되고 있는 상태에 있다. 따라서 학제적 칩근이란 말 뿐이고 학부과정은 융론이고 대

학원 과정에서 전혀 고려되고 있지 않다. 인간은 실제로 하나로 통합되어 있을 뿐더러， 항

상 다른 사람들과의 연대성 (solidarity)을 가지고 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학의 교

육과정이 區劃主義에 빠져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교육의 위기를 말해주고 있다. 국민학교

교육이나 중학교 교육만이 통합교육이 요구되는 것은 아니고， 고등학교， 대학의 학부과정

과 대학원 과정도 통합교육이 요청된다.

우리는 오늘날 학문의 細分化와 專門化외 추세를 무조건 반대만 할 수는 없다. 그러냐

학문은 한펀으본 전문화와 득수화될 수 있으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통합화를 시도할 수

있어야 한다. 인간은 만물 중에 가장 복잡 미묘한 다차원적 존재이다(진교훈， 1982, pp.16

"'-'17). 따라서 인간의 교육도 복잡 다단할 수 밖에 없겠지만， 인간의 교육은 결국 하냐의

목표를 향해 갈 수 있어야 한다. 각 교과교육마다 각기 고유한 학문의 성격과 목표가 있을

수 있으나， 결국에 가서는 인간을 위하는 교육이 되어야 함을 아무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

다. 왜 어떤 사람은 영어 교사가 되고 수학 교사가 되는가? 어떤 교과목의 교사도 인간의

연대성과 共同善을 무시할 수 없으며 어떤 교과목의 지식도 사회의 근본질서와 인간의 존

엄성보다 우선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사범대학의 대학원의 과정은 A格敎育과 道德敎育을

그 프로그램 속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따라서 사범대학의 대학원의 교과교육은 중등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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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 교사의 자질과 품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지 아니하면 안된다. 어떤 교과목의

션정도 그 궁극목표를 교사의 자질과 품성을 어떻게 함양시킬 수 있는가를 강구해야 할 것

이다. 따라서 사뱀대학의 교육과정은 학부과정이든 대학원 과정이든 간에， 교과교육학이든

지 교양교육이든지 전공 기초학문의 교육이든지 간에 교사의 자질과 품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그 교육 내용이 구성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는 교사의 자질과 품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을 다음과 같이 냐누어 살펴 볼 수 있을 것이다.

Q) 언어란 의사소통에 필요한 도구이므로 장차 국제화 시대에 적응하려면， 母國語와 英語 이외에

도 최소한 동서양의 중요한 언어， 가령 중국어나 얼어， 독일어와 불어나 서반아어에 능통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하나의 외국어만 의존하여 공부하는 것은 학문의 破行性을 가져올 수 있기

때운에 매우 위험스려운 것이다.

@ 數學은 분석 • 종합능력과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사고를 할 수 있게 하며 사물을 정밀하게 수량

적으로 계칙하는데 필요한 도구과목이묘로 理I系 학생은 불론이고 인문 사회계 학생을도 수학

에 대한 상당한 지식과 응용력을 익혀야 할 것이다.

@ 엄청나게 쏟아지는 정보블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각종 유용한 정보를 저장， 抽出， 解讀할 수 있

기 위한 콤퓨터 사용능력을 걸려야 할 것이다.

@ 우리나라의 문화사 뿐만 아니라， 東西洋의 文化傳統의 발전과정사에 대한 풍부한 지식을 갖추

어야 할 것이다. 현재를 비판할 수 있고 미래룰 전망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식을 문화사 교육

융 통해서 얻을 수 있어야 한다.

®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냉청한 판단력과 추리능력을 키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 어떤 이데올로키나 사장도 소화해 낼 수 있는 지적 포용력을 갖추기 위한 청학 공부를 해야 한다.

φ 훌륭한 교사가 필 사람은 무엇보다도 아릉다움에 감동할 줄 얄고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훈련을

쌓아야 한다. 예술에 대한 풍부한 이해는 인간의 삶을 보다 즐겁고 융택하게 해 주는 활력업으

호 교사에게는 필요불가결한 것이다.

@ 요든 학습온 注入暗記式이 아니라 개인에게 장재해 있는 創意力의 혐發과 開發을 촉진시켜 줄

수 있어야 한다.

@ 언간올 존중할 줄 알아야 한다. 인간존중은 교육의 근본이 다.

@ 각자의 전공분야의 지식에 精通할 수 었어야 하고， 새롭게 전개되는 新學說에 대비하는 공부를

항상 하고 있어야 향 것이다.

우리는 이와같은 내용의 교육이 대학과정의 교육과정 속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내용을 서울대학교 사법대학의 대학원 과정의 각과 교육의 공동

목표로 상을 수도 있을 것이다. 우리는 다음 章에서 이블 좀더 詳論해 보자.

lV. 師範大學 大學院 各科敎育의 共同目標의 定立에 관한 試論

1. 共同업標와 줄A敎育

오늘날 우려가 직변하고 있는 않은 어려운 분제즐 중에서 카장 중요한 푼제는 人間回復

이라고 말할 수 있다. 후71 산엽사회는 非A間化되 어 가고 있고 A間陳外를 초래했다(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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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 1982, PP.81"'86). 인간은 그의 본질인 정신작용(思考 및 批判能力)을 상실하고 모든

것을， 인간까지도 利用性과 효율성이라는 관점에서 計量的으로 취급하고 있으며 無思慮tE

에 빠져 機械的안 非道德的안 동물적인 삶을 살고 있다. 이와같은 非A間化를 기능주의적

인 교육공학을 더욱 가속화시키고 있다. 실버만(Silberman)은 교육공학이 “미국의 교육이

저지른 과오， 다시 말하면 감성적이며， 자율적이며， 사고하며， 안간다운 개인을 계발시키

지 못한 과오를 더욱 부채질 할 것이다가장급한 교육의 문제는 효율성을 어떻게 증

진시킬 것인가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다운 사회를 어떻게 창조하고 유지시켜 나갈 수 있느

냐 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1970， pp.196, 203).

교육의 목표는 기계적인 사람아냐 지식안이 아니라 생각하고 느끼고 생활하며 행동하는

인간적이고 인간다운 全A的 존재를 양성하는 것이다. 권안적인 사람은 사랑하며 깊이 있

게 느끼며， 내면적인 자아를 확장하며 창조하며 끊임없이 스스로 배워 나간다. 패터슨(Pa

tterson, 1971)은 로저.스(Rogers， 1961)와 매스로우(Maslow， 1956)의 인격 주의 심 리 학의 내

용을 도입하여 인간주의 교육의 목표를 세웠다(장상호 역， 1980). 패터슨의 안간주의 교육

목표는 한마디로 말해서 自我實現人(Self-actualizing person)을 계발하는 것이다. 이 자아질

현안은 14가지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Q) 현실에 대한 보다 능률적인 지각과 현실과의 보다 펀안한 관계

@ 자아， 타인 및 자연에 대한 수용적 태도

@자발성‘

@ 문제중섬성을 가지고 있으며， 임무지향적이며， 자아중섬적인 것이 아니라， 책엄감과 의무감을

가진다.

@ 고독과 사생 활을 즐긴다.

@ 문화와 환경으로부터의 독렴성과 자율성

@ 끊임 없는 참신한 강수력

@ 신비한 체험

@ 공동체 감정 (Gemeinschaftsgefiihl)

@ 인간적안 관계가 돈독하다.

@ 민주적얀 인격， 모든 사람을 존중한다.

@ 수단과 목적을 구분할 중 안다.

@ 철 학적 이 고 유모어 감각이 풍부하다.

@ 창의 성 (장상호 역 , 1980, pp.45rv48 참고)

우리는 상술한 자아질현인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을 실현하는 것을 全λ、敎育이 라 할 수

있다. 사범대학의 학부과정과 대학원 과정은 서로 연계성을 가지연서 교사의 양성을 全A

敎育化하는 데 그 공동목표를 두어야 할 것이다. 특히 우리가 유의해야 할 것은 교사는 어

떤 과목을 가르치든간에 먼저 홀륭한 인격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훌륭한 교사를 만도

는 것은 가르치는 교수법이나 교과의 지식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교사의 사람됨에 있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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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중등학교 교사가 전공과목에 관계없이 자아실현인이 되는 것을 공동목표로 삼을 수 있

을 해 비로소 대학의 교육과정은 성공을 거둘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사범대학의 교사교육은 교과목을 가르치는 것 외에 인간주의(인격주의)적인 신념

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계말시키는 것을 공동목표로 삼지 않으면 안된다.

2. 共同目標의 實施方案

우리는 앞에서 사범대학 대학원의 과정은 학부과정과 연계성을 가지면서 모든 학과의 각

과 교육의 공동목표를 自꿇實現A을 육성하는 全人敎育에 두어야 한다는 것을 밝혀보았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학원의 교과과정에 반영되어야 할 것인가를

살펴보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우리는 이것을 다읍과 같이 냐누어 제안할수있을것이다.

첫째， 敎師의 품성을 높여 줄 수 있는 敎養選擇科目울 대폭적으로 늘려야 할 것이다. 예

컨대 , 審美的인 예술교과라든기， 종교의 이 해블 돕는 과목， 학생의 생‘황교육과 직 접 관련

되는 과목을 생각해 불 수 있다. 그리고 우리는 현대 산업사회의 비인간화가 교육과 어떤

상관이 있는가를 교육학적으로， 철학적으로 다루는 강좌릎 개설할 수 있다. 예컨대， 철학

적 인간학， 인격주의 심리학에 관한 講座가 요청된다. 왜냐하면 교사는 안간을 다루고 인

간을 가르치기 때문이며， 교사는 학생을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어야 하기 해문이며 교사교

육의 기본은 인간학이며 심리학이기 때문이다. 또 우리는 전공을 불문하뇨 사법대학의 학

생은 환경운리학 또는 생태학의 위기를 다루는 생태학적 훈리학을 공부할 수 있도록 과목

을 설정해야 한다. 왜냐하면 自然保全은 교육의 최대의 관심사가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학생들이 원하는 새로운 교과목의 설정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敎科릎 統合해야 할 것이다. 이것은 현재의 학과흘 축소하는 방향으로의 통합이

아니라， 교과목을 학과를 초월하여 통합하자는 의미이다. 사범대학의 교육과정은 학부과정

이든지， 대학원 과정이든지 간에， 살아 있는 교육을 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區劃主義(comp

artmentalism)로부터 탈피하여야 하며， 학과 중심으로 교과목을 설정하지 말고 학과들을 통

합하는 형태로 운영할 수 있어야 한다. 지식의 말달은 자연히 分化를 초래하게 마련이고，

전공과목 중심의 교육과정은 점점 分科化되기가 쉬우냐， 全人교육을 위해서는 세분화 되어

있는 과목들을 의미있게 동합하는 작업이 요청펀다. 이것은 이미 우리나라에서 국민학교에

서 성공적으로 시행되고 있고 앞으로 중고등학교에서도 발전적으로 시행될 예정으로 있으

며， 실상은 대학원 과정에서 더욱 시급하게 요청되고 있다. 오늘날 공동연구는 많은 분야

에서 요청되고 있다. 따라서 學際的 接近이 가능하도록 대학원외 교육프로그랩이 구성되어

야 한다. 가령 , 생화학과 관련된 영 역을 두고 생불교육학과와 화학교육학과의 통합교육은

펼수 불가결한 것이며， 生醫倫理學의 푼제흘 두고 의과대학의 예방의학교실이나 경신신경

학교실과의 통합교육은 절대로 필요한 것이다. 또 환경윤려학이나 생태학적 운리학의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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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철학자와 생태학자〉 환경공학자와의 공동연구를 펼요로 한다. 번역문학(비교문학)의 연

구는 국어교육학과와 해당 외국문학교육학과의 통합교육을 펼요로 한다. 그러묘로 사법대

학의 대학원의 교육과정이야말로 다른 대학브다 통합교육을 더 펼요로 한다. 사뱀대학의

대학원의 박사과정의 사회과 교육과 과학과 교육의 운영은 통합교육의 측면에서 볼 때 매

우 바람직한 것이며 이 시대의 요청에 부응하는 것이다. 그리고 석사과정도 학과를 통폐합

함이 없이 통합쿄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야 할 것이다(윤팔중， 1984, p.81 참고).

셋째， 대학원 과정의 교과목은 기초학문의 전공과목 중심으로 구성될 것이 아니라， 가능

한한 문제중심 (topic)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우리는 여기서 대학원 과정의 운영을 지금처럼

폐쇄적인 학과 중심￡로 할 것이 아니라 독일어 문화권의 대학에서 이미 오랜 동안 성공적

으로 잘 시행하고 있는 講座制 (Lehrstul)를 도업할 펄요가 있다. 참으로 서울대학교가 대학

원 중심대학이 되아 대학원을 높은 수준으로 육성하려면， 이 강좌제의 설시야 말로 무엇보

다도 걱낀하다. 아놓든 사범대학의 대학원 교육과정의 특색을 통합교육과 이-울러 운제중심

의 교과목 운영에 두어야 할 것이다. 이것은 얀문대， 사회대， 자연대의 대학원의 교과운영

과 달리， 사법대학의 대학원을 교사 양성 이상의 학문의 전당으로 끌어올렬 수 있는 중요

한 계기를 마련해 줄 것이다.

V. 結 論

오늘날의 학교 교육의 위기는 사람을 키우는 일에 등한시 한데 기안한다. 서울대학교 사

법대학 대학원의 교육과정은 전문적인 학자 양성을 위한 프로그램으로도 부족하고， 또 중

등학교 교사의 자질과 풍성을 향상시키는 데도 별로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래서 우리는 사법대학 대학원의 육성을 위해서 대학원 과정의 교육 목표를 분명히 정립

하고， 이것이 구체적으로 교육과정을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묘색했다.

교육의 목표는 사람다운 사람을 키우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사범대학 대학원의 각과

교육의 공동 목표는 안간주의 교육， 즉， 全人的인 自됐實現‘A의 계발에 두고 이를 위하여

교사의 품성을 높일 수 있는 망안을 강구해 보았고， 동시에 사뱀대학 대학원의 교육과정의

육성방안으로 문제중심의 연구， 통합교육， 講座制의 도입 등을 살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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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usammenfassung

Uher die Griindung des Gemeinziels des Unterrichts in 'der

‘Graduate School' fur die Padagogik

Kyo-Hun Chin

Aufgabe dieses Aufsatzes richtet sich darauf, den Gemeinziel des Unterrichts in der

‘Graduate School' fiir die Padagogik an der Seoul National Universitat zu griinden. Die

sogennante Krise der Schue-Erziehung von Heute in Korea begriindet sich in dem Nachl

assen von der Bildung der Person, der Menschwerdung. Die Programme des Unterrichts

in der Graduate School fiir die. Padagogik an del" Seoul National Universitat mangelt sich

weder an der Bildung fiir die Gelehrten, noch an der Bildung und Beforderung der

Qualitaten der Lehrer del" Gymnasien. Daher sollen wir versuGhen, vor aHem den Geme

inziel des Unterrichts in der Graduate School fiir die Padagogik zu grUden.

Ziel und Aufgabe der Erziehung ist vor aHem die Bildung der Mensch-werdung. Also

solI der Gemeinziel des Unterrichts in der Graduate School fiir die Padagogik die Bildung

der Personalismus, d.h. die Selbst-rea1ization des ganzen Menschen sein. Damit soH

berucksichtigt sein, dass die Prozesse der Unterrichte sich die Forschungen Uber die

einzelnen Problemen auf die interdisciplinare Weise und die integrationale Bildung, etc,
richten mUssen.

Dieser Aufsatz behandelt sich die Problemen der Prozesse der Unterrichte in der Graduate

School fUr die Padagogik, <fie Befordigung fUr die Wurde der Lehrer der Gymnasien, und

den Versuch urn die GrUndung des Gemeinziels der Prozes'se der Uuterrichte inder

Graduate School fUr die Padagogik.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