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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교육의 중요한 사회적 가능 중의

며력불

하나는 특정한 사회의 문화적 전수 및 발전에

즉， 교육을 통해 한 사회외 문화적 전통이 계승되고 고양찍는 것이다

었다.

특히 공교육， 혹은

제 도화된 학교 교육(雖male빼ca빼on; sc없ooling) 은 그 성 격 상 매 우 체 계 적 이 고 다수를 대

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국가의 째적 흐름을 야해함에 있애 그애 택한 고
찰은 큰 의의를 갖는다고 볼 수 있다
이 글의 목적은 바로， 국가 탄생 이전의 식민 시기 (colo없81.1 period) 부터 완전한 국가로
서의 조직과 틀을 정비하고， 산업 발달을 가반으로 하여 축적한 막대한 양의 부를 토대로

강대국으로서의 국제적 위상을 공고허 다지게 되는 X 차 세계대전까지의

(1607-1918)

미국

의 공교육을 조명하는 데 있다. 한가지 밝혀둘 점은 이상의 작업을 진행함에 있어 구체적
인 교육 실태나 제도 등에 관한 언급은 가능한 한 피하고 주로 교육의 추이나 이념， 그려

고 학교 교육 전반에 영향을 미친 사회

‘

정치 · 경제척 상황이나 문화적 배경 등에 초점을

맞추었다는 것이다.
이 글은 세 시기로 나누어 서술되고 있는해， 첫째는 Virginia정착 (607) 부터 독립 선언
(1776) 까지이고，
종전부터
대，

들째는 독립 선언 사가부터 남북전쟁 (865) 까지이며，

1 차세계대전 종전(1 918) 까지이다.

하냐는 정치 。 경제 。 사회적 상황이고，

교육에

대 한상이 한 배 경

셋째는 냥뽑전쟁

각 시기별로 다루어질 내용 또한 세 가지인

다음은 각 서기별로 존재했던 사상과 문화 릉

이 념 (backgrou뾰뼈 i빼eas) 이 며 , 마지 막은 시 기 별 교육의

목적

및

추아이다.

이 글의 전재 과정에서 볼 수 있듯이， 미국의 공교육 체제는 그 어떤 사기에도 단일한
이념이냐 견해애 의해 지배된 적이 없다. 미국 사회 자체가 다양:한 언종과 문화를 가반으

로 형성된것과 같이 미국의

학교 교육의 흐름은 상이한 가치관이나 사회적 힘왜 대립과

갈흥 또는 공존과 조정의 과정으로 점철되어

한 요인이라 할 수 있다.

.01

따라새

왔다.

이는 며국 사회의 복합성을 설명하는

필자는 이 글의 주얀점을 사건의

연대기적 나열보다는

논문은 1995 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대학부설연구소 연구과체 연구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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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반 이념이나 사조의 역동적 관계에 두고자 한다.

ll.
1

식민 시기

사회적 상황

식민 시기， 특히

17 세기 말까지의 미국은 유럽의 여러 나라들의 문회적 요소들이 혼합

된 사회라고 할 수 있지만，

당시 영어 사용자들이 지배적이었다는 점에서 영국의 영향을

가장 강하게 받았다고 볼 수 있다 (Curti ，

민지 생활 전반을 지배했던 것이다.

3).

즉，

영국의 사회 제도나 이념 (ideas) 이 식

한 예로， 정치 제도 변에서 당시 식민지 (미국)는 왕

권의 전횡을 규제하는 영국식의 대표 정부 체제를 유지하고 있었다.

이렇게 볼 때，

정치 제도의 역사적 기초는 시민의 자유를 토대로 하는 대표 민주주의인 셈이다.

여기서 주목할 만한 점은，

미국

그런데

독립 운동 시기를 통하여 왕권은 물론 영국 의회의 권위까지

부정하게 되는 이 대표 정부 체제가 이후 미국에서는 한 발자국의 퇴보 없이 계속 유지 ·
발전되어 왔다는 사실인 바，

이것이 바로 미국의 정치적 독립은 물론 문화적， 그리고 교

육적 독립을 이루는 중요한 요인이었다고 볼 수 있다 (Butts

& Cremin, 5).

그러나， 당시 미국 사회는 계급 구분이 명백한 불평등 사회였다. 유럽의 경우와는 약간

달리，

대규모의

토지를 부여받은 귀족이나 고위의

성직자는 없었으나，

농촌은 농촌대로 경제적 계급의 구분이 엄격했고 그 격차 또한 컸다.

도시는 도시대로
물론 미국의

경우

중간 계급의 숫자가 유럽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았고 사회 이통 역시 상대적으로 용이했지
만，

참정권과 공직이 유산 계급에만 국한되었기 때문에， 정부는 실질적으로 소수의 상류

계급에 의해 독점되었고，

이에 따라 교육은 대체로 이러한 계급 구조를 영속화하는 방향

으로 이루어졌다 (MacMillan ，

6).

끝으로， 교육과 직결된 당시의 사회 상황으로 종교의 자유를 위한 노력을 들 수 있다.

여기서 종교의 자유라 함은 종교의 다양성을 의마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로운 기독교 교파
의 선택을 뜻하는 것이다 (Butts

& Cremin , 29)

교파 선택의 자유를 위한 투쟁은 정교 분

리의 추세가 섬화됨에 따라 더욱 활기를 띠는데，

이같은 현상이

당시

학교 교육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는 뒤에서 상세히 논의하기로 한다

2

배경 이념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미국 교육의 중요한 특정 중의 하나는 교육에 대한 상이한 관점이
나 이론의 공존과 경쟁으로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는 없으나，

전통적인 기독교 교육관이

식민 시기

역시 이로부터 예외일 수

이 시기의 대부분을 지배한 교육의 원리였음도 부

미국 공교육의 형성과 전개

21

인할 수 없다. 식민 시기 초기에 유럽 이주민들에 의해 전파된 기독교적 전통은 이후 더
욱 강화되었으며，

당시 미국 사회의 지적 발달의 가장 중요한 초석이 되었다

는 인종이나 거주 지역 또는 사회
을 하였다 (Curti，

나아가 이

계급을 초월하여 당시 사회를 통합하는 구심점의

역할

50)

여기서 전통 기독교 교육관이란 곧 Calvinism을 지청한다. 이에 따르면 아동은 본성상
악한 존재이며，

따라서 교육이란 훈육을 통해 인간 본성을 억제하고 하나님의 뜻을 맹종

케 하는 과정이다.

이 과정에서 종교적이고 도덕적인 권위가 성인에게 부혀되며， 교육의

방법은 엄격한 단련과 벌로 대표된다.
데

있으며，

궁극적인 교육의

목적은 경건한 신앙인을 기르는

교육의 내용은 초자연적이고 절대적인 종교상의 진리(기독교 교리)인 바，

육

체적이고 자연적인 모든 것은 허위에 불과하다. 그리고 보다 심화된 진리 탐구를 위해서
는 라틴어， 희랍어， 히브리어의 교육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한다 (Butts

& Cremin, 66).

이상과 같은 기독교적 경건성(맹iety) 과 더불어 이 시기의 학교 교육을 지배했던 또 다른
두 가지의 가치는 교양인으로서의 성품 (civility) 과 학식인(learned man) 이었다 (Cremin

192).

b,

교양인으로서의 성품이란 사회 지도자로서의 고매한 인격과 덕성을 의미하며， 학식

인은 풍부한 지식을 갖춘 사람을 가리킨다. 그런데 이 세 가지의 아념은 서로 별개의 것
이 아니라 일맥상통하며，

특히 교양인으로서의 성품과 학식은 경건성 속에서 통합된다고

할 수 있다. 즉， 이 시기의 교육 목적은 덕성과 학식을 겸비한 신앙인의 배출을 통해 사
회를 유지하고 개선하는 데 있었다.

이상의 논의는 얼핏

‘어떤 시기에도 학교 교육에 대한 지배적인 단일 이념은 없었다’ 라

는 앞서의 필자 주장을 반박할 수 있는 증거로 보인다. 그러나 위에서 제시한 기독교적
이념이 이후 비판을 통해 새롭게 정의되고 해석된다는 사실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틀어 탱uaker를 비롯한 일부 소수 교파들은 아동의
예정설을 반박하며，

교육에서

위협보다는 사랑，

예를

권리를 존중할 것을 주장하고 구원의

벌보다는 이해

등을 강조하였다.

또 B.

용‘ranklin은 고전어 교육을 지 나치 게 중시 하는 교육관을 비 판하며 , 지 식 의

장식 적 가치 뿐

아니라 실용적

즐거움을 주는

가치도 중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체육 교육이나 표현력을 길러주는 그리기

더욱이，

교육

그는 학생들에게

등의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Butts &

Cremin, 71. 78).
특히 Franklin은， 그의 비판적 입장이 반 기독교적이거나 무신론적인 것은 아닐지라도，
경건성의

개념을 세속화하고 인간의

양심과 현실적

등， 공리주의적이고 실용주의적인 교육을 부각시켰다.
식적이고 고전적인

302 , 360).
의 관심이

것에서

좀더

실용적이고

삶의

영위를 위한 기술을 강조하는

이와 함께

동시대적인

‘학식’ 의 초점 역시 장

것으로 전환되었다 (Cremin.

b,

그 증거의 하나는 자영 농업과 상공업의 발달에 따라 과학에 대한 중산 계급

증가했다는 점이다.

결국 전통적인 의미의

기독교적

경건성은 심각한 도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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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면하게 되는데，

이는 특히 종파 선택의 자유 또는 종파의 분립이라는 미국적인 특수성

에 의해 가속화되었다 (Curti，

106).

이밖에도 교양인으로서의 성품에 관한 개념이 재해석된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종래의 교양인이 사회를 지배하는 소수 엘리트 계층에 국한된 것인데 반해，

에 의하면 교양인은 참정권을 가진 국민 모두를 포함하는 바，

교육을 통해 국민 모두가

교양인의 성품을 갖추게 될 때 사회 전체가 유지된다는 것이다 (Cremin
물론 기독교적

이념에

대한 이상의

비판과 도전이

당시의

새로운 해석

b , 439)

일반적인

견해는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같은 반작용은 다읍의 몇 가지 의의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우선，
이것은 신 중심적이고 초자연적인 사고의 틀을 세속적이고 자연적(혹은 물리적)인 것으로

전환함을 뜻하는 바， 우리는 얘기서 유립의 인본주의적 전통뿐만 아다라 실질적인 효용을
중시하는 공리주의적이고 실용주의적얀 색조까지 발견할 수 있다.

이싹 아울러 。}려한 도

전과 비판은 유럽의 문화적 영향으로부터 탈피하여 미국적 정체성을 확립하려는 노력으로

이해될 수도 있다.
을 토대로 하여

이에 대한 증거로 경건성，

교양，

재규정되었다는 사실을 들 수 있다

주주의에 대한 신념을 내포하고 있었으며，

학식 등의 개념이 당시 미국의 상황
끝으로，

이상의 반작용은 정치적 민

이것이 이후의 공화정 확립에 큰 영향을 미쳤

다고 할 수 있다.

3.

교육의 추이

식민지 시대 초기의 학교 교육은 주로 초등교육에 국한되었다. 그리고 대부분의 학교들

은 교회나 종교 집단에 의해 운영되거나 재정적인 지원을 받았다 (Beale ，
시기의

학교 교육의

목적과 방법은 상당한 정도로 종교적인 것이었다-

파 선택의 자유를 위한 투쟁과 병합되어 다음과 같은 추이를 낳았다.
파 교육을 위한 사립 학교의 설립에 대한 요구의 증가이다. 둘째，
점차로 약화된다는 것이다.
다는 점 이 다 (Butts

끝으로，

1)

따라서 식민

이러한 현상은 교
첫째， 자유로운 교

이에 따라 공립 학교가

특정한 교파를 지지하는 주정부 교육 체제가 쇠퇴한

& Cremin , 98).

이를 부연하자면， 식민 시기에 주 정부에 의해 공인된 학교는 그 주가 공식적인 종교로
인정하는 특정 교파의 교리를 가르치고 전파하는 기관이기도 하였다
자유를 중시하는 세력은 이러한 형태의

학교 교육에

그런데 교파 선택의

반기를 들고 자신들의

교파 교육을

위한 사립 학교를 설립하고자 하였으며， 그 결과 종교적 성격을 띤 공립 교육은 차츰 쇠
퇴하게 되었다

여기사 한 가지

주목할 점은 당시의 미국 사회가 국가 전체의

가치나 규범보다는 종교의 자유와 종교 교육의 다양성을 더 중시했다는 것이다.

교 교육의 내용이

종교적인 성격을 띠고 있는 사회에서

공통적인
결국 학

종교 교육의 자유가 허용된다는

것은 곧 공통적인 교과과정을 갖춘 공립 학교 체제의 부정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이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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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주 정부 교육 체제의 쇠퇴 현상은 미국 사회가 어떤 구심점을 회폼하게 되는 19 세기까
지 지속되었다.

다음으로， 불평등한 경제 계급 구조에 의해 야기된 복산형 교육 제도를 들 수 있다. 라
틴어 문법 학교나 대학은 상류 계급을 위한 교육가관으로서， 사회의 지도층 양성을 통해

지배 계급의 기득권을 보장해 준 반면，

초등학교나 도제 제도는 하류 계급의 교육으로서

그들을 계급적으로 고정시커는 데 기여하였다고 볼 수 있다 (B따ts

&Crem뼈，

99).

이와 아울러 교육의 혜택을 받은 계층과 그렇지 못한 계층간의 격차 역시 주목활 만하
다.

이 사기의 학교 교육은 그것이 벼록 초등교육일지라도 일받 시먼들에게는 일종의 특

권이었다(聊ac陣iHan.， 7). 이러한 교육의 불평등 현상은 이후 상이한 이해 집단이나 사회
계층아 학교 교육의 통제와 장악을 위해 투쟁하게 되는 원인을 제공해 주었다고 할 수 있
다.
끝으로， 특기할 만한 점은 이 사기의 일반적인 수업 형태이다. 초등 학교왜 교과과정은

읽기‘

쓰기，

셈하기 및 철자법이었는데，

수업

방법은 원시적인 수준을 벗어나자

뭇했고

지식의 이해나 적용보다는 암가가 강조되었다. 상급 학교에서도 이러한 양상은 크게 달라

지지

않았다.

교과 태용은 희랍어，

라틴어，

수사-학，

토론이나 질문 혹은 이해의 대상이라기보다는 단순히

논리학，

융리학 등아였으며

아들은

‘학습’ 되어야 할 지식이었다.

그리

고 교사의 임무란 단지 학생의 암송을 들으며 그것이 완벽한 경지에 도달할 때까지 실수
를 지적해 주는 것이었다 (Beale ，

7).

즉，

교육의

방법은 권위주의적이고 비과학적이었으

며， 학생에게는 일방적이고 퍼동적인 것이었다.

IIT.

폼댐때

LH~옆까 ^I

1 사회적 상황
식민 사기를 미국의

태동기라 한다면 이

사기는 미국의

출생과 통시에 선체 · 정신적으로 독립할 수 없듯이，

적인 독특함을 성취했다고 볼 수는 없다

유아가라 할 수 있다.

미국 역시

인간이

독립을 선언하자마자 미국

그러나 독립선언을 기점으로 약 90 년의

기간이

미국이라는 국가의 기반 형성에 매우 결정적인 시기였음은 분명하다

이 시기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은 소위

‘미국 혁병’ 이라 불리는 독립 전쟁이다. 이 전쟁

의 중요한 원인 두 가지는 영국의 통제에 대한 배척과 미국 내의 계급 이동이라고 할 수
있다. 전자는 이 전쟁의 주띈 명분으로 널리 알려진 외부적인 요인이라고 할 수 있고， 후
자는 내부적인 것으로서 독립 전쟁 야후에 고양된 민주주의 의식과 평등 정신에 직결되는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Obid"

33-4).

부연하자면， 독립 전쟁은 내부적으로 볼 때 식민 시

기에 사회 · 경제 · 정치 。 문화적 특권으로부터

소외된 계급이 그들의 정치적

힘을 규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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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기존의 정부와 교회를 전복한 사건이다. 전쟁의 결과로 이들은 새로운 정치 권력을 확

보하게 되고 종전의 특권 계층과 지배 계급은 그들의 재산을 볼수당한 채 국외로 추방되
기에 이른다.

이 시기의 특정을 정치적인 측면부터 살펴보면， 이 시기는 전 시기에 싹렀던 평등의 이
념이 성숙하는 시기라 볼 수 있다. 식민 시기에 있었던， 재산의 과다에 따른 참정권의 제

한은 독립 선언 이후에도 상당 기간 계속되었다. 그러나 미국 헌법에 명시된 “자연권” 과
평등의 원리에 고무된 대중은 동등한 투표권 (universal suffrage) 에 대한 목소리를 높였으

며， 새로 탄생한 정당 역시 좀더 많은 표의 확보를 위해 이 제도를 원했다. 결국 1856 년

North Carolina를 끝으로 백인 남자의 참정권에 대한 재산 제한이 철폐되었으니， 이는 평
등 이념의 부분적 구현이라 볼 수 있다 (Butts

& Cremin , 144).

한편， 경제적인 측면에서 당시 미국은 공업화된 북부를 중심으로 산업 자본주의 사회를
향해 치닫고 있었다

물론 본격적인 산업화는 내전 이후에

일어나지만，

이 시기에 벌써

여러 가지 여건들이 산업 자본주의 성립의 기반을 제공해 주고 있었다. 예컨대，

영국에서

유입된 기술과 공학적인 아이디어들， 그리고 증기 기션을 비롯한 교통 수단의 발달， 철도

와 전보를 이용한 통신 수단의 발명 등이 그것이다.
이같은 산업화의 과정에서 나타난 괄목할 만한 현상은 노동 단체들의 조직과 성장이다.
이는 주로 교육에 관심을 가진 노동자들이 주축이 되었으며 , 여기에 지식인 · 문인 · 사회

개혁가 등이 합세하여 평등 교육， 병역 제도 개선， 독점 방지， 세제 개혁 등 노동자들의
권리 신장과 복지 증진을 그 주된 목표로 삼았다(Ib뼈.，
끝으로 지적할 것은 농업
점이다.

즉，

미국의

생산에

148-5 1).

의존하던 남부가 타지역으로부터

타지역과 상이한 경제 구조가 생활 전반에

이질화되어

갔다는

영향을 미쳤으며

이것이

결국 내전의 중요한 원인으로 발전되었던 것이다.
달리 말하면， 남북 전쟁은 인도주의적이고 윤리적인 측면에서 노예 제도를 둘러싼 선과
악의 대결이라기보다는，

남부와 북부의 상이한 경제 체제 및 구조에서 기언한 이해관계상

의 충돌이었다. 남부는 엄격한 신분 차별을 토대로 소수의 대농장주가 다수의 흑인과 백
인 영세농들을 지배하는 귀족주의적 농업 사회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노예는 사유 재산의
일부이자 가장 중요한 생산 수단이었다

반면，

나날이 산업화 되어가는 북부에서는 노동

력 수요가 급증하였으며 그 해결책의 하나가 남부 흑인들의 유인이었다. 이렇게 볼 때 노
예 해방은 북부 자본가에게는 값싼 노동력의 확보 수단이었고 남부 귀족에게는 경제적 파

멸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무력 충돌은 불가피하였던 것이다 (Beale ，

111)

내전의 결과가 미국의 지적 문화적 생활에는 그리 큰 영향을 않았으나 정치적인 영역에

는 중요한 변화를 가져왔다고 할 수 있다. 즉， 미국인들은 내전 이후 국가공동체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갖게 되었으며，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민주주의가 발전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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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 이념

이 시 기 의 학교 교육에 영 향을 미 친 이 념 은 민주주의 , 국가주의

(nationalism:

미 국이 민

족국가가 아니라는 점에서 민족주의라는 번역은 적절치 않다고 봄) . 계몽 사상 그리고 과
학의 발달과 병행한 실용적인 지식관 등을 들 수 있다. 우선， 이 시기의 민주주의 이념은
세 가지 특정으로 설명될 수 있다. 첫째는 자연권 사상의 실천적 해석으로서 일체의 학정

에 대한 저항과 인간이 스스로의 운명을 개척할 수 있는 권리， 자유를 위한 투쟁 등을 의
미한다. 둘째는 정치와 종교의 완전한 분리를 뜻하는데，
학교 교육의

장애물이

이로써 주 정부가 관리하는 공립

제거되었다고 볼 수 있다(앞절에서

교파 선택의

자유를 주장하는

종교 세력이 공립 학교 제도의 가장 큰 장애물이었음을 언급한 바 있다). 끝으로，

민주주

의는 지적 민주주의， 즉 사회 구성원들이 평등하게 지적 생활을 영위하는 것을 가리키며，
이는 동시에 모든 국민을 위한 보편적인 교육이 실시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교육받은 대

중이 사회를 운영할 때 비로소 공화정의 성공적인 유지가 보장되며

독립 전쟁의

맺어질 수 있다는 뜻이다 (Curti.，

이념은 만인을 위한

134-6)

결국 이 시기의

민주주의

결실이

공립 교육의 철학적 근거를 제공한 셈이다.
다음으로，

이 사기의 국가주의(국가 지상주의와는 다름)는 국가 공동체 의식이나 국민

연대보다는 문화적 국가주의， 즉 문화적인 측면에서의 미국의 정체성을 뜻한다.
부터 유럽 문화의 수입과 모방에서 벗어나 미국적인 것을 모색하체 되는데，
에서 큰 의의를 갖는 1780 년 미국 학술원(American Aca뼈emy

원은 그러한 흐름의 반영이라고 할 수 있다 (Ib뼈.，
셋째로，

of Art s and

이 무렵

미국 문화사

Science) 의 개

143. 145)

계몽주의 인간관에 의하면 인간은 본성상 사악하거나 열등한 존재가 아니며 오

히려 이성을 갖춘 완성 가능한 존재이다.
간의 진보 정도인 바，

여기서

이같은 관점에 따르면

문병의 척도는 결국 인

인간이란 이성을 갖춘 보통 사람 (co뾰lmon man) 을 의미한

다. 이 견해는 과거 계급에 따라 교육의 내용이나 질이 달라지는 불평등한 체제를 부정하
고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인 교육이
더불어 공립 교육을 설립

‘

제고될 것을 요구하는 바，

이 또한 민주주의 이념과

확산시키는 초석을 마련하였다 (Butts &

Cremin, 167)

이와 아울러 인간의 정신 세계나 지력 (inte많gence) 에 대한 과학적이고 자연주의적인 개

념의 등장을 들 수 있다. 이같은 개념의 주장자들은 인간의 사고나 지성을 초자연적인 영

혼의 작용으로 보기보다는 오히려 인체의 종합적인 기능으로 파악한다. 이들의 견해에 따
르면，

인간의 지력

계발에서 교육이나 습관 형성 등이

중요하다.

이는 곧 환경 조성인

바， 지적 능력의 개인차나 인종간 혹은 성별간의 격차는 바로 이러한 환경이나 문화의 차
이로 설명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Ibid. ，

176-7).

요컨대， 인간의 지적 능력의 우열이나 성품의 선악 등은 선천적인 것이라기보다는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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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작용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며，

인간은 누구나 진보의 가능성을 소유하는 존재로서 교

육적 혹은 문화적으로 긍정적이고 건설적인 환경이 부여될 때 이러한 가능성이 실현된다

는 것이다 (Curti，

165. 17 1).

즉， 계몽주의적 인간관에 의하면， 교육은 인간의 발전을 가

능케 하고 인간의 발전은 곧 사회 전체의 향상으로 이어진다.
한편， 지식의 가치 및 지식인의 역할에 대한 새로운 인식도 주목할 만하다. 종래의 지
식의 가치가 교양을 위한 장식적 측면에

있었던 반면，

새로운 지식관은 지식의 실용성을

강조하고 지삭 교육이 사회 발전과 공공 복리 증진애 기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견해
에 따르변， 지식인의
에 있는 것이다.

역할은 귀족적인 품위 유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책엄

완수

실용성을 강조하는 지식관은 교육 내용을 보다 기능적으로 재편성하려는

노력에도 반영된다. 교육자들은 실용적 지식 교육을 “현금 가치 (cash value)" 로 설명하려

한다. 즉， 피고용인의 입장에서 실용적 지식의 획득은 노동 시장에서 상품의 가치를 높일

수 있고， 고용주의 입장에서는 실용적인 지삭 교육이 곧 생산성의 향상을 의미하기 때문
이다 (B뼈tts

& Cremin, 213-4).

한 마다로， 지식 흑은 과학의 가능은 자연을 통제하고 인

류의 안녕을 향상시키며 이윤을 창출하는 데 있다고 보는 것이다.
이상에서 논의된 교육의 4가지 배경 이념은 이 시가를 주도한 교육철학이었기보다는 진
보적이고 선구자적인

대안이었다고 봄이

같은 보수적인 반작용에 직면한다 (C뼈r뼈，

으로 다르게 결정된다는 주장이다.
없는 것이며，

189-204).

이같은 진보적인 견해는 다음과

우선 인간의 능력이나 성품은 천부적

이에 따르면 재안차는 환경적 처치에 의해 치유될 수

따라서 모든 사람이 동등한 권리를 인정받는 민주주의는 불합리하고 비현실

적인 이념인 셈이다
로 적용된다.

타당할 것이다.

이같은 주장은 개인차뿐만 아니라 성별간，

다음으로，

진보적

이념의

인종간의

차이에도 그대

종교적 불경성 (infidelity) 을 공격하고 무신론으로

치부해 버리는 경향이다. 끝으로 과학의 잠재력에 대한 경시 현상이다. 특히 과학의 운용
이 기존의 질서나 기독교의 정통 교리에 도전할 때 이러한 현상은 심화된다.
그러나 보수 세력의 반작용에도 불구하고 진보는 계속되었다.

왜냐하면 보수적

반작용

은 소수 기득권 계층의 목소리였던 반면 진보적 이념은 다수의 이익을 대변하는 주장이었

기 때문이다.

3.

교육의 추이

이 시기의 학교 교육의 가장 의미
수 있다

여기서

있는 엽적은 보편적 공립 초등교육 체제의 정비라 할

보편적이라 함은 교육 내용의 통질성을 의미하는 바，

의 수립 및 확산은 곧 평등 이념의 구현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교육 제도

한편 이 제도는 개인적 측면에

서 권리의 신장이라는 의미를 가짐은 물론， 국가적 측면에서 볼 때 시민의식과 애국심을
고취시키는 공민교육의

기능을 수행한다.

즉，

미국의 공립 초등교육은 공화정 유지를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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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퉁 이념의 실현을 위한 교육， 미국인으로서의 국민 의식과 공동체 의

식 함양을 위한 교육이라는 4가지 교육 이념의 구현에 그 초점을 맞추었다고 볼 수 있다

(Cremin a , 29-48).
이러한 보편적 초등교육 제도의 완비를 위해 필요한 것이 바로 무상교육의 실현을 위한
정부의 재정적 지원이벼， 어 재정적 지원을 확보하깨 위한 노력이 이 사기의 중요한 교육
적 추이였다. 물론 얘기에는 큰 반대가 었었다. 우선 유산층의 경채적 이치주의였다.

‘냥

의 자식을 공부시키는 태 내 돈을 낼 수는 없다’ 는 식이었다. 다음으로 푸상교육의 취자
에는 반대하지 않지만 일부 빈민층만을 위한 제한적 무상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벼 바람작

하다는 주장이었다.

이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얼련의 교육자들은 참휠 평등교육의 구현

을 위한 무상교육을 계속 요구하였으며

1850 1녕 평풍성

최초의 공립 초등학교가 탄생하게 되었다 (B따ts

보편성，

무상의 원칙애 맙각한

&CreI빼없， 203-4).

한편， 이러한 교육자 중 헥표적인 인물 한 사람을 든다변 짧JraceMann으로， 그는 보편
적 초등교육 혹은 공립 초등교육의 열렬한 신봉자였다. 그는 무상 공립 교육을 임한 재정
확보， 우수한 교사 유치， 학교 시설과 위생 상태의 재선， 홍일된 교재 채택 등을 위해 헌
산한 사람이었다 (Dexter，

100- 1).

이 시기외 교육 현상 중 한 가지 I객 괄목할 만한 점은， 초등교육에 대한 요구와 아울러
중등교육의 확대에 대한 요구가 급증하기 사작했으며，
관에

대한 정부의

재정

보조 정책。1

남북전쟁을 전후해서 중등교육 기

상당한 정도로 진척되고 있었마는 것이다(묘빼ts

&

Cremin, 263). 즉， 중등교육 거콸에 대한 수업료를 면제하여 과거에는 소수를 위한 대학
입학 준비 기관이었먼 중등 학교의 성격을 다수를 위한 최종 학교로 전환시키는 작업이
이 시기에 이루어졌던 것이다. 한 마다로 소수를 위한 엘리트 교육에서 평등의 아냄에 입
각환 대량 교육 (mass edluca뼈on) 으로 환골탈태시켜는 과정이었다고 볼 수 있다.

이상과 같은 교육의 민주적 추이와는 달라， 이 시기의 학교 교육은 그 방법이나 원랴의
측면에서 전통적인 것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

앞서

언급한 이성과 지력에 대한 과학

적인 견해의 출현에도 불구하고， 이 시기를 통틀어 인간의 정신적 발달에 관한 자배적인
。1 론은 소위 능력심라학 (fac뼈ty psyclholo앓7 )이었다(뻐뼈.，

177-8).

이 아론은 언간의 정신

세계를 크게 세 가지 영역(지적， 감성적， 의지적 영역)으로 구분하고， 이 중 지적 능력의

발달을 교육의 가장 중요한 과업으로 간주하였다. 이 이론에 따르면， 인간의 신체적 근육
이 마치 운동에 의해 단련되듯이 인간의 정신 역시정신적 운통에 의해 연마되는 것아다.

지적 능력의 연마에 가장 효파적안 교과로 이들은 고전， 수학， 그리고 철학을 든다. 능력
심려학은 19 세가 말 없lOmdike의 과학적 검증에 의해 그 타당성이 부정될 때까지 상당한

기간 동안 교육의 방법적 웰리를 제공하는 틀이 되었다.
위에서 보았듯이，

심신이원론에 기초한 능력심리학에 얘포된 교육의

방법은 전 샤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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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와 마찬가지로 단련 (discipline) 이고， 교육 내용은 바로 고전에 치중한 것인 바， 이는 타
율적 통제에 의한 방법을 의미하며 지식의 실용성에 대한 부정이었던 셈이다.

끝으로 이 시기의 학교 교육의 주요 목적은 학교 교육을 보는 시각에 따라 다음의 6가
지로 설명될 수 있다 (Ibid. ，

267-9)

덕성 발달에 있다고 보는 입장이다.

첫째，

학교 교육 체제의 지배적인 목적은 인격과 도

여기서 인격과 도덕성의 발달이란 곧 기독교의 교리

를 학생들에게 주입시키고 내면화시키는 과정을 뜻하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특히

1865

년 이전까지의 학교 교육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능력심리학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교육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정신단련이라
는 관점이다. 즉， 지식의 획득은 교육의 부차적 기능이며， 지식 교육의 원래의 의미는 지

력의 훈련에 었다는 뜻이다
나 수학에 대한 이론적

예를 들어

I

수학 교육의 경우， 수학적 지식의 실제적 응용이

탐구보다는 수학 연습을 통해 논리적인 추리력을 연마하는 것이

더 큰 의미를 갖는다는 견해이다.
셋째로，

학교 교육， 특히 초등교육의 목적을 문맹퇴치라고 보는 견해이다. 전통 개신교

집단은 인간의 구원에 필수적인 성경 독해가 문맹의 퇴치를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보아 이
견해를 지지하였으며， 19 세기에 들어서서는 투표권자들에 대한 문맹퇴치가 국가의 존속을

보장하고 개인의 자유를 신장시킨다는 이유에서 이 견해에 찬동하였다.
넷째로， 학교 교육의 목적을 충직한 시민 양성으로 규정하는 입장이다

이 입장은 특히

보편적 초등교육의 가장 중요한 목적론이었으며， 이로 인해 교과과정 안에 사회과가 대거
포함되었고， 미국화 교육 프로그램들이 개발되었다.

이는 다양한 인종， 문화집단으로부터

하나의 국가를 형성하는 데 지대한 공헌을 하였다.
다섯째로，

학교 교육의 목적을 개인적 성공으로 보는 견해이다.

학교 교육은 특정한 지위의 획득이나 사회적

이같은 견해에 따르면，

계층 이동의 수단이 된다는 것이다.

이것은

사실은 학교 교육의 본질적 역할보다는 교육을 받고자 하는 개인의 동기를 설명한다고 볼
수 있다.

요컨대，
크게

이 시기는 비록 학교 교육이 단련과 고전 교과를 중심으로 한 전통적 양태에서

벗어나지는 못했으나，

평등의 기치

하에 교육의

기회가 확산되고 교과과정에

대한

다양한 요구가 분출되는， 즉 이후의 변화를 예고하는 전주의 시기였다고 볼 수 었다.

W
1.

내전에서 1 차 세계대전까자

사회적 상황

이 시기는 경제와 인구，

그리고 영토의 면에서 엄청난 규모의 팽창을 경험하는 시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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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 시기에 미국은 본격적인 산업 자본주의 사회에 돌입하였다. 막대한 양의 천연 자
원을 바탕으로 제조업이 번창하고，

대기업의 수가 증가하며， 도시가 번성하는 등 산업사

회의 특징들이 형성되었다. 또한 이 시기를 통해 많은 이민들이 유입되어， 1860년에 불과

3 천만이었던 미국 인구가 1920년에는 1 억으로 증가하였다. 미서 전쟁과 1 차 세계대전을
겪으며 국가주의적 정서가 강해지고 세계의 강대국으로 국제 무대에 등장하게 된다. 이외

에도 대도시의 발달로 인한 사회 문제‘ 여성의 투표권， 유색 인종의 인권 문제 등이 대두
되고， 기독교 내의 비개신교 세력이 성장하던 시기였다. 위와 같은 급변의 상황은 새로운
시각이나 관점으로의 전환， 즉 “미국적 사고의 재조형”의 필요성을 암시하는 것들이라 볼
수 있다(Ib뼈.，

2

293).

배경 이념

이 시기를 통해 교육에 영향을 끼친 대표적인 이념이나 견해로 Darwin의 진화론에 입각

한 인간관과 사회관‘

학교의 사회적 역할과 책임을 강조하는 교육관，

실용주의 등을 들

수 있다. 우선 Darwin의 진화론에 입각한 인간관과 사희관을 살펴보기로 한다.
1859 년에 발표된 〈종의 기원〉은 서구의 지적 세계에 충격적인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이
는 곧 초자연주의 혹은 영혼주의로 대표되는 기독교적 지배에 대한 정면 도전으로 간주되

었다. 진화론의 중요한 개념은 인간도 다른 유기체와 마찬가지로 환경과 상호작용하는 존
재이며，

종족의 생존은 환경에의 적응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이다.

념론에서

벼정상적인 것으로 취급되던 변화라는 개념이

설명하는 기본 원리가 된다 (Ibid. ，
이러한 진화론의
자연의

일부이며

정신적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이다

종래의 관

의하변 자연의

볍칙을

이 견해에 따르면，

인간은

324).

영향은 곧 생물학적

인간의

진화론에

특히，

인간관으로 발전한다.

발달아나 신체적

발달은 모두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이러한 인간관은 인간의 정신을 하나의 실체로보다는 과정으

로， 그리고 영적 능력으로보다는 유기체의 적응 기능으로 본다. 또한 이 입장은 인식론적

실재론을 수용하는데，

이는 자연과학의 대상은 인간의

객체들이라는 주장을 의미한다.

끝으로 생물학적

인식에 관계없이 존재하는 물리적

인간관은 학습을 자극과 반응간의

연결

로 보고， 능력심리학을 부정하는 과학적 학습이론을 수용한다(Ibi뼈.， 333-8).
Darwinism에

입각한 사회관은 위에서

교육의 이념과 목적에 영향을 끼친다

언급한 생물학적

인간관보다 강하고 심도 있게

Darwinism에 기초해서 사회의 변화와 진보를 설명

하는 입장은 보수적인 것과 개혁적인 것으로 나눌 수 있다 (Cremin c,

92-9).

전자에 의하

면 사회의 진보는 생물의 진화와 마찬가지로 아주 완만하게 이루어지며 인위적인 노력에
의해 속진 될 수 없다

그러나 후자는 교육을 통한 사회의 친보를 강조한다. 즉， 교육은

사회에 존재하는 모든 악에 대한 만병통치약으로 문명의 발달과 사회의 향상을 가져다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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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제도라는 것이다
개혁적 Darwinism은 학교의 사회적 책무를 강조하는 교육관과 직결된다.

이러한 견해

에 따르면 학교는 사회의 복지를 증진시키고 사회 전체를 개선하는 가장 중심적인 기관이
다 (Dewey，

24). 따라서 사회적 책무를 망각한 교육은 존재할 가치도 없으며 교육의 윤리

적이고 도덕적인 원리는 그것이 사회적인 것이라는 점을 바탕으로 한다.
이처럼 교육을 통해 사회를 진보시킬 수 있다는 생각은 당시 지속적인 변화를 경험하고

있던 미국의 상황에 아주 적합한 것이었다

아직 고착된 채도나 확립완 사회 질서가 없이

부단히 변화하고 성장해 나가던 미국 사회가 이러한 이론을 적극적으로 수용한 것은 당연
한 일이었다.
다음으로， 실용주의에 관해 살펴보자. 간단히 말해새 실용주의란 지식이나 가해의 기준

을 절대적이고 C영구불변하는 것으로 보기보다는 현실에

적용한 결과를 보고 판단하려는

태도를 말한다고 할 수 있다 (C빼빼，

어떤 주장이나 신념은 특정한 문

566).

이에 따르면，

제 상황을 해결하가 위한 가설이며， 가설의 타당성은 검증의 과정을 거쳐 평가된다. 그리

고 설령 그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명되었다고 하더라도 잠정적인 해결책일 뿐이며 새로운
문제 상황에서는 새로이 검증받아야 한다

이 과정은 부단히

반복된다.

실용주의가 갖는

교육적 의미는 과학적 실험 정신을 존중한다는 점에 있다. 교육의 목적은 불변하는 지식
의 획득애 있는 것이 아니라 과학적 실험 과정을 통한 문제해결력을 습득하는 데 있기 때
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견해들은 영적인 인간관에 의해 반박된다

영적인 안간관을 전제하는 입

장은 무수한 과학적 증거에도 불구하고 자연의 세계를 격하시킨다. 이러한 입장은 초자연
주의적 가독교의

입장，

관념론적 입장，

그리고 고전적

들은 영구불변하는 진리가 영적 혹은 관념의 세계에

인문주의 등에 의해 대변된다.

있다고 믿으며，

이

교육은 인간의 영적

능력을 고전 교과를 통해 단련사키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는 당시 확산되고 있던 진보
적 입장에 대한 보수적 반작용이라고 할 수 있다

3.

교육의 추 01

써 시기의 교육의 새로운 추이는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될 수 있는 바， 첫째가 학습과정
에 대한 과학적 탐구이고， 둘째가 아동중심 교육 사조이며， 셋째가 교육의 진보적 목적관

이다

앞서도 언급한 바 있듯이， 과거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수준에 머물렀던 인간의 학습

심리에 대한 연구가 이 시기에는 실증적이고 과학적인 수준으로 발전하게 된다. 즉， 이는
피동적인 수용자라는 학습자의 개념을 부정하고 학습의 과정을 개체와 환경간의 상호작용

으로 규명하려는 노력이라고 볼 수 있다.
달리 표현하자면，

인간의 지적

능력은 영적 실체로서

유전되는 것이 아니라 환경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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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종래의 능력심리학

갖는 교육적 효과를 과학적으로 부정하는 것이었다

(BuUs &C:remin, 338).
둘째로， 종전의 전통적인 교육관， 즉 주입과 훈련을 중시하고 교육의 내용을 성인의 기
준으로 결정하는 권위주의적인 교육 원리를 배격하고，

아동을 완전한 인격체로 태우하고

교육의 과정에서 그들의 홍미나 관심을 중시하는 아동중심 교육 사조의 확산이 야 시기의
의미 있는 교육적 추이라 할 수 었다. 이 흐름에 따르면， 교육의 궁극적인 목적은 아동에
게 무엇을 부여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틀 스스로 하얘금 무엇인가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대 있으며， 따라서 아동은 교육이라는 활동에 능통적으로 참여하는 주채야고 교
사-는 아동 스스로의 성장을 이끌아 주는 조력자가 되는 것이다(뼈뼈.，

이와 아울러 Dewey확

실험주의에

진보적 교육관을 들 수 있다.

01

업각하여

새로운 교육의

382).

방법과 웰리를 모색하려는

입장은 아동들의 능력이나 요구의 재언차를 반영하는 적

절한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그들로 하여끔 책임과 권려 의삭을 가지고 만주 사회에 참C잭활
수 있도록 도와주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부연하자면， 진보적 교육관은 종래의 전통적

인 수업 방식에서 벗어나 아동에게 자지 표현， 활동
방법을 제시함으로써

유희， 협동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파

그들로 하여금 새롭게 태어나는 민주 사회，

즉 미국 사회의 구성완

으로서 그 역 할을 성 공적 으로 수행 하도록 하기 위 한 것 이 었다(Thid. ，

434).

물론 이 상의 세 가지 추이 , 즉 학습이 론의 과학화， 아동중심 교육 사상， 그리 고 진보적
교육관이

이 사기의 지배적 세력이었다고 보가는 어렵다. 그러나 남북전쟁까지의 시기가

구 세계의 전통적인 교육관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는 시기였다면，

이 시가는 그러한 대안

이 구체화되기 시작하는 때라는 점에서 그 역사적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얘기서 한 가지 덧붙일 첫은 이 시기에 들어 자본가들이

학교 교육을 통제하기 시작하

는 것을 볼 수 었다는 점이다. 미국의 산업화가 가속화함에 따라 생산에 펼요한 노동력
수요가 급증하였고 아에 생산 인력의 훈련을 목적으로 학교 교육에 대한 자본가들외 투자
가 시작되었던 것이다.

자본가들의 이러한 태도는 학교 교육의 목적을 미래 직업을 위한

준벼로 보는 사각을 반영하는 바，
있었다.

한편，

이러한 과정에서

부분적으로는 당사의 교육개혁가들의 생각과 일치하고

미래에 어떠한 직업을 갖게

될 것인가에

따라 차별화환

교육아 실시되기 시작했는데， 이는 장차 계급 구조의 영속화라는 위험을 내포하는 갯이었
다 (Carnoy，

247).

V.

논억 옐 곁롤

앞서도 말한 바 있듯이， 지난 시기에 미국의 학교 교육은 그 목적이나 이념，

빵볍，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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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등에서 서로 대립，

갈등하는 상이한 입장이나 세력간의 투쟁의 장이었다고 할 수 있

다. 물론 이것이 잡다한 이념들의 군웅할거랴든지 혼돈의 상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강력한 중앙 정부에 의해 통제되어 온 우리의 교육과 비교할 때 미국의 교육이 매

우 복합적인 양상으로 전개되었다는 점은 다소 이질적으로 보인다. 이제까지 논의된 갈등
의 형태를 간단히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기독교적 초자연주의 대 과학적 자연주의의 대립을 들 수 있다. 물론 시간의 흐름

에 따라 전자는 쇠퇴의 길을 걸은 반면 후자는 점차 그 입지를 강화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정교 분리 및 산업화의 진전과 더불어 이러한 현상은 더욱 심화되었다. 그러나 최소

한 1 차 대전까지의 시기는 기독교의 영향력이 현저하게 약화되었다고 하기는 어렵다.
다음으로 평등의 이념과 엘리트주의의 갈등을 들 수 있다.

이 역시 전자의 득세로 결말

지워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평등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문제는 복잡해질 수 있
다

즉， 평등의 내용을 교육받을 권리로 보느냐，

보느냐，

또는 교육의

결과로 보느냐에

교육의 기회로 보느냐，

따라 평가가 달라지기

가지(권리와 기회)로 이해할 때， 평등의

교육의 조건으로

때문이다.

적어도 앞의

두

이념은 점차로 확대일로를 걷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셋째로 권위주의적인 전통 교육과 아동중심

교육의 대립을 들 수 있다.

이

역시 사회

전체의 민주화와 인권 신장의 추세에 상응하여， 비록 이론에 비해 교육 현장의 변화가 늦
기는 했지만， 후자 쪽이 점차 대세를 차지했다고 할 수 있다.
넷째로 장식적 지식관과 실용적 지식관 사이의

갈등이다.

이

역시 산업화의 진전과 실

용주의 철학의 영향으로 후자 쪽으로 기울었다고 할 수 있다.
다섯째로 통일성 대 다양성의 문제이다. 사실 1 차 대전까지의 미국 사회에는 다양한 인
종과 문화가 존재했음에도 불구하고 상이한 문화적

요소들이

동등하게

존중받는 다원적

사회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전자가 더 강조되었다고 볼 수 있다.
결론적으로 말해

이

시기의

미국의

학교 교육은 유럽의

사조나 학문의

영향을 토대로

미국이라는 새로운 환경에 맞는 독특한 이념이나 방법을 모색하고 그것을 정립해 가기 시
작했다고 할 수 있다.

이상에서 논의된 내용을 요약 · 정리하면‘

식민시기부터

학교교육은 서로 대립하고 갈등하는 견해나 세력
다.

즉，

기독교적

초자연주의와 과학적 자연주의，

간의

1 차 세계대전에 걸치는 미국의

투쟁의

장(場)이었다고 볼 수 있

장식적 지식관과 실용적 지식관，

평등

의 이념과 엘리트주의 , 공립교육과 사립교육， 권위주의적 전통 교육과 아동중심 교육 등
의 대결을 통해 한 이념이 다른 이념의 제압을 시도하는 과정을 겪어 왔다고 볼 수 있다
이같은 대립의 구도를 보수와 진보의 양분법으로 볼 수는 있겠지만， 유럽적인 것과 미국
적인 것의 양분으로 보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소위 진보의 극(極)에 속하는 이념이나 견

미국 공교육의 형성과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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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가 상당한 정도 유럽의 야론이나 사상에 의해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다. 전술한 바와 같
이

이

시기는 이러한 영향을 토대로 미국적인 것을 싹 틱우는 시기였다.

이 싹이 어떻게

성장했는가에 대해서는 후속 연구를 통해 밝히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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