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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립대학교 교양교육부〉

K 。 머라글

미국의 역사를 유럽 이주민들의 정착을 지접으로 하여 약 400년으로 볼 때 제 1 차 세계

대전은 경제적 그리고 문화적 측면빼서 매우 중대한 의미를 지니는 전환점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 전쟁을 통해 축쩍한 막대한 부를 바탕으로 미국은 비로소 세계 강국의 대열에

들어서는 한편， 남북전쟁으로 인한 파괴와 분열을 극복하고 사회적 안정과 통합을 이루게
된다. 특히， 1 차대전 이전의 미국이 유럽의 강한 영향 아래 문화적 정혜성 Odentity) 을 모색
하고 있던 데 반해， 전후의 미국은 자신의 고유한 문화적 전통을 확립하게 된다는 사실에
서 이 사점이 갖는 의의가 크다고 본다. 부연컨대， 초기 미국 문화， 특히 19세기 이전의 미
국 문화는 상당한 정도 유럽 문화의 차입 내지 복사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이

러한 현상은 19세기에 일어난 미국 사회의 전반적인 대변혁과 함께 뺑화를 맞았으며， 이같
은 변화는 20세기의 출발을 전후하여 그 절정에 달하게 된다. 즉， 이 시점을 기준으로 해
미국은 문화적 황금기를 누랴게 되며， 매 이생 문화나 사상의 수입국이 아닌 수출국으로

변모해 가는 것이다 (H버.eshein

& Merrill,

73). 물론 이러한 논의가， 1 차 세계대전을 전후해

서 형성되기 시쭉한 미국적인 문화의 전통이 유럽의 영향애서 완전히 탈피한다는 뜻은 아
니다.
본문의 목적은 1 차대전 이후 현재까지의 미국 교육에 대한 고찰을 통해 미국사회의 지

적 흐름을 조명하는 데 었다. 어느 시대 혹은 어느 사회를 막론하고 지성사나 사상사를 탐
구함에 있어， 그 시대나 사회의 교육에 대한 분석은 필수불가결한 것이다. 왜냐하변， 교육
은 인간 집단의 문화를 전수하고 보전하며 개조하는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어다. 한편， 깨
적 흐름’ 이라는 개념은 여러 각도에서 상이한 의미로 해석될 수 있겠으나， 본문에서는 이

를 보편성과 특수성 혹은 단일성 (unity) 과 다양성 (diver외ty) 의 양분법을 사용하어 고찰해

*이

논문은 1995년도 한국학술진홍재단의 대학부설연구소 연구과제 연구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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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자 한다。 아래에서 상술하겠거니와， 교육의 측변에서 볼 때 미국의 지적 추이는 보편
성과 특수성 혹은 단일성과 다양성의

양극을 진자운동( oscillation) 해 왔다는 젓이 훨자의

주장이다. 본문에서 단일쟁어라 함은 차적인 수월성 (excellence) 을 뜻함이요， 다양성은 곧

개성이나 교육 내용의 다원성을 의미한다。 교육적 성취를 평가함애 있애， 지적 수월쟁은
보면적이고 공통적인 기준을 전제로 하는데 반해， 개성이나 다양성은 기준억 특수성을 강
조하는 개념이기 때문이다이 작엽을 수행함에 었어 논의의 펀의삼 전체 사가를 X 차대전 이후부터 ’50 년대까지， ‘ 60

년대부터 '70'년때까지， 그려고 ’80년대 아후 이렇재 셋으로 구분하고; 각 시가별로 교육의
동향 및 추어 풍을 단얼성파 다양성의 양분볍적 구도상빼샤 살펴 보고자 한다. 1 차대전을

전후해 E1l동되자 시작한 다양성을 강조하는 미국교육이 ’50 연때까자확 성숙겨를 거쩌， ’60
냉대와 ’70년빼외 진보2액여고 재방적인 사회 분워가 속에서 그 절장애 달하칙만 ’80 년태 초

빽 경제적 위기의식을 계기로 하여 다-사 단알성 즉 지적 수월성왜 축으로 협귀환다는 것
어 필자의 주장이다. 여자서 한 가지 밝혀 물 정은， 구체적인 교육채도나 째부적인 교육대
용 둥은 본문의 성격상 논획의 대상액서 채외된다는 것아다.

lL ‘위태한 국자’ (the great 뼈 atio머예 전설을 우|한 교육:
3 차돼점뷰 E1 ’50 먹 CHη{체

이 시기획

며국을 인간에 벼유한다면 청소년에샤 성인이

되는 그과정이라고 할 수 었다.

쟁체적인 측면애서는， 남북전쟁 이후 자속화되어 온 산업화가 ’30변대의 경저} 대공황 (the

Great Depression) 이라는 시행착오를 거쳐 2차대전 이후 완성된다. 이갇은 산업화에 따라
일면으로는 미국 사회 전반에 대한 자본가틀의 영향력이 증가되기도 하였으나， 노동 운동
또한 더욱 조직화되고 체계화되었다 (Butts and Cremin, 461-2). 산엽화라는 추이는 이 사

기의 미국 교육， 특히 꽁립 중둥교육에 있어 직업교육을 장조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데， 이에 대해서는 아래 부분에서 더욱 상세히 다루기로 한다.

한면 이 시가는 사회적인 측면에서 볼 때， 지식인이나 교육자를 비룻한 사회지도층의 관
심과 노력이 민주주의를 바탕으로 한 위대한 국가의 건설에 있었던 시기라 할 수 있다. 즉，
전통적언 속박을 배척하고 자유를 갈구하던 유럽 이주민들의 후예들에게는， 내전과 1 차 대

전을 겪으며 얻은 사회적 결속과 경제력을 초석으로 히여 새로운 민주 사회를 수립하는
것이 이 시기의 최대의 과제였던 셈이다. 따라서， 교육의 중대한 사명은 학생틀을 민주적
자질과 태도를 갖춘 미래 시회의 시민으로 양성하는 일이다. 그렇다면 당대의 교육자나 지
식인들이 상정한 민주주의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었을까? 이에 대한 답을 John Dewey 의
이론을 통해 찾아 보기로 한다.

미국적 교육잭 태동과 성장

찰 얄댐진 바와 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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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wey는 미국쩍인 철학 그라고 교육학의 헬웹에 째대환 공헌을

환 인물이다. 그는 전 생애률 롱해 민주주약왜 열렬한 용호자였다. 번주주의는 사확 어론
가로새악 Dewey와 정치적 행동가로서외 Dewey를 연결핵 주는 헥심 고학였으며， 그와 이
론악 얼관된 주제였다 (Westbrook， x l. 이렇채 불 예， 그는 만주주확랴늄

‘종교’ 택 옥설한

선자이자 그 복음외 전파자였먼 썽이다. 지냐천 단순화가 훨져 모르댔 ò 냐， 앙ewey 획 먼주
주의는 다음과 갇은 야! 자책 특장요로 요약될 수 있다않ee， 40-2, 48-5심。 우선 자유로훈
의사소통 (free communication) 과 그에 압각향 공동획 이액 (common intεrests) , 다려고 혈통

(cooperation) , 끝으로 살힘주확 (experimentalism) 아다 Dewey 가 본 민주 사화는 구성원들어
제약없는 의견 교환을 통책 합외를 도출하고 합악된 목표 탤성을 위해 뤘용하는 샤햄인
바， 합의원 목표는 어다짜해나 잠정캡인 젖。1 떠 폭표 얄/생확 파정액 Aì 째로운 룬채 7} 뿔생
할 경우 언제든 또 다른 합의과정을 풍경R 수정될 수 있다. 뿔딴- 아다라， 면주 사합획 포든
정책 (po!icy) 은 다양한 요구약 조쩡야

특정한 문채억 해쟁올 워한- 가쩔 (hypothesis) 로 춰

급되어야 하며， 한 가설이 채대효 가능략Àl 못활 쟁우 그꼈을 차각하고 새로운 가쩔을 .2.
색해야 하는 바， 어첫아 곧 먼주주의의 살혐정신인 것여다. 야렇잭 볼 때 민주주확는 삶확
양식 (mode) 이요 과학적인 知力 (intelligence) 그 자쩨인 생이다. Dewey는 학교교육을 통해
아동들에쩨 민주적 능력과 태도를 함양시켜 좋으로썩 벼국을 뾰다 면추쩍언 샤-혐로 만들
수 있다고 믿었다. 이펌한 신념은 팔 20쩨재 초반쁨탈 ’50년해까지 마국 교육와 주휴률 야
루었던 ‘진보주의’ (Progressive) 교육사조의 빼전채인 젓이다.

진보주의 교육사쪼억 붕아(鼠뽕)는 19셰자 얄 t1l륙석빽 챙통표육에 E생한 저향빼재 췄을
수 있다. 당시 일련의 교육차들은 학생률에 대한 휘적인 풍체l 확- 단햄 (discipline) 二l 려고 반

복 훈련을 강조하는 채래샘 교육 방법양 편협생과 부당생을 쩌척하자 사작밟였다. 환혐 도
시애서는 이주자들을 워한 사확교육과 도사재선여， 그랴고 농촌에서는 농촌얘 맞는 학j표교
육이，

끝으로

산업현짱애서늄 노동력에

얘한

직업교육야

각각

장조되었다 (Cremin

in

Dropkin , Full and Schwarcz, 않7). 이렇채 볼 때 진보주악 사죠는 바단 학교교육에만 국한
되지 않고 사화의 여려 영역에서 다양한 방향으로 전채팩었다고 할 수 었다. 그러나 야러
한 다양성에포 불구하고 친보주의라는 재념에는 다음의 옆 가자 공통적인 의미가 전채되
어 있다.

우선 진보주의는 진보에 대한 신념으로부터 출발하는혜 이는 Darvvin 의 영향으로 볼 수
있다 (εremin， 99-100). Darwin 이전의 형아상학의 자빼적인 경향은 영구불변하는 절대적인
것의 추구에 있었다. 이러한 입장에 따르변 변화라는 것은 정상의 궤도를 이탈한 가형인
생이다. 그러나 Darwin의 진화론을 수용하는 견해에서 보면 변화는 자연의 법칙이다a 즉，
진보주의 사상가들은 개인과 사회가 모두 전화할 수 있다고 확신하는 것이다. 둘째로 천보
주의는 모든 인간에게 환경과의 상호작용 속에샤 그들을 성장시키고 나아가 환경음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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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킬 수 있는 능력， 곧 지력 (intelligence) 이 있다는 것을 전제한다. 인간의 지력은 교육에

의해 계발되고 향상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진보주의의 가장 중요한 주제는 교육이며， 진보
주의자틀의 궁극적인 관심은 교육을 통한 사회 개선에 있는 것이다 (Cremin in Dropkin et
해.， 15이. 앞서 언급한 바 있듯이， 1 차대전 이후 보다 체계화된 진보주의 교육사조에 의하

면 교육의 목적은 학생들을 민주 사회의

‘효율적인( efficient) ’ 구성원으로 기르는데 있다.

여기서 효율적이라 함은 자기주도 (self-direction) 를 뭇한다. 즉 자신이 주체가 되어 표현하
고 행동하고 판단하는 인간을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진보주의 교육자들은 권위주의적
훈육을 부정하고 학생들의 관심 (interest) 과 존엄성을 강조하다. 이런 이유에서 진보주의는
종종 아동중심 (child-centered) 교육사조와 동일시 되기도 한다. 즉， 아동의 자유를 보장하

고 전인적인 발달을 도모하며， 실제 생활과 학교 교육과의 일치 그리고 사회 전체의 문화
와 학습과정의 민주화를 지향하는 것이 진보주의 교육의 원리인 것이다. 이같은 교육관은

교과 과목보다는 학습자의 발달에 초점을 맞추며 교사의 일방적인 통제와 지시를 부정하
고 교사의 역할을 안내자 혹은 보조자로 제한시킨다. 또한 학습자 개개인의 독특한 잠재력

을 중시함으로써 인간 능력의 다양성을 인정한다.
여기서， 당시 진보주의자들의 교육에 대한 견해를 그들의 몇 가지 교육원리를 통해 살펴
보기로 한다 (Cremin，

243-5).

1) 자연스럽 게 (naturally) 발달할 자유
2) 모든 일의 동기로서의 관심(interests)
3) 안내자로서의 교사
4) 학습자 발달의 과학적 탐구

5) 아동의 신체적 발달에 대한 관심
6) 아동의 욕구 충족을 위한 학교와 가정의 협력

7) 교육 운동의 기수로서 의 진보적 학교

이상에서 논의된 전보주의 교육사조의 특정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우선 진보주
의는 교육 과정 (process) 의 민주화를 의미한다(그러나 아동의 자유에 초점을 맞춘 이 민주

화는 경우에 따라 합법적인 교사의 권위 그리고 교육 내용의 공인된 가치 둥에 대한 도전
으로 받아 들여져， 비판의 대상이 되기도 하였다). 다음으로， 학교와 사회 간의 밀접한 관
계， 즉 학교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한다는 점이다. 과거 전통적인 학교가 누려 왔던， 속세로
부터 벗어난 상아탑의 지위는 철저히 배격된다. 셋째로 진보주의는 제반 사회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학교의 능력에 대한 신념을 토대로 한다. 끝으로 진보주의자들은 사회의 미래
에 대한 낙관론자들 (opt따1Ïsts) 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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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들의 낙관론은 강력한 도전에 봉착한다. 1929년 10월 24 일의 주가 폭락을 기점

으로 한 경제 대공황이 바로 그것이었다. 1930년대의 경제 대공황은 당시 미국의 교육을
참혹한 상태로 전락시킨다. 많은 학교가 폐쇄되고 교육 기회가 감축되는 한편 교과수가

감소된다 (Good， 513-4). 결과적으로 이 사건은 교육계에 셰 가지 중요한 변화를 초래한다

(Spring, 269-74). 우선， 경제 위기를 계기로 교육 행정가와 교육자들 사이에서 교육에 대한
사업가들의 참여를 배제하려는 추세가 증가된다. 그 직접적인 이유는 사업가들이 교육세를

삭감하려고 하기 때문이었지만， 보다 근원적인 이유는 경제 위기를 초래한 것이 사업가틀
이라는 인식에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즉， 국가 전체를 파탄으로 몰아넣은 탐욕스럽고 사악
한 집단에게 교육을 맡길 수 없다는 정서가 팽배했던 것이다. 둘째로， 대공황은 교육 사업

에 대한 연방 정부의 개업을 불러 일으켰는데 이라한 재입은 ’40년대와 ’50년대에 더욱 확
대되며， 이로 말미암아 연방 정부와 전문 교육자 (professional educator)들 사이의 긴장이 고
조된다. 끝으로 경제 대공황은 일부 진보주의 교육자들로 하여금 보다 급진적인 대안을 모
색케 하는 전기가 된다. George Counts를 펼두로 하는 소위

‘사회재건주의자 (social recon-

structionist) ’ 들은 갱제 위가가 심화됨에 따라 자본주의에 대한 비판의 수위를 높인다.
Counts는 그의 유명한 연설

‘학교는 캄히 새로운 사회의 절서를 건설할 수 있는가? (Dare

the scho여s build a new soci허 order?) ’ 예서 경쩨적 대재앙의 주범을 자본주의로 규정하고
새로운 경쩨 체제의 필요성을 역설한다. 더 나아가 일련의 사회재건주의자들은 자본주의가
과학과 기술의 발달을 인류의 공영을 위해 사용하지 못한 점， 그리고 그것이 경제적 불안
정의 원인이 된다는 점 둥을 들어 자본주의 체제를 선랄하게 비판함은 물론， 사회주의로

경도된 대안들을 제시하기에 이른다(’40년대와 ’50년대의 우익 전영에서는 이 같은 현상을

가리켜 공산주의자들이 미국왜 공립학교에 영향을 미친 증거라고 주장하였다) . 그러나 사
회재건주의는 경제가 회복됨에 따라 퇴조의 길을 걸었으며， 이러한 급진적 사조가 미국 교
육에 미친 영향이 그리 주목할 만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사실 미국 사회를 가쟁 강력
하게 지배해 온 이데올로기가 자퓨라는 점을 고려할 때， 어차피 개인의 자유를 속박하는

사회주의는 미국이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은 아니었을 것이다. 하지만， 사회재컨주의자들은
최소한 20세기 초를 대표하는 진보주의자들이 관심을 갖지 못했던 (혹은 않았던) 영역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영역들(예를 들어 경제 구조)에 눈을
돌림으로써 교육을 보는 시야를 넓힌 공헌을 했다고 할 수 있다.
진보주의에 대한 또 다른 도전으로， 합리적이고 영적인 이성의 단련을 강조하는 항존주
의 (perennialism) 와 문화적 정수외

보전을 중시하는 본질주의 (essenti때ism) 를 들 수 있다

(Johm씨n， Collins, Dupius and Johansen , 379-86). 양차간의 상이성에도 불구하고， 전자가 후

자의 모체가 된다는 변에서 이들은 중요한 공통점들을 가지고 있다. 우선 이들은 변화의

개념을 배척하고 불변하는 진리를 추구한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이들은 교육의 목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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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둥에 있어서 개성이나 다양성보다는 보편성과 절대썽을 강조한다

끝으로 이들은 교

육 과정 (process) 의 민주화나 아-동의 자유보다는， 교사와 전통 교과외 권위에 더 큰 비중을
둔다는 점이다. 이들 양대 교육사조는 바로 이같은 라이점을 토대로 하여 진보주의를 공격

하였다. 즉 진보주의는 하찮은 내용을

가르치며

아동을 방임하는

반째성주의 (anti

intellectua1ism) 아요 캄상주의 (sentimen때ism) 라는 젓이다 (Meyer， 265). 그랩나 이들의 잔보

주외에 대한 공격은 그리 성 공적이자 못하였다. 왜냐하멸 당시 며국의 대중은 항존주의나
본질주획의 주장을， 자선들의 얼상 생활과는 동떨어진， 지나치채 학문적인 것으르 간주했

껴 때문이다， 제다가 그플은 항존주의나 본질주의자 사대적으로 수영을 다환 것이라고 여
겼고， 륙하 향촌주의의 비번주적 측면을 배책하였다.

현펀， 진몹주억와 아울랴 이 사가에서 빽애 놓을 수 없는 교육의 추쩨는 직업교육에 때
한 강조이다. 이보다 앞쟁 얘거에도 캠업교육은 존재했째만， 그것아 본격화되가 시작한 첫

본 1917 1건 Smith-Hughes 법외 채정 이후이다; 얽에서도 언급핸 바 있듯야， 직업교육얘 대
한 강조도 넓은 의머왜 전보주왜 운동 속에 포함환다。 만주 사회의 구성원으로서왜 역할을
성공책으로 수행하는 때 있어 직무 수행을 워환 지술 연마는 필수적인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좋은 직업 교육은 계인의 성장과 사회의 향상에 가여한다고 볼 수 있다.

어를 좁 뎌 차셰히 살펴 보햄， 1 차 대전 이전왜

‘보통학교 (common sεhool)’ 의 이념이

누구에채냐 보편적인 교육 내용의 전수를 통해 평동확 이념을 구현하는 것이었음얘 받해，
적업 교육외 이면에는 개인의 사회적， 경제적 지위자 자신의 능력과 엽적애 따라 결정된다
는 공적주의 (meritocracy) 적 관첨어 전제되얘 었다 (Spring，

217). 이것은 곧 가확균풍의 원

려와 일맥상통헌다. 즉 모든 사람에제 기확는 동일하제 부여되며 결과에 대해서는 개개인

이 책업져야 한다는 논려이다. 그렇다면 직업 교육은 얘떤 학생들이 받아야 하는가를 어떻
께 결정확는가? 이에 대한 답은 학생들빽 적성과 능력인 바， 이 사지는 인깐악 능력아나
특성을 측정하는 가술이 급속학 발달되었던 사거이기도 하다. 결국 과학적이고 잭관적인

척도를 사용하여 재개인의 적성과 재능을 측정하고， 이를 토대로 그들에게 최적의 교육을
제공환다는 것이 곧 직업교육을 옹호하는 사람들의 견해이다.

그라나 이와는 전혀 다른 시각의 설명도 가능하다. 이 시자에 이루어진 직업 교육의 대
상이 주로 노동자 계층과 이민자플의 자녀라는 사설은， 직업 교육이 질 높은 노동력을 원
하는 자본가들의 이익에 부합되는 교육이었으며 사회 계충 간의 불평등을 고착화하고 영속

화시키는 역할을 했다는 증거라는 주장이 바로 그것이다. 이같은 주장의 정당성을 용호하
려는 것이 본문의 취지는 아니지만， 민주주의 사회에서 제도화된 직업교육이 불평등을 재

생산할 수 있는 가능성은 배제하기 어렵다. 사실， 이 시기에 강조된 직업 교육은 다양성의
논리에 기초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상이한 개인의 능력이나 특성 혹은 요구에 따라

다양한 교육이 실시되어야 한다는 논리이다. 이같은 다양성이 명실상부한 의미를 가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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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해서는 사회에 존재한는 상이한 융소틀간왜 동얄한 힘 (power)과 째워자 전제되핵야 향

다‘ 그렇쩌 않을 경우 다양성이환 불평둥한 워계 구조를 합리화핵늠 구효에 그칠 수 있다.
이상외 논의를 요역:컨택， 1 채 꽤전이후 ’50 1생대까자 벼국 교육외 추야는 단얄성보다는
다양성쪽으로 경도되어 있었다고 볼 수 었다. 전보주왜 교육샤조는 쩡책 대꽁짧아않는 사
련에도 불구하고 ’50년돼 팔짜;;>:1 그 맹맥을 유지하였다. 전보주의자들약 껄해 종 일부는
져나치채

낙관적이고 나이브 (naive) 하다는 β1 판을 변하가

어햄다 (Button and Provenzo,

209). 또한 진보주외를 순수하제 며국적인 사조라고 할 수도 없다r 왜냐하멸 그젓은 유렬획
져l 몽사생확 영향 아래서 탄생뭔 철학이자 때문야다， 그랴냐 교육외 민주행， 7\1성돼 존중과
다양성의 인정， 학교의 사확적 책영， 그리고 교육을 흉환 사합 7ß 선 등으로. 특장째일쩌는

전보주획 사조는 분명 유협획 천동에책 딸X다헌 마국챔딴 3표흉팩 초잭이자 아;엉표플 o} 탤
해 주었다고 볼 수 있다，
여기서 한 가쩌 지적활 사항은 Dewey를 진보주확앨 산뽕;;>:}료 보는 사z}의 ￡추정/성야다.
Dewey가 진보주왜의 탤생과 뿔얄엑 지돼한 영향을 꺼천 것은 샤설아 ;;>:1 딴， 그는 자장올 전
보주의자라고 주장하치도 양을 뿐더랴 진보주외의 교육관액 대해 l:l]판쩍마다 (Cremin 234-

5; εremin in Dropkin et al. , 151-4). 우선 그는 특정한 산념야나 휠려를 절대시하블 8주획’
라는 것을 배척향다. 다음으로 그는， 아동억 자유를 차나책채 강조한 나매자 교사확 .Ji!.과

목외 중요성을 경사하는 전보주악의 치명적인 결함을 공격한다.
이 시 거 의 교육을 논함에 었얘 간과할 수 없는 한 가쩌 사건은 1957 팬의 Sputnik호 사건

이다. Sputnik은 엔류 확초로 자구 궤도률 도는 혜 생공환 구 소훨획 인꽁워성안때， 2차 때
전 이후부터 시작되어 당사 절정에 달했밤 냉전 채채 하얘서 소련이 벼국과왜 과학 자술
경쟁에서

일시적이나따 승리했다는 샤실은 당시 며국외 자존삽을 크채 손양샤쳤고 특허

미국외 교육계엠 충격을 딴져 주었다(τoch， 3) 。 이를 계기로 정보주외 교육 사조는 퇴조의
질을 걷지 샤작하며， 기초 학혈의 보강과 학업 성람으} 향양을 주짱하는 소맑 학분 중심

(discipline-centered) 교육 샤-조가 동장한다. 이로 인해， 미국 교육에 참사 보수적안 방향으
로 회귀하는 듯하였나， 야러한 경향윤 그 교육 사조대약 약점， 교사의 이해 부촉 그리고 당
시의 사회 상황 둥으로 인해 ’60 년대의 정치적 소용돌이 속에 참겨 벼리고 마는태， 이얘 혜

해서는 다음 부분에서 재론하기로 한다.

血。 자유와 펌톨을 워한 j표홉: '60 댐태멸태 ’70 면왜 η}쩌

1 차 대전에서 2차 대전 직후까지의 사거를 경제적 측면에서의 변혁가라고 환다변， 이 시
기는 정치적， 그리고 사회적인 격동지였다고 볼 수 있다. 이 사기의 교육에 영향을 끼친 사

건으로 흑인들의

인권운동을 들 수

있다. 이

인권

운동은 학교의

인종분리철폐 (sch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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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주장으로

이어

진다. 즉， 이는 과거의

인종별로 분리된

학교

(segregated schoo]) 에 대한 거부이며， 흑인들의 지위 향상을 위한 상징적인 요구라고 볼 수
있다. 흑인들의 인권과 학교의 인종분리철폐는 미국 정부에 의해 주도된 것이 아니라， 엄
청난 대가와 희생을 치루고 그들 스스로 쟁취한 것이다 (Spring， 296).

인권 운동은 자유와 평둥 두 가지 측면에서 당시 교육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우션 흑인들이 요구한 권리는 거주나 이동 혹은 선택이나 표현 등의 자유였다. 이처럼 자
유를 희구하는 사회 분위기는， 사상이나 이념 혹은 종교의 제약을 받지 않는 학교 내에서
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요구에 간접적이나따 영향을 끼쳤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자유를 추

구하는 추세는 이 시기의 대학 교육에 반영되어 필수과목의 수가 대폭적으로 감소하는 현
상으로 나타나기도 하였다 (Button

and Provenzo, 305).

이와 아울러 사회의 일각에서는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 즉 교육에 대한 선택
의 자유를 주장하는 운동이 일기 시작했으며， 이 운동의 결실이 곧 ‘대안학교’ (alternative
schooJ)의 등장으로 맺어졌다(이는

free school 이라고도 불리었다). 이 대안학교 운동은 그

취지나 원리에 있어 진보주의 운동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많다 (Ibid.， 303-6). 우선 진보주

의 운동이 재래식의 학교는 급변하는 산업사회에 부적절하다고 보았듯이， 대안 학교 운동
역시 현존하는 학교가 개인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한다고 본 것이다. 다음으로，
대안학교 교육원리 몇 가지를 열거하면， 학교 교육의 출발점으로재의 아동의 욕구와 경험，
조언자로서의 교사， 사회 공동체로서의 학교，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학습 등인대， 이는 모두

진보주의 교육관에 포함된 원리들이다. 이렇게 볼 때， 결국 대안학교 운동은 진보주의 전
통의 계숭인 셈이다. 그러나， 이 대안 학교 운동이 진보주의처럼 미국 교육에 중대한 영향

을 미쳤다고는 보기 어렵다.
한편， 인권운동은 평동의 차원에서 볼 때 백인들과 동둥한 권리에 대한 요구였다고 볼
수 있다， 미국 교육에 있어서의 평등에 대한 요구는 전혀 새로운 현상이 아니다. 제도화된

평동 교육은 1 차 대전을 계기로 연방 정부의 본격적인 관심을 끌기 시작했으며， 2차 대전

을 통해 그 실현을 이루게 된다고 볼 수 있다 (Kandel， 7). 여기서 말하는 평등이란 곧 기
회균둥이다. 그러나， ’60년대와 ’70 년대의

평동에 대한 요구는 기회균둥의 차원을 넘어서

결과적 평둥을 주장하는 강한 형태로 나타난다. 결과적 평둥이란 아무리 공평한 기회가 주
어진다고 하더라도 교육의 결과가 어느 정도 비슷하지 않다면 평둥한 교육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을 뜻하는， 매우 적극적인 의미의 평퉁이다. 결과적 평등에 대한 요구는 이중 언

어 교육， 학교 재정의 균둥한 분배， 소외 계층에 대한 특별 교육 둥의 예에서 찾아 볼 수
있다 (Carnoy

and Levin, 12). 즉， 이는 사회적 혹은 경제적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는 계층에

대해서는 보다 많은 교육 투자와 배려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논리이다.

이

시기에

결과적

평풍을 추구했던

교육 정책으로

‘빈곤과의

전쟁’ (The War 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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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verty} 을 들 수 있다 (Spring， 303-6). 이 정책의 취지는 흑인들이 주를 이루었던 빈콘계

층의 문제해결을 위해 그들에게 특별한 교육을 제공한다는 데 있다. 보다 많은 비용과 특
별한 방법으로 빈민층의 자녀들을 교육시켜 그들의 노동 생산성을 높이면 직업시장에서의

그들의 가치가 높아지고? 이는 곧 많은 보수로 연결되는 바， 빈곤은 이러한 과정을 거쳐 근
본적으로 퇴치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이렇게 볼 때 동일한 결과를 강조하는 결과적 평둥은 다양성이라는 개념과는 거리가 있
는 듯 하다. 그러나 이것을 모두가 동일한 수준의 성취를 이룩해야 환다는 뜻으로라지 보
다， 상이한 결과에 대한 동둥한 인정의 의미로 해석할 때， 결과적 평둥은 다양성과 완벽하

게 양립할 수 있다.

한편 '60 년대와 ’70 년대의 평둥의 이념은 교육 내용의 다양성이라는 추이를 초래한다.
’60년대 초반까지의 흑인 언권 운동은 학교의 인종 분리 철폐로 상징되었다. 즉 학교의 언
종통합으로 그들의 요구가 관철되었다고 간주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60년대 중반부터 흑

인들의 요구는 학교의 인종통합에서 교육 내용의 문화적 다원성으로 발전한다. 이는 학교
에서

가르치는 교과에

흑인들외

독특한 문화를 더

많이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이다

(Hamilton in Dropkin et al. , 486). 이러한 현상은 비단 흑인 집단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었
고， Asian과 Latin American 틀에게까지

확산되어

학교 교육은 이들의

인종적

정체성

(ethnic identity) 을 수용하기 에 이 른다.
이상에서

볼 때， ’60 년대와 ’70년대는 다양성을 추구하는 교육의 추이가 절정에 달했던

때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시거의 교육이 전적으로 다양성의 원리에 의해 지배되었다
고 보는 것은 오류이다‘ 앞서도 언급했듯이， 1957 년의 Sputnik사건 이후 ’60년대에 들어서

면서 미국의 교육계애는 학생들의 지적 능력과 학문적 성취를 강조하는， 소위 학문중심 교
육사조가 대두되었다. 왜냐하면， 개인의 차유나 다양성을 강조하는 교육은 학문적 기초를

소홀히 하였고， 지적 탑구를 바탕으로 해야 하는 현대문명 속에서 문제점을 노정시켰다(겁
종서， 이영덕， 황정규， 이홍우， 11 ),
그러나 이 교육 이론은 학습의 시간적 껴}열성에 대한 경시라는 내부적 약점과 교사들의
이해 부족， 그리고 다양성을 추구하는 사회 전체의 분위기로 인해 단명하고 만다. 그럽애
도 불구하고 학문중심 교육사조는 미국 뿐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지식교육의 체계와 방볍

을 재정립하는데 지대한 공헌을 하였다.

W 。 수월성( excellence) 을 위한 교륙 : 옐@년대부터 현째까지

’80년대에 접어 들면서 미국 사회는 자신의 학교 교육에 대해 큰 위기의식을 느낀다. 이
위기의식은 1957 년 Sputnik 사건의 충격에 버금가는 것이었다. '83 년에 출판된 NCEE(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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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tional Commission on Excellence in Education) 악 ‘ A Nation at Risk 라는 보고서 는 미 국
이 받고 있는 강력한 경쟁자들로부터약 도전， 마국 채품의 낮은 질과 약한 경쟁력， 그리고
그저 그런 (mediocre) 학교 교육에 대해 경고하고， 보다 높은 지준의 강도 있는 교육을 제

안하고 있다. 여기에는 영어， 수학， 과학， 사회과학 둥 지초과목의 장화， computer 교육빽
필수화， 외국어 교육에 대한 강조 둥이 포함되어 있다 (Toch， 4-8) ,

그렇다면 따국 교육을 이같은 위기로 몰고 간 책업은 어디에 있는 것인가? 이얘 대한
당은 여 èj 작도에서 구할 수 있다. 이 중 몇 가져륨 열거하면， ’70변대부터 나타난 학령 인
구외 2갱감， 재산서!쩨의 변화로부터 바롯된 교육책정책 약화， 그리고 ’ 60 년태부터 사작된 교
원 노조쐐 젖은 파업 둥야다。 그러나 이를보다 얘 중요한 원인은 아마도 ’70 연대획 학교가

각종 압력단체나 조직여 주도하는 안권투쟁의 장어었다는 사실얘서 횟을 수 있다. 얘를 들
어 '60 1올태해서 ’ 70 1핵해 사어의

인종통햄 함교확 결과로 많윤 빽인들이 학교를 떠녔으벼，

이예따라 학교왜 풍록율은 혐쳐히 하략하였다. 또핸 학생들외 인권을 보호한다는 맹목하에
학교의 똥쩨기능은 댁쭉 약화퇴었으며? 교사들은 교수확 쩔을 높이가 보다 학생들로부터획
송사 (!aw-suit) 를 펴하는태 혀 큰 광심을 두었다. 이와 아울러 전통적인 학교 교육얘 대한

일부 교육학자들왜 비판이， 교사악 권위를 약향사카고 째석 교과획 중요성을 격감시키는
한펀 졸업에 필요한 각종 이수 사항을 감소샤컴으로써， 교육의 질적 저하를 초래하는데 크
게 가여하였다.

앞서 언급한 얽커 의샘은 ’80년태 이후 미국 교육약 방향을 평풍에서 수월성으로 전환시
키는 결과릎 낳았다. 여지새 한 차째 특 71 할 만한 샤항은， 수웰성을 위헌 교육 운동애 ’60 1냉

대따 '70 1녕대에는 교육에 대한 무관심으로 일관했던 재계가 동참한다는 것이다。 그 야유는
수준 높은 교육이 노동생산성의 향상을 의미한다는 태서 찾을 수 있다. 한편 이같은 방향
선회는 ’ 90년대에 들어 계속될 뿐만 아니라， 어떤 변에서 빽욱 가속화된다고 볼 수 었다.
교육계의 일각에서논， 지적 강인성 (rigor)을 강조하는 운동은 미국적 교흡-이론팩서는 찾아
보기 어렵다는 반성이

일고 있으며， 계속되는 자방 분월회와 추세 속얘서도 교육 내용에

대한 국가의 질적 관려가 시도되고 있다. 또한 교육외 유연성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낭만적
인 (Romantic) 교육관얘 대한 반성과 함께， 미국 교육의 요류를 지적하는 양심있는 비판을

오히려 비난하는 풍조에 대한 개탄이 일고 있다， (Hirsch, 2-3) 이제는 학교가 얼마나 평등
한 교육의 기회를 채공하는가 하는 문제보다는 얼마나 질높은 교육을 제공하는가가 중요

해 졌다. 이와 아울러 공쩍주의적 사고가 결과적 평둥의 이념을 대체하고 있다. 소수 인종
과 여성의 고용을 보호하는 'Affirmative Action' 이 일부 주에서 무효화되는 사회 분위기
가 이에 대한 증거라고 볼 수 있다. 한 마디로 미국교육은 다양성에서 단일성의 방향으로

회귀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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뿔릎 를

미국적인 교육빽 전통은 다양성을 강조하는 전보주확해얘 찾을 수 있다. 얹째깨까책 빽
국 교육의 자배적인 원려는 책쩍 /녕추}와 훈육을 정-쭉하는 유협식의 철똥어었、자 때문이다.
X 차대전 척후부터 ’50 년대까쩌 마국 교육-외 추어자 천뾰주약였다햄， 그 후 '60\옆t:H 확 ’70 년

대는 진보주의 정신의 체승이었고， '80 년대 이후확 호륨은 그해 댐한 뺨작4쫓아었다고 볼 수
있다. 그라나 이 반작용야 미국적 교육획 전통애 다}한 부정은 아다다. 요허혐 우업는 매국
교육왜 특정을 다양성파 단일성왜 t:H립과 공존， 혹은 갈둥과 조화촉얘책 찾아야 할 것아다.
결론적으로， 미국 교육은 현재， 과거외 긍정적인 업작( 711 성， 다양성， 평동 풍왜 아평)을

크채 훼손사켜자 않는 햄확 내쇄샤 보편성을 쟁제효 한 수월썽왜 방향으포 천행혀JI. 었다
고 활 수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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