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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세기 머국의 문화적 흐름을 예측하는 작업은 분명 점성술적 예언 (fortune

-

telling) 과는 다른 성격의 것이다. 그렇다고 그것이 규칙성이나 인과성을 토대로

한 과희적 예견과 동일사될 수 있는 것 또한 아니다， 경제 · 정치 。 문화 등을
포함하는 제반 사회 현상에 대한 마래학적 설명의 한계는 그 설명의 대상이

인간의 의지에 따라 가변적으로 정형될 수 있다는 점에 있다. 그러나 이러한
한계가 반드시 부정적으로만 작용한다고는 볼 수 없다. 경우에 따라 이같은
한계성에 대한 정확한 인식은 마래에 관한 편협하거나 왜곡된 역측을 예방하

는 안전판의 기능을 할 수도 있다.

본 연구는 이상에서

앤급한 미 래학적 조망의

한계성을 전채로 출발한다.

즉， 본 연구는 21 세기 미국 교육에 대한 예측에 앞서 과거로부터 환재까지의
추이 및 상황의 변화에 초점을 맞추고 그 변화의 유형을 분석하고자 한다. 특

히 작년에

이어 2차년도에 해당되는 본 연구에서는， 시기적으로는 1950년대

이후의 미국 교육을 다양성과 보편성 내지 개성과 수월성이라는 2분법적 구도
를 통해 조명해 보고자 한다.
본론으로 들어가기에 앞서 다음의 3가지 점을 밝혀 두고자 한다. 우선 다양

*

본 연구는 1997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 대희부설연구소 과제 연구비에 의해 연구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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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 보편성 내지 개성과 수월성이라는 2분법을 사용하는 목적은， 상이한 경향
성간의 대비를 통해 미국 교육의 변화 추이를 보다 극명하게 노정하는 데 있는

것이며， 결코 양자간의 양립 불가능성을 암시하고자 함은 아니라는 것이다.
둘째로， 이미 본문의 제목을 통해 명기하였듯이， 본 연구에서는 다양성과
보편성， 그리고 개성과 수월성 등의 개념들을 평등이라는 이념과 연계시켜 설
명해 보고자 한다. 즉， 평등이라는 개념을 해석하는 시각에 따라 그것은 다양

성 혹은 개성의 존중을 의미할 수도 있고， 보편성이나 수월성에 대한 강조를
뜻할 수도 있다는 것이 필지-의 견해이다.
셋째로， 다양성과 보편성 혹은 개성과 수월성 등이 1950년대 이후의 미국

교육을 지배해 온 중요한 이념이었다는 점에는 큰 논란의 여지가 없으나， 이
시기의 며국 교육이 단지 이 두 가지 방향 사이의 대립과 갈등으로만 설명되

기는 어렵다는 점이다. 전년도의 연구에서 명시한 바 있듯이， 미국의 교육은
복합적인 교육 이념과 다양한 이익 집단들 간의 역동 속에서 태동되고 성장되
어 왔기 때문이다.

이상의 내용을 부연하면 다음과 같다. 교육에 있어 개성이라는 개념은， 인

간의 능력이나 특정에는 개인차가 있으며 이러한 재인차는 절대적 기준에 의
한 평가의 대상으로가 아닌 다양한 성향으로 취급되어야 한다는 신념이 전제

되어 있다. 즉 개개인의 상이한 능력이나 성향이 평등하게 존중되어야 한다는
믿음이 개성과 다양성을 중시하는 교육 이념의 바탕이 된다는 뜻이다. 그러나

재능이나 성향의 개인차가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 우열로 판정될 수 있다고 보
는 입장은 평등이라는 이념을 달리 해석한다. 이같은 입장에 따르면 평등이란

다양한 능력이나 특성에 대한 동등한 존중이라기보다는， 우수한 성향을 계발
할 수 있는 기회를 인종이나 신분

6

성별 · 연령 등에 관계없이 모두에게 균등

하게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보편적 준거로서의 수월성을 추구하는 교육
에 있어서 평등이란 곧 학교 교육에 대한 동등한 접근 기회의 보장， 그리고
공통적 안 교육 내용 등을 뜻한다고 할 수 있다(많 ordan，

3-5).

이상에서 본 연구는， 1950년대 이후의 미국 교육이라는 맥락에서 평등이라
는 개념에 대한 해석아 어떠한 1천천 과정을 겪어 왔으며， 그러한 변화가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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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실제 (educational practice) 에 어떠한 영향을 마쳐 왔는가를 규명하고， 또한
이를 토대로 앞으로의 미국 교육의 방향을 예측하려는 시도라고 볼 수 있다.

n 。 펼톰뻐 이빨파 [1 1-=품 평을
미국 교육의 역사와 전통은， 미국의 문화 내지 사회 전반의 경우에 있어서

와 마찬가지로， 매우 다양하고 복합적인 요인과 사건들에 의해 형성되어 왔다.
따라서 미국 교육을 논함에 있어 단일한 설명 방식이나 단순한 구도를 사용하
는 것은· 부분적 현상으로 전체를 일반화하는 오류를 범하기 쉽다. (예를 들어
미국 교육의 변천사를 반민주적 자본주의 세력 대 민주 세력의 대립과 갈등으
로 보는 시각은 사실을 지나치게 단순화하는 경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

고， 식민 시기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미국 교육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이념
적 원리를 하나 든다면 평등 (equality) 혹은 평등주의 (egali않rianism) 라 할 수
있을 것 이 다(Meyer，

3W) ,

식민 정착기부터 미국에서 이같은 평등주의가 발달할 수 있었던 것은 다음
의 몇 가지 요인으로 설명될 수 있다. 우선 초기 이민자들간에 경제적 불평등
의 소지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유럽 대륙과는 달리 귀족 계급 혹은 특

권 계급의 존재가 미미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즉 세습적인 신분이나 계급으
로부터 자유로운 상태에서 신세계 (new world) 에서의 삶이 시작되었던 것이다

(Butts & Cremin, 33). 둘째로 개인의 자유와 지기 발전 (self-development)을
중시하고 생득적인 이성 (reason) 의 능력을 인정하는 Xβcke의 자유주의 (μck않n

liberalism) 의 영향을 들 수 있다. 이 사상에 따트면， 모든 인간은 자연의 상태
에서 평등한 것이다. 끝으로 당시 미국이 지리적으로 유렴과 상당히 격리되어

있었기 때문에 유럽에 존재했던 봉건적 반작용의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
었던 점을 지적할 수 있다(Rebell &

Block, 15) ,

이같은 평등주의의 전통은 19세기 중반 이후부터 본격적인 체제를 갖추게
된 미국의 학교 교육 제도의 중요한 원리로 자리 잡는다. 이를 부연하면，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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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경우 대학 진학을 전제로 한 인문 교육과 직업 교육을 구분하지 않는
단선제 교육제도를 채택해 오고 있다， (미국의 교육학자 Dewey는 1 직업 교육

을 위한 실업 학교가 인문계 학교와 분리되어 운영되는 것에 대해， 그러한 제
도가 사회의 불평등을 조장하고 비민주적인 계급 구조를 재생산한다는 점에서

신랄하게 비판한 바 있다.) 이와 아울러 미국은 전 세계를 통해 가장 발달된

공립 학교 제도를 갖추고 있는 국가 중의 하나이며， 특히 초창기의 공립 학교
는 모든 학생들에게 모든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공통적인
교과 과정 (common curriculum) 을 가르쳤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미국의 학교들은 평등이라는 이념의 구현에 크게 기여

하지 못했다는 비판에 직면하게 되며， 이같은 비판은 인종 차별과 이로 인한
계층간의 불평등이 최고조에 달하는 1950년대에 이르러 표면화되기 사작한다

(Dropkin et 떠.， 464-5) ,
아래에서 좀 더 상세히 논외되겠지만， 1950년대까지의 평등이란 교육에 대
한 공정한 기회를 부여하는 것， 즉 교육의 기회 균등으로 이해되었다. 그러나

공통적인 교과 과정과 질적 평준화를 전제로 한 공립 교육제도의 정착 및 확

산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인 불평등은 더욱 심화되었으며， 이에 따라 단순히 공
정한 기회를 제공하는 것만으로는 교육의 평등을 구현하는데 충분치 못하다는
인식이 고조되었다. 그렇다면 학교가 이같은 불평등을 해소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이며 1많0년대 이후의 학교는 어떻게 변모해 가는가? 이에 대한 대답에
앞서 우선 평등이라는 개념 속에 내포된 두 가지 상이한 함의에 대해 살펴 볼
필요가 있다.

m.

기회 (opportunity) 에 평툴과 곁파 (result)으| 펼톨

사실 인종 차별의 문제가 사회 전체적인 인권 운동 및 저항 운동으로 확산

되고 경제적 불평등이 사회 정의의 차원에서 다루어지기 전까지의 미국 사회
에서 평등은 곧 기회의 평등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개인의 자유와 재산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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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시하는 Locke의 자유주의는 물질적 재산의 축적을 정당시하는 C머vm의 사

고와 합쳐져 미국이라는 토양 위에 자본주의의 윤리를 붕아시켰다. 이같은 자

본주의의 윤리는 개인의 능력이나 노력의 차이에 따른 불평등을 인정한다. 단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경쟁의 과정이 얼마나 공정한가 하는 것이다. 즉 기
회의 평등이란， 각자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경쟁에 참여한 개개인에게 균등
한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결과의 개인차 혹은 사회적 불평
등은 당위로서가 아니라 존재로서 취급된다. 이러한 불평등은 물론 개인의 능

력이나 노력의 차이에서 기인한다. 이런 점에서 엽적주의 (meritocracy) 와 기회
의 평등은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기회의 공정성을 어떤 시각에서 규정하느냐 하는 것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만일 어떤 경쟁에 참가하는 특정한 개인이나 집단이 그들이
통제할 수 없는 사회적 환경에 의해 불이익을 당한다면 이를 어떻게 다룰 것

인가? 예컨대 1앤뻐1 달리기에 참가한 동일한 연령과 통일한 신장의 남학생 중
경제적 궁핍으로 인해 영양실조에 걸린 학생이 있다고 할 때， 과연 이 경기를
공정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가?

이러한 질문들에 대한 답을 시도하는 것이 곧 결과의 평등이라는 개념이다.
결과의 평등이란，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환경적 요인에 의해 사회적으로 불

이익을 받는 집단 혹은 개인에게 제도적 장치나 구조적 개혁을 통해 보상적
이익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필자의 견해에 의하면， 결과적 평등을 강조하
는 입장은 ‘모든 기회와 조건이 공정하게 부여된다면 성취의 불평등이 제거될
수 있다’라는 신념을 전제로 하고 있다.

이같은 결과의 평등은 Rawls에 의해 가장 명료하게 진술되고 있다(Rebell &

Block, 24-5).

그는 ‘인간의 기본권과 사회적 이익 (soci빼 goods)은 원칙적으로 균

등하게 배분되어야 하며， 불평등은 그것이 최소 수혜자Oeast advantaged) 에게

최대의 이익을 가져다 줄 때만 허용된다’고 주장한다. 이는 평등이라는 개념에

대한 대단히 적극적이고 확대적인 해석으로서， 얼핏 보기에 불평등의 문제를
해소하는 듯 하다. 그라나 이러한 주장은 새로운 문제를 야기시킨다. 즉 최소
수혜자를 위한 보상적 장치로 인해 그렇지 않은 사람의 공정한 기회가 박탈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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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이다. 이와 아울러 최소 수혜자를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의 문제 역사 명
쾌하게 해결된다고 보기 어 렵다.

이상에서 기회의 평등과 결과의 평등은 결국 동일한 연속선 상의 상이한
좌표점이며， 양자칸의 경계는 어디까지를 개인에게 귀인하는 성취의 조건으로
볼 것인가에 의해 결정된다고 할 수 있다. 더욱이 양자간의 대립은， 평등과 자
유라는 개념들간의 갈등과 직결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본문의 주된 목적

이 평등이라는 이념에 대한 철학적 분석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에 관
한 논의는 여기서 중단허가로 한다. 그렇다면 1950년대 이후 미국 교육의 현
장에서 이상의 두 가지 평등이 어떻게 적용되었으며， 이들은 과연 다양성과

보편성， 그리고 개성과 수월성 등의 개념과 어떻게 연관지어질 수 있는가?

N 。 빽뿔쩔짧 뼈껄 그1 2.1 효 월꽤때 뿔툴
앞서 언급한 바 있듯이， 인종 차별의 문제가 표면화되기 전까지의 미국 교
육에서 평등에 관한 논의는 기회의 평등이라는 측면에 국한되었다. 즉， 평등
교육은 모든 학생들에게 무상으로 학교를 개방하고 공통적인 교육 과정을 제
공함은 물론， 동등한 질의 학교 시설 및 자원을 확보해 주는 것을 의미했다.

그러나 위에서 열거한 요인들이 교육의 기회를 설명하는 데 충분치 못하다는
인식이 팽배해지면서 학교의 인종 분리 철폐 (desegregation) 에 대한 요구가 늘
어났고， 급기야 1954년 미 연방 대법원은 인종적으로 분리된 학교 시설은 본

질적으로 불평등한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따라 1896년 연방 대법원이
인종 분랴 학교를 평등의 이념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separate but equal) 내
린 판결은 무효화되 었다(Button & Provenzo, 278-9: Good, 535-6: 돼llesheim

& Merri11, 400- 1).
그러나 사법부의 이같은 결정에도 불구하고， 학교별 언종 분리는 여전히 고수
되고 있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인종 분리에 대한 학교의 자유 선택을 철회하

고 버스 통학 혹은 학교구의 재조정 등을 통한 인종 분리 철폐를 결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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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에서 보았듯이 학교를 통한 인종 차별을 철폐하려는 과정에서 연방 때

법원의 판결은 종래의 기회의 평등으로부터 결과의 평등을 지향하는 방향으로
선회한다(Button

& 밤rovenzo，

283).

이는 곧 흑인들을 백인 학표에 보냄으로

써 그들에게 보다 나은 교육의 기회릎 채공한다는 취지에서 내려진 결정으로，

제도적 인종 분리 뿐 아니라 사실상의 앤종 분라 현상까지도 불법화함으로써
교육 현장에서의 인종 평등외 의며를 보다 적극적으로 규정했다는 면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그러냐 여같은 일련의 범적 판결에 힘입은 인종 분리

철폐 정책에도 불구하고 흑인틀을 중심으로 한 소수 인종의 교육적 성취 수준
은 그리 향상되지 않았다. 이같은 교육적 성취댁 불평등온 곧 경제적 혹은 사
회적 불평등의 가장 직접적언 원인이라는 산념아 확산되면서， 연종 분리 철폐

의 차원을 넘어서는 보다 획기적인 평등 정책이 모색되기 시작했다.
이 시기의 교육에 있어샤 평등 정책 즉 결과의 평등을 구현략기 워헌 정책
은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전개되는 바， 그 하나는 사회적 소외 계층이 받는
불이익에 대한 교육적 보상이고 다른 하나는 교육 내용이나 평가 기준의 다양

화이다. 전자의 경우 교육적 흑은 문화적으로 열악핸 가정 환경에서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보다 나은 그리고 보다 많은 교육을 체공함으로써 불평등을 치유
할 수 있다는 취지 하에 추진되었다. 후자의 경우는 전져에 배해 훨씬 급진적

언 성격을 띤 정책이었다。 이 정책의 옹호론자들은 며국 사회 내의 불평등이
개인의 성취를 평가하고 성패를 판멸하는 기준의 편파성에서 기언한다고 보았
다. 즉 교육의 내용과 평가의 준거가 백인의 문화를 증섭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흑인을 비롯한 소수 인종은 낙오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따라
서 이들은 교육의 현장에서 인종적이고 문화적인 다양성이나 학습차의 개성이
획일적이고 보펀적인 기준보다 중요하게 얀정될 때만이 교육의 불평등아 근본
적으로 치유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상의 내용을 부연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1960년대에 들어서면서 미 연방 정부는 인종 차별의 가장 큰 피해자
인 흑인들의 가장 심각한 문제(흑앤들만의 문제는 아님)가 밴곤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교육을 통한 대규모의 빈곤 퇴치 운동(때lar

on

Poverty)을 벌이기

시작한다 (Spring， 303-4) , 소수 ‘빈곤과외 전쟁’왜 주된 골자는 빈곤과 열악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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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여건 사이의 악순환을 뿌리 뽑기 위해 빈민층의 자녀들에게 특별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한다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보다 많은 재정과 교육적
노력을 투자하여 이들의 생산성을 향상시킴으로써 노동 시장에서의 이들의 상

품 가치를 증가시킨다는 것이었다. 이는 Rawls가 주장한 평등의 원리(최소 수
혜자에게 최대의 혜택)와 일치하는 조치로서， 이 시기에 취해졌던 결과의 평
등을 위한 정책의 전형적인 표본이었다. 하지만， 빈곤과의 전쟁 역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지 못했는데， 그 이유 중의 하나는 빈곤을 유발시키는 경제
체제에 대한 변화 없이 빈곤의 피해자인 빈민층의 문화만을 재조시키려 했다

는 데서 찾을 수 있다.

한편， 결과의 평등을 강조하는 분위기는 대학 진학에 있어 소수 민족의 일
정 지분(인구 비례에 의한 quota)을 보장해 주거나 그들의 입학에 특혜를 주
는 소위 Affirmative Action( 이하 AA) 의 등장 및 확산으로 최고조에 이른다.
물론 이같은 제도에

대한 백인들(참고:아시아계는 소수 민족으로 취급받지

못함)의 저항 역시 만만치 않았다. 그런데 AA의 적법성에 대한 유명한 판례
를 남긴 송사 (Regents of

u.c.

vs. Bakke) 에서 연방 대법원은 대학 측의 승소

판결을 내림으로써 AA의 손을 들어 주었다(1978). 그러나 이 송사에 대한 의
견이 4대 4로 나뉘어진 상황에서 최종 투표 시 대학의 편에 선 Powell 대법관
은 (결국 Powell의 한 표로 5대 4가 됨) 인종별 할당제의 논리는 그것이 위헌
성이 있다는 이유로 수용하지 않았으나， 이 논리 다음으로 대학 측이 제시한
‘다인종적 학생 집단은 문화적 다양성이라는 교육적 효과를 가진다’는 주장의

타당성을 인정했다(Rebell &

Block, 33-5).

이제까지의 논의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평등 교육의 의미가 교육 기회의
평등으로 인식되어 오던 시기와는 달리 1950년대에 들어서면서 인종 차별의

타파와 경제적 불평등의 해소를 위한 평등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요구는 급기
야 결과의 평등이라는 방향에서 문제의 해결책을 모색한다. 이에 따라 교육

정책 역시 인종 통합에 대한 소극적인 장려에서 인종 분리에 대한 적극적인
불법화로 노선을 바꾸고， 빈곤 계층의 사회적 불이익을 보상해 주는 특별 교

육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그러나 60년대와 70년대를 통럴어 (심지어 90년대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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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이

교육의 기회 혹은 여건의 개선에 초점을 두고 있는 반면， AA는 기회라는 개
념에 대한 재정립을 시도한다. 이를 부연하자변 아래와 같다.
평등의 문제는 제한된 사회적 이익(교육이건 부이전 자유나 권리이건 간에)
을 많은 사람들에게 배분하는 과정에서 밸생한다. 여기에 기회의 팽등을 적용하
자변 사회적 이익은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에게 분배되며， 이 때 자격은 개인

의 능력과 성취에 의해 결정된다. 인종 통합이나 빈곤과의 전쟁은 사회적 혹은
경제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보다 성공적으로 자격을 취득
할 수 있게 해주는 방편들로서 제안된 정책들이다. 그려나 AA의 경우는 일정한
자격 취득을 돕는다기보다는 자격 자체를 다양화하는 데 더 큰 의의가 있다. 이
는 Rawls가 제창한 보상적 평등보다 더 적극적인 개념으로서， 상야한 조건으로
부터 동일한 결과를 토출하기보다는 상이한 결과를 동일하게 인정해 주는 것이
결과의 평등을 구현하는 보다 효과적인 전략임을 암시하고 있다.

즉 이는 성취의 수준과 내용을 결정하는 보편적 기준에서 탈피하여， 다양성
및 개성을 동등하게 존중한다는 것과 일맥 상통하며， 이러한 맥락에서 결과의
평등은 다양성 혹은 개생과 완벽하게 양립 가능한 것이다. 또한 이 시기에 나

타난 이중 언어 교육， 선택 과목의 증가， 문화적 다원성의 강조 등의 현상 역
시 결과의 평등의 연장선 상에서 이해될 수 있다.

V.

뿔훨혔， 엉홉웰설

헬 21 펼흩

’90년대에 들어서면서 결과의 평등에 대한 논의는 점접 활기를 잃게 된다.
특히 정치 및 경제 대국으로서의 미국의 위치가 일본에 의해 위협받는 상황에서
미국 노동자들의 생산성 저하와 학생들의 저조한 학엽 성취도가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카면서 교육에 대한 주된 화제는 수월성 (excellence)으로 고착화되었
다. 다시 개인의 책임과 학교의 책무성 (accountab퍼ty) 이 강조되고 사회적 효율
성이 중시되면서 평등의 개념 역사 전통적인 기회의 평등으로 회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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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60년대와 ’70년대의 학교에서는 무슨 일들이 일어 났는가? 몇 가
지 의미있는 사건들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학교가 각종 압력 단체나

조직이 주도하는 인권 투쟁의 장으로 전락했다는 사실이다. 예를 들어 학교의
인종 통합의 결과로 중류층 내지 중상류층 가정의 많은 백인 학생들이 도시의
공립 학교를 떠났으며 이로 언해 이들 학교들의 등록율이 현저히 하락하였다.

또한 학생들의 인권을 보호한다는 명목 하에 학교의 통제 기능은 더욱 약화되
었고， 교사들은 교수의 질을 높이는 등왜 교육 본연외 업무에 충실하기보다는
학부모나 학생들로부터의 빈번한 송사Oaw-s띠t) 를 피하는 데 더 큰 노력을
경주하였다(Toch ，

5-7).

더욱이 일부 교육학지들의 전통 교육에 대한 비판이 교사의 권위를 약화시
킴은 물론 지식 교과의 중요성을 격감시키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이리하여

교과 이수에 관한 한 더 많은 선택의 자유가 주어졌고 필수 과목은 감소하고
학교의 훈육 및 통제 기능은 이완되었다. 이와 아울러 외국어 。 수학 · 과학 등
의 과목이 사회 문제 (socia1 problem) 로 대치되고， 학생들이 자신들의 학교 통

제권을 주장하였다(A1tbach

et al .l5-7). (이상에서 열거한 현상들은 오늘날 우

리 교육이 직면한 문제 상황과 놀라우리만큼 일치한다. 실로 우리가 상상조차
하지 뭇했던 교실의 붕괴와 교사의 권위 실추， 그리고 소위 ‘신지식인’의 양성

과 창의력 함양이라는 미명 하에 자행되고 있는 도야의 부재와 기초 학문의

경시는 교육 전체의 위기를 초래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낳게 한다. 여
기서 우리는 과거의 ‘진보적’인 교육 풍토를 반성하고 동양적인 교육 전통을
오히려 긍정적으로 재평가하려 하는 미국 교육의 현실을 심각하게 재음마해볼
필요가 있다.)

위에서 언급된 학교의 위기 상황과 그에 대한 대안은 19잃년 출간된 NCEE

(National Commission on Excellence in Education) 의 ‘A Nation at Risk’라는
보고서를 펼두로 하여 몇몇 주요 보고서들을 통해 기술되고 제안되었는데? 그
중 공통적 인 제 언 및 정 책 방향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A1tbach，

19-21).

첫째， 학교는 수학 및 과학 등의 기초 교과 교육을 강조하여야 한다.
둘째， 교사의 자율성과 질 그리고 보수 등이 향상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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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학교의 교육 과정은 학생들의 장래 직엽과 보다 밀접하게 연계되어야

한다.
넷째， 외국어 교육은 초등학교부터 강조되어야 한다.

다섯째， 학생들은 학교에서 보다 많은 시간을 보내어야 한다.

이상의 논의에서 알 수 있듯이， ’80년대에 접어 틀면서 미국 교육의 방향은

보편성 혹은 수월성 쪽으로 선회한다. 교육계 일각에서는 미국 교육의 지적
강인성 (rigor) 의 결여를 탄식하고 있으며， 교육의 유연성을 지나치게 깅조하는

낭만적인 (Romantic) 교육관을 질타하고 있다(Hirsch，

2-3) , 이제는 학교를 통

한 결과의 평등의 구현보다는 공정한 기회 부여를 전제로 한 수월성의 제고가
더욱 중요한 관섬사가 되었다. 여기서 수월성을 평등과 대립 관계로 보는 시각
의 오류성을 지적하고자 한다. 이미 언급한 바 있듯이 수월성이란 폐쇄적인 개

념이 아니라 개인의 성취와 노력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다. 기회의 평등에 기초
하지 않은 수월성이나 보편성은 한낱 시대착오적 허구에 불과할 뿐이다.
이 장을 맺기 전에 첨언할 내용은 1957년 발사된 소련의 인공위성 Sput띠k에

관한 것이다. 당시 냉전 체제가 절정에 달했던 싱황에서 소련이 미국과의 과학
기술 경쟁에서 일시적이나마 승리했다는 사실은 미국의 자존심을 크게 손상시

켰을 뿐 아니라 국방의 측면에서 위기감을 야기시켰다. 이를 계기로 진보주의
교육 사조는 퇴조의 길을 걷기 시작하여 기초 학력의 강화와 수월성(특히 과학)
을 중시하는 학문중심( cliscipline-centered) 교육 운동이 일어난다. 한편 정부는
이 운동에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여 과학 교괴- 과정을 개편하고 과학 교육을 강

조하는 등 어느 정도의 성과를 거둔다. 그러나 현장 교사들의 참여를 배제했던
이 운동은 ’60년대 초반 정치적 。 사회적 격랑 속에 잠겨 버리고 만다. 이와는 달

리 ’80년대부터 미국에서 전개되고 있는 일련의 학교 개혁은 교사의 참여를 전
제로 했으며 이는 이같은 개혁 운동의 지속성에 크게 가여하고 있다는 점을 밝
혀 두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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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어디를 향하 op

혹자는 근대의 미국 교육이 보수에서 진보로 그리고 진보에서 다시 보수로

진자운동( oscillation) 을 해 오고 있다고 표현한다. 이 표현 자체의 적절성을 정
면으로 반박하고자 하는 의도는 없다. 그러나 맥락에 따라 상이한 함의를 지
닐 수 있는 진보니 보수니 하는 용어는 그 사용을 자제하는 편이 나을 것 같

다. 그보다는 오히려 다양성에서 보편성의 방향으로， 개성에서 수월성의 방향
으로， 그리고 끝으로 결과의 평등에서 기회의 평등 쪽으로 회귀하고 있다는
표현이 무난하리라고 사료된다.
그렇다고 해서 미국 교육이 보편적 인 내용과 효율성 만을 강조하는 방향으

로 진행된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어차피 미국 사회의 태동과 성장 과정은 인
종적 혹은 문화적 다원성이라는 상황성을 전제로 전개된 것인 바， 다양성과

개성은 미국 교육의 현장에서 중요한 이념으로 존중될 것이다. 하지만 이들이
보편성과 수월성보다 우선하는 시기는 이미 지난 것으로 판단된다. 미국의 어

느 노 교육학자가 격동기를 회고하며 펼자에게 들려준 의미심장한 말로 이 글
을 맺고자 한다.
“미국은 ’60년대와 ’70년대의 광기를 다시는 반복하지 않으리라 확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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