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개혁의 대안적 패러다임과 여성주의 교육론

유현옥(兪炫玉)
*

우리의 입시위주 교육 현실은 학생들을 교육으로부터 소외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서 시도되는 교육개혁 노력들은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그 근본적인 이유는 교육개혁 노력이 주로 학교

라는 울타리 안에 한정되어 옴으로써, 성적과 학력을 바탕으로 인간을 서열화 시키는 사회문화적 분위기를

극복하고 모든 인간이 동등하게 존중받을 수 있는 대안적 사회문화적 분위기를 형성하려는 노력과 함께 이루

어지지 못해 왔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 본 논의에서는 교육개혁을 위한 노력들이 교육현실로부터 겉돌지

않고 실효를 거둘 수 있기 위해서는 교육적 논의가 사회문화를 변화시키는 일에 관심을 가져야한다는 문제의

식을 바탕으로, 사회/문화적 변화를 주도해 가는 것을 통해 우리의 입시위주 교육현실을 개혁해갈 수 있는 대

안적 교육 패러다임을 모색하는 일의 중요성을 지적하고 있다. 이와 함께 입시위주의 교육현실을 개혁하고

자 하는 교육적 논의가 여성주의 교육론과 별개의 독립적 논의가 아님을 지적하는 것을 통해, 입시위주 교육

현실의 개혁에 있어 여성주의 교육론이 지니는 의미를 분석해 보고 있다.

주요어 : 교육 위기의 본질, 교육의 본질적 목적, 교육개혁, 대안적 문화, 새로운 패러다임의 교육론, 여성주의

교육론, 강자중심의 힘의 논리, 남성중심 문화, 전통의 재생산,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차별과 배

제, 문화의 임의성, 문화 형성자로서의 자각, 다양성의 배려, 타자의 담론, 페미니즘, 과정적 평등, 결

과적 평등, 성 평등성, 공동체적 삶.

I. 서 론

우리 나라의 교육열은 세계적으로도 정평이 나 있을 정도로 매우 높다. 학부모들이 개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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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부담하고 있는 엄청난 사교육비는 물론 사회적으로 대학입시를 위해 치르는 공적 비용은

우리 나라의 높은 교육열을 잘 보여주는 대표적 예로 들 수 있다. 그러나, 학부모들의 높은 교

육열은 일차적으로 자녀의 대학입학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사회적 차원에서의 교육열도 이

점에 있어서 큰 차이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처럼 교육에 대한 관심이 일차적으로 대학입시에 집중되어 있는 사회의 모습은 우리의

교육이 직면한 위기의 본질을 잘 드러내 보여준다. 우리의 교육에서는 교육의 본질적 목적--

즉, 학생들이 자신의 능력을 자유롭게 발휘해 가면서, 자율적인 시민으로서 다른 사람과 조

화를 이루며 사는 삶을 준비해 가도록 도와주는 일—에 대한 관심은 명목상으로만 강조될

뿐, 그 과정에서 수단에 불과한 대학입학 준비 자체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정작

그 속에서 학생들은 소외되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는 급격한 사회변동의 와중에 우리 교육

이 안게 된 많은 모순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 문제가 되고 있다는 점은 무수히 지적되어 온

바이기도 하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학교교육을 정상화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교육개혁시도들이 이루어지

고 있다. 예컨대 지나치게 어려운 대학의 본고사가 학교교육의 정상화에 걸림돌이 된다는 인

식 하에 본고사 대신 수학능력시험과 내신성적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방식이 도입되고 학생 개

개인의 능력 신장을 위해 특기적성교육이 실시되는 등의 시도들이 그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시도들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교육은 여전히 입시위주의 교육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하고 있다.

학생들은 학교공부만으로는 대학입시준비가 미흡하다고 판단하여 학교공부 이외에도 학원이

나 과외를 받는 등 과중한 입시 준비부담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개성과 창의력 신

장을 목적으로 실시된 비 교과 특기적성 교육은 고사위기에 처해 있고, 교과 특기적성교육은

보충수업으로 편법 활용되고 있다. 또한, 영재교육기관이나 자립형 사립학교 등 그 설립의 취

지가 학생들의 능력을 자유롭게 발휘시키기 위한 목적에 있는 유형의 학교도 교육현장에서는

또 다른 입시준비교육기관 이상의 의미를 지니지 못하는 실정에 놓여 있다.

왜 우리의 교육은 입시위주의 교육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인가? 왜 우리의 교육열은 입시

준비에 집중되어 있는가? 왜 우리의 학생들은 하루종일 학교와 학원을 맴돌며 입시준비에 지

쳐, 자신의 능력을 계발해 가면서 다른 사람과 조화를 이루는 삶을 주체적으로 준비하는 경험

으로부터 소외되고 있는가? 왜 학교교육이 그 본래의 목적을 실현하도록 하기 위해 시도되는

교육개혁 노력들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가? 본 논의는 이러한 질문을 기본적인 문제의

식으로 하여, 먼저 우리의 교육개혁 노력들이 실효를 거둘 수 있기 위해서는 문화를 형성하는

일에 대한 관심을 포함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교육론이 요구된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이와 함께 새로운 패러다임의 교육론의 모색에 있어 여성주의 교육론이 지니는 의미를 분석해

보면서, 우리의 입시위주 교육현실을 개혁하고자 하는 교육론이 여성주의 교육론과 별개의 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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립된 논의가 아님을 살펴보는데 그 목적이 있다.

II. 본 론

1. 교육개혁에 있어 대안적 문화형성에 대한 관심의 중요성

교육이, 그 본질을 소외시키고 대학입학에 관련해서만 뜨거운 교육열을 보여오고 있는 우리

의 교육현실을 개혁하기 위한 노력들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원인은 여러 측면에서 논의

될 수 있겠지만, 가장 근본적 원인의 하나로 성적과 학력을 위주로 인간을 서열화 시키는 사회

문화적 분위기를 꼽아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의 우리의 교육적 논의들은 대

부분 그 관심이 학교교육이라는 울타리에 한정되어 옴으로써, 우리의 교육이 그 본래적 목적에

충실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 위한 교육개혁 노력들은 교육을 통해 우리의 사회문화적 분위기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에 관한 논의를 포함하고 있지 못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우리의 사회 문화적 전통을 개선하기 위한 논의가 교육적 논의의 일

차적 관심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점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할 수 있다. 물론, 교

육적 논의가 사회변화를 이끌어 가는 일에 관심을 갖지 않는다고 해도, 사회문화적 분위기는 시

대적 요구에 따라 바뀌어 갈 것이다. 그러나, 그 변화는 교육적으로 바람직한 변화가 아니라, 시

장의 논리에 의해 이루어지는 변화이며, 따라서 약육강식의 원리에 의해 구조적으로 권력 있고

경제적으로 힘이 있는 집단에 유리하게 작용하는 변화일 것이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입시 위

주 교육의 문제점은 여전히 지속될 것이며, 입시위주의 교육을 개선하려는 교육적 논의들은 실

효를 거두지 못하게 될 것이다. 자유경쟁의 원리를 추구하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성적과 학벌을

중시하는 사회문화적 분위기의 개선을 위한 교육적 노력이 수반되지 않고서는, 입시위주의 교

육을 개선하려는 노력이 성공할 것이라는 기대는 현실적으로 충족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성적과 학벌로 인간을 서열화 시키는 우리의 사회문화적 분위기는 우리사회가 아직 개개인

의 존엄성을 바탕으로 하는 시민사회에 걸맞는 문화를 형성할 수 있는 경험과정을 제대로 겪

지 못하였다는 역사적 사실과 무관하지 않다. 즉 전통적 신분사회 속에서 형성된 신분의식을

바탕으로 특정 집단에 속하는 인간이 더 많은 권리를 누릴만하다고 여기는 강자중심의 문화가

시민사회로 이행하면서 극복되는 과정을 거치지 못하고, 자본주의의 경쟁의 원리와 결합하게

된 것이 성적과 학력을 그 매개로 하여 구성원을 서열화 시키는 사회 문화적 풍토가 형성된

중요한 배경이라고 볼 수 있다.

이처럼 멀리는 과거 전근대적 계급사회에서의 신분의 귀천을 가리던 의식을 바탕으로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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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자중심의 논리는 일본 강점기의 일본 군국주의자들에 의해 이루어진 우리민족에 대한 천대

논리와도 맞닿아 있으며, 가까이는 5.16 이후 군사정부가 경제개발을 위해 재벌 위주/ 수출위주

의 경제정책을 펴면서 노동자들과 농민의 희생을 정당화하고, 사회안정을 위해 독재가 필요하

다고 주장할 때 사용한 논리이기도 하다. 그리고, 이것은(이 논리는) 현재에도 다른 사람에 대

한 배려는 부재한 채 연약한 약자들을 짓밟아서라도 자신의 만족만을 추구하고자하는 우리의

이기주의적 소비문화, 그리고 여성을 타자화 시키고 있는 남성중심적 문화 속에도 깊이 스며

있는 논리이기도 하다. 이렇게 볼 때, 성적과 학력을 중심으로 구성원을 서열화 시키는 기능에

그 초점이 집중되어 있는 우리의 입시위주의 교육은 전통적 신분의식과도 맞닿아 있는 강자중

심 문화의 반영이라고 할 수 있다.

분명 우리 사회는 모든 사람의 인권과 자유가 법적으로 보장된 자유민주주의 사회이지만,

인간의 서열화를 정당화시키는 주체 중심의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문화로 인해 사회적 약자에

대한 폭력이나 차별 관행을 극복하려는 의식 개혁 및 사회적 장치를 작동시키기 위한 노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우리의 교육을 위시하여 사회 전체가 이러한 힘의 논리에 대

해 심각하게 문제제기를 제기하지 않고 방관적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은 우리 사회 속에서 무

수히 일어나는 약자들의 희생에 공모하는 것이다. 당장 자신이 희생당하지 않는다고 약자의

희생을 방관하는 우리의 이와 같은 태도는 자신이 약자에 속할 가능성을 보지 못하는 어리석

음을 범하는 것이며, 사회를 각자의 이익을 위해 만인을 희생시키는 살벌한 곳으로 만드는데

일조하고 있는 이기주의적 태도이기도 하다.

우리의 사회적 삶 전반을 지배하고 있는 이러한 강자 중심의 힘의 논리가 석차위주 입시경

쟁의 저변에 깊이 깔려 있기 때문에, 교육현장을 지배하는 불문율이 우리 사회에서는 누구든

지 대학을 나오지 않고는 제대로 대접받지 못하고, 대접도 잘 받으려면 대학 중에서도 일류대

학으로 여겨지는 대학을 나와야 한다 는 규칙이 되고 있는 것은 당연한 귀결이라고 하겠다. 이

로 인해 우리의 자라나는 청소년들은 자신의 능력과 적성을 발전시킬 수 있는 방법에 관심을

갖기보다는, 주어진 정답을 잘 외워서 학교성적을 올리고 상급학교에 진학해서 남보다 교육을

많이 받았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경쟁에 관심을 갖도록 강요당하는 현실에 처해 있

다. 그리고, 학교는 독자성을 잃고 모두 획일적인 입시위주의 교육에 매달려서 얄팍한 교과서

에 실린 동일하고 제한된 내용을 외우도록 하는 것을 그 주된 관심사로 삼고 있다. 이러한 까

닭에, 시험 성적으로 나타나는 학생 개개인들 사이의 차이는 실제로는 별 의미가 없는 경우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학교에서 배우는 것에 차이가 없으니 청소년들은 남보다 더 높은 학력을

가져야만 경쟁력을 갖게 되는 상황에 놓이게 되고, 따라서 일류 대학에 가려는 경쟁에 몰리게

된다. 뿐만 아니라, 대학에서도 서로 비슷한 것을 비슷한 방법으로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사

회에서는 자연히 입시성적에 의해 결정된 대학간의 서열에 따라 사람을 판정하게 된다. 무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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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를 써서라도 일류대학에 가야한다는 잘못된 경쟁주의는 이러한 사회상황의 필연적 산물이

다. 이러한 석차경쟁 위주의 입시교육을 극복하기 위해 학교마다의 특성과 전통을 살릴 것을

권장하고 있지만, 사회적 관념의 변화가 수반되지 않기 때문에, 학교가 다른 학교와 다르다는

점을 부각시키는 유일한 길은 학생들의 평균성적을 올리고 일류대학 진학자 수를 늘리는 길이

라고 여겨지게 된다. 이로 인해, 일류대학 진학자 수를 많이 배출한 학교가 새로운 명문학교로

대두되고, 그 학교에 배정 받기를 원하는 학생들이 많아지니 주변의 집 값도 오르게 되는 등,

석차 위주의 대학 입시 경쟁에 사회 전체가 몰두하는 기이한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

경쟁에는 장점도 있지만, 얄팍한 교과서를 누가 더 잘 외우느냐를 놓고 벌이는 석차 경쟁은

학생들에게는 이 석차 경쟁의 과정에서 내가 일등을 하기 위해서는 남을 물리치지 않으면 안

된다 고 여기도록 하는 이기주의적 경쟁심을 불러일으킬 뿐만 아니라, 힘의 논리에 의해 지배

되는 우리 사회 문화가 재생산되는데 깊이 관여하게 된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는, 일류대학에

가기 위해 경쟁을 벌이는 학생들과, 그 경쟁에서 자신의 자녀들이 유리한 고지에 놓일 수 있도

록 하기 위해 힘든 수고를 아끼지 않는 부모들, 그리고 전문성과 자율성을 잃고 있는 학교교

육, 이 모두가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문화의 피해자들이며 동시에 공범자라고 할 수 있다. 이

러한 사회문화적 분위기에서 초래되는 대표적 역기능은 사회의 관심이 일차적으로 성적과 학

벌의 경쟁에서 한 단계 더 높은 서열집단에 끼려고 하는데 집중되게 되어, 성적과 학벌로 인간

을 서열화 시키는 사회 문화적 풍토 그 자체를 개선하고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있는 약자들을

배려하려는 노력은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주 관심 대상에서 소외된다는 점이다.

이러한 교육현실은 전통 과 그것의 재생산을 통해서 정착된 것인 만큼 그 재생산 고리를 끊

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개선하기 위한 의식개혁 노력이 무엇보다도 절실하

다. 따라서, 이러한 입시경쟁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개개인이 그

학벌에 관계없이 자신의 능력과 노력에 의해 존중받는 문화를 형성하는 일은 물론 사회적 약

자를 배려하는 문화를 형성하는 일에 대한 교육적 관심이 요구된다. 이에 대한 관심은 입시지

옥에서 우리의 자녀들을 해방시키는 일이기도 하며, 무조건 대학을 가야 인간대접을 받는 사

회풍토와 제도를 바꾸는 일이기도 하며, 나의 만족을 위해서는 다른 사람을 희생시켜도 된다

는 식의 이기주의적 힘의 논리를 극복하고, 사회적으로 약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도 존중받

을 수 있는 건강한 시민사회를 실현하는 길이며, 동시에 교사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바탕으로

교육력을 회복하는 길이기도 하다. 이렇게 볼 때, 입시위주의 교육을 개혁하려는 교육적 논의

는 그 일차적 관심이 여성을 타자화 시키고 있는 남성중심적 문화를 극복하고, 사회적으로 약

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도 존중받을 수 있는 건강한 시민사회를 실현하는데 있는 여성주의

교육론과 그 근본적 문제의식을 공유하는 서로 밀접히 관련된 논의임을 알 수 있다.

우리가 추구하는 사회는 모든 사회성원이 존중받는 사회이지, 성적과 학력에서 상위의 서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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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에 속하는 인간이나 힘이 있는 강자만이 존중받는 사회는 아닐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

고, 성적과 학력으로 인간을 서열화 시키거나 강자중심의 논리에 지배되는 사회문화적 분위기

는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 기세를 떨치고 있으며, 그러한 사회문화적 분위기 자체를 변화시키

려는 노력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대학입시에 집중되어 있는 우리의 그 높은 교육

열은 상당부분 이러한 사회문화적 분위기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사회문화적 분위

기가 바뀌지 않는 한, 우리의 교육은 '어떻게 하면 그 본질적 목적을 충실히 추구할 수 있을

것인가?'의 질문보다는 '어떻게 하면 학생들을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받게 하여, 강자의 대열

에 자리잡는데 유리한 대학에 잘 들여보낼 수 있는가?'의 질문에 더 중요한 비중을 둘 수밖에

없다. 그로 인해, 학생들에게 자신의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하여 자율적인 시민으로서 다른

사람들과 조화를 이루며 사는 건강한 삶을 준비시켜주는 교육에 대한 관심은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교육현장으로부터 유보될 수밖에 없다.

입시위주의 교육현실을 개혁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제시된 교육개혁정책이나 논의가 교육현

실과 겉돌고 있는 문제의 근본적인 이유가 강자중심의 이기주의적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우리

의 사회문화적 분위기에 있다는 점은 교육이 그 교육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사회문화적 분위

기를 개선하는 노력이 필수적임을 말해 주는 부분이다. 물론, 사회문화적 분위기를 개선하는

일에 대한 책임은 교육현장에 직접 관여하는 교사나 교육행정가 및 교육학자에 한정된 것이

아니고, 학부모를 위시한 사회의 성인집단 모두가 함께 져야만 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그렇다

고 해서 이에 대한 교육의 책임이 감소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그 동안 많은 입시제도 개혁

노력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근본적 이유가 바로 교육이 그러한 사회문화적 분위기가

재생산되는데 깊이 관여해 왔다는 사실에서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교육이 교육력 회복을 가능하게 해 주는 새로운 문화를 형성하는 일에 대

한 관심이 매우 시급히 요구되는 바, 교육이 이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관심을 가져야 할 구체

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첫째, 교육은 학생들로 하여금 기존의 문화를 끊임없이 상대화하며, 이와 함께 기존의 문화에

서 차별받고 있는 타자 들의 관점을 존중하는 태도를 발달시키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물론, 기존의 문화를 상대화하는 태도를 길러주는 것이 곧 기존의 문화에 대한 무조건적 부

정의 태도를 길러주는 것이어서는 안될 것이며, 문화의 다양성에 대한 인식과 함께 사회적 약

속으로서의 문화의 중요성을 인정하는 태도를 길러 주는 것이어야 할 것이다.1) 이러한 태도는

1) 문화의 중요성을 인정하면서도 그것을 절대화하지 않는 입장을 견지하는 관점의 대표적 예로는 여성주의

외에도 공동체주의를 들 수 있으며, 이 점에서 공동체주의적 관점과 여성주의적 관점이 교육의 문화형성에

대한 책임에 주는 시사점은 유사하다. 그러나, 공동체주의는 여성주의에 비해 집단간의 가치 갈등이나 타

자에 대한 차별의 문제를 극복하려는 노력에 있어 소극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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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집단에 대한 차별과 배제를 극복하고 집단간의 차이를 존중하면서, 서로 간의 합의점을

찾아가는 노력에 있어 기초가 되기 때문이다.

둘째, 교육을 통해 학생들에게 제도로서의 문화의 임의성에 대한 비판적 인식 능력을 길러

주는 노력이 필요하다.

어떠한 사회든지 사회를 구성하는 모든 구성원의 특성을 다 행동의 기준으로 삼는 것이 아

니라, 그 가운데 일부를 선별하여 그 기준으로 삼으며 이를 통해 문화를 형성해 간다. 그리고

그 선별에서 채택되지 않은 특성은 문화 속에서 비정상 으로 분류된다. 인간이 사회 제도로서

의 문화의 영향을 받는 한, 문화 형성에서 주체 의 위치에 속한 집단의 기준은 그 사회구성원

의 언어나 관행을 통해 재현되기 때문이다. 언어나 관행에 의해 재현된 세계는 주체 집단의

기준을 반영하며 그 기준과는 다른 기준을 지닌 집단의 특성은 다양성으로 의식되기보다는

비정상 을 의미하는 언어로 표현되게 된다. 물론 비정상 을 의미하는 언어가 항상 부정적 의

미만 담고 있는 것은 아니고 탁월함과 같은 긍정적 의미를 담고 있는 경우도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매우 특별한 재주를 가졌거나 천재들의 경우가 이에 속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하

지만, 이러한 경우는 매우 예외적인 것이며,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비정상 을 의미하는 언어적

표현은 주로 모자람이나 열등함을 함축한다.

이처럼, 언어나 관행은 사회 집단간에 형성된 권력구조를 반영하는 바, 언어나 관행을 통해

지시된 의미는 곧 문화형성의 주체 의 위치에 있는 집단의 패러다임을 반영하게 된다. 그리고,

일단 특정 집단이 문화형성의 주체 로서의 위치를 차지하여 그 집단의 가치체계나 행동방식이

기준으로 선별이 되면, 그것은 제도로 정착되어 재생산되는 힘을 지니게 된다. 여기에 제도로

서의 문화의 임의성이 있다. 따라서 교육은 학생들로 하여금 인간의 삶의 개선에 있어 문화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제도라는 점에 대한 인식을 심어주는 것과 함께, 제도로서의 문화

의 임의성에 대한 비판적 능력을 길러주는 일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학생들에게 문화의 임의성에 대한 비판적 인식능력을 길러주는 것은 사회 속에서 소외된

타자— 혹은 소수자—에 대한 차별 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에 기초가 된다. 우리 사회에서 타

자 의 범주에 속해 있으며, 그로 인해 비정상 이나 모자람 을 의미하는 언어적 표현으로 규정

되고, 차별을 받는 집단으로는 여성, 신체 장애자, 혼혈아, 동성연애자 등을 들 수 있다. 이들이

제도로서의 문화와 벌여야만 하는 투쟁이 힘겨운 것은 그것이 사회 속에서 오랜 기간 구축된

의식과 관행 및 언어 헤게모니를 뒤집어야 하는 투쟁이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합리적으로

볼 때, 문화형성의 주체 에서 소외된 집단에 대한 차별의 부당성에 대해서는 누구나 합의할

수 있다. 그러나, 의식이나 관행 및 언어의 변화는 오랜 시간을 필요로 하는 요원한 일로서, 이

문제는 실용성이나 합리성만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남녀 차별을 극복하기 위한 여성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성을 모자람이나 열등함의 언어로 규정하는 문화적 관행이 여전히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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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력을 과시하고 있는 것은 일단 사회적 약속으로 굳어진 관행이나 언어는 그리 쉽게 바뀌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잘 보여준다.2)

이 점에서, 교육이 학생들에게 문화의 임의성에 대한 비판적 능력을 길러주는 과제를 수행

하기 위해서는 특정 집단에 대한 차별과 배제를 극복하기 위한 제도적 차원의 개혁도 중요하

다. 그러나 의식의 변화가 수반되지 않는 제도적 개혁은 성공할 수 없다는 점에서 볼 때, 이에

대한 교육적 관심이 무엇보다도 중요함을 알 수 있다.

셋째, 교육은 학생들로 하여금 문화형성자로서의 자각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일에 관심을

가져야한다.

비록 문화가 문화형성의 주체 의 위치에 있는 집단의 패러다임을 제도화하여 그 사회에 속

한 구성원의 행동양식을 결정한다고 해도, 문화가 개인의 행동에 일방적으로 영향력을 미치는

것만은 아니다. 문화를 포함하여 어느 제도도 인간의 역사를 통해 영원히 지속되지는 않는다

는 사실은 이를 잘 보여준다. 따라서, 문화는 고정된 것이 아니라 변하는 것이라는 점에 대한

자각이 요구된다. 문화는 인간의 가치체계 및 행동양식을 결정하지만, 한편 인간은 일방적으로

문화에 의해 결정되는 수동적 존재가 아니라, 문화를 만들어내는 능동적 존재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한 시대에 생산된 문화가 역사 내의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는 점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한 사람의 생애에서도 몇 차례씩이나 문화적 변화의 충격을 겪는 시대라는 사실을

통해서도 잘 드러난다. 이러한 시대 속에서는 더욱 문화형성자로서의 개인의 자각이 요구된다.

우리의 입시위주의 교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은 사회적으로 성적과 학력을 바탕으로

인간을 서열화 시키는 사회문화적 분위기를 극복하고 모든 인간이 동등하게 존중받을 수 있는

대안적 사회문화적 분위기를 형성하는 일과 함께 이루어지지 않는 한 실효를 거두기 어렵다.

이러한 사실은 사회 속에서 소외된 타자들을 배려하는 문화를 형성하려는 노력이 교육의 중요한

관심이 되어야 한다는 점에 대한 우리의 인식을 요구한다. 그리고 이러한 요구는 우리의 교육이

그 본래적 목적에 충실하기 위해서는 교육을 통해 우리의 사회문화적 분위기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교육적 논의의 중요한 관심대상에 포함되어야 함을 일깨워 준다. 교육이 새

로운 문화 형성을 위한 교육의 역할에 관심을 갖지 않아도 문화는 변화해 가겠지만, 그 변화 속

에서는 의식과 관행 및 언어 속에 내재된 타자에 대한 차별의 문제가 극복되기 어렵다. 주체에

속하지 못한 타자들에게 있어 문화가 차별과 소외의 원천으로 작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과

제는 기존의 주체 중심적 문화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안으로서 학생들에게 새로운

2) 언론, 방송, 영화, 광고 등을 통해 상품화되는 철부지 공주병 이나 준비 안된 왕비병 혹은 여왕병 등으로

표현되고 있는 여성이미지나, 텔레비젼 뉴스에서 사과방송 같은 것은 좀 모자라는 언어로 표현되는 여

성 앵커가 담당하는 것이 남성 앵커들이 담당하는 것보다 어색하지 않게 여겨지는 것들은 이러한 문화적

관행의 위력을 잘 보여주는 예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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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적 문화의 형성자로서의 자각을 길러주려는 교육적 노력이 없이는 이루어지기 어렵기 때문

이다.

2. 대안적 교육패러다임으로서의 여성주의 교육론의 특성 및 시사점

그 동안 우리의 교육적 논의들은 대부분 그 관심이 학교교육에 한정되어 왔기 때문에, 우리

의 사회 문화적 전통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은 교육적 논의는 주 관심 대상으로부터 소외되어

왔다. 그러나, 여성주의 교육론에서는 교육이 지니는 문화형성에 대한 책임, 즉 타자 혹은 소

수자에 대한 차별 을 정당화하는 힘의 논리를 극복하고 모든 사람이 존중받는 문화 형성에 대

한 교육의 책임이 강조되고 있다(강희 외, 2000; 유현옥, 1999; 이소영 & 정정호, 1995). 이러한

측면은 여성주의 교육론이 기초하고 있는 여성주의 이론의 특징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 여성주의는 주로 남녀간의 지배-종속의 관계 극복을 위한 투쟁에 기초하고 있었으나,

점차 이러한 성적 대결구도의 논의를 지양하고 모든 인간이 존중받는 공동체적 삶 및 인간과

자연의 조화를 지향하는 문화 형성의 과제에 관심을 두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는 최근에는 탈

중심성, 해체성, 반 권위성을 지향하는 포스트모더니즘 및 생태주의와 결합하면서 더욱 두드러

지게 나타나고 있다. 다양성의 존중을 통해 새로운 문화를 지속적으로 생산해 내는 사회 형성

의 출발점을 타자의 담론 에 대한 존중에서 찾고 있는 여성주의의 기본 특성은 이에 기초한

여성주의 교육론이 대안적 문화 형성에 기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잘 보여주는 측면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점에서 볼 때, 여성주의 교육론을 기존의 교육론들과 구분시켜주는 독특성은 강자

중심의 힘의 논리를 극복하고, 다양성에 대한 배려를 통해 타자의 담론 을 소외시키지 않는

문화형성에 대한 교육의 책임을 강조하는 것에서 찾을 수 있다.

기존의 교육론들은 교육이 지니는 이러한 대안적 문화 형성에 대한 책임, 즉 모든 사람이

존중받는 문화 형성의 책임의 중요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여 왔다. 마르크스주의의 영향을

받고 있는 재생산론이나 비판론을 중심으로 하는 교육적 논의들을 중심으로 계급갈등과 권력

구조 및 문화의 임의성에 대한 지적이 이루어지기는 하였지만, 지금까지의 교육적 논의들에서

는 타자에 대한 차별 에 대한 비판이 주체 중심성의 극복을 바탕으로 사회적 약자들의 특성을

다양성으로 수용하고 존중하는 노력으로까지 이어지지 못한 한계를 지녀왔다고 할 수 있다.

반면 여성주의 교육론에서는 교육이 남성과 여성, 자연과 인간의 어울림과 균형을 통한 모

든 생명체의 통합을 추구하는 대안적 문화를 형성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닌 영역이라고 보고 있다. 따라서, 여성주의 교육론에서는 교육이 지니는 유

망한 문화형성의 책임에 주목한다. 문화를 개선하는 일에 있어 특정 집단에 대한 차별과 배제

를 낳는 힘의 논리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문화에서 소외된 타자 들의 관점과 목소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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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롭게 조명해 주는 교육 패러다임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타자의 담론 으로서의 여성

주의를 바탕으로 하는 여성주의 교육론은 교육이 대안적 문화형성에 대한 책임을 담당할 수

있기 위해 요구되는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으로서의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여성주의에 기초한 교육적 논의는 그 구체적 문제의식과 처방에 있어서 다소 차이가 있으

나, 남성지배이데올로기와 성 차별적 사회구조의 피해자는 여성뿐만 아니라, 사회적 약자의 위

치에 있는 모든 집단은 물론 남성도 포함된다는 점에 대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남성지배이데

올로기와 성 차별적 사회구조 및 힘의 논리에 지배되는 문화에 대한 비판의식의 함양을 위한

교육적 노력의 중요성을 일관되게 지적하고 있다(Jaggar & Rothenberg, 1984).

그러나, 여성주의의 교육에 대한 문제의식과 그 처방은 다양한 여러 입장들만큼이나 다양하

여, 단일한 관점으로 묶기에는 그 사이에 존재하는 차이가 크다는 것 또한 부인하기 어렵다.

비록 교육에 대한 문제 의식과 그 처방에 있어 이것이 바로 여성주의의 교육적 관점 이라고

내 보일 수 있는 단일한 관점이란 존재하지 않기는 하지만, 여성주의의 교육에 대한 다양한 관

점은 다음과 같이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첫째, 교육의 궁극적 목적이 개인의 발달과 해방에 있다고 보며, 이러한 목적달성을 위한 기

회균등의 원칙에 바탕을 둔 문화형성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관점으로서, 자유주의 페미니즘, 정

신분석 페미니즘, 그리고 실존주의 페미니즘 등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여성주의 교육론들이

이에 속한다. 이 입장에서는 과정적 평등의 개념에 기초하여 개인의 발달과 해방의 추구에 장

애가 되는 기회의 불균등 문제를 극복하고자 노력하며, 일단 기회균등의 원칙이 적용되는 경

우 개인의 발달과 해방이라는 목적 실현에 대한 최종 책임은 개인에게 있다고 본다. 이러한 관

점에서, 이 입장의 교육론은 개인의 선택의 자유와 자율성에 대한 신념 및 객관적 지식의 가능

성에 대한 신념을 바탕으로 하여 교육과 사회에서의 성 평등성 획득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자유주의 페미니스트들은 여성의 억압된 잠재력과 능력의 발달을 위해 여성과 남성이

교육에 관한 기회를 동등하게 제공받을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의 확립에 관심을 가지고 있

다. 이들은 여성들에게도 남성들과 동일하게 그 잠재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평등한 기회가 주

어지면 평등한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신념에 기초하여, 동등한 기회를 제공받는데 있어서 장

애가 되는 요소를 제거하는 것에 관심을 둔다. 이러한 관점에서, 자유주의 페미니스트들은 남

녀 양성간에 동등한 교육기회의 확보를 위해 여성들의 잠재가능성을 발휘하는데 장애가 되는

문화적 요소들—성 역할 사회화와 성 정형화를 위시하여—을 제거하는 것의 중요성도 강조한

다. 그리고, 여성의 사회 진출을 가로막은 장애를 교육을 통해 제거하기 위해 보상교육프로그

램을 통해 초기 사회화과정에서의 결핍을 보상해주려는 노력을 촉구하기도 한다. 이러한 점에

서 볼 때, 자유주의 페미니스트들의 교육적 논의의 기초는 기회균등과 그것을 가로막는 성차

별주의3)의 극복에 있다고 할 수 있다(곽삼근, 1998; 송현주,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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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분석학적 페미니즘이나 실존주의 페미니즘 역시 개인의 발달과 해방이 그 주 관심이다.

정신분석 페미니즘은 여성이 개인학습자로서 남성과 다른 점을 강조하며, 가부장적 사회에 길

들여진 여성심리의 건강한 발달과 여성 심리의 해방을 추구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정신분석

페미니즘에 기초한 교육론에서는 가부장적 사회에서 억눌린 여성의 심리적 해방에 초점을 둔

다. 반면, 실존주의 페미니즘에서는 여성의 심리가 개인적 요소뿐 만 아니라 사회적 요소들과

상호작용 한다는 점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여성이 주체로서의 인간성을 회복할 수 있는 인

식의 변화를 촉구한다(Jaggar & Rothenberg, 1984).

이러한 관점들에서는 교육에서 다루어지는 지식의 이데올로기적 측면을 비판하기는 하나,

인간의 이성적 능력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가치 중립적 지식 획득의 가능성을 전적으로 부

인하지는 않는다. 이에 따라, 이러한 입장의 교육론에서는 학교교육에서 다루어지는 지식의 이

데올로기적 측면의 극복 가능성을 낙관하고 있기도 하다(Feinberg, 1983).

둘째, 교육과 사회구조의 관련성의 측면에 주목하여 교육을 사회적 재생산의 과정으로 보고,

개인의 발달과 해방의 성취에 있어 과정적 평등 개념의 한계를 비판하는 관점으로서, 마르크

스/ 사회주의적 여성주의 교육론이 이에 속한다.

마르크스/ 사회주의적 여성주의 교육론은 학교교육이 계급불평등과 함께 성별 불평등을 재

생산하며 이러한 재생산과정이 사회의 성별분업과 연계되어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교육에서

의 여성의 실패가 학교에서의 성별 불평등과 함께 성 역할 사회화 및 계급불평등과의 관련 속

에서 자본주의 사회의 경제체제 안에서 어떻게 재생산되는가에 관심을 갖는다. 이들은 학교교

육이 성별 재생산의 주된 기제이고 이러한 과정으로 인해 여성의 억압과 종속이 가부장제 사

회에서 재생산된다고 보기 때문에, 사회개혁이 교육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는 낙관적인 믿

음을 고수하기보다는 학교가 노동시장과 힘께 성별 불평등을 재생산하는 역할을 한다고 비판

한다(Harsock, 1977).

셋째, 급진적 여성주의 교육론과 포스트모던 여성주의 교육론 등에서 추구되는 관점으로서,

과정적 평등 개념의 한계 및 가부장적 문화의 극복 노력을 촉구하고 있는 관점이라고 할 수

있다.

급진적 여성주의도 마르크스/ 사회주의적 여성주의와 마찬가지로 재생산에 주목하여 과정적

평등 개념의 한계를 지적한다. 그러나 마르크스/ 사회주의적 여성주의가, 학교는 사회의 한 구

조물로서 성별분업을 재생산하는 역할을 수행한다는 데 주된 관심을 갖는 한편, 급진적 여성

주의는 학교가 남성중심의 지식과 문화에 기반을 둔 교육과정과 불평등한 남녀 권력관계를 통

해 여성에 대한 남성지배와 가부장적 이데올로기를 재생산하는 역할에도 주목한다. 이들은 가

3) 성차별주의란 생물학적 성을 근거로 특정한 성에게 사회적으로 가해지는 차별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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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장적 문화 속에서의 학교교육은 남성 중심적 관점과 경험을 전달하는 것이며, 따라서 학교

교육은 여성들을 권력으로부터 소외시키는 기제라고 본다. 그리고, 포스트모던 여성주의를 대

표하는 프랑스 페미니즘은 모더니즘의 절대주의와 이분법적 사고를 지양하고, 상대주의와 다

양성에 기초하여 교육과정에서 소외되었던 여성 및 다른 소외집단의 지식과 경험 및 주체성을

인정할 것을 주장한다(Jaggar & Rothenberg, 1984).

그러나, 이러한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여성주의 교육론은 공통적으로 교육목적, 방법 및 학교

제도의 운영 등에 대한 분석과 비판을 통해서 교육을 통한 사회에서의 여성소외 양상을 지적

하고, 이를 통해서 여성뿐만 아니라, 사회에서 부당하게 타자화 되고 있는 계층에 대한 억압

과 불평등의 극복을 위한 문화 형성 노력을 촉구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여성주의 교육론

은 비단 여성의 소외뿐만 아니라 소외된 모든 타자 들에 대한 관심과 배려를 포함하고 있는

논의라고 할 수 있으며, 그 점에서 기존의 주체 중심의 논의를 대신할 수 있는 새로운 패러다

임의 교육론으로서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여성주의 교육론의 이러한 특징은 그 동안 우리의 교육개혁 논의의 한계점, 즉 입시위주의

교육을 개혁하기 위한 교육적 논의들이 사회변화를 이끌어 가는 일에 대한 관심을 소외시켜

온 문제점을 파악하고 극복하는데 있어 시사하는 바가 크다. 교육적 논의가 사회변화를 이끌

어 가는 일에 관심을 갖지 않는다고 해도 사회문화적 분위기는 시대적 요구에 따라 바뀌어 갈

것이지만, 그 변화는 시장의 논리에 의해 이루어지는 변화일 것이기 때문에 교육적으로 바람

직한 변화가 되기보다는 약육강식의 원리에 의해 구조적으로 권력 있고 경제적으로 힘이 있는

집단에 유리하게 작용하는 변화일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되면, 성적과 학력 위주로 인간을 서

열화 시키는 강자중심의 사회문화적 분위기와 그에 따른 입시 위주의 교육의 문제점은 여전히

지속될 것이며, 입시위주의 교육을 개선하려는 교육적 논의들은 실효를 거두지 못하게 될 것

이다.

이렇게 볼 때, 우리의 교육개혁 노력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 여성주의 교육론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몇 가지의 시사점들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보면,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첫째, 교육에서의 여성소외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교육이 성 차별적인 사회적/ 문화적 관행들

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여성주의 교육론의 인식은 입시위주의 교육을

개혁하기 위해서는 교육이 학생들에게 모든 인간이 존중받는 문화, 즉 사회구성원 중의 그 어떤

집단도 타자화 되지 않는 문화를 형성하는 능력을 기르는 것에 관심을 가질 것을 요구한다.

둘째, 여성의 억압이 극복되기 위해서는 남성중심의 가치관 및 태도, 그리고 인간관계의 저

변에 놓여있는 지배-종속의 힘의 논리에 대한 변화가 요구된다는 점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여성주의 교육론은 우리의 교육개혁을 위해서는 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자신의 현실

에 대한 비판적 반성을 바탕으로 문화내의 권력관계를 바꿀 수 있는 능력을 함양시키는 것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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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을 가져야 함을 강조한다.

셋째, 여성운동이 남성과 여성의 지배-종속의 관계에 관한 논의에 그치지 않고 모든 인간 및

생명과 환경에 대한 관심을 포함하는 대안적 문화운동으로 확산되는데 있어 교육의 역할이 중

요하다는 점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하는 여성주의 교육론은 교육을 통해 학생들에게 생명

체에 대한 존중의식을 기르는 것에 관심을 가질 것을 요구한다.

넷째, 모든 인간이 존중받는 문화를 바탕으로 하는 시민사회를 건설하는 것을 궁극적인 관

심으로 삼는 여성주의 교육론은 교육이 모든 인간이 평등하게 공존하고, 모든 개인의 존엄성

이 존중되는 시민사회 건설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질 것을 요구한다.

여성주의 교육론으로부터 얻게 되는 이러한 시사점들은 우리의 교육개혁 노력에 있어 여성

주의 교육론이 지니는 의미와 가능성을 드러내주는 측면이다. 여성주의 교육론은 남성 중심적

사회문화 속에서 소외되어 온 타자의 담론 에 대한 관심과 배려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그리고

타자의 담론 에 대한 관심과 배려가 서로 다른 특성을 지닌 사람들이 모여 사는 사회 속에서

지켜져야만 하는 시민 의식에 기본이 되는 자질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 점에서 학생들에게 소

외된 계층에 대한 관심과 배려의 능력을 길러주는 과제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이와 함께 이에

대한 관심의 중요성을 간과하고 있는 기존의 주체중심 의 교육적 논의를 비판한다. 여성주의

교육론에서는 교육이 사회 성원들로 하여금 서로 간의 다름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다름을 인

정하는 가운데 서로 조화를 이루어 가는 사회문화적 분위기를 형성해 가는 과제에 관심을 갖

지 않는 한, 우리의 교육은 그 본질을 소외시키는 교육이 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이다.

여성주의 교육론의 이러한 특성과 시사점을 통해서 볼 때, 여성주의 교육론은 사회현상을 가

치 중립적 입장에서 분석하거나 기존의 가치관을 추종하는 등의 소극적 자세로 사회를 보는 것

을 거부하고, 사회문화 자체를 변화시키려는 적극적 문화운동이면서, 동시에 실천적 지식운동이

라고 할 수 있다. 여성주의 교육론이 지니는 이러한 특징은 타자 혹은 소수자에 대한 차별 을

정당화하는 힘의 논리에 의해 지배되는 우리의 입시위주 교육현실의 문제로부터 기존의 이론적

논의 및 정책들이 겉돌았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부분이기도 하다.

Ⅲ. 요약 및 결론

우리의 교육의 심각한 위기는 입시위주의 교육 속에서 정작 학생들이 소외되고 있는 현실로

잘 대변되고 있다. 인간을 서열화 시키는 사회문화적 분위기는 학생들로 하여금 스스로의 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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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과 가능성을 계발하여 삶의 의미를 찾기 위해 노력하는 자율적인 인간으로 자라는 일에 흥

미를 갖지 못하고, 등수 매겨지기를 기다리는 수동적인 인간이 되어버리게 만들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학생들로 하여금 서열에서 높은 위치에 놓이기 위해서, 그리고 일류대학으로 평가되는

대학에 들어가야 하는 입시에 대한 부담으로 인해서 억압되고, 교육으로부터 소외되도록 만들

고 있다. 과도한 입시준비로 학교 수업이외에도 학원수강이나 과외를 받는 생활을 중학교와

고등학교에 걸쳐 해야 하는 학생들에게 있어 자신의 능력을 자유롭게 발휘하면서 자율적 시민

으로서의 준비를 하는 일에 대한 관심을 갖기 바라는 것은 오히려 사치일지 모른다. 또한, 학

벌로 인간을 서열화 시키는 우리의 사회문화적 분위기 속에서 교육현장을 직접 책임지고 있는

교사는 교육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묻기보다, 한 명이라도 더 이름 있는 대학에 들여보내는 일

을 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부담을 안을 수밖에 없다. 또한 많은 학부모들은 사회적 명예와

부를 보장해 준다고 여기는 이름 있는 대학에 들여보내는 일을 유일한 관심으로 삼고, 입시준

비학원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으로 몰려들고 있으며, 심지어 문을 밖에서 걸어 잠그고 공부시

키는 학원에 보내는 일도 서슴지 않고 있다. 학부모들이 자신의 생명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자녀들로 하여금 비인간적으로 여겨질 만큼 강압적으로 입시준비를 시키는 학원에 비싼 수강

료를 지불하면서까지 보내는 일도 불사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자녀들을 위하는 일이라고 여

기고 있는 것은 우리의 교육문제의 심각성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부분이기도 하다. 이러한 현

실 속에서 학생들은 소외되어 있으며 심지어 자살을 꾀하기도 할만큼 고통받고 있지만, 그럼

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입시위주의 교육현실은 좀처럼 바뀌지 않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서 시도되는 교육개혁 노력들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사회적으로 성적과 학력을 바탕으로

인간을 서열화시키는 사회문화적 분위기를 극복하고 모든 인간이 동등하게 존중받을 수 있는

대안적 사회문화적 분위기를 형성하는 일과 함께 이루어져야만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우리의 교육적 논의들은 대부분 그 관심이 학교교육이라는 울타리 안에 집중되어 왔기

때문에, 교육을 통해 우리의 사회문화적 분위기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에 관한 논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우리의 입시위주의 교육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은 모든 인간이 존중받는 문화-- 즉, 사회구성

원 중의 그 어떤 집단도 타자화 되지 않는 문화--를 형성하려는 교육적 노력과 함께 이루어질

때, 비로소 실효를 거둘 수 있다. 그러나, 인간을 서열화 시키는 사회문화적 분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적 사회문화적 분위기를 형성하기 위한 노력은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교육적 논의에서 간과되어 왔던 부분이다.

여성주의 교육론은 남성 중심적 사회문화 속에서 소외되어 온 타자의 담론 에 대한 관심과

배려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그리고, 타자의 담론 에 대한 관심과 배려가, 서로 다른 특성을

지닌 사람들이 모여 사는 사회 속에서 지켜져야만 하는 시민 의식에 기본이 되는 자질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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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기 때문에, 그 점에서 학생들에게 소외된 계층에 대한 관심과 배려의 능력을 길러주는 과제

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이와 함께 이에 대한 관심의 중요성을 간과하고 있는 기존의 주체중

심 의 교육적 논의를 비판한다. 여성주의 교육론에서는 교육이 사회 성원들로 하여금 서로 간

의 차이를 인정하는 가운데 서로 조화를 이루어 가는 사회문화적 분위기를 형성해 가는 과제

에 관심을 갖지 않는 한, 우리의 교육은 그 본질을 소외시키는 교육이 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이다.

여성주의 교육론의 이러한 특성은 우리의 입시위주의 교육을 개혁하는데 있어 여성주의 교

육론이 지니는 의미와 가능성을 잘 보여주고 있다. 여성주의 교육론은 이제껏 우리 사회 속에

서 소외되어왔던 타자들에 관심을 갖는 독특한 학문 경향이라고 정의해 본다면, 강자중심의

사회문화적 분위기의 개선을 통한 교육개혁을 실현시킬 수 있는 대안적 교육 패러다임으로서

매우 큰 가능성과 의미를 지닌 교육론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성주의 교육론의 이러한

특징으로부터 우리의 교육개혁 노력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 요구되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교

육적 논의의 특성을 시사 받을 수 있는 바,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첫째, 새로운 패러다임의 교육적 논의는 학생들에게 사회구성원 중의 그 어떤 집단도 타자

화 되지 않는 문화를 형성하는 능력을 길러주는 과제에 대한 논의를 포함해야 한다.

둘째, 새로운 패러다임의 교육적 논의는 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자신의 현실에 대한 비판적

반성을 바탕으로 문화내의 권력관계를 바꿀 수 있는 능력을 함양시키는 일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셋째, 새로운 패러다임의 교육적 논의는 교육을 통해 학생들에게 모든 인간이 평등하게 공

존하고, 모든 개인의 존엄성이 존중되는 시민사회 건설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는

과제에 대한 관심을 요구한다.

새로운 패러다임의 교육적 논의는 우리의 사회문화를 개선하는 일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바, 이를 위해서는 학생들로 하여금 우리 자신의 사회문화를 비판적으로 돌아보고, 그 속에서

소외되어 왔던 모든 타자 들이 존중받는 공동체적 삶에 관심을 갖도록 하는 과제에 대한 논의

를 그 일차적 관심 대상에 포함해야만 한다. 그러나, 쿤(Kuhn)의 설명방식을 빌어 표현해 보

면, 이러한 논의에 있어 기존의 패러다임에 입각한 교육적 논의는 한계에 봉착하였다 고 할

수 있다.

여성주의 교육론이 기존의 교육론들과는 다른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서 지니는 독특성은 그

것이 강자중심의 힘의 논리를 극복하고, 다양성에 대한 배려를 통해 타자의 담론 을 소외시키

지 않는 문화형성에 대한 교육의 일차적 책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에서 찾을 수 있다. 모든 개

인의 존엄성이 보장받을 수 있는 대안적 문화의 형성을 통해 입시위주의 교육 현실을 개혁하

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교육론을 모색하는 데에 있어, 그 어떤 집단도 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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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되지 않는 문화를 일차적 관심 대상으로 삼고 있는 여성주의 교육론의 역할을 기대해 보

게 되는 것은 이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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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 Alternative Paradigm of Educational Theory and the
Feminist Scholarship on Education

Yoo, Hye on-Ok*

The effort to carry out reform of our education which gives the first consideration to the

preparation for the entrance examination has been a recurrent and powerful theme in our

whole society. Despite that, the fact that the examination-centered educational practice--

formal as well as informal — has not been changed is a reality of our own. Now, this

problem presents a challenge to the educational theory. Nevertheless, the main- stream

educational theory turns out to be inadequate to the task of transformation of the very

reality of our pedagogy. Within that agenda, the feminist educational theory has very

much implication for the formation of the alternative paradigm of educational theory which

could bring the transformation of our pedagogy. Out of that transformation could be

possible the realization of the nature of education.

Key Words : cr isis in educat ion, examinat ion-centered educat ional pract ice, educat ional

reform, main-streameducat ional theory, al ternat ive cul ture, newparadigmof

educat ional theory, feminist educat ional theory, reproduct ion of cul ture,

discr iminat ion, exclusion, feminism, real izat ion of the nature of educat 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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