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大學校 師大論講 第17輯 (1978 . 6. 30)

韓國比較敎育學의 課題와 展뿔*

-1-

韓

1. 韓國比較敎育學의 進展

基

〈敎育學科)

彦

우리 나라에 있어서의 比較敎育學의 進展은 크게 세가지 時期로 나눌 수 있을 것 같다.

첫째 시기 (1945 '"'-' 1 953)는 個別的昭究만이 행하여지떤 때이다.

둘째 시기 (1953'"'-' 1968)는 比較敎育學의 講義가 開設된 때로서 한펀 개별 연구도 활발해지

기 시작하였다.

처음￡로 大學에서 比較敎育學을 講義하게 된 것은 1953년 延世大學校 敎育學科에서 林

漢永이 담당한 때부터인페 그후 서울大學校 師範大學에서는 金秉和， 짧花女子大學校에서는

李圭煥， 淑明女子大學校에서는 柳炯鎭， 中央大學校에서는 金鍾喆 등이 비교교육학을 강의

하였다.

이 시 기 에 발표된 個人짧究物을 보면 대 략 다음과 같다.

• 金秉和· r比較敎育制度論J， 中央大學俊 碩士學位論文， 1954.

• 林漢永· r歐洲敎育(英國)의 寶態J. 韓國敎育學會. 1956 (13회 ) .

• 金桂淑· r美國敎育視察談J . 한국교육학회， 1956 (13회 ) .

• 成來運· r中 • 比의 中等敎育親察報告J . 한국교육학회 • 1957(25회 ).

• 鄭範護， r敎育統計에 관한 유네스코亞細亞地域大會參加報告J. 한국교육학회， 1957(26회 ) ‘

• 柳炯鎭· r美國敎育의 動向J. 한국교육학회. 1958(31회 ) .

• 韓基彦· r美國에 있어서의 比較敎育學의 動向J . 한국교육학회. 1958(32회 ) .

• 李寅基· r“Rockfeller Report on Education"에 관하여 J. 한국교육학회 • 1958(34회 ).

• 秋젊姬· r美國의 特珠敎育J. 한국교육학회 • 1958(35회 ).

• 李廷樞， r英美大學敎育과 韓國大學敎育의 比較J. 延世大學校 碩士學位論文. 1958‘

• 林漢永， r유네스코와 敎育J . 한국교육학회 1959(36회 ) .

• 徐明源· r아시 아高等敎育會議에 다녀와서 J. 한국교육학회 • 1959(36회 ) .

• Willard E. Gaslin , r美國敎롭使節團이 본 韓國敎育行政의 諸問題J . 한국교육학회 • 1959(37회 ).

• 方順同· rWCOTP 亞細亞委員會에 參席하고J， 한국교육학회 • 1959(40회 ).

·韓基彦· r美國大學敎育思想에서 본 訓練對自由와 興味論爭J . 한국교육학회， 1959(제1회 연차학

술연구발포회).

* 本鎬는 1978年 2月 2413 私學會館 講堂에서 行하여진 韓國敎育學會 比較敎育學1vf究會 創立 10周年

記念講演의 內容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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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林漢永， r國際새 교육 第10次總會에 다녀와서 J， 한국교육학회， 1960(45회 ) .

• 徐明源， r學校出版物에 관한 유네스코會議에 다녀와서 J， 한국교육학회， 1960(46회 ) .

• 金基錫， rWhite House Conference on Child and Youth에 다녀 와서 J , 한국교육학회 , 1960(48회 ).

• 柳炯鎭， r英國의 敎育改후J， 한국교육학회， 1960(49회 ) .

‘ 鄭範훌훌， r亞細亞敎育者大會(東京)에 다녀와서 J， 한국교육학회， 1960(50회 ) .

• 鄭泰時， r마닐라 WCOTP 세미나에 參席하고서 J， 한국교육학회， 1961(53회 ) .

·韓俊澤， r泰國방콕에 서 열린 第1回 職業敎育 亞細亞會議에 다녀와서 J， 한국교육학회， 1961(53

회).

• 鄭範靈， rA.p.G.A. 年次總會에 다녀와서J， 한국교육학회i 1961(54회 ) .

• 李溶傑， r美國에 있어서의 敎育의 技術化{煩向J， 한국교육학회， 1961(55회 ) .

• 白賢基， r綠合數育計劃案에 관한 심표지움에 다녀와셔 J， 한국교육학회， 1962(57회 ) .

• 金豪權， r敎育統計 國際的 標準化에 관한 세미나에 다녀와서 J， 한국교육학회， 1962(57회 ) .

• 車再順， r유네스코主{崔 協同學校세미나에 다녀와서 J， 한국교육학회， 1962(57회 ) .

• 韓훌彦， r國際協同學校 국제 회 의 報告J， 유네스코韓國 委員會. 1962

·黃智賢， r獨適敎育社會學의 發達J， 한국교육학회， 1962(58회 ) .

• Marion L. Edman , r유럽諸國學家의 敎育改뿜 J , 한국교육학회 , 1962(59회 ) .

• 李榮德， r유네 스코主{崔敎師敎育專門家會議參席 및 東南亞敎師敎育視察結果報告J， 한국교육학회 ,

1962(60회 ) .

• 徐斗錄， r美國高等敢育의 片銀J ， 한국교육학회， 1962(61회 ) .

• Norbert J. Tracy , r Administration of American Colleges and UniversitiesJ , 한국교육학회 , 1962

(62회 ) .

• 王學洙， r 日 本敎育視察報告J， 한국교육학회， 1962(63회 ) .

• 成來運， r在 日橋뼈 敎育實態視察報告J， 한국교육학회， 1962(63회 ) .

• 金基錫· r 日本의 카운슬링活動現況J， 한국교육학회， 1963(66회 ) .

• 吳基亨， r美國高等敎育의 動向과 그 問題點J ， 한국교육학회， 1963(67회 ) .

• 姜聲益， r印度블 中心으로 한 亞細亞各國의 행쫓學活動比較J， 한국교육학회 , 1963(68회 ).

• William M. Williams,“rNew Challenges on Education in KoreaJ , 한국교육학회 , 1963(69회 ) .

• 李散熙· rPlaton 敎育哲學과 Dewey 敎育哲學의 比較1itf究J， 한국교육학회， 1963(69회 ) .

• 鄭漢澤， r韓國人의 日本人에 대한 態度J， 한국교육학회 , 1963(3회 연차학술연구발포대 회 ).

• 柳炯鎭， r美國敎育視察報告J， 한국교육학회 , 1964(72회 ).

• 黃智賢， r獨速의 學校構成과 學校運營J， 한국교육학회 , 1964(72회 ) .

• 裵鍾根， rUNESCO調훌團의 韓國數育計훌j樹立J . 한국교육학회 , 1964(76회 ).

• 徐明源， r歐美大學의 學事行政J， 한국교육학회， 1965(81회 ) .

• 朴熙、寧. r敎育을 통한 經濟復興(韓國과 카나다의 協同組合運動에 대 한 紹介)J ， 한국교육학회 •

1965(82회 ) .

• 金南星， r學習理論에 있어서의 K. Lewin과 C.H. Hull의 比較없究J， 한국교육학회， 1965(4회 연

차학술연구발포대회) .

• 孫仁錄， r新羅花郞道와 西洋中世騎士道의 敎育(좁年結社의 敎育) J， 한국교육학회 , 1965(4회 연

차학술연구발포대회).

• 朱世煥· r東南亞 및 中東 여 러 나라의 敎育計劃--뉴델리 셰 마 나를 中心으로J， 한국교육학회 ,

1966(86회 y.

• Beurvil H. Glenn , rTrends in Asian Study in American Colleges and UniversitiesJ , 한국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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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 1966(88회 ) .

• Felix C. Robb. r美國大學에 서의 ~究活動J. 한국교육학회. 1966(89회 ) .

• 李榮德， 李溶傑. r美國의 數育課程改혹을連動J . 한국교육학회 • 1966(91회 ) .

• Robert Ulich. r現代數育의 危機J. 한국교육학회. 1966(92회 ) .

• 金大淵. r北韓의 大學數育實態와 問題點J. 한국교육학회. 1967(6회 연차 학술연구발포대회).

• 劉仁鍾. rThe Comparison of the Korean Middle School with the American Junior High SchoolJ.

한국교육학회. 1967(6회 연차 학술연구발포대회) .

이상 열거한 것으로도 알 수 있듯이 이 시기에 있어서의 個A없究物 중 태만이 敎育視察

報告物과 單-地域에 관한 것오로서 2개국 이 상의 비 교라는 이른바 본격 적 인 비교교육학적

연구성과는 극히 한정된 것이었음을 알 수 있다. 어떻던 이려는 가운레 드다어 1968년 2월

:24일 韓國J:t較敎育學會가 창립을 보게 된 것이 다.

세째 시기 (1968'"現在)는 韓國比較敎育學會가 발족한 이후를 가르키는 것우로서 學會中心

짧究가 활발히 전개케 된데서 그 특징을 찾아 볼 수 있다. 그리고 學會誌、인 「世界文化와

敎育」을 1971년 創刊하였고 第2輯이 19771윤에 나왔는데 비록 그 사이에 간격이 있었다고는

하나 한국교육학회의 갱주究分科會중 학회지 誌觀 2호가 된 것은 이 「世界文化와 敎育」 뿐이

고 보면 財政的으로 뒷받침없는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이만큼 해내고 있는 것을 못내 대견

스럽게 自평하게도 되는 것이다. 머지 않아 제 3輯이 나오게 되리라고 본다.

이 제 다시 한먼 「世界文化와 敎育」을 처음￡로 刊行케 되 었던 당시의 우리들의 抱負와

決意가 어떤 것이었는가를 創刊廳를 통하여 알아 보기로 하자. 그 大要는 다음과 같다.

이번에 本學會의 機關紙 「世界文化와 數育」을 創刊하게 되었다. 아시다 싶이 韓國比較敎育學會가

1968年 2月 24 日 유네스코會館에서 結成되었을 때 學會의 與望이 얼마나 컸던가플 우리會具들은 너

우도 잘 알고 있다. 그간 꾸준히 月例發表會와 記念講演會 등 學的活動을 거듭해 오는 가운데도 우

리가 가장 아쉬워했던 것은 學會誌刊行의 일이었다. 그간 장시도 잊은 적이 없던 學會誌 刊行의 宿

J願아 이제 任員을 비롯한 會員諸位의 一心協力a로 마침내 實現케 되었다. 우리는 새삼 學會誌가 學

會活動事業중에서 차지하는 比重이 얼마나 큰가에 대하여 論及하려고 하지 않는다. 다만 마음속깊

이 스스로 期約하는 바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앞으로 꾸준히 끊이지 않고 本學會誌인 「世界文化와

‘敎育」이 계속 刊行됨으로써， 마침내 그 誌顧。l 百輯 千輯이 되어 이 ‘創刊輯’이 실로 위대한 발자취

의 첫결음이 되었다는 것을 記念하는 날이 요기를 盤切히 바랄뿐이다. 또 그것이 앞으로 계속되는

會員諸位의 努力의 결과 가능하리라는 것을 굳게 믿는 까닭에 이 첫걸음을 내다딘 것이다.

우릇 偉大한 것이 모두 그렇듯이， 그 첫걸음은 반드시 거창한 것도 아니고 A員數가 많은 것도 아

니오 華麗한 것도 아니요 하불며 世A의 耳덤을 크게 끈다거나 拍手와 蠻蘇의 소리를 듣는 것도 아

닌 것이다. 다만 그 일이 A類文化의 發展과 歷史의 고리(環)를 이어주는 始發點이 될 때 그것은 永

遠한 意味를 갖는 것이라고 본다. 그려한 의마에서 本人은 이러한 高貴한 일에 처음부터 參훌l할 수‘

있었고 또 創刊離의 붓을 들게 된 것을 한 없이 榮光스렵게 여기며 가장 후福하며 오직 神에게 感謝

할 따름이다.

韓國比較數育學會의 짧生은， 그 結成과 함께 P!P刻 세 계 적a로 이 慶事스러운 일이 學界通信網을

통하여 알려졌던 것을 우리는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는 터이다. 그것도 그럴 것이 本學會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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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성은 세계적 시정에서 보아도 그 意議가 자못 큰 것으로서， 美國比較敎育學會를 비롯해서 유렵比

較敢育學會， 카나다比較敎育學會， 日本比較敎育學會에 뒤이어 ‘다섯번째’로 範生하였던 것이고， 이

제 당당히 世界比較數育學會의 理事國의 하나로 加盟하여 學的組帶블 날로 독독히 하고 있는 중이 다.

더우기 學會誌刊行에 이르러서는 어떤 점에서는 한발짝 앞서서 刊行의 榮光을 갖게 된 것이니 약간

의 自負心과 아울러 學的責任의 莫重함을 우리는 너우도 잘 알고 있는 것이다. 결코 훌手가 앞섰던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는데 自己隔解를 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이 織烈한 學問廳爭 내지 學問協調의

時代에 있어서 떳떳이 그 存在意義를 廳熾도 선명하게 들어냉요로써 果然， 本學會의 出發이 意味가

있었다는 것을 단순한 언사의 말이 아니고 준엄한 學界의 소리로서 들을 수 있느냐가 문제인 줄로

안다. 우리는 이 후자의 소리를 의식하면서 일을 시작하었던 것이고 계속 앞으로 밀고 나가야 되리

라고 본다. 比較敎育學이 과거 적어도 150년간에 걸친 준비시대를 거쳐 마침내 새로운 한개의 敎育

學分野로서 제2차대전후 學的牌光을 받기에 이르렀는더11. ‘韓國敎育學’이 이 연을 통하여 스스로의

學的水準을 높이고 세계적인 認定을 받게 되고 또 ‘世界文化와 敎育’에 크게 이바지할 수 있는 突破

口가 었다고 본다. 실로 人類文化의 發展과 敎育學에의 頁歡이야말로 우리의 學的目標요 本誌 創千u

의 擺導의 별이라고 하겠다.

는 內容의 것이 당시 會長이 었던 韓基彦이 썼던 創刊離이 거 니 와 이 하 學會中心안 짧究活動

이 어떻게 展開되었던가를 앞의 요령에 따라서 主훨事項 몇가지만 열거해 보기로 하겠다.

• 金善鎬， 林漢永， 韓基彦， 李圭煥， 劉仁鍾， (主題) 比較敎育學의 性格과 最近動向， 1968. 3. 30.

• 康吉秀， 具範諸， 金秉和， 朴俊熙， 朴喜範， 劉仁鍾， 李圭煥， 林芳鉉， (司會) 柳炯鎭， (主題) 長

期經合計劃試案， 1970. 5. 7.

• 李奎浩， 韓基彦， 金秉和， 金容基， 陳元重， 安商元， 尹亨元， 徐明源， 李圭煥， 劉仁鍾， 李南杓，

康吉秀， 金永植， 朴俊맨， (司會) 柳炯鎭， (초題) 世界數育改華의 動向， 1971. 2. 24.

• 孫仁錄， 金忠烈， 金恩山， 劉仁鍾， 林漢永， 李圭燦， 安仁熙， (結合) 韓基彦， (主題) 東과 西의

理想、的人間像， 1972. 2. 24.

• 金鍾喆， 李圭燦， 柳炯鎭， 柳仁鍾， (主題) 高等敎育改華의 課題， 1975. 3. 29.

• 柳炯鎭， 韓基彦， 洪淳範， 車京守， (主題) 公敎育의 發展과 그 問題， 1976. 4. 10.

이상의 것은 年次大會에서의 王題中心의 심포지움 개최 사항을 알려는 것인데， 個A、別맑

究月例發表會는 지금까지 49회 가 있었다.

특히 49회때 발표 내 용은， 柳炯鎭。1 I第3次 世界比較敎育學大會J， 朴俊熙는 「英國의 學

校」를， 李圭煥이 「英國의 大學」에 관한 것오로서， 마침 영국 런던大學校에서 개최되었던

셰계 비교교육학회 참석자 3A의 報告를 겸한 것이 되기도 하였다.

이 大會로 말하면 第l次 때는 柳炯鎭이 단독 참가하였고 第2次는 柳炯鎭과 李圭煥 양언

이 참가하묘로써 國際學術文化交流에 크게 이바지 하였다. 더우기 19801란 第4次大會는 日

本과 아울러 共同主健國이 됨에 이르고 있다.

]I • 冊究論文의 分析

1jJf究論文중 후에 著書로 정리 刊行된 것에 대해서는 V. 짧究論著의 類型的考察에서 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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괄 論及키로 하고 여기서는 그 밖의 主흥동論文 벚 篇만을 택하여 그 論듭를 밝혀 보기로 하

겠다. 발표순에 따라서 소개해 보면 대 략 다음과 같다.

또한 일찌기 金秉和는 「比較敎育制度論J(中大. 1954)을， 李廷楊은 「英美大學敎育과 韓國大學敎育

의 比較J (延大， 1958)룹 碩士學位論文으로 발표한 바 있다.

1. Platon敎育哲學과 Dewey敎育哲學의 比較¥f究

이 論文은 李敵熙가 쓴 碩土學位論文이 다. Platon이 世上에 남겨놓은 가장 큰 세 가지 問

題는 참다운 實在 Idea가 있다는 것과 靈짧不滅에 대한 信{대의 問題와 理想國家論인 것이

다. Idea論에서는 참다운 實在는 歡智界에 있고 現實界에 있는 萬物은 Idea의 模做에 不過

하다고 하여 Aristotle의 짧寶主義的 方法에 對立하여 西洋哲學史를 누벼왔다. 普遍擺念이

λ‘間의 現實的周邊을 떼나서 理性의 思堆로 形成된다는 Platon哲學은， 그 自훨이 所有한

二元論的碩向 때문에 現實世界와 來世의 擺念을 明白히 할 것이/要請되는 基督敎神學에 대

하여 哲學的 基鍵를 마련하여 주었다.

한편 Dewey가 唯物論者라는 命名을 받는 것이 合當치 못하다고 하는 主張도 있지만， 그

는 生物學， 生理學， 實驗科學에 哲學的方法을 求하고 唯心論系에서는 到底히 容納되지 못

할 快樂主義的인 功利主義에 接하고 있다. Idea라든지 神이라든지 하는 觀念은 A間經驗。1

進化하여 생긴 것이라고 하였다.

Dewey는 哲學思想史에 나타난 두개의 對立된 漸流의 形成에 대한 責任을 觀念論者에 있

다고 하였지만， 그 보다도 現實主義的哲學의 勢力은 基督敎神學이 古代 Greece哲學의 理論

的 後뚫을 엽어 西洋社會를 支配한데 대한 反抗氣候를 組成한 것이 더 큰 훨因일 것같다.

Deγ'ley는 二元論의 始源을 Greece社會의 社會階級中에서 統治者階級의 사람들이 生活을 營

寫하기에 餘念없는 勞動者階級에 대하여 그들의 安遭을 正當化하려고 한데 있다고 한 것은

그럴만한 일인 것 같다.

훨컨대 Platon의 敎育은 2jS和로운 社會， 神(Idea)의 意志가 成就된 社會의 計劃이지만

Dewey의 敎育은 變化하고 改造되는 無限한 發展의 社會를 構想한 計劃이 다. Dewey의 思

想은 新大陸 America와 같이 物質的오로 精神的￡로 많은 송白을 가진 l社會에 훨請되는t哲

學이다. “말하자면 購野의 哲學이다"(李훨熙， 1964 72-82) 라는 말로 李數熙는 맺고 있다. 이

렇듯 이 論文은 敎育哲學領域面에 있어서 比較陽究法을 취하려고 했던 것이다.

2. 西獨의 學校種類와 學校制度

이 論文은 黃智賢이 쓴 것이다. 學校種類와 學校制度에서는， 基鍵的인 分類라 하여 學校

種類와 學校構成， 義務學校와 上級(繼續되는 學校)， 學校內部의 組識으로서 國民學校， 補

助學校， 中學校 및 寶業學校， 高等學校， 上級學校(延長되는 學校)， 專門學校를 다루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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敎師資格의 法律關係에서는 國民學校， 中學校 및 高等學校에 관한 것을 다루었다.

高等學校 科學敎師의 敎育은 最少限度 大學校에서 8學期의 昭究를 通해서 이루어지는 것

이다.

昭究하는 동안에는 여러 學校種類의 學校內에서 여러 週의 청강을 必훨로 하게 된다. 昭

究課程은 敎育學， 哲學， 學術的인 王專攻과 -定한 專門家의 두 副專攻을、包含하고 있다.

그것은 學術的 試驗을 가지고 마지케 된다. 擊術의 敎職을 위한 敎師의 敎育은 좁樂， 藝術

敎育 룹樂大學 흑은 藝術大學에서 行하고 있다. 一般的으로 學術試驗이 끝난 뒤에 하나의

學術的인 副專攻의 追加陽究를 必훨로 한다. 그러나 이 훨求는 Hessen州나 Niedersacksen

州에서는 藝術敎師를 위 하여서는 有效하지 않다.

高等學校의 敎職을 위한 學術試驗은 -般的試驗유로서는 哲學 敎育科學이 있으며 그리고

候補者로부터 選擇된 授業部分(擔當할 科目) 內에서 試驗을 보도록 되어 있다. 이 試驗은

據合大學校의 學校試驗所에서 施行한다. (各州의 試驗規定에 의 하여) 2，3個의 州에서는 哲

學과 敎育學을 먼저 試驗보게 하고 選擇한 授業部分(擔當할 科目)은 後에 試驗 볼 수 있도

록 한 州도 있다. 즙樂이나 藝術敎育을 위한 敎師는 音樂大學이나 藝術大學의 試驗에서 藝

術의 試驗을 施行한다는 등 구체적언 狀況에 대하여 報告(黃賢智， 1964, 95-102)하고 있다.

3. 新羅花郞道와 西洋中世騎土道의 敎育

이 論文은 孫仁錄가 특히 좁年結社의 敎育을 中心오로 比較빠究한 것이다. 일찌기 판爾

r申송浩는 花郞道에 대 하여 “朝蘇이 朝解되게 하여 온 者는 花郞이 었다. 그러묘로 花郞의

역사를 모르고 朝解史블 말하랴 하면 골을 빼고 그 사람의 정신을 찾음과 한 가지인 愚策”

이라고 하였다. 그러니 花郞道는 우리의 고유한 사상인 동시에 新羅社會의 좁年敎育이며

國民的精神이었다는 序言과 함께， 敎育組織 및 性格을 비롯해서， 敎育目的， 敎育內容 및

方法을 比較論述하였다.

결국， 兩敎育間에 그 조직에 있어서 약간의 차이는 있었오나 그 밖의 좁年結社의 性格 •

目的 • 內容 • 方法 등에 있어서 다를 점이 없었다고 밝혔다.

그럼에 도 불구하고 孫仁錄는 말하기를 첫째로 西洋練士道敎育의 源、첼이 되 어 지금에 이

르기까지 영 향을 주었오며， 둘째로 自國文學 발전의 내용괴- 靈感을 주었다. 그리고 세째로

騎士道의 힘1\練方式은 오늘의 體育敎育(physical education)에 至大한 頁斷을 한 것이다. 특

히 독일의 m愛主義派 교육가인 바제도(J.B . Basedow)는 騎士의 훈련 방식을 자거의 교육

계획에 적용까치 하였다는 점등 諸點을 들면서， 그러면 왜 花郞道敎育은 騎士道敎育 처럼

발전치 못하고 新羅의 멸망과 더불어 解體되었느냐 하는 문제를 提起하였다.

물론 이것은 국가 목적에 버추어 본 花郞道가 ‘한 民族 한 國家’라는 三國統一의 念願을

달성했기 때문에 解뼈하게 된 점도 있지만， ..=:L 主된 원인은 橋敎와 漢學에 의한 f협敎主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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的 文敎政策오로 말미암아 그 遺風의 存續이 심히 不利하었기 때묻(孫仁錄， 1966, 3-8)이 라

고 밝혀 놓았다.

4. 日 本 都市A의 子女敎育態度

이 論文은 朴쩔熙가 쓴 것이 다. 本鎬는 1964년 韓國A의 子女敎育態度를 發表한 후 他外

國A의 그것과 比較해 보기 위한 努力의 하나로 1967년 9월에 그가 日本의 首都 東京에 들

렀을 째에 부탁해서 施行한 質問紙에 대한 應答을 정리한 것이다.

첫째， 日本A의 子女敎育態度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西洋的인 말하자면 改造的 開招的 등

과 같은 보다 力動的인 願向은 적고， 여전히 東洋的이고 順應的이면서 좀 寶際的인 面에

흐르는 碩向이 一部 엿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아직도 이렇다할 主流를 형성하지 못하고 있

고， 따라서 專門家나 學者들이 당분간은 보다 積極的으로 어떤 主流形成을 위해셔 努力해

야 할 점이 있다고 생각한다. 이 점은 韓國A의 경우와 大同小異한 것을 인정할 수가 있

다.

둘째， 性別로 區別해서 볼 때에는 女子의 경우가 男子보다는 子女에 대해서 더 積極的이

며 進步的인 경 향이 나타나고 있다고 해서 좋을 것 같다. 이 점에 있어서도 韓國)、의 그것

과 類似한 점을 인정할 수가 있다.

세째， 年顧別로 보면 30代와 40代가 거의 비슷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 韓國人의 경우는

확실히 20代가 3，40代보다는 進步的인 것으로 나다났었는데， 日本人의 경우는 20代를 거의

對象￡로 하지 뭇했기 때문에 알 수는 없다.

네째， 職業別로 보았을 때도 韓國人의 경우와 日本人의 경우는 分類를 달리 했기 때문

에 貝體的오로 比較하기는 어려우나， 韓國A의 경우 學者(敎育專門家 除外)나 軍λ‘이 比

較的 保守的인 경향을 나타냈다고 보고， 寶業家， 宗敎)、이 進步的인 펀이라고 보았는데，

日本A에 있어서는 공무원이나 家處主歸 및 實業A들이 tl::較的 積極的이고 進步的인 펀

인데 比해서 敎員이 의외로 흔들리고 主流를 形成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여지는 점에서는

韓國A의 경우와 유사한 점을 인정해서 좋을 것 같다고 報告(朴俊熙， 1968, 152-182)하고

있다.

5. 日 本敎育의 文化的基隨

이 論文은 韓基彦-이 쓴 것이다. 日本文化의 本質은 무엇언가? ‘傳緣과 改童’， 이것이

대가 파악한 日本文化의 本質이다. 어느 곳이나 그렇듯이 순전히 獨創에 의한 文化財란 그

리 많지 않다. 그 대부분은 傳統에 의한 이른바 傳統文化가 주가 되고 있다. 일본 역시 역

사적부로 볼 때 中國文化는 물론 韓國文化의 影響이 至大하다는 것을 첫째 否認할 수가 없

다. 또 최근 百年間은 歐美文化의 영향하에 있는 것이며 흔히 일본 문화를 독창성이 희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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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模做文化로 간단히 단정짖는 짓도 우리가 아니라고 본다; 그러나 이러한 固定觀念的인

처리 방법은 요늘날 일본문화를 정당하게 평가하는 것도 되지 못하거니와 日本文化의 本質

이 무엇인가를 구명하는페 있어서도 반드시 생산적인 태도라고 볼 수 없는 것이다.

。1 論文의 構成은 다음과 같다.

1. 日本文化의 本質

1. 傳緣과 改寧

2. ‘이끼’(뽑)의 構造

II. 外來文化의 受容과 日本敎育의 對應

1. 1大陸文化와 敎育

1) 1휩 • 庸文化의 受容과 ‘國風文化’ 時代의 敎育

2) 宋文化의 쫓容과 ‘中 • 近世文化’ 時代의 敎育

3) 朱子學의 影響과 江戶文化時代의 敎育

2 歐美文化와 敎育

4) (第-聞國) 西歐文化의 受容과 ‘神道文化’

5) (第二開國) 美國文化의 受容과 ‘民主文化’ 時代의 敎育

I. 日本A의 性格

1. 日本人의 思考方式

2. 日本人 性格의 特뾰

N. 日本의 精神的風土

1. 日本人의 思想的傳統

2. ‘武士道’ 의 現代뾰

V. 日本敎育의 課題 및 展望

1. 日本敎育의 挑戰

2. 日本數育의 歷史的 座標

로 되어 있다.

생각컨대 日本敎育의 장래는 그들의 歷史意識에 달려 있다고 보며 , 이 른바 ‘시쓰께 ’ (廳)

라는 것은 日本敎育의 精牌이거니와 이것이 제대로 되어 國際的心情을 지닌 A間形成이 이

루어진다면 반드시 世界文化建設에 크게 頁歡하는 날이 오리라(韓基彦， 1971, 18-36)고 보았

던 것이다.

6: 亞細亞地域의 敎育發展과 韓國敎育發展의 比較

이 論文은 鄭斗鎔이 특히 1950""1967年間의 就學人口， 敎員 및 敎育經費의 分析을 中心

우로 쓴 것이다.

本맑究에서는， 1950年度를 基準年度로 한 1967年까지 指數(Index)의 算出과 全體中 部分

을 보기 위한 百分率의 算出이라는 두 가지 方法을 사용하였다. 또한 本陽究에서 使用한

基本 統計資料는， Bangkok-Unesco: Progress ofeducation in the Asian region--a statistic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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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iew, Bankok , 1969. 및 Unesco: Statistical Yearbook. Paris, 1968의 두 가지였다.

比較對象國은 세일론， 자유중국， 일본， 말레시아， 필럽핀， 싱가폴， 다얼랜드(ABC順)이

며， 그 選定은 1966年現在 韓國보다 個A當 國民所得(per capita national income)이 높은

國家와 1980年 以前에 적어도 7年制 議務敬育을 寶施하고 있거나 實施할 수 있다는 推定이

되는 國家랴는 두 가지 基準에 依據했다.

本昭究의 결과 얻어진 韓國敎育發展 政策樹立에 주는 示浚로서 다음의 세가지 측면을 제

시하였다.

첫째 , 就學A口政策面에서는， 學校水準別就學A口의 構成率을 보면 1967年度에 있어서

選定된 亞細亞의 7個國과 比較하여 볼 때 韓國의 境遇는 初等學校就學j、口 (77. 7%)에 너무

치우쳐 있어 中等學校의 뾰學λ‘口 (19 . 8%)와 大學A口 (2. 5%)의 계속척인 增加政策이 훨똘

된다. 就學A口中 女學生의 H:率에 있어서 1967年度의 境遇 初等學校女學生의 比率은 50%

에 가까워지고 있￡나 中等學校와 大學校에 있어서는 각각 36% , 25%로서 選定된 7個國과

比較하여 볼 때 韓國이 最下位를 차지하고 있다. 韓國에 있어 中等 및 大學의 就學A口中

女學生의 比率을 높이는 政策이 훨뿔된다. 初等學校의 學年別/中退率을 보면 1학년부터 6

학년까지 13%로서 亞細亞 7개국과 比較하여 볼 때 매우 낮은 1:1:率이기는 하지만 아직도

減少시킬 수 있는 敎育政策이 훨뿔된다고 하였다.

둘째， 敎員政策面에서는 韓國敎師 1A當 學生數를 보면 1967年度의 境週 'w等學校 및 中

等學校에 있어서 각각 60名， 37名부로서 選定된 7個國과 比較하여 볼 때 韓國敎師의 學生

부담율이 가장 우겁 다. 韓國敎師의 學生부담율을 減少시 킬 수 있는 敎育政策이 時急히 훨훌훌

된다. 경D等， 中等 및 大學의 敎員中 女敎負의 比率을 보면 짧等 및 中等學校에 았어서 1967

年度의 境週 각각 26%, 13%로서 選定된 7個國中 最下位를 차지하고 있다. 韓國敎員의 학

생부담율을 줄이기 위한 한 方法￡로서 女敎員의 확보를 위한 敎育政策이 훨흥종된다고 하였

다.

세째， 敎育財政政策面에서는， 韓國의 國民所得中 公敎育費의 比率을 보면 1967年度의 境

遇 2.9%로서 選定된 7個國과 比較하여 볼 째 最下位를 白하고 있다. 韓國의 敎育經費릎

增加시 킬 수 있는 敎育財政 政策이 要뿔된다. 學校水準別 單f立敎育費를 보면 韓國은 1967

年度에 젊等學校 單位敎育費가 $7로서 選定된 7個國과 比較하여 볼 때 最下位를 차지하고

있다. 中等學校의 境遇에 있어서도 韓國은 그 單位 敎育費가 $18로서 選定된 7個國과 比較

하여 볼 때 最下位를 古하고 있다. 또한 大學校의 單位敎育費를 보아도 韓國윤 $152로서

選定된 7個國과 比較하여 볼 때 매우 낮은 敎育費를 나타내고 있다. 韓國에 있어서 初等，

中等， 大學의 單位敎育費를 대폭 增加시킬 수 있는 敎育政策이 時急히 -훨쏠된다(鄭斗觸，

1971. 39-54)고 말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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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亞細亞地域 六個國의 初等敎育의 目標分析

이 論文은 李服根이 쓴 것으로서 비교교육학연구회의 29회 월례발표회에서 발표한바도

있다.

이 論文의 특색은 敎育目標分析을 위한 準爆의 틀을 외국학자 아닌 국내학자가 提唱한

바 韓基彦의 基鍵王義에 나오는 ‘3理念 6觀念’ 을 採擇 使用한 데 있다고 하겠다.

李腦根은 그의 ￡다究 目的이 “亞細亞地域 6個國〔실론， 자유중국， 일본， 말레이야， 필리판

한국)의 경D等學校 敎育目標를 提供 分析함우로써 첫째 各國 目標의 特徵을 살펴고， 둘째

各國目標의 共通點을 찾아보며， 세째 -般的碩向을 把握하는데 있다"(李服根， 1972, 134)고

하였다.

그라고 그는 그의 論文에서 ‘目標分析의 基準’우로서 採擇한 나의 ‘3理念 6擺念’ 을 寂述

하고 있는례， 이것은 나의 주장한 바 ‘基廳主義’ 와 ‘3理念 6觀念’ 에 대한 第三者에 의한

理解와 論評이요， 동시에 目標分析의 基準오로 擇하게된 辯이라고 하겠다.

일찌기 나는 그가 6個國의 初等敬育目標를 歸合 分析한 表(IV )를 文章￡로 고쳐 제시한~

바도 있거니와(韓基彦. 1975, 964-965) 李腦根은 그의 ‘緣合分析’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以上에서 各國의 敢育目標틀을 分析 考察했다-般的碩向을 알아보기 위하여 ‘3理念 6擺念’ 애

따른 該當판 目標틀을 經合하여 보면 表VlII과 같다"

고 하면셔 이어나간다. 즉 表에서 보는바와 같이 대략 세가지 類型을 짧見할 수 있는례 하

나는 ‘3理念 6擺念’ 에 比較的 고른 分布를 이루고 있는 나라， 죽 균형 있고 바람직한 目標

라고 볼 수 있는 나라(한국， 자유중국)이고 또 하냐는 3理念中 흉序의 理念에 該當目標가‘

없는 나라， 즉 要因的 立場에서 缺짧이 있다고 認定될 수 있는 나라(실론， 말레이야)이며， ν

다른 하나는 ‘載序의 理念’ 中 奉佳擺念에 該當目標가 없는 나라(일본， 필리펀， 필리펀은

A格 개념이 없음)가 그것이다.

分析基準에 비추어 볼 때 실론， 말레이야는 推進力의 問題 내지는 實鐘性을 彈調한 敎育

目標라고는 보기 힘들며 일본， 필리판은 λ、類福社를 위한 共存共榮에 이바지하는 훨因。l

輕顆된 目標라고 하겠다.

共通펀 碩向A로는 ‘時間의 理念’ 의 生活擺念과 ‘自 由의 理念’ 의 知性擺念에 集中된 分~

布를 보이고 있는 點이다(필리펀 제외). 이와 같은 碩向은 앞의 실론 爛에서 言及한 바와

같이 初等敎育의 目標임을 立證해 주기도 한다(李服根， pp. 143-144)고 말하였고， 흥용約部

分에서 分析 結果 各國目標의 特徵을 다음과 같이 보았다.

싣 흔 : 縣序의 理念에 該當되는 目標가 없다. 따라서， 文化創造에의 寶錢面이 輕祖된 目標라고-

볼 수 있다. 內容面에서는 宗敎에 對한 目標를 提示하고 있는 點이 特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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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중국 : 3理念 6擺念에 比較的 充實한 目標라 할 수 있다.

일 본 : ‘縣序의 理念’ 의 奉{±擺念에 該當되는 B標가 없는 것이 弱點이 다.

말레이야 : 실론과 같이 ‘縣序의 理念’에 該當되는 目標가 없다.

필 리 펀 : ‘自由의 理念’의 A格擺念 ‘縣序의 理念’의 奉{±擺念에 該當되는 目標가 없다.

한 국 : 자유중국과 같이 3理念 6擺念에 比較的 充實한 目標다.

一般的碩向오로는 ‘時間의 理念’中 生活擺念과 ‘自由의 理念’中 쩌性擺念에 集中된 分布

狀況을 發見할 수 있다. 이것은 初等敎育이 基鍵知識 習得에 置重된 生活敎育에 그 目標가

있다는 共通點을 示浚해 준다.

敎育目標의 分布狀況을 經合해 보면 세 가지 類型을 찾아볼 수 있는데 다음과 같다.

3理念 6擺念에 tt較的 充實한 나라(한국과 자유중국)

3理念中 ‘移序의 理念’ 에 該當目標가 없는 나라(실론과 말레 이 야)

‘~序의 理念’中 奉佳擺念에 該當目標가 없는 나라(일본과 펄리펀) (李Btl根， 1972, 144

145)라고 맺고 있다.

이 령듯 위 에 열거한 바 李鼓熙， 黃智賢， 孫仁錄， 朴俊熙， 韓基彦， 鄭斗觸 및 李뻐根의

諸論文은 1,3, 47} 두 가지 類型의 比較인데 대해서 2，5는 外國敎育에 관한 연구요， 6，7은

적어도 여섯 또는 일곱 나라를 對象A로 한 比較맑究라는 접에서 주목할만 하다.

짧究論著의 類型的考察에 앞서 우선 比較敎育學論著의 觸譯에 관한 成果부터 간단히 살

펴 보고 넘어 가기로 하겠다.

m. 比較敎育學論著의 觸譯

아직까지는 비교교육학 관계서의 짧뼈譯本이 그리 많은 펀은 되지 못한다. 이제 먼역 刊行

順에 따라 그 觀훨를 적어 보면 대략 다음과 같다.

1. 오늘의 소련교육

이 책은 1964년에 金容基가 번역한 것￡로서 저자인 레빈은 英國出身의 女敎師로서 제2

차 대전이 시작하기 전에 5개 년간 모스크바에서 敎輔을 잡았었고， 大戰後에도 수차에 걸쳐

서 소련을 방문한 바 있는 蘇聯敎育通이다. 그녀는 소련교육을 펀견없이 객관적으로 取됐

하고 있어 소련교육 入門書로서는 좋은 것으로 評價되고 있다.

2. 敎育파 經濟成長

이 책은 金鍾喆이 번역한 것오로서 그 내용은 世界의 獨立國家를 제외 모두 比較對象오

로 했다는 점에서 世界的 接近法을 降濟學的 顆點에서 적용한 經濟學的 比較敎育學書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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례에 특정이 있다.

이 책 에 서 는， 高等A力資源， 國民-一)、當總生盧(GNP) 및 公敎育費의 國民所得에 대한 百

分比 등을 基準으로 하여 75개의 獨立國家를 後進國家， 部分開發國家， 中進國家， 先進國家

라는 네 가지 段階로 分類해서 敎育制度와 관련시켜 考察하고 있다.

3. 比較敎育學

이 책은 「諸國民의 敎育」이라고 할 The Education of Nations를 柳炯鎭이 번역하여 「비

교교육학」이라고 이름붙인 것이다. 譯者는 하바아드大學 留學時 저자로부터 배운 바 있다.

이 책에서는유럽 主要國家의 敎育制度와敎育理念을形成하고있는諸훨因을 歷史·哲

學·比較敎育學的부로 分析하고 있다. 그는 學校制度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政治·文化·經

濟的 諸勢力과 관련시켜서 고찰할뿐만 아니라 文明까지도 핍究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 책은 크게 둘로 나누어지고 있다. 第-部에서는 유럽 제국의 공통된 歷史 및 文化的

背景을 다루고 있다. 그에 의하면 中世， 文藝復興과 宗敎改옳， 땀豪主義時代 및 塵業技術

의 發達 등은 諸國家의 現敎育制度 形成에 있어 共通的인 영향력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第二部에서는 영 국， 프랑스， 독일， 소련의 敎育制度를 各章우로 나누어 政治， 經濟， 文化

의 제세력과 관련시켜서 기술하고 있다. 또한 第10章에서는 그들 諸國家의 궁극적 敎育問

題로서 民族主義對 A間主義， 國家對個，A， 宗敎의 投害U 및 傳統對改單에 대해서 지적하

였다. 교육사학자요 교육철학자로서 알려진 저자의 또 하나의 학문적인 면모가 이 책 「比

較敎育學J..£-로써 들어나고 있다고 하겠다.

4. 社賣， 經濟와 敎育

이 책은 李圭煥이 妙譯한 것부로서， 譯者는 이 책 이 敎育社會學的오로도 價f直있는 文敵

이지만 比較敎育學的으로도 대단히 가치있는 문현오로 보고 있다. 그 까맑은， 歐美에 있어

서의 主훌國의 교육이 교육사회학적 관점에서 논의 또는 비교된 글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 譯書에서는 6篇 42章에 달하는 방대한 내용을 전부 取鼓하지

않고， 한국의 社會， 經濟發展에 관계 가 되 고， 敎育社會學的 그리고 比較敎育學的맑究에 도

움이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되는 論文만을 폭함한 것이라고 譯者는 말한다.

이 중에서 특히 比較敎育學에 관계되는 것￡로서는 譯者가 보는 바， 터너 (Ralph H.

Turner)의 論文 「敎育에 의한 社會階層上昇의 形態」와 해비거스트(R.] . Havigurst)의 14個

國家에 있어서의 敎育과 社會移動」을 들고 있다. 前者의 글에서는 美國과 英國의 社會移動

規範의 모형 인 鏡爭型(contest mobility)과 後援型(sponsored mobility)을 設定하고 이 두 型

에 따른 兩國의 敎育制度를 비교했고， 後者의 경우는 미국， 영국I， 오스블래 리 아， 브라질에

있어서의 敎育과 社會移動의 實態를 比較하고 있으니 “하여간 이 譯書는 최근에 새로운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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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船究方法으로되어 있는 比較敎育陽究에 있어서의 社會學的接近法을 보여 주는 것오

로 큰 가치를 지니는 것이라고"(韓國敎育學짧究史編輯委員會.1973. 204) 譯者 자신 말하고 있

‘다.

5. A間化敎育

이 책은 吳基亨， 金賢子에 의한 共譯本으로서 이른바 「포오르報告書」라고 일컬어질 「未

來의 學習」을 完譯한 것이 다.

이 책이 지니는 의비를 譯者들은 다음과 같이 피력하고 있다.

이 책은 교육의 基本目的이 모든 사람의 완전한 사람됨， 즉 모든 사람의 A間化에 있다는 확고한

업장에서 敎育問題의 성격을 밝혔다. 또한 모든 사람이 평생 동안 배워야 하며 어느 사회도 배우는

λ}회로 化하게 할 것을 敎育發展의 指標로 뚜렷하게 내세우고 널리 전세계의 敎育댐U新事業과 寶例l를

素材로 하여 敎育發展戰略의 횟素를 제 시 하고 있다. 이 책 은 21世紀를 展望하는 이 시 점 에 서 數育發

展戰略의 指標를 밝혔다는 의미에서 이 분야에서 古典的 位置를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세계

각국에서 敎育政策樹立과 敎育問題에 관련된 각종 會議의 基本參考圖書로 또 필수적 인 文歡으로 널

리 활용되고 있다.

고 말하였는례， 확실히 이 책이 未來敎育의 進展에 대하여 示埈하는 學問的價{直는 자못 큰

것이 있다고 본다.

그것은 에드가 포오르團長이 유네스코事務總長 르네 마우씨에게 보내는 書輪중 제시한

네 가지 基本假定만 읽어 보아도 짐작할 수 있을 것 같다. 그 훨冒를 文語體로 적어 보면

다음과 같다.

이 報告書가 얼마만큼 貴下의 기대에 부합되는지， 또 그것이 이 세계의 敎育進步에 얼마

만큼 寄與할 것인지를 據見하는 것은 주제넘는 일이라 생각완다. 그러나 貴下께서 위원단

에게 願課한 위임 사항의 精神에는 충실했다고 자부한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形成하는 례 완전히 자유스러웠우며， 따라서 中立的이어야 할 義

務를 느끼지 않았다.

네 가지의 기본 假定이 처음부터 우리의 작엽의 底流를 이루었다.

첫째는， 國際共同體의 存tE이다. 그것은 실로 우리가 맡은 課業을 正當化시켜 주는 것이

기도 하다. 국제 공동체는 여러 가지로 다양한 國家와 文化， 여러가지 政治的 立場과 발전

외 수준을 갖고 있으면서도 공통한 所뿔과 問題와 趣勢속에， 그리고 同一한 運命을 指向해

나가는 그 움직임 속에 반영되고 있다. 과도기적인 차이와 옳顧에도 불구하고 당연한 결과

로 나타난 것은 政府間 • 民族間의 깊은 연대 책 임이 다.

둘째 는 民主主義에 대 한 信念이 다. 각 사람이 자기 자신의 濟tE性을 실현시킬 수 있고

자기자신의 未來를 형성하는 데 참여할 수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된 민주주의를 말한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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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같이 파악이 될 때， 민주주의의 關鍵은 敎育이다. 모든 사람이 다 받을 수 있는 교육뿐

아니 라 덤的과 方法이 새롭게 再考된 그러한 敎育을 말한다.

發

사람은 풍부한

기술의

세째 假定은， 발전의 目的은 인간의 완전한 自我實現에 있다는 것이다.

個性을 갖고 있우며 개 인우로， 家底과 地域社會의 -員.2...로， 市民과 생 산자로，

明家와 창조적인 꿈을 가진 사람o로 여 러가지 責任을 지고 있다.

챔I

네째 假定은 전반적인 zp:生敎育만이 이런 종류의 완전한 인간을 만들어 낼 수 있다는 것

이다. 완전한 인간에의 요구는 個人을 분열시키면서 계속 그 緊웹性을 더해 가고 있는

制와 함께 증대하고 있다. 우리는 이제 애써 知識을 한 번에 전부 획득할 필요가 없게 되

었오며 反面에 全生홉를 통해서 계속적무로 전개되는 쩌識體制를 구축하는 것을 배워야 한

다. 즉 ‘A間化敎育’ 이 펼요한 것이라는 네 가지 基本假定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확실히 이 책 이 未來敎育의 指針書로서 지 니 는 意義는 큰 것이며 , 比較敎育學關係書籍중

에서도 白眉라고 할만 한 이 책이 지제없이 우리 말로 옮겨진 것은 펙 다행스러운 일인줄

로 안다. 이 책을 먼역할 뿐만 아니라 日本比較敎育學會에서는 세미너도 가졌던 것이니 가

히 이 책이 얼마나 무게있는 것인가를 미루어 알 수 있오리라고 본다.

N. 冊究論著의 類型的 考察

그간 우리나략 比較敎育學 관계 )、土에 의해서 저술된 짧究論著는 크게 세가지로 分類할

수 있을 것 같다. 魔說 및 視察報告書를 비롯하여 敎育改華을 내용오로 한 책과 敎育思想

을 比較한 것이 그것이다.

1. 搬說 및 視察報告書

우리나라 최초의 비교교육학 관계서이자 擺說書的 性格을 띄운 책이었던 것이 現代敎育

홉뚱書중의 하나인 「比較敎育J (l96l)이다. 이 책은 林漢永(編輯責任者)， 吳天錫， 李圭煥， 鄭

世界

比較敎

댄마아크의

대해

泰時， 李南杓， 李廷秘， 金秉和， 柳達永， 뚫吉秀에 의하여 共同執筆된 것이다.

이 책 의 構成을 보면 4部 14章우로 되 어 있는례 , 第-部 比較敎育의 課題에서는

育의 歷史的 考察， 國家敎育制度와 그 背景的 훨素를 다루었고 第二部 比較敎育의 基本的

훨素에서는 言語와 敎育， 敎育과 政治， 敎育과 宗敎， 經濟와 敎育을， 이 어서 第三部

各國의 敎育에서는 美國의 敎育， 英國의 敎育， 소련의 敎育， 佛蘭西의 敎育，

敎育 및 韓國의 敎育을 다루었는페， 의외에도 日本이나 中國， 印度 및 東南亞諸國에

서는 다루지 않고 있다. 그리고 第四部 比較敎育의 展뿔에서는 유네스쿄와 敎育， 比較敎育

다음은，

의 展뿔이 라는 章을 다루었다.

視察報告書로는 일찌기 林漢永의 「歐羅巴의 萬物相」과 金棒淑의 「歐美哲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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敎育의 動向」이 刊行된 바 있고， 이 밖에 방雄善의 「世界의 敎室」 및 鄭泰時의 「世界의 學

技」가 있다.

洪雄善의 「世界의 敎室J (敎學社， 1962)은 敎育課程陽究視察報告라는副題가 붙어 있다.

序文에서 그는 이 책의 성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1960년에 서 1961년에 걸쳐 나는 아시아 재단의 원조로 약 5개 월 동안 세계 여러 나라의 교육을 시

찰하는 기회를 가졌다.

미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의 학교틀을 찾아가서， 보고 듣고 느낀 바를 그날 그날 기록해 둔 것이

바로 이 책이다.

비록 전문적인 것은 옷 되지마는 내가 본 세계 여러 나라의 교육의 현황을 우리 교육동지 여러분

에게 알리고 싶은 마음에서 이 책을 내는 것이며， 아울러 지난 4월 일본 도오교에서 열렸던 아시아

지역 문교장관 회의에 참석한 보고서를 덧붙이기로 하였다.

고 말한 그대로 이 책 은 크게 다섯 部分으로 나뉘 어 져 있다. 美國紀行， 歐羅巴紀行， 東南

亞紀行， 敎育課程웹究視察旅行報告書및 亞細亞地域 유네스코加盟國文敎長랍會議參席報告

書로 되어 았다. 여기서는 내용설명없이 다음으로 넘어 가겠다.

또 하나 鄭泰時에 의한 「世界의 學校J(敎學社， 1966)는 크게 다젓篇오로 구성되어 있다.

즉， 社會와 學校， 유럽의 學校， 美國의 學校， 後進國의 學校， 國家發展과 學校로 되 어 있

는례， 이 중 日本의 學校를 이 디오피 아나 인도의 學校와 아울러 後進國의 學校속에 포함시

키고 있는페 과연 쭉當한 일인지 의심스렵다. 日本이 과거 백년간 유독 敎育에 注力하묘로

써 1960年代에 이르러서는 크게 國力이 뼈張되어 先進國의 隊列에 끼이게 흰 것으로 評價

되는 것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는 것 같다.

사실 ‘日本의 成長과 敎育’ (p. 194)이 라는 項目中 한 귀절을 읽어 보아도 그 역시 日本을

後進國오로 보고 있는 것은 아닌 것 같다.

일본의 경제 성장은 서독의 그것과 맞서서 ‘스미다가와의 기적’이라고 불리고 있다. 일본의 국민

총생산은 서독을 앞서서 미국， 소련 다음으로 세계 제3위를 차지하게 되었으니 말이다. 제 2차 대전

에서 참패함무로써 모든 식민지는 상실되고 산업 시설은 파괴되어 철앙 상태에 빠졌던 일본이， 불과

10'건 미만에 그와 같은 고도의 성장을 달성함￡로써 아시아에 있어서 유일한 공업 국가로서 재등장

을 하게 된 것은 진실로 세계적인 경이라고 할 수 밖에 없다. 세계의 가는 곳마다 일본 붐을 일으키

고 있는 아시아의 참파온 일본의 출현은 교육과 어떠한 관련올 가지고 있는 것인가?

1962년 10월 일본 문부성은 “얼본의 성장과 교육”이라는 교육백서릎 간행하였다. 이것은 교육에

투업된 바용을 계산하고 여기에 의해서 축적펀 교육 자본을 계측해서 마치 그것이 국민의 인척 능력

으로서 구체화된 것처럼 간주하는， 시카고 대학 교수 데오도르 슐츠 교수의 이론에 업각해서 산엽

계획 회의의 연구 동을 참조하연서 일본의 경제성장에 대한 교육의 공헌을 분석하여 놓았다.

고 하였εL니 미국， 소련 다음인 世界 第3位인 日本이 後進國이략고는 결코 할수 없을 것이

다. 더우기 敎育과 經濟的 成長과의 相關性을 認定하는 立場에서는 아우래도 日本의 學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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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후진국의 그것오로 분류되기는 어 려울 것 같다.

'2. 敎育改훌의 比較

여기에 관련되는 저서로는 柳炯鎭이 쓴 「美國敎育과 蘇聯敎育J， 金鍾喆의 「世界안의 韓

國敎育J， 李圭煥에 의 한 「西獨과 瑞典의 敎育改章에 대 한 比較陽究」 및 劉仁鍾의 「世界敎

育의 改童動向」을 들 수 있다.

첫째， 柳炯鎭의 「美國敎育과 蘇聯敎育J(새한文庫 8, 大韓敎育聯合會， 1964)은 두 나라의 歷

史的 思想的 背景과 아울러 初等敎育， 中等敎育， 高等敎育 및 敎員養成制度 등 敎育行政

및 制度를 比較 寂述한 책이다. 그리고 이 책 刊行의 意義에 대해서 저자는 머리말에서 다

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옛말에도 있듯이 敵에케 이걸려면 우선 敵을 잘 알아야 한다고 하였거니와 오늘날 양대진영의 치

열한 경쟁 속에서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은 서로가 상대방의 질정을 완전히 파악하는 일이다. 최근

에 와서는 美國 내에서도 比較敎育學의 펄요성이 고조되어 왔고 특히 科學분야에서 미국을 능가하는

면이 불소한 蘇聯의 교육에 대하여 美國의 교육계는 지대한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하게 되었다. 敎育

에 있어서 美國사람플 자신도 이미 「民主主義」라든가， r 自 由」라든가， r興味本位」라든가 하는 막연한

이야기에는 권태증을 느끼게 된 것도 사실이다. 그 대신에 퉁장한 개념이 바로 「높은 水準」이라든가

「훌륭한 成果」 등의 말 들이다. 이 점에서 볼 때에는 蘇聯의 교육은 그가 지니고 있는 모든 缺限에

도 불구하고 큰 業績을 차량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實力本位라는 말은 蘇聯의 교육을 가르키는 것으

로서 興味本位의 미국의 교육과 큰 대조를 이루고 있다. 그것은 비록 人間性에 대하여 醒毒할 지언

정 技術的이고 물질척인 면에 있어서 놀라울 만한 能率性을 발휘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을 수 없다.

허툴러는 불과 수년 내로 온 세계를 상대로 하여 4년 이상이나 싸울 수 있는 방대한 軍國을 세웠었

다. 우리는 獨載와 專制를 경제하고 배격하여야 겠지만 그들의 能率的 方法과 生옳性에 외변해서는

안펀다. 특히 현재 國家再建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우리로서는 이마 富彈과 福社를 성취한지 요랜

先進國의 방법에만 집착할 수는 없다. 어떻게 하면 뒤 떨어진 우리의 水準을 최단시일 내에 끌어 올

릴 수 있을까. 이러한 견지에서 이번에 「새한신문사」의 위촉으로 이 冊子를 집훨하게 된 것을 나로

서는 애우 기쁘게 생각한다. 더구나 그 동안 많은 自家批判을 거듭해 온 미국교육에 대하여셔도 우

리가 올바른 파악을 할 필요가 있다고 느낀다.

고 하면서 “다만 蘇聯에 교육에 대 하여는 그동안 공부할 시 간을 못 가졌을 뿐만 아니 라，

제한된 文歡과 資料 때문에 충분히 그 실정을 묘사할 수 있는지 의문되는 바가 크며， 따라

서 있을 수 있는 誤錫에 대하여서는 讀者諸位의 관대한 이해를 바랄 뿐이다. 이것을 계기

로 共塵世界의 교육제도를 연구하여 그 長短點을 가려 取握選擇하고 우리의 교육발전에 자

하게 될 수 있다면 더 큰 영광이 없겠다”는 말로 끝을 맺고 있다.

당시 지금보다 더 터부視되었던 蘇聯敎育에 대하여 柳炯鎭은 美國敎育과 對比하면서 그

장단점을 가려내려고 했다는 것을 위의 글로서도 알 수 있을 것 같다. 다만 여전히 문제로

남게 되는 것은 참된 人間性을 무시한 能率性이니 生塵性이니 하는 교육 및 교육제도가 과

연 取할만한 것이겠느냐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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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金鍾喆의 「世界안의 韓國敎育J (培英社. 1970. 增補改訂， 1975)윤 美 • 英 • 佛 • 獨 • 蘇·

B 등 6개국과 比較하면서 韓國敎育의 現況 및 指向點을 찾고 있다.

이 책은 모두 3部 9章오로 구성되어 있다. 즉， 第l部 激動하는 世界와 敬育에서는 激動

하는 世界， 敎育의 發展的 投害U， 敎育의 世界的 動向을 다루었고， 第2部 韓國위 諸問題에

서는 敎育問題 分析의 論據를 비롯하여 敎育制度面에서 본 問題點과 敎育運營面에서 본 問

題點을 다루었다. 끌오로 第3部 世界안의 韓國敎育에서는 敎育制度의 國際的 比較， 敎育運

營의 國際的 比較， 解放 30年과 韓國敎育의 課題에 論及하고 있다.

金鍾喆은 國際的 比較에서 본 韓國의 敎育制度(1970. 238-240)에 대하여 마음과 같이 훨約

하고 있다. 이 引用文은 그가 敎育行政專攻者안 까닭에 크게 귀를 기우려서 좋오리 라고 본

다.

우리 나라의 학제는 美國의 영향을 받아서 6-3-3-4制의 基幹學制블 택하였거니와， 그것은 위에서

볼 수 있었던 것같이 오늘날 전세계적으로 정차 普遍化되어 가고 있는 單線型임을 특징￡로 한다.

또한 그것은 전체 교육 연한에 있어서냐 각급 학교의 종류와 성격에 있어서 세계의 失端을 걷고 있

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오늘날 전세계적으로 6-3-3-4의 基幹學制를 택하고 있는 냐라는 한국을

비롯하여 미국 • 日本 • 13 由中國 • 인도네시아 • 멕시코 • 아랍共和國 등 여러 나라가 있으며 그것을 미

국의 학제라고 한정시키는 것은 잘못이다. 우리 나라에 있어서 學制改編論이 끊입없이 제기되어 왔

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이제까지 固定되어 온 이연에는 그 理論的 長點과 더불어 그것이 국제적으

로도 상당히 널리 행해지고 있다는 사질이 하나의 배경을 이루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入試制度는 이제까지 많은 변천을 겪어 왔고 지금도 안정된 제도라고 볼 수 없을지 모

른다. 그러나 現行制度를 놓고 볼 때 고동학교 입시제도는 日本에 가깜고， 대학 입시제도는 西獨이

나 프랑스의 경우와 비슷함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 입시제도를 앞요로 어떠한 방향으로 개선해 나

갈 것이냐는 간단히 단정하기 어렵다. 그러냐 학생의 能力과 適性에 관한 보다 타당하고 효율적인

評價方法이 채택되어야 하며 하급 학교의 성적을 고려에 넣는 종합적인 選技方法과 適性檢호의 채택

퉁이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大學入學 據備考試도 英國의 一般慘學證明書(GeE) 제도와

같이 신축성 있게 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 제도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으며， 앞

으로 계속적얀 겸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관련하여 입시제도의 계속적 개선을 위한 常

設機構가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 대두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敎員養成制度는 세계 주요 국가에 비하여 아직도 後進뾰을 연치 못하고 있음을 얄 수

있다. 初等敎員의 양성은 初級大學 정도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敎育課程의 운영상 많은 雖點을 가

지고 있다. 또한 중등 교원의 양성에 있어서도 養成課程의 기준이 확렵되어 있지 못하며 세계 주요

국가들이 높은 기준을 堅持함으로써 資質올 가진 우수한 교원을 확보하고 있다는 사실과 대조적이다.

앞으로 초등교원을 포함하여 모든 수준의 교원을 大學에서 양성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교원의 資

格基準과 관련하여 교원 양성 敎育課程의 기준을 엄격히 세우고 그것을 유지해 나가기 위하여 養成

課程에 채학하는 학생플과 敎職者에 대한 諸因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敎員의 資質을

높이 기 위 하여 는 敎員養成課程에 대 한 評定認定制度의 확립 은 물흔， 次善의 方案일지도 모르지만 國

家資格考試를 制度化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강력히 대두되고 있다.

우리냐라의 敎育自治制度는 그 原型이 마국의 그것이라 할 수 있겠으나 미국이나 日本에 비하여

中央集權的統制가 강하고 또 프랑스와 같은 專門的 委負會의 효율적 운용도 없으므로 개선하여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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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이 많다. 중앙 집권과 관료 통제에 의한 교육 행정의 체제는 교육 행정의 民主化나 合理化에 부합

되지 않는 것임은 물론이다.

따라서 數育行政 民主化의 원칙을 지키면서 우리나라의 실정에 부합된 제도를 발년시킬 필요가 있

으며 역시 先進國家의 先例가 좋은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地方敎育財政面에서 각

별한 배려가 펄요할 것으로 보인다.

고 말한 金鍾喆은 “敎育制度는 이 밖에도 여 러 가지 문제점 이 있오며 특히 社會敎育制度의

정비 확립은 하나의 중요한 현안 문제”라고 지적하였다. 그러나 그는 앞에서 제시한 몇 가

지 據點에 視野를 국한시키면서 다음 한 가지를 특히 지적했던 것이다. 그것은 우리 나라

에 있어서도 세계 각국의 교육제도를 比較없究할 수 있는 機構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이

다. 文敎部， 독립된 敎育昭究所， 또는 대학에 附設된 昭究所 등이 이 방면으로 눈을 몰려

야 하겠으며 적어도 하나의 권위 있는 比較敎育핍究機關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

까닭은 比較敎育學的%究는그 성격상 協同的 昭究가 아니고서는 實效를거두기 어려운 사

실을 그는 알고 있기 때문인테 이 점 筆者 역시 전적으로 同感이다.

세째， 李圭煥의 「西獨과 瑞典의 敎育改單에 대한 比較%究J (짧大出版部. 1971)는 그의 博

土學位論文을 出l따한 것이다. 李圭煥은 스스로 이 책 出刊의 意義 및 結論에 대해서 言及

한 바 있는데， 여기서는 著者의 생각을 忠寶히 옮겨보기로 하겠다.

이 책이 한국의 比較敎育學맑究에 劃期的인 存it가 된다는 근본적 理由는 比較學的 接近을 시도한

本質的으로 比較敎育學的 昭究文歡。l 라는데 있다. 筆者는 이 論文을 쓰기 위 해 서 1963'"-'64年에 는 西

獨에. 1968'"-'69年은 瑞典에서 짧究한 일이 있다. 솔직히 말해서 이 論文이 發表되기 전 까지만 해도

한국에서의 각국 교육제도의 비교연구는 엄밀한 의비에셔 比較敎育學의 段階에 을어서지 못했다고

말할 수 있다. 이를테면 比較敎育學의 전제적인 것이라고 폴 수 있는 슈냐이다(F. Schneider)가 사

용한 소위 外國敎育學(Auslands-Piidagogik)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했던 것이었다. 外國敎育學은 2개

국가 이상의 교육을 비교 연구하는 것이 아니고 1개 국가 교육제도에 대해서 또는 각국가의 교육을

비교없이 순서적으로 記述的 또는 分析說明的으로 연구하는 學問을 의마한다. 比較敎育學은 교육 제

도의 形成홈因을 비교연구하는 것융 가장 중요한 과제로 생각되고 있는데 李圭煥의 論文은 그러한

本質的 과제에 充寶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韓國敎育學돼究史編輯委員會.1973. 199)

고 하였는데 , 이 論著의 重훨部分은 兩國의 敎育改휠의 훨因， 즉 政治， 經濟 및 社會的 諸

要因을 分析比較하고 있어， 단적 c로 말해서 ‘tt較의 社會學的 接近’을 시도했다고 볼 수

있다. 모두 6章으로 구성되 어 있는데， 序論에서 陽究目的의 하나가 政治的， 社會的， 經濟

的 諸勢力과 傳統文化는 敎育改童의 방향을 決定한다는 하나의 假說올 證明하는데 있음을

말하고， 이 어 서 敎育改單의 史的背景， 敎育改單案， 敎育改童의 實拖， 敎育改單의 훨因 및

結論으로 되어 있다.

이 려하여 李圭煥은 獨適敎育制度委員會와 瑞典學校委員會의 兩敎育改童案을 中心으로 해

서 考察한 論文의 結論ξL로서 다음과 같은 事項을 제 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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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獨適敎育制度委員會의 改휠案은 전통적인 敎育學者들의 思考， 즉 兒童才能의 類別化

에 기초해서 작성했지 만 瑞典學校委員會의 改單案은 敎育機會의 均等理念에 기초해서 작성

됐다.

2. 敎育改童案을 작성하는 方法에 있어서 兩國간에는 근본적인 差異가 있다. 쥬 西獨은

주로 思辦的 判斷에 의해서 改혹i案이 작성되었지만 瑞典에서는 주로 社會科學的 調훌班究

를 통해 실제적으로 얻어진 資料에 의해서 改옳案을 작성했다.

3. 敎育改薰案에 대한 反應은 일만적오로 瑞典에서는 肯定的이었는례 西獨에서는 극단적

언 保守層과 혹을新層의 맹열한 批判的 態度로 인해 否定的인 경향이 강했다. 그러나 中等學

校(Gymnasium) 敎師들이 改單案에 반대하는 경향이 강했다는 것은 兩國이 공통 된다.

4. 國家의 敎育行政體制는 敎育改童의 計劃괴- 寶廳의 效率性에 크게 영 향을 준다. 즉 中

央政府에 文敎部가 없는 西獨에서는 中央政府에 文敎部가 있는 瑞典에 비해서 敎育改童進

行이 非能率的이다.

5. 中等學校 言語敎育의 改單윤 瑞典의 경우- 古典語를 필수에서 자유선택￡로 하므로서

그 言語의 價f直↑生이 크게 감소 됐오나 西獨에서는 전통적인 西歐文明을 중심도로 학습하는

Studienschule의 실설을 계획하므로서 古典語의 價f直를 再確認했다. 이것은 傳統에 강한 愛

看을 느끼는 西獨國民과 社會福社中心인 瑞典國民의 價f直意識이 잘 反映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6. 政權을 차지하고 있는 與黨의 政治的 이데요로기는 敎育改童의 方向을 정하는데 크게

관계 한다. 따라서 西獨의 基督敎民主同盟의 保守的인 이더1 오로기는 Rahmenplan에 잘 구현

되고 있고 瑞典의 社會民主黨의 進步的 이데요로기는 9年制 統-義務學校案에 찰 구현되고

있다.

7. 한 國家의 옳業構造， 즉 就業人口의 構造는 敎育改童에 크게 관계 한다. 第2次훌훌業λ‘

口보다 第3次塵業A口가 많은 경우 統一學校에 대한 훌求가 커지고 中等學校도 綠合學校型

을 취하게 되는 경향이 있다. 瑞典은 현재 第3次塵業A 口가 第2次塵業λ‘ 口 보다 많다. 그러

나 西獨은 그러 하지 못하다.

8. 中等學校에 있어서 社會階級에 따르는 敎育機會不平等은 西獨이 瑞典보다 훨씬 심하

다. 그러나 敎育改單에 있어 後者에서는 그러한 현상이 하나의 根本的인 문제로 되어 있는

페 前者에서는 (특히 Rahmenplan에 서 ) 거 의 문제 시되고 있지 않다.

9. 敎育改옳을 통한 義務敎育의 據大에 있어 西獨은 형식 적무로 처 리하는 경 향이 강하다.

瑞典에서는 社會福社制度를 통해 (養育費， 失戰手當， 母의 出塵手當 같은 것) 義務敎育의

철저를 기함은 물론 家處의 社會， 經濟的 地位가 낮으묘로서 오는 좁少年들의 心理的 姜縮

까지도 고려하고 있다.

10. 未來의 敎育改童的 課題， 즉 總合中等學校의 실현은 兩國아 공통적 이 지 만 그 課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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成就度에 있어서는 크 差가 있을 것이다. 즉 西獨에서는 아직 많進段階(F6derstufe)의 실천;

도 하지 않고 있는 郭도 있는데 瑞典에서는 9年制 統-學校를 거의 완전 실천하고 새로운

綠合高等學校의 실천 단계에 곧 들어설 것이다.

이 렇게 10개 項目￡로 나누어 그는 昭究結果를 比較論述하였다.

끝으로 네째， 劉仁鍾의 「世界敎育의 改휠動向J (益文社， 1974)안례 ， 이 책은 寂述 報告의

對象國으로서 10個國을 選定하였는례, 敎育改薰의 先導的인 彼劃을 하고 있는 歐美諸國을

비훗하여 共塵團 諸國괴- 아시 아짧의 나라들을 폭함시 키 고 있다. 歐美諸國에서는 英國， 西

獨， 멘마아크， 美國을， 共塵짧諸國에서는 蘇聯과 中共을， 아시아團에서는 필리펀， 다이，

인도네시아， 日本을 각각 선택하고 있다.

이 책융 刊行하게 된 動機에 대하여 劉仁鍾은 序文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70年代에 들어 서 연서 부터 各級學校 敎育課程의 改編{!p業， 中等學校의 zp:準化， 高等敎育의 改華 둥}

各種 敎育改寧事業이 活廢하게 進行되고 있다. 이와같은 改華事業과 관련되는 敎育計劃과 그 普及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世界的 眼目에서 韓國敎育의 現象을 觀察하고 分析하여야 하고， 또 世界史的’

인 見地에서 그 改華의 基本方向을 理解함이 必횟하다. 外國敎育의 實際와 그 改옳의 動向을 웠述

報告함으로써 敢育計畵U擔當者， 敎育行政家 그리고 敎育學徒들에 게 참고자료가 될까하여 이 책 자를

발간키로 하였다.

는 것이마. 이 책은 모두 4部 11章:로 구성되어 있는데， 各國의 敎育을 記述함에 있어서;

는 敎育行 • 財政의 特徵， 基本學制， 就學前敎育， 初等敎育， 中等敎育， 高等敎育， 敎員敎

育， 職業 및 成人敎育 등오로 나누어 論及하고 있다.

그리고 第4部 世界敎育의 改효훌動向에 서 는 行 • 財政體制의 中央執權化를 비롯하여 강D等敎

育에 있어서의 敎育機會均等의 實質化， 早期敎育化， 初等敎育年限의 再編化， 敎育內容 및

方法의 現代化를y 또 中等敎育에 있어서의 目的과 機能의 變化， 學生)、口의 增加， 普通敎‘

育의 延長과 義務年限의 延長實施， 前期中等敎育의 再構造， 後期中等敎育의 鏡合化와 敎育

內容의 多樣化， 入試制度의 繹和 또는 廢止를， 그리고 高等敎育에 있어서의 高等敎育機關「

의 目的과 機能의 再定立， 學生A口의 應眼， 高等敎育機關에 대한 政府投劃의 增大， 政府

財政支援의 急增， 大學行政의 效率化를 위 한 새로운 經營 • 管理體制의 導入， 敎授對學生

比率과 敎授의 確保를 위한 努力， 敎育課程의 改編， 魔學制度의 據充， 새로운 學生選擇方

法의 模索， 短期高等敎育機關의 發展， 敎員敎育의 期間延長과 質의 向上을 들었는레 이 상

의 것은 世界敎育의 改單動向을 훨約한 말이라고도 하겠다.

3. 敎育思想의 比較

여'91에 관련되는 저서로는 朴俊熙이가 쓴 「韓國A의 敎育觀」과 林漢永의 「敎育思想의 H:

較陽究」 및 韓基彦의 「韓國敎育哲學의 構造」를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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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朴짧熙의 「韓國A의 敎育顆J (實學社， 1975)은 比較文化的 考察이라는 副題가 붙얘

있듯이 하나의 方法的 試圖를 하고 있다.

이 책은 博士學位論文을刊行한 것얀레， 繹論에 이어 韓國文化의 性格， 韓國人敎育觀의1

史的背景， 韓國A敎育觀의 實證的考察(1)， 韓國A敎育觀의 寶證的考察(2)， 韓國A敎育觀의

比較文化的 考察， 論議 및 結論의 순서로 論述하고 있다.

그는 結論에서 다음과 같은 훨冒의 말을 하고 있다. 즉，

本昭究는 지금 韓國A의 價f直觀이 混亂을 免하지 못하고 있다는 主張을 -딛 받아들이고

그 一部인 敎育觀도 역시 混亂을 免하지 못하고 있을 것을 前提로 하였다. 그리고 現實的

으로 混亂을 免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았다. 그리하여 韓國A의 敎育觀이 과연 混옳L狀態블

實質的부로 露뭘하고 있는지 究明의 必훨를 感知하였다고 하면서 “韓國A의 敎育觀을 究明

하는 일은 韓國敎育을 바로 잡는 基點이 된다고 본다"(朴俊熙， 1975, 311)고 말하였다.

한펀， 韓國A의 敎育觀을 究明하는 方法에는 여러가지가 있다는 것을 前提로 하였다. 그

중 本昭究에서는 父母가 지니는 子女의 基本的언 敎育目的이 무엇이며， 그와 같은 目的이

어떠한 性質의 것인지，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과연 韓國A의 敎育觀이 어떤 狀況 속에 있

는지를 究明하는 方向에서 택했다. 그리하여 크게 세 가지 測面에서 考察하였다고 그는 말

한다.

하나는 歷史的인 測面에서 文化， 價f直觀 그리고 敎育觀을 考察하고， 다른 하나는 實證的

오로 지금 살고 있는 父母의 敎育目的意識과 그 內容을 알아보되， -回에 滿足하지를 않고

時間的으로 10年間에 결쳐 數回를 거듭함무로써 과연 基本的인 敎育觀이 變化하는지의 與

否를 보는 同時에， 農村과 都市의 地域間의 差異와 年觀， 性， 宗敎， 職業 등의 差異가 基

本的인 敎育觀의 差異를 가져 오는지의 與否를 아울러 考察하는 限度에서 進行하였다. 끝

오로， 몇몇 國家와의 比較文化的인 t考察을 통하여 可能하면 一般原理도 찾아볼 수 있도록

操索하고， 同時에 韓國λ、의 敎育觀의 形成過程과 現狀을 보다 理論的이며 實證的으로 把握

하는데 力點을 두었다고 그는 昭究方法論에 관해서 說明하였다.

이리하여 그는 韓國A의 敎育觀은 다음의 네 가지 特徵이 있다고 結論지었다.

첫쩨， 이렇다 할 主流를 形成하지 못한 채 混亂狀態를 벗어나지 뭇하고 있다.

둘째， 대체로 個人主義인데， 특히 家族主義的 個A主義이다.

세째 , 現實主義的이 며 適應主義的인 {則面이 g量하다.

네째， 따라서 奉tt主義的인 ↑生格이 弱하고 國家主義的언 測面은 더욱 輪鐘하다고 하면서

다음의 네 가지 測面의 考察도 곁들이고 있다.

1. 農民과 都市λ‘은 農民이 出世主義的인 測面이 彈한 便이면서 多少의 國家主義와 奉{±

主義的인 測面이 엿보이는 데에 대해서， 都市A은 適應主義가 彈하고 國家主義와 奉f±主義

的인 {則面은 더욱 繹運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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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年觀間의 敎育觀에 있어서도 基本的언 測面에서는 이렇다할 差異를 認定하기는 어려

운 形便이며， 性別로는 女子가 男子보다 現實的우로는 좀더 直接的이고 積極的인 것 같은

程度의 差異가 認定되는레， 이것은 生活條件에서 오는 現象인 것 같다.

3. 宗敎的 背景이 敎育顆形成에 있어서의 열쇠가 되는 것 같지 않다. 즉， 基督敎人이건

天主敎A이건 佛敎A이건 基本的인 敎育觀의 差異를 認定하기가 어려운 것 같다. 그것은

적어도 韓國에 있어서는 宗敎가 宗敎로서의 投劃을 다하지 옷하고 있는지도 모르나， 그것

보다도 韓國的인 在來의 價{直觀이 宗敎的인 것의 優位에서 作用하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

4. 職業的 背景의 差異에 따른 敎育觀의 差異도 多少 認定되 지 않는 것은 아니 나， 역 시

基本的인 敎育觀의 -m~面에서 보면 決定的인 差異를 가져 오지는 옷하고 있다. 이것도 基本

的 價{直觀이 職業性의 優位에 있게 된다는 것을 暗示해 주는 것 같다고 그는 말하였다.

결국 朴援熙는 韓國敎育의 來日을 위해서 지극히 重훨한 課題란， “韓國人의 價f直觀과 敎

育觀의 混亂을 止揚하고 보다 統合的인 王流를 形成하는 데에는 무엇인가 大짧 속에 스며

들 수 있는 未來志向的인 體系있는 韓國的 宗敎가 形成되 야겠고， 아울러 利己主義， 個人王

義， 家族寫王主義的 價f直顆을 넘어선 奉it主義， 國家主義的 價f直觀이 核을 이 루게 하는 努

力이 先行되게 함으로써 共同體意識發展의 基盤形成이 이룩되도록 하는 것이 우리 에 게 주

어 진 課題"(朴俊熙， 1975, 316-317)라고 結論지 었다.

둘째， 林漢永의 「敎育思想의 比較昭究J (培英社， 1976) 는 韓國敎育思想의 定鍵리는 副題를

붙이고 있다.

그는 이 책을 쓰게 된 動機를 말함에 있어서， “오늘의 한국 교육의 흔돈된 현싶을 안타

깝게 바라보면서 과거 30년 동안 우리가 경험해 온 여러가지 교육사상을 비판하고， 반성하

여 새로운 價f直에 입각한 韓國敎育思想의 定鍵블 세우고자 하는 것이 이 논문을 쓴 목적 이

라고"(林漢永， 1976, 2) 지 적하였다.

이 책에 수록된 16편의 論文은 그가 과거 10년 동안 연구해 온 것을 한데 묶어 정리해

내놓은 것이라 하는데， 모두 4部 16章￡로 구성되어 있다.

그 大훨로 말하면， 第一部인 民主主義 思想과 敎育에 있어서는 주로 촌 두우이의 思想、을

중심삼아 이를 한국 교육의 현실에 비추어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비교 비판하였고，

第二部인 社會主義思想과 敎育에 있어서는 주로 마르크스思想을 분석 비판하는 것을 중심

과제로 삼고 있다. 특히 北韓의 觀育思想을 한국의 사상과 비교하면서 한국의 교육이 그

얼마 民主主義的인가 하는 것을 업증하고자 시도했노라고 그는 말하였다.

第三部연 分析哲學과 敎育에 있어서는 최근 구미 여러 나라에 있어 크게 인기를 모으고

있는 分析哲學을 소개하는 동시에 敎育哲學에 관한 分析學的 연구의 중요성을 示浚하였고，

第四部얀 韓國敎育思想의 定鍵에 있어서는 한국의 이상적 교육관을 定立하고자 시도하였다

는 것인례， 환언하면 새로운 교육적 가치관에 입각하여 평화통일 한국의 바람직한 敎育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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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기대하면서 한국교육이 지향해야 할 敎育思想의 定鍵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할 것인가를

구체적￡로 모색해 보았음을 그는 據歷하였던 것이다.

세째 , 韓基彦의 「韓國敎育哲學의 構造J (2:西文化社. 1977)는 韓國敎育思想의 基調에 대한

比較敎育哲學的 %究를 主題로 삼은 책 이 다.

이와 같은 主題를 택하게 된 學的 根本動機에 대해서는 序文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이 와 같은 主題를 택 하게 된 學的根本動機는 다름아니 라 “과연 한국에 도 스스로를 이 끌어 온 主導

的思想體인 敎育哲學이 있었느냐? t，에 대한 問題意識에서부터였던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경우에 항

상 比較對象이 되는 나라가 다름아닌 中國과 日本으로서， 이들 두 나라의 그것과는 어떤 점에서 얼

마만큼 獨自性을 지니고 있느냐는 물음이었던 것이다. 사실 東洋 三國으로 일컬어지는 韓國， 中國

및 日 本이 라는 세 나라는 文化的으로도 같은 漢字文化園 또는 歸敎文化園에 속하며 , 佛數思想이 나

基督敎文化블 받아들였다는 점에서도 동일하다. 그러므로 歐美A들의 업장에서 볼 째는 최근에 이르

기까지 항상 석연치 않은 것이， 韓國文化 내지 韓國思想、의 特性이란 무엇이냐는 것이다. 그런데 이

점에 이르러서는 韓國A인 우리들 역시 이에 대하여 學術的인 水準에서 명쾌하게 해명 제시하는 데

는 매우 마흡한 감이 있는 것이 우리의 現實情이라고 하겠다.

이 라 하여 마침내 밝혀 낸 것이 멋의 敎育哲學的 構造--韓國A意識構造의 比較敎育哲學

的 빠究。1다. 이 表는 지극히 간단하지만 멋， 선비， 참을 仁， 君子， 格物致知， 또는 이끼，

사무라이 , 시쓰께와 각각 對比하면서 과거 10여 년에 걸쳐 比較昭究한 結옮體이 기도 한 것

이다.

韓 國 l中 國|日 本

했A間횡成의 魔思議 l -보→ l 仁 . j ?L--깐뻔
敎 育 的 A 間 像 | 선 비 j 君 子 l 사 무 라 이(武士)

敎 育 過 程 l 참 | 格 物 致 知 | 시 쓰 께 (慶)

(*이 表는 美國人， 英國人， 獨速人， 프랑스人， 그리이스人， 印度人， 라틴人， 이스라엘人， 아랍A· · ·

등등의 그것과 對比하는 것으로 發展시킬수 있는 性質의 것임)

(韓基彦. 1977. 282)

「韓國敎育哲學의 構造」에 대하여 金丁煥은 다음과 같이 書評을 하였다.

1957년 「基鍵主義」란 표어 로 한국교육의 기조블 민족사적 유산의 계송에 서 정 립 하자고 외 친 저 자

는 그후 20년간 꾸준히 이 과제에 몰두해 왔다. 그 성과가 이번에 600변에 육박하는 대저로 선을 보

이게 된 것은 저자는 물론이요， 교육학계에 큰 경사가 아닐 수 없다.

고 말하고 이어서 本著의 構成 및 저자의 學問的 業績에 論及하고 있다. 즉，

본저 「韓國敎育哲學의 構造」는 저 자가 서 문에 서 밖히 고 있듯이 ‘韓國敎育思想、의 基調에 대 한 比較

敎育哲學的 없究’블 주제로 한 것이다. 본서는 전 4부로 짜여져 있다.

제 1부 교육이념에서는 한국인의 생활철학으로서의 ‘멋’의 쿄육철학적 해석， 한국교육이념의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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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탐구， 한국 • 충국 및 일본 교육청학의 比較를， 제 2부 교육적 인간상에서는 한국인의 이장적 인간

상으로서의 ‘선비’， 중국인의 이상상， 일본인의 이상상을，‘ 제3부 교육과정에서는 한국인의 사유방식

으로서의 ‘참’ 의 비 교학적 고찰， ‘誠’ 의 哲學， 교육학의 普遍뾰과 特珠性의 문제 를， 제 4부 기 초주의.

쿄육철학의 구조에서는 인깐형성의 논리를 다루고 있다.

이라하여 그는 “본저에서 보인 저자의 학문적 엽적을 평자는 크게 다음의 세가지를 듬고

자 한다”면서 評文이 계속되는 데， 첫째는 민족사적 정신유산을 바탕으로 하는 한국교육철

학의 건설이다. 우리는 한국의 교육학의 역사가 짧다는 핑계로 그 사이 서구의 교육철학을

소개 해설하는 면에 주력해 왔는례， 저자는 한국에도 스스로를 이끌어 온 주도적 사상체인

교육철학이 존재했다는 전제 아래 이것을 발굴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성공적￡로 보여준 것

이다.

둘째는 철저한 비교교육학적 방법의 도입이다. 한국의 교육철학을 일본·중국의 그것과

비교함오로써 그 꽁통성과 특수성， 일반성과 독자성을 밝히면서 ‘우리의 것’을 부각시킨데

있다. 그러기에 본저는 형식논리와 독단론을 경계하면서 한국의 교육이념을 동양삼국의 문

화의 특질을 비교하면서 해명하는데 성공하고 있다. 이 책은 저자가 스스로 말하고 있듯이

‘韓國 • 中國 및 日本敎育哲學의 比較昭究’ 라는 부제를 붙임직한 책이다.

세째는 교육철학의 주요과제인 인간형성의 논리의 정립이다. 교육이란 결코 동물을 모델

로 한 ‘行動의 變化’가 아니고 인류의 기나긴 역사와 문화를 체험 • 내면화하고 민족의 앞

날을 주체적무로 개척하는 역사의식을 각성시키는 일로 보는 논리가 전펀에 맥박치고 있기

때문이다. (金丁煥 1977. 350-351)라고 하였는데， 評者인 金丁煥이 이 책에서 가장 感銀깊

게 읽은 句節로 인용된 것이 다음의 글이다.

學問昭究의 自立體制 確立이라는 말은 생소하게 을렬는지 모르겠으나 이것은 우리가 정치적 자렵

아니 경제적 자렵이니 하는 말이 너무도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또 마땅히 그래야만 된다고 생각한다

연 學問없究 역시 自立되어야 할 것이다. 빈 손.9..로 남의 학문 연구성과만을 받을 수 없다고 누구나

생각할 수 있을 진대 學問的 自立問題는 절질한 우리의 당면과제가 아닐 수 없다. 또한 學問맑究의

優先順位가 願倒되어 있는 우리나라 敎育學界에 있어서는 -大反省과 아울러 修正이 있어야 되리라

고 본다. (韓基彦， 1977, 311)

이 書評은 저자인 나로서 한 없이 고마운 激願離라 하겠우며 더우기 감명깊게 읽었노라

고 지적한 인용문 역시 저자가 평소에 지녀온 학문적 신조의 일단이고 보면 評者의 炯眼에

만복하고 감사할 따름이 다.

v. 結 言

--韓國比較敎育學의 課題와 展뿔--

이제 本橋를 끝맺음에 있어 장차 우리 同學이 힘써야 할 領域 내지 課題가 무엇인지 觸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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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홉E해 보기로 하겠다.

첫째， 學會誌의 定期刊行問題이다.

學會誌、인 「世界文化와 敎育」이 創刊된 당시 狀況에 관해서는 이미 앞에서 學論한 바 있

거 니와 현재로서는 수년만에 第2輯이 나왔을 뿐 定期刊行이라고 할만한 상태에 있지 못하

다. 學會誌의 성격으로 보아 季刊 청도는 되어야 하겠는레 현실적으로는 우선 年刊 정도라

도 되어야 하리라고 본다.

外國의 學會誌의 경우를 보면， 創刊까지가 어렵지 그후는 해와 더불어 활딸하여져 부피

도 增大해 가는 것을 보고 여간 부러운 것이 아니다. 1957，8년 당시 美國比較敎育學會誌안

“ The Journal of Comparative Education" 이 에레레이 (George Z.F. Bereday)를 中心으로 編

輯되어가는 장면을 우연허 콜럼비아大學校 遊學時 지켜 본 적이 있는페 그때만 하여도 매

우 빈약한 紙面밖에 갖지 못한 學會誌였다는 것을 지금껏 기억하고 있다. 그러나 그후 誌、

觀을 거듭한 오늘날에 있어서는 모든 것이 짜임새있고 紙面도 풍부함은 물론이다. 또 이웃

나라인 日本比較敎育學會의 경우 역시 學會誌 創刊까지에는 상당한 時 B이 걸리더니 오늘

날에 와서는 「日本比較敎育學會紀훨」가 매년 정기적ξ로 간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 역

시 -大舊發이 있어야 되려라고 본다‘

둘째， 比較敎育學 關係書籍 刊行의 問題이 다.

여기에는 主훨比較敎育學 名著의 먼역사업을 비훗하여 比較敎育學事典 編製이라든가 比

較敎育學뽑書 刊行， 그리고 지금보다 훨씬 활발한 個別陽究成果의 著書出刊 등이 이와 관

련된다.

따라서 個別的인 짧究와 아울러 상당한 部分의 昭究事業은 圖書刊行에 있어서도 共同執‘

筆이 왕성하게 進行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이것은 나아가 앞오로는 韓國敎育을 It較敎育

學的인 見地에서 널리 알리기 위한 外國語로 된 저술사업도 생각할 수 있는 것이다. 外國

敎育學文歡에 韓國A學者의 業績야 거의 紹介되지 않는 것도 근원적으로는 우리가 이 면에

별로 注力하지 않았던 것과 깊은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반성케 되는 것이다.

세째 , 핍究領域 및 課題의 多樣化， 細分化 및 專門化의 問題이 다.

이미 本橋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 比較敎育學者들의 그간의 昭究成果는 年형한

까닭에 그리 많은 펀이 되지 못한다. 그러 나 앞￡로는 同學의 기、員急增과 아울러 흉다究領域

및 課題 면에 있어서도 보다 多樣化되고 細分化되고 專門化가 도모되어야 하리라고 본다.

네째， 本學會 자체의 船究活動에 관한 問題이 다.

1968년 韓國比較敎育學會가 創立된 敎育學史的意、義에 대해서는 이 미 앞에서 論及한 바

었다. 또한 그간 10년간에 걸쳐 우리가 줄기차게 月例發表會 및 記念講演會를 개최해 온

일에 대해서도 스스로 대견스럽게 여긴다. 그러나 우리가 目標로 삼아야 할 것은 결코 이

정도에 滿足할 것이 아넘은 물론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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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회나 創立후 일정한 세월이 흐른 뒤에는 沈體期가 오게 마련인례 우리는 이것을 響

꿨하면서 앞￡로는 보다 計劃的이며 組織的안 學會로서의 없究上의 深化作業이 진행되어야

하리라고 본다.

다섯째 , 比較敎育學짧究機構의 設置問題이 다.

이것은 구체적오로는 여러 개의 것을 指網 提案할 수 있으리라고 본다. 이를테면 각 대

학내에， 또는 독립된 기구로서의 比較敎育文化쩌究所의 절치라든가， 또는 文敎部에 假稱

‘國際敎育情報局’ 設置같은 일이 그것이다. 比較敎育文化맑究所가 어떤 ~劉과 구체적인

기구를 지녀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달리 설명을 하지 않아도 대개 집작이 칼 줄로 안다.

또한 후자의 경우 역시 例外가 아닌 줄 아나， 우려나라의 경우는 현재까지 너무도 이 면에

대하여 租忽히 해 온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앞으로는 우선 文敎部 자체가 보다 卓越한 敎

育行政力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國際敎育情報面에 밝으므로써 진정 어느 나라

어느 民族보다도 우수한 교육을 받을 수 있게 敎育行政的오로 拖策이 행하여져야 할 것이

다. 國際敎育情報局 설치를 제안하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더우기 현대는 情報의 時代라고

하지 않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그 必훨性을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아도 될 것오로 본다.

끝으로 여섯쩨 , 國際比較敎育學關係機構와의 組帶 彈化의 問題이 다.

우리 學會가 世界比較敎育學會 創設 理事國의 하나라는 것은 많知의 사실이거니와 앞으

로도 우리는 비단 世界比較敎育學會만이 아니라 널리 各國의 敎育學關係擬構와 긴밀한 學

的 提擺가 있어야 되리라고 본다.

더우기 本學會는 창립 당시부터 유네스코 韓國委員會와는 정신적인 긴밀한 유대관계플

유지하여 왔거니 와 對外的으로도 유네스코本部 및 國際敎育局(IBE)， 그리고 國際、敎育짧究

所 풍과 더 한층 활발한 文化交流를 갖도록 해야 될 것 같다. 여기에는 A的文化交流도 물

론 포함된다.

以上오로 筆者는 그간 學會創立을 前後하여 우리나라에서 進行되어 온 韓國比較敎育學船

究의 없果를 整理 分析 回顧하여 보았ξL며 아울러 장차 우리가 힘써야 될 課題 여섯 가지

를 들어 若千의 意見을 開陳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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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Task and Prospect of Comparative Education in Korea*

Hahn Ki-Un

Abstract

We can divide the development of comparative education in largely into three periods.

In the first period, 1945 to 1953, individual studies were done. The second period, 1953

to 1968, sa￦ the opening of lectures on comparative education in colleges. And the third

period , from 1968 till no￦， witnessed the foundation of the Korean Comparative Education

Society, and studies after that. The third one is characterized by active progress of

collective and systematic studies centered around the Society as well as individual studies

-and lectures on comparativeeducation in colleges.

When we survey the published articles, there are papers about foreign education; such

as the kinds and systems of West German schools or the cultural background of Japanese

education ‘ Also there are comparativestudies, for example , a comparative study on

Platon and De￦ey’s educational philosophies, and comparative studies on two geogra

phically different areas such as the H￦arang-Do (Literally, Way of Man Flower) of Sh i11a

Dynasty and medieval chivalry in the Occident.

And there are also comparative studies which deal with many countries like a study on

educational development in Asian area and that of Korea and analyses on aims of elemen

taty school education in Asian area.

On the other hand , there are some tranaslations of book on comparative education.

They are The Soviet Edμcatioη Today by Diana Levin, Education, Manpower and

Economic Growth by F. Harbison and C. Myers, The Edμcation of N，αtions by Robert

Ulich, Eιiucation， Economy and Society by A.H. Halsey and Learn싫g to be: The world

<Jf edαcation tod.αy and tomorrow by Edgar Faure and others. Their translators are Kim

Young-Ki , Kim Jong-Cheul , Yoo Hyoung-Jin, Lee Kyue-Whan, Oh Ki-Hyung and Kim

Hyoun-Ja (Mrs. Oh).

The papers and theses can be grouped into three kinds of flatterns.

* This article is based on the lecture given on the 24th of February, 1968 at the Private School
Association in commemoration of the 10th anniversary of the establishment of the Korean
Comparative Education Society.



- 30-

The first kind includes introductions and inspection reports. The book, Comparative

Education has been published by several authors and other educational inspection reports

are also being issued.

The reports belonging to the second kind are on the comparison of educational reforma

tion. They are American Ediαcatioη αηd Soviet Education by Y00 Hyoung-Jin, Korean

Education in World Viewpoints by Kim Jong-Cheul, A Comparative Study on Edμcational’

Reforηzation in West Gerηzanyaηd Swedeχ by Lee Kye-Whan, Treχds in Ed;μcatioηaT:

Reformation of the World by Yoo In-Jong.

The third is about comparison of educational philosophy. They are The Ediμcational

View of Koreaηs by Park Joon-Hee, Comparative Study of Edμcational Study by 1m,

Han-Young, The Structκre of Korean Educational Philosophy by Hahn Ki-Un. The last

one is a study comparing Korean educational philosohpy with those of China and Japan.

Its major contribution is arrangement by comparison of ‘mutt(멋〉’ 」 ‘inC仁)’ ‘-’ iki(ν、

졸 ) in view of educational ideals, of ‘sunbiC선1'11)’ - ‘kunja(君子)’-‘samurai ( 흔 한 5 ν 、y

in educational image of man, and ‘cham (참 : truth, faithfulness, fullness, preseverence)

‘kyuk-mul-chi-ji(格物致知)’-‘sitsuke( L-01t)' in view of educative process.

Finally the author pointsout the following six points as the tasks of the KoreaTh

Comparative Education Society.

1. Publication of society magazines

2. Publication of books on comparative educatiol1

3. Expansion , classification and specialization of study fields and subjects

4. Research activities of the society

5. Establishment of an institute for comparative education

6. Intensification of relation with international organization of comparative eeducat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