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敎育史學의 學問的 構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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本橋에 있어서는 학문으로서의 敎育史學의 構造를 밝히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

여 크게 다섯 대목￡로 냐누어 보았다. 즉， 敎育學과 敎育史學을 비롯하여， 교육사와 교육

사학， 교육사학의 전개， 교육사학의 제영역 및 교육사학의 구조적 이해가 그것이다.

I . 敎育學과 敎育史學

우리는 교육사학의 학문적 구조를 해명하기 위한 첫 시도로서， 우선 교육학에 있어서의

교육사학의 위치와 효용 등， 교육사학의 의마 부터 알아보아야 될 것 같다.

이 경우에 문제가 되는 것은 교육학의 학문적 구조라고 하겠다. 왜 냐하면 학문ξL로서의

교육학의 구조가 분명할 때 敎育史學의 位相 또한 분명해질 것이기 때문인 것이다.

그런데 실은 교육학의 학문적 구조 자체를 명확히 알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념을 느끼게

된다. 이 말이 어느 정도 시·실임을 佛證하는 것으로는 현행 「敎育學擺論」 서적들을 보아도

알 수 있는 것이다. 교육학을 전반적￡로 다룬 책들이라는 점에서 분명 교육학의 학문적

구조가 제시되어 있음직한데 실제는 그렇지가 옷하다는 것을 느끼게 한다.

냐는 이러한 의문을 풀기 위하여 일찌기 「敎育學의 性格J (韓基彦， 1968)에서 圖式化한

바 있다. 이것은 다시 『敎育原理-敎育哲學觀說』에서 교육학의 새로운 體系化라하여 소개

하였다〈韓基彦， 1982,17). 그리고 여기서 제시한 교육기초학， 교육방법학， 교과교육학이라

는 기본적 구상이 학계에서 정식으로 다루어진 것은 1983년 한국교육학회 창립 30주년 기

념 학술대회의 主題에서 였었다(韓國敎育學會， 1983, 5-35).

여기서는 교육학의 구조 자체에 대한 자세한 언급은 하지 않기로 한다. 다만 교육학에

있어서의 敎育史學의 位相으로 말하면 교육현상의 動L助이 교육사이요， 그것에 관한 학문이

곧 敎育史學인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교육철학， 교육사회학， 교육심리학， 비교교육학， 교

* 本 論文은 1987年度 文敎部 學術맑究助成費의 支援에 의하여 陽究된 것 임 •
「附記」 본 논총의 규정 양식을 따라야 하는 관계로 부득이 본래 각주로 처리해야 할 부분을 여기

에 함께 다루기로 하였다. 따라서 관련부분을 표시하기 위하여 각주와 갚이 일련 번호를 사용키로

하였음을 아울러 일려 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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敎育學의 構造

육인간학과 함께 敎育基體學을 이루고 있는 것이다. 그 중에서도

함께 교육학의 알파와 오메가와 같은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제과학과 달라서 교육사학과 교육철학은 교육현상을 시간적 경과에서 또는 본질추구면에서

總括的으로 다루고 있기 때문인 것이다. 따라서 교육사학만 하여도 교육현상의 모든 면에

관하여 역사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학문인 것이다.

생 각컨대 , 교육학 가운데서 , 敎育史學이 란 時間的 系列에서

는 학문이라고 한다면， 敎育哲學이란 論理的 次元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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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피’를 잡을 수 있게 해주

‘갈피’를 장을 수 있게 해주는 것이

圖 1.

라고 하겠다. 그리고 양자는 상보관계에 있다고 본다. 교육사의 진전을 보기 위해서는 교

육철학이 밑바침되어 敎育的 慧眼이 있어야 될 것아고， 또한 교육철학 역시 敎育史的 造즙읍

가 있음ξ로 해서 참된 교육적 지혜가 나오리라고 보는 것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지난날 敎育史敎育哲學이 하냐의 學會로서 운영되었던 것 (1)도 학문연구

를 위하여 깊은 배려에서 냐온 것으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1) 이것은 구체적으로 「韓國敎育史敎育哲學會J (후의 韓國敎育會 敎育史敎育哲學田究會) 創立 趣冒

플 가리켜 하는 말이다. 창렵 당시 교육사학과 교육철학이 하나로 묶언 형태를 한 것은 결코

학문적 미분화플 뜻하는 것이 아니 라， 도리 어 양자의 지 나친 分離， 分立이 慧起할 수도 있을

양자간의 條L遠現象을 제거하려는데 있었던 것이다. 뿐만 아니라 양자간의 밀접한 상호 영향이

가져다주는 학문적 잇접을 보다 높이 평가하고 예견했었기 때문이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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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 敎育史와 敎育史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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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주변에서 直用하고 있는 호칭으로 전공표시에 있어서나 장의명 또는 저서명에 있어

서 , ‘敎育史’ 라고는 써도 ‘敎育史學’ 이 라고 하는 경우는 극히 드문 것 같다 (2) 그 경 우에

‘교육사’는 무엇이고 ‘교육사학’이란 무엇인지 이하 좀더 이에 관하여 살펴 보기로 하겠다.

1. 史寶的 記述로서의 敎育史

우리가 현재도 널리 사용하고 있는 ‘교육사’란 史實的 記述로서의 교육사를 가리켜 하는

말엄에 틀림없다.

‘교육사’의 用例로 치면 저서명에서 쉽사리 찾아 볼 수 있다. 이를테면 「敎育史j (3) 니 「韓

國敎育史j， r東洋敎育史j ， r西洋敎育史j ， r교육사상사j ， r韓國近代敎育史j ， r韓國新敎育

史j， I韓國敎育思想史船究j ， r美國敎育文化史j ， r西洋敎育文化史j ， r敎育問題史j ， r韓國技

術敎育史」 등동해서 모두가 ‘교육샤’ 로 되 어 있지 ‘교육사학’ 으로 되 어 있지 않다.

이것은 그 책의 성격으로 보아도 알 수 있듯이 ‘교육사학’이라 할 것이 아니라 ‘교육사’

라고 해서 옳은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들의 내용이 표시하는 바 ‘史實的 記述’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어떤 것은 通史로서 또 어떤 것은 지역 ι교육사로서， 또 어떤 것은 교육사상의

역사에 관한 것이라든지， 교육문화의 역사， 또는 교육문제나 기술교육의 역사를 다푼 것들

이 기 째 문이 다. 그러묘로 그 모두는 史實的 記述이 니만콤 ‘교육사’ 또는 ‘무슨무슨 교육

사’라고 표기해서 되는 것이다.

이에 반하여 학문분류상의 표시일 때는 ‘교육사’라고 할 것이 아니라 ‘敎育史學’이라고

해야 옳은 것이다.

2. 學問分類로서의 敎育史學

이러한 경우에 하나 생각냐는 살화 한 토막이 있다. 미리 일려 두거니와 여기에 밝히는

내용은 결코 누구를 비방하거나 다른 뜻이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오직 하나 정확한 用

法上의 例示블 위해서 뿐인 것이다.

모대학에서 교육사학 전공학자 한 사람을 교수로 公採하는 공고를 내게 되었다. 이 경우

에 전공영역 표시플 무엇으로 할 것이냐가 얘기가 되었다. 흔히 쓰듯이 「敎育史」라고 한데

(2) 저 서 명 으로도 「敎育史」로 된 책은 많지만 「敎育史學」이 라고 한 책 은 뼈著， 世光公社에서 1980
년 간행된 것이 눈에 띨뿐이다. 또 학술단체명으로도 「서울大學校 敎育史學會J (l9S6년 12월 17
일 創立)가 처음으로 數育史學이라 하고 있을 뿐이다.

(3) 대개의 교육통사 관계서명은 「敎育史」로 되어 있다. 本文중 「韓國敎育史」 이하의 例示도 질제

로 간행된 서척명을 念頭에 두고 표기해 본 것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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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하여 이 분야 전공교수는 그보다도 「敎育史學」이라고 해주면 좋겠다고 하였다. 이 경우

혹시 충분한 의사전달 내지 이해가 되지 않을 것을 우려해서， 학과장에게， 그리고 실무 담

당책임자에게 거듭 ‘學’이라는 글자가 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하고 그 까닭을 설명하기조차

하는 것을 잊지 않았던 것이 다.

그러나 실제 대학신문이나 日刊紙에 나온 公告를 보니， 다른 분야의 학문은 모두 ‘學’이

붙어 있었건만 ‘교육사’만은 ‘敎育史學’으로 표시되어 있지 않았다.

후에 관계인사의 업에서도 심심 당부했던 뒤의 일이어서었는지 ‘學’자가 빠져서 미안하

다고 양해를 구해 오는 것이었다. 어찌 보면 우어 그리 대단해서 이 ‘學’이라는 글자 하나

가지고 얘기가 긴가고 되물을런지도 모르겠다.

아닌게 아니 라 책 이름만 보면 「교육행 정 」이 니 「교육심 리 」하여 반드시 「교육행 정 학」이 니

「교육심리학」이라고 표기하지 않은 책도 많은 것이다. 그렇지만 정식으로 말할 때는 교육

행정학이라 하고 교육심리학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는 법이다.

그렇건만 유독 ‘교육사’만은 ‘교육사학’이라고 표기해야 할 경우에조착 충분한 이해가

전제되지 않고는 표기해 주지 않는 것이 우리의 실정인 것이다. 그래도 응당 써야 될 자리

에서는 ‘교육사학’이라고 써야만 된다.

다행히， 한국교육학회 교육사연구회의 기관지인 『韓國敎育史學』의 경우는 창간이래 계속

이 명칭으로 사용하고 있다. 한국에 있어서의， 또는 한국에 관한 교육사학 관계의 연구논

문이 실리는 학술지라는 뜻에서의 「한국교육사학」인 것이다.

이상 말한 것이 너무도 당연하다는 것은 우리들이 역사의 학문을 歷史學이라 하고 줄여

서 ‘史學’이라고 쓰고 있는 것이니 교육의 역사에 관한 학문은 ‘敎育史學’인 것이다. 史實

的 記述로서의 교육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학문 분류로서의 것’을 말하자니 ‘敎育史學’

인 것이다.

ill. 敎育史學의 展開

이제 敎育史學의 學問的 構造를 살펴보는 순서의 하나로서 그간 교육사학이 어떻게 전개

되어 왔는지 알아 보기로 한다. 이를 위하여 나는 다음의 두 가지 文歡에 의거키로하였다.

하나는 나카 아라타(件新)의 所說(細各俊夫， 빼新編; 1968, 34-35) 이 다. 그는 교육사학

의 발전과정을 다음과 같은 요지로써 말하고 있다.

교육사연구의 연원은 유럽에서부터라고 하겠거니와， 거기서 주목되는 것은 독일 교육사

가들이다.

우선 列傳的인 敎育史의 古典으로 인정되고 있는 것으로는， 라우머(K. Raumer)의 『敎育

學史JI (Ge$cltichte der Pδdagogik， iπ Wi(id(irau!bliiben Klassischer stμdien bis aμf uns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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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eit , 4 Bde. , 1842'"'-'54)를 들 수 있다. 제 1， 2권은 교육사에 있어서의 중요 인물에 관하여

列傳的으로 서술하고 있다. 이 방법은 그후 많은 교육사 서술에 계승되어， 언불연구와 함

께 발전해 왔다. 그러나 列傳的 方法은 자칫· 잘뭇하면 인울의 전기적 관심으로 달리게 되

어 교육 그 자체의 역사적 고찰을 경시하는 결점이 지적되어 왔다. 그러기에 라우머 이후

文化史的 方法， 問題史的 方法， 類型史的 方法 등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한편 미국의 교육사학의 경우로 말하연， 우선 폼로(Paul Monroe)는 그의 저서 『교육사

교과서 J) (A Textbook in the History of Edlμcatioη， 1905) 가운데서， 교육자의 교양으로서의

意義를 강조하고 있다. 그는 교육사블 배우는 의의에 관해서 말하기를， 과거의 교육에 관

한 충분한 事寶을 파악하는 것， 교육실천의 지침으로서의 교육올 해석하는 능력을 키우는

것， 理論과 實l聚 사이의 관계블 바르게 판단하는 것 등을 들고 있는테， 특히 교육의 의미，

성절， 목적 등에 관한 擺念을 얻게 되는데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즉 좁은 교육적 편견，

제한된 시야 등￡로부터 벗어나서 교육에 관한 높은 識見을 얻게 되고， 언간의 本性에 근

거한 깊은 信念의 基鍵를 얻게 되는 것이라고 말하였다，

다음， 커 밸리 (E. P. Cubberley)의 『敎育史J) (The History of Edμcation， 1920)는 재 래 의

교육사와는 달리， 교육의 실제 및 제도의 발전에 중점을 두고 있는 데에 특색이 있다. 그

는 이 책에서 종래의 서적과 마찬가지로 교육의 이흔이나 學說의 역사를 되풀이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의 실제 및 制度 그 자체의 발전을 밝히려는 것이라고 말하였다. 그는 또， 인

류의 진보와 깊은 관련하에 근대 학교제도를 말전시킨 偉大한 歷史의 힘융 올바르게 定훌

시키려고 했다고 술회하고 있다.

또 하나， 버쓰(R.F‘ Butts)의 경우인데， 그는 『西洋敎育文化史J) (A Cμltμral History of

Westerη Edμcation， 1947)에 서 자기 견해를 밝히고 있다. 이 책의 특색은 교육사의 연구가

現寶의 敎育問題 解決에 도움이 원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점에 았다. 그에 의하면， 제 2

차 대전 중에 세계의 교육문제가 어느 때보다도 관심을 끌게 되었고， 우리플이 스스로의

敎育的 博統의 장 • 단점을 再檢討 • 再評價해야 할 것엄이 분명해졌다고 했다. 또한 현대는

우리에게 있어 위기의 시대이며， 당면하는 제문제에 관하여 사람들 사이에 견해의 차이나

의견의 충폴이 있다. 이러한 경우에 問題解決을 위하여 우선 취하여야 할 수단은， 그 문제

가 놓여 있는 장면을 分析하는 일이다. 현재의 장면은 항상 과거의 결과로서 존재하고 있

는 것이며， 따라서 과거를 뒤돌아 보고， 그 傳統을 再檢討함으로써 문제에 대한 해탑을 거

기에 구할 수가 있는 것이다. 현실 문제에 대한 직접적인 해결을 얻지 옷한다고 하더라도，

문제의 所在， 문제의 由來， 과거에 있어서의 解決法 등을 알 수 있는 것이다. 그러한 의미

에서 교육사의 연구는 당면한 敎育問題를 合理的으로 해결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 버스ξ의 見解이다;

이번에는 또하나의 文斷(B. Simon , 1985, 日本敎育學會， 1985, 59-60) 소개로서 영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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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사학자 사이몬(Brian: Simon)이 밝힌 바 영국을 중심으로한 敎育史昭究의 새로운 動向

에 관해서이다. 그는 다음과 같은 요지의 말을 하고 있다.

교육사에 있어서의 최근의 동향&로 말하연， 傳緣的오로 이 분야에는 두 개의 주된 접근

법이 있었다. 첫째는， 구미사회의 전통에 있어서의 敎育思想의 歷史， 내지는 ‘위대한 교육

가들’의 역사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다. 그와 같은 서적은， 플라돈， 아퀴나스， 에라스무스，

루소， 페스탈로찌， 표뢰벨， 듀이니 하는 식의 사람들의 敎育思想에 관십을 표시해 왔다.

이 접근법은 19세기 후반부터 몇 십년간에 걸쳐 이 분야를 형성해 왔다.

둘째의 접근법은， 制度(institution)의 역사 내지 制度化의 역사에 대한 관심으로부터의

것이었다. 그와 같은 서적은 개개의 학교라든가 대학의 역사에 관련되고 있다. 이 접근법

과 관련해서 이른바 制度的 (constitutional)인 역사--국회의 法이라든가 이 영역에서의 발

전을 서술해서 재구성하는 일에 관심을 지니는 것이 있었다.

이들 접근법이 지니는 난점은， ‘위대한 교육가들’의 思想이 보통 고립해서 다루어지는데

있고， 특히 그러한 사상이 불러 일으켜지게 된 사회적， 정치적 상황과 관련지어지지 않는

데 있다. 좀더 말하면， 변화하는 敎育思想， 변화하는 교육의 구조라든가 실천을， 이것 역

시 변화하는 경제적， 사회적 환경과 관련짓는 시도가 행하여지지 않았던 것이다. 따라서

그것들 전통적인 칩근볍은， 이폰면， 질천면에 있어서의 교육적 변화의 성질이라는 것을 명

확히 제시하지 않았던 것이다.

敎育史의 뛰어난 학문적 기초가 草創期의 교육사학자들에 의해서 18901건부터 1914년에

결치는 시기에 마련되었거니와， 그후의 大戰間期에는 중요한 엽적은 거의 보이지 않았먼

것이다.

새로운 국면은 제 2 차대전후， 그중에서도 특히 대체로 1960년경 부터 열리게 되었다. 당

시， 역사학자의 새로운 한 무리가， 변화하는 思想이나 실천을 변화하는 경제적， 사회적 상

황과 관련지으려고 하는 시도를 개시했던 것이다. 그들은 또， 敎育分野에서 정말 있었던

것을 판정하는데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새로운， 여태까지는 무시되어 온 視點에 초점을 맞

추게 되었던 것이다.

가장 좋은 것은， 그러한 새로운 접근법의 몇몇 例릎 드는 일이라고 하겠다.

영국의 학교교육에 대한 宗敎改華의 영향에 초점을 맞춘 새로운 해석이 1960년대 에 출판

되었다. 1966년에 케임브리지 대학교 출판부로부터 간행된 존 사이몬(Joan Simon)의 연구

는 상세하고도 철저한 조사연구의 결과로서， IT'튜더期 잉글랜드의 교육과 사회 J] (Ediμcation

and Society iχ Tudor Eηgland) 라는 제목으로、되어 있는데， 여태까지의 해석， 특히 A.F.

리치 등에 의한 해석을 뒤엎고， 16세기 영국의 종교개혁이 근대교육제도의 基續를 만들었

음을 밝히고 있다. 이 시기와 그 직후에， 교육은 비로소 專門職으로서 발전하었다. 구조화

된 敎育課釋이 만들어지고， 독랩된 학교건물도 세워졌다. 물론 이는 당시의 학교교육의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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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형태인 寄附金立文法學校 (endowed grammer school)를 말하고 있는 것이다. 17세 기 초

기에 관해서의， 그후의 짧究는， 이 시기가 학교의 창설에 있어서 위대한 시키었다는 것-

즉， 이 시기에는 문법학교가 전국적으로， 모든， 척어도 대부분의 상엽도시에 만들어졌음을

밝히고 있다. 기초교육(elem entary 또는 초보교육 rudimentary)도 또한 16세 기 후반￡로

부터 17세기 초기에 많은 지방 촌락학교(local village school)가 창설됨으로써 발달하였다.

여기에 새로운 연구의 영역이 존재했던 셈이다. 그것은 17세 기 및 그 이후의 일정한 지

역(보통 州 county나 敎區 diocese)의 전체적인 교육의 상황을， 교회 그밖의 기록을 사용해

서 재구성하려고 하는 地方史昭究인 것이며， 여태까지는 무시되어 왔던 것들이다. 사실，

지방사연구는 제 2 차 대전후 영국에서 크게 활발해졌던 것이지만， 그 중심은 레스터 대학

교었다.

16401건 부터 1660년〔共和制期)의 영국혁 명 의 평 가에 관해서 는， 영 국에서 도 많은 논의가

있다. 왕은 처형되어 영국은 共和國으로서 발달하였다. 귀족， 승려원은 폐지되고 다른 용

단있는 행동이 취하여졌다.

이 시기는 많은 교육사상이 나타나고， 새로운 혁명적 전망이 개전된 시기이다. 새로운

思想과 실천이 제기되었다. 그것들은 그 이데올로기적 기초를 프란시스베이콘의 업척에 두

고 있다. 그의 『학문의 진보Jl (Adνancement of Learning)와 그 밖의 저 작은 이 세기초 우렵

에 출판되었다. 모라비아인인 교육개혁자인 코메니우스가 영국에 초청되어 짧은 기간이었

으나 실제로 방문했던 것도 이 시기이다. 또 새로운 교육적 시도로서， 이른바 베이콘주의

인 rilL知 칼레지j (Pansonic College)블 설립하기 위하여， 議會의 지지를 얻고자 하는 진지

한 노력이 있었던 것도 이 시기였었다. 그것은， 모든 지식과 그 실천에의 適用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이 시기에 관해서는 찰스 웨브스터 (Charls Webster)에 의해서 홀흉하게 연구되고 있다.

그의 『위대한 부흥Jl (The Great Instauration)-(베 이콘主義者流의 表題)은， 교육， 의학，

그밖의 영역에 있어서의 思想과 실천의 변화를， 당시의 사회， 경제， 정치의 극적인 대렴과

관련시키고 있다. 이 연구는 社會史的 視點으로부터인 敎育史에의 현대적 접근의 좋은 例

인 것이다.

현대적 접근의 또 하나의 예로는 B. 사이몬 자신이 쓴 1I'l 780년부터 1870년까지 의 교육

사의 연구Jl (Stμdies iη the History of Edμcatioη 1780rv1870)가 거론되고 있는데 이 책은

1960년에 출판되었다.

그런데 , 韓祐熙가 발표한 「美國의 修正主義敎育史學派에 대한 理解 : 序說的 論議」는 美

國敎育史學史를 分析하는폐 크게 도움이 된다. 나는 상기한 논문으로부터 많은 示俊블 얻

어 「美國敎育史學史의 分析」이 라는 표를 만들어 보았다. 그 내용은 아래 와 같다.

그러나， 여커서 생각케 되는 것은 새로운 敎育史觀 성렵 가능성의 걸은 없겠느냐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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表 1. 美國敎育史學史의 分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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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表흘 作成하는데 있어서 示俊플 얻은 論文은， 韓祐熙， r美國의 修正主義敎育史學派에 대한 理

解 : 序說的 論議J(韓國敎育問題昭究會， 第 2次 大會짧表， 1985.) 임 •
** 特徵 :(1) 傳統的 自由主驚에 대한 振抗과 批判 (2) 問題意識이 매우 急進的엄.

다. 나는 傳統과 改華의 調和블 通한 人間形成의 論理에 입각한 「基鍵主義敎育史觀」을생

각하고 있다.

N. 敎좁史學의 諸領域

우리는 교육사학의 학문척 구조블 파악하기 위하여， 비록 한정된 예이지만 그간 전개된

교육사학의 유형에 대하여 알아 보았다.

그런데 수년전에 完刊을 본 全40卷인 『世界敎育史大系』의 구성은 교육사학의 제영역이

무엇인가블 고찰하는데 좋은 참고가 되리라고 본다.

펀성순에 따라 각권 집펄자대표명과 아울러 적어 보띤 다음과 같다.

1. 日本敎育史 I (小松周吉)

2. 13本敎育史 JI (小松周吉)

3. 日本數育史 ill (小松周吉)

4. 中國敎育史 〈鷹顧秋男)

5. 朝蘇數育史 (4) (濟部學)

6. 東南아시아敎育史 (戶田金-)

7. 英國數育史 I (川合 章)

8. 英國敎育史 1I OIl合 童)

9. 프랑스敎育史 I (住顧英一郞)

10. 프량스敎育史 JI (佑麗英一郞)

(4) 여기서의 「조선」이라고 한 것은 일본식￡로서， 번역하면 응당 「韓國」敎育史가 됩을 일려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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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獨速敎育史 I (長尾十三二)

12. 獨適敎育史 H (長尾十긍二)

13. 이 탈리 아， 스위 스敎育史 (小林虎五郞)

14. 北歐敎育史 (松l혜 磁)

15. 러 시 아， 소련敎育史 I (池田貞雄)

16. 러시아， 소련敎育史 H (池田貞雄)

17. 美國敎育史 I (柳 久雄)

18. 美國敎育史 H (柳 久雄)

19. 南美敎育史 I (皆川卓三)

20. 南美敎育史 H (皆川卓三)

21. 助兒敎育史 I (岩뼈것男)

22. y;f;兒敎育史 H (岩~댐次男)

23. 初等敎育史 (中野 光)

24. 中等敎育史 I (長尾十三二)

25. 中等敎育史 H (長尾十三二)

26. 大學史 I (平野-郞)

27. 大學史 H (平野一郞)

28. 義務敎育史 (置野宮雄)

29. 敎育財政史 (伊購和衛)

30. 敎員史 (石戶섭哲夫)

31. 體育史 (成田十컸郞)

32. 技術數育史 (顧技 鐵)

33. 障짧兒敎育史 (小宮山 慶)

34. 女子敎育史 (志村鏡-郞)

35. 農民數育史 (價田陽太郞)

36. 社會數育史 1 (福尾武彦)

37. 社會敎育史 H (福尾武彦)

38. 道德敎育史 1 (梅根 뽑)

39. 道德敎育史 H (梅根 뽑)

40. 世界敎育史事典

81

오로 되어 있다.

이상 40권에 걸천 『세계교육사대계.!I (5) 의 쿠성을 볼 때 우리는 단연 地域敎育史와 敎育制

度史 및 약간의 敎科敎育史 등으로 되어 있음을 즉각 알게 된다.

즉，(1)부터 @까지는 일본교육사를 비롯하여 南美敎育史에 이르기까지 세계 각국에 걸친

지 역 교육사로 되 어 았다. 그리 고 @부터 @까지 는 유아교육사를 비봇하여 교원사에 이르기

까지 교육제도사에 관한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인 사회교육사 1，][는 따지고 보

(5) 이 『世界敎育史大系~ 40卷은 梅根 價 藍修로 되 어 있고 世界敎育史짧究會 編輯으로 1978년 完

刊을 보았다. 출판사는 東京에 있는 講談社이다. 이 책은 世界比較敎育學會 및 유네스코에서도

학문적 업적S로서 크게 주목받고 있음을 아울러 일러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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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이 역시 교육제도사에 속한다고 할 수 있으리라.

힌펀 @ 체육사니-@ 기술교육사 @@인 도덕교육사 I，Il는 敎科敎育史에 속하는 것이

라고 하겠다. 그리고 그밖의 것으로 @ 장애아교육사，@ 여자교육사，@l 농민교육사가 눈

에 띈다. 후자인 세권은 그것 하나 하냐가 지니는 운제사적 인식에서 온 설정이라고 한다

면 敎育問題史에 속하는 것이 라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세계교육사사전은 그 모두를

총괄한 성질의 것업은 말할 나위도 없다.

그려 면 『世界敎育史大系J] 40권의 경 우에서 보는 바와 같이 , 교육사학의 제 영 역 이 란 이 러

한 것오로 定式化해 두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달리 새로운 방식을 찾아내야만 하는 것인

지 ?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는 것만 같다.

여 기 서 우리는 또하나의 事例로서 現行 서울大學校 師範大學 敎育學科 및 同 大學院 敎

育學科 敎育課程에 반영 된 교육사학 관계 강의에 대하여 알아보기로 한다.

학부과정에는 전공필수과목으로서 「교육사j<6J가 있고전공선택과목오로서 네 과목이 있다.

「韓國敎育古典J (7) 을 비릇하여 「동양 교육고전J， (8) r서 양 교육고전J (9) 및 「現代敎育思懶」가

그것이다. 교직과목으로는 「敎育哲學 맞 敎育史J (1이가 있다.

한편 대학원 전공과목으로는， 석 • 박사과정이 다르게 되어 있다. 즉 석사과정에서는 「韓

國敎育史隔究」를 비훗하여 「동양 교육사연구J， r서 양 교육사연구J， r교육사상사J ， (11) r교육

문제사J， (12) r비 교교육사J， (13) r古代 • 中世敎育史J， (14 ) r근대교육사J ， (15) r현대 교육사J ， . (16)

(6) 교육사학의 개설과정에 해당된다. 따라서 강의의 실제에 있어서는， 고대로부터 중세， 15，16세

기， 17세 기 ， 18세 기 ， 19세 기 및 20세기 에 걸쳐 한국， 동양， 서양교육사를 개관한다. 각 장마다

문화사적 배 경 을 비 롯하여 교육제 도， 교육사상 및 주요 교육사상가를 다루도록 한다.

(7) 이하 강의 중 몇몇에 대하여 기술한 바 교수요목을 적어 보면 다음과 같다.

「韓國敎育古典J은， r교육사」에 관한 강의플 마친 학생우로서 한국교육고전에 관한 체계적인

이해를 얻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강의 운영에 있어서는 한국교육사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

블 심화시킴은 물론이거니와 특히 주요 한국교육고전을 선택， 이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 및 독

해에 힘쓰게 한다.

(8) r東洋敎育古典」은 「교육사」에 관한 강의를 마친 학생ξ로서 동양교육고전에 관한 체계적인 이

해를 얻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 캉의 운영에 있어서는 통양교육사에 대한 천만적인 이해를

심화시컴은‘불흔이거니와특히 주요 동양교육고전을 선택， 이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 및 독해에

힘쓰게 한다.

(9) r西洋敎育古典」은 「교육사」에 관한 강의플 마친 학생으로서 서양교육고전에 관한 체계척인 이

해콸 얻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 강의 운영에 있어서는 서양교육사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블

성화시컴은 물폰이거니와 특히 주요 서양교육고전을선택， 이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 및 독해에

힘쓰게 한다.

(10) 교직과목의 하나로서 교육사 및 교육철학 개론에 해당펀다. 주요 내용은 고대로부터 현대에 이

르기까지의 한국， 동양 및 서양교육사를 다훈다. 한펀， 교육철학에 있어서는 주요 교육철학의

계보와 사상에 대하여 유형척으로 다룬다. 그 경우에 각장마다 교육이녕， 교육적 인간상， 교육

과정이 논급될 것이다. 이로써 교육사 및 교육철학의 엽문과정이 된다.

(11) 교육의 사장사적 이해플 얻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는다. 실제 운영에 있어서는 한국을 비롯

하여 동양 및 서양의 교육사상사블 다룰 것이며， 체계적인 이해블 얻게 할 것이다. 이 경우에

주요교육사상가를‘비릇하여주요 교육사조에 대해서도 광범하게 다루게 될 것이다.

(12) 교육사에 관한 일반적 소양을 기초로 특히 주요 교육운체 에 관한 역사적 고찰을 하는데 목적 이

있다. 주요 교육문제로는 이를테면， 교육의 이념， 교육적 인간상， 교육의 과정， 종교교육，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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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사연습 I J이 제공되고 있다.

그리고， 박사과정에서는 「韓國敎育古典冊究J (17 )를 비릇하여 「동양교육고전연구J， (18) I서 양

교육고전연구J， (19) I교육사상사연구J ， (20) I교육문제사연구J ， (21) I비 교교육사연구J ， (22) I고

대 • 중세교육사연구J， (23) I근대 교육사연구J ， (24) I현대교육사연구J ， (25) I교육사연습II J (26)로

강교육， 과학교육， 도덕 교육， 경 제 교육， 예술교육 등등， 교육문제의 다기 성 이 반영펼 것 이 다.

한국， 동양 및 서 양이 모두 포함된다.

(13) 교육사 맺 지 역 교육사에 관한 소양위 에 특히 비 교교육사적 캡 근을 함을 목적 !!..로 한다. 질제

운영에 있어서는 특정 지역 대 지역의 비교를 비롯하여， 교육연구 대상 및 특정시대 대 시대의

비교 퉁 다양하게 운영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비교교육사의 전체적 개관은

반드시 있어야 한다.

(14) 한국을 비훗하여 통 • 서 양의 고대 및 중세 교육사에 대한 체계적 연구즐 하는 것을 목적으료

삼는다. 실제 운영에 있어서는 교육제도사， 교육사상사， 교육방법사 빛 사회 • 사상사적 배갱에

관한 것이 고루 다루어져야 할 것우로서 고대 • 중세 교육사에 관한 전반적이고도 체계척이며

심도있는 。l 해 즐 얻을 수 있도록 배려한다.

(15) 한국을 비풋하여 동· 서양의 근대 교육사에 대한 체계적 연구플 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는다.

실제 운영에 있어서는 교육제도샤， 교육사상사， 교육방법사 및 사회 • 사상사적 배경에 관한 것

이 고루 다루어져야 할 것&로서 근대 교육사에 관한 전반적이고도 체계적이며 섬도있는 이해

를 얻을 수 있도록 한다.

(16) 한국을 비롯하여 동·서양의 현대 교육사에 대한 체제적 연구륜 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는다.

실제 운영에 있어서는 교육제도사， 교육사상사， 교육방법사 및 사회 • 사상사적 배경에 관한 것

이 고루 다루어져야 할 것으로서 현대 교육사에 관한 전반적이고도 체계적이며 심도있는 이해

를 얻을 수 있도록 배려한다.

(17) 한국교육고전에 관·한 기득지식을 토대로 하여 본 강의에 있어서는 보다 심화훤 연구를 하게 된

다. 강의 운영에 있어서는 『醒豪훨밟』을 비롯한 10여 펀의 교육고전을 연구하기도 하고， 보다

제한된 수효의 교육고전에 대한 집중 연구도 가능하다.

(18) 동양교육고전에 관한 꺼득지식을 토대로 하여 본 강의에 있어서는 보다 심화된 연구뜰 하게 된

다. 강의 운영에 있어서는 『論語』블 비롯한 10여 펀의 교육고전을 중정척으로 연구하기도 하고，

보다 제한될 수효의 교육고전에 대한 집중 연구도 가능하다.

(19) 서양교육고전에 관한 기득지식을 토대로 하여 본 강의에 있어서는 보다 심화된 연구블 하게 된

다. 강의 운영에 있어서는 『響흉』을 비롯한 10여 펀의 교육고전을 중정적으로 연구하기도 하고，

보다 제한된 수효의 교육고전에 대한 집중연구도 가능하다.

(20) r교육사상사」에 관한 강의블 이 수한 학생 으로서 교육사상사에 관한 심 화된 연구콜 하는데 목적

이 있다. 짜라서 본 강의에 있어서는 비교적 염선된 몇몇 주요 교육사상가， 또는 주요 교육사

조를 중심으로 정치한 논구가 가능하도록 운영한다. 이 경우에 지역적으로는 한국을 비릇하여

동양 및 서양의 각 지역이 포함된다.

(21) r교육문제사」 강의를 이수한 학생￡로서 이에 관한 보다 심화된 연구블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다. 연구의 대상 및 범위 내지 영역은， 어디까지나 전체적인 체계 일반에 대한 배려와 함께 그

중 몇 가지를 택하여 교육문제사에 관한 집중적인 연구가 가능하도록 강의 운영에 있어서 힘

쓴다.

(22) r비 교교육사」를 이수한 학생으호서 이에 관한 심화 연구을 가능케 하는데 목적이 있다. 짜라서

실제 운영에 있어서는 어디까지나 기득 학습 내용을 참착하여 특정 대상， 영역， 논제의 몇 가

지를 엄선하여 이에 대한 집중적이고도 정선된 연구가 가능하도록 배려한다.

(23) r고대 • 중세 교융사」에 관한 강의 를 이 수한 학생 으로서 고대 • 중세교육사에 관한 섬화된 연구

를 하는데 목적이 있다. 따라서 본 강의에 있어서는 비교적 엄선흰 지역과 교육논제를 중심으

로 정 치 한 논구가 가능하도록 운영 한다. 교육논제로는 교육제 도， 교육사상， 교육방법의 세 분된

것이 모두 포함될 것이다.

(24) (23)과 같은 요령의 문맥A로 근대교육사에 관한 연구가 됨.

(25) 이 역시 (23)과 같은 문맥으로 현대교육사에 관한 연구가 됩.

(26) r교육사 연습 lJ에 관한 강의를 이수한 학생으로서 보다 심화된 교육사에 관계된 내용을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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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있다. 그려고 박사과정 공통펄수과목으로 「敎育學史J (27)가 제공되고 있다.

그러띤 이와 같은 敎育史學의 敎育課程構成에는 분명 어떠한 하나의 교육적 의도 내지

原理가 있었을 것임에 틀림없다. 적어도 당시 立案者였던 나 자신오로서는 분명 하나의 基

準이요 구성원리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첫째， 학부과정과 석 • 박사과정은 一實되고 학문적 성 장과정과 合致된 敎育史學敎育課程

이 되게 해보려고 하였다.

따라서 학부과정에서는 과목설정이 허용되는 한도내에서 생각한 바 다섯 과목이었먼 것

이다. 입문과정으로서의 「敎育史」였고 현대교육사 내지 현대교육이론에 대한 이해를 위한

「現代敎育思湖J， 그리고 지역교육사로서의 한국， 동양， 서양 교육사였던 것이다. 여기서

협의과정을 통하여 부득이 「韓國敎育古典J， r동양교육고전J ， r서 양교육고전」이 라는 표현을

쓰는 것으로 낙착을 보았다. 이것은 이것대로 의미가 있거니와 본래 의도했던 강의명은

「韓國敎育史J， r동양교육사j ， r서 양교육사」였먼 것이다.

그러기에 석사과정에서는 이것의 말전형태과목으로서 「韓國敎育史昭究J， r동양교육사연

구J， r서 양교육사연구」가 제공되고 있는 것이다. 그 대신 박사과정에서는 「韓國敎育古典陽

究j， r동양교육고전연구J ， r서 양교육고전연구」라 하여 교육고전에 대한 학적 관심도를 높

이도록 만들어 보았다.

교육사학 연구의 심화라는 一實性 원칙은 석사과정 전공과목으로 나온 것이 박사과정에

서는 거기에 相應하는 「무슨무슨 船究」라는 강의명으로 표시케 된 것이다. 이를테면 「敎育

思想史j(석사과정)에 대하여 박사과정에서는 「敎育思想史%究」라 하여 그 심화가 가능하게

끔 하였던 것이다.

둘째， 적어도 한정된 학점배정 범위안에서 생각할 수 있는 한 균형있는 敎育史學講義 제

공이 되게 해보려고 하였다.

이 원칙은 학부과정에셔냐 석 • 박사과정에서나 마찬가지이다. 즉， 지역사， 시대사， 분야

사를 고루 제공해 보려는 것이었다. 이를테면 지역사에서는 한국， 동양， 서양을 망라하려

하였고， 시대사에서는고대， 중세， 근대， 현대에까지 이르게 하였다. 또 분야사에서도 교육

사상사， 교육문제 사， 비 교교육사를 들었다. 그 중에서도 교육문제사는 교육이 냉 내 지 교육

하는데 목적이 었다. 따라서 본 강의에 있어서는 교육사학의 연구사를 버릇하여 연구방법론，

주요 교육사 관계 논문의 분석비판 등 관계 교육사 강의에서 다루지 못하였던 주요 논제에 대

하여 집중 연구토록 한다.

(27) 본 장의는 교육학 전공 박사과정 공통과목으로서， 교육학의 학사적 고찰을 하는데 목적이 있

다. 강의의 범위 및 영역은 고대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한국을 비롯한 동양 및 서

양의 교육학사가 탐구 대 상이 된 다.

특히 본강의에셔는， 과학적 교육학을 비롯하여 비판적 교융학， 질증적 교융학， 변증척 교육

학， 정신과학척 교육학， 실용주의적 교육학， 실존주의적 교육학， 인간학적 교육학， 분석철학적

교육학， 구조주의적 교육학 등이 논급될 것 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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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을 비훗하여 교육제도， 교육내용 및 교육방법， 교사교육 등 제문제사가 다루어질 것을

예상하는 것이었다. r교육제도사」 관계의 강의가 달리 설정되지 않은 것은 마침 교육행정

영역에서 이에 관한 과목이 있는 것을 감안해서였띤 것이다. 교육사학 강의로서 응당 「敎

育制度史」에 관한 세분된 과목 설정이 있어야 하는 것이다.

세째， 말할 것도 없이 교육사학 교육과정 설정에 있어서는 어디까지나 「敎育史學」의 학

문적 본질 및 마땅히 있어야 될 세분과목만을 생각하었지 담당자 여부는 고려의 대상이 되

지 않았다.

이 말의 뜻은 달리 설명을 하지 않아도 자명하리라 보거나와， 현재 교수진용을 전제로

강의과목 설정이 펀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사실 자연인으로서의 교수 자신에 한정해서 생

각해 본다맨 자연 교육사학 분야에서도 학적 관심은 어느 특정 과제로 펀중하게 마련인 것

이다. 너무도 당연한 原則의 말이지만， 바로 위와 같은 偏重의 誤諾블 뱀하지 않도록 극력

힘써 보았던 것이다.

敎育課程은 그 이본상 제속적인 수정을 전제로 삼고 있다. 이 말은 위에 제시한 事例內

容에 있어서도 여전히 살아있는 진리라 하겠다.

이제 위에 든 지극히 한정된 事例요 資料들을 통해서 想到케 되는 敎育史學의 諸領域이

라고 하면 어떤 것이 겠는가?

냐는 많往의 제성과를 머리에 그리면서， 한펀 대담하게 교육사학의 제영역을 생각해 보

기로 한즉， 다음의 다섯 영역을 팝기에 이르렀다.

첫째는 「敎育文化史」이다.

이것은 교육사의 기본평태라고도 생각이 된다. 왜냐하면 문화가 인간형성력을 가지고 있

음을 생각할 때 교육사가 독자적오로 다루어지기 이전의 것은 文化史 耶 敎育史라고 할 것

이기 때문이다.

이 미 앞에 서 거 흔한 바 있는 몬로의 “A Textbook in the History of Ed:μcation"(1905)이

라든가 버 쓰의 “ A Cultural History of Western Ed:αcatioη" (1947) , 그리고 버쓰가 크레민

(Lawrence A. Cremin)과， 갚은 요령으로 저솔한 『美國敎育文化史』 또한 여기 에 속하는

것이다.

「교육문화사」 저 술에 보이는 득색은 교육사를 어 디 까지 나 文化現象 線上에서 다루려는데

있다. 따라서 사회사적인 연을 고려하면서 교육제도에 관한 얘기가 나3고 있고 또 철학

사상의 변천과의 관계에서 교육사상에 관한 얘기가 다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라하여 「교육문화사」의 성격을 띈 저술은 자연 이미 말한 바와 같이 교육사의 기본형

태를 보이고 있음을 알게 한다.

둘째는 「敎育制度史」이다.

교육제도사라고 하면 커벨려 (EllWQQd p, Cubberley)외 저작릎을 생각하게 된다. 그 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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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하나로 “PμbUc Education iη the United States ‘: a study and interpretation of Aηzerican

educational history" (1 934)가 있다.

또， 周予同의 『中國學校制度M1933)라는 책만하여도 「중국교육제도사」를 다룬 것으로 가

장 널리 알려진 定評있는 책 중의 하나이다.

세째는 「敎育思想史」이다.

울럭 (Robert Ulich)의 “ H istory of Educational Thoαght" (1945, 1950, 1968)은 교육사상

사 관계서 중에서도 가장 돋보이는 名著이다. 그 까닭은 이 책이 플라톤으로부터 듀이에

이르기까지 주요 교육사상가를 列傳的으로 다루고 있으면서도 그것이 범하기 쉬운 오류를

범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라고 하겠다.

다시 말하면， 교육사상사는 자연히 주요 교육사상가에 관하여 다루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지만， 그러니만큼 그와 같은 한 시대의 주도적 교육사상이 結옮케 된 사회척， 사상적 배경

내지 요인분석은 대단히 중요한 것이다. 그것을 울럭의 저서는 만족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 점 울럭이 편찬한 “ Three Thousand Years of Educational Wisdom" (1947) 이 라는 敎育

古典選集은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하리라. 하나는 교육고전 연구의 중요성을 시사하는 저

서라는 점이요， 또 하냐는 이러한 학문적 기초작업이 전제로 된. jj'敎育思想史』 저술이었다

고 본다. 다만 간행연도가 『교육사상사』가 앞서는 것은 펄시 간행상의 사정에 의한 것이

아닌가도 생 각해 본다. 아무래도 분량이 많고 반드시 수요량이 많지 않을런지도 모르는 資

料集類인 교육고전 선칩 계통의 책은 뒤로 미루게 되었는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네쩨는 「敎育學史」이다.

이 영 역 의 것으로 생각나는 것으로는 블랫트너 (Fritz Blattner)의 “Geschichte der Pδda-

gogik" (1960, 1968)이 있다.

이 책의 구성은 「플라톤의 敎育學」에서부터 슐라이엘마허의 교육학 등 현대교육학의 제

계 보에 이 르기 까지 교육학의 역사를 다루고 있다. 그 내용으로 보아도 名實 共히 「敎育學

史」임을 알수가 있다.

또 다우찌 다카쓰기 (田內高次)의 『支那敎育學史』 역 시 그 내용￡로 보아 분명 「교육학

사」를 다푼 책임에 틀림없다.

다섯째는 「敎育問題史」이다.

교육문제사라고 하면 누구나 즉각 머리에 떠오르는 것이 브루박커 (G. S. Brubacher)의 “A

History of the Problems of Education" (1947)일 것으로 안다. 이 책 에 서는 問題別로 교육

목적을 비훗해서 정치와 교육， 국민주의와 교육， 교육에 대한 경제적 영향， 교육심리학，

학습지 도법 , 교육과정 , 종교와 도덕교육， 형 식 교육과 비 형 식 교육， 초등교육， 고등교육， 교

사양성， 공랩학교와 진보라는 諸項目을 다루고 있다.

이와 같이 냐는 교육사학의 제영역을 크게 다섯으로 나누어 본 것이다. 그러면서 다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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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약간 계통성이 있게 해 본다면 다음과 같다.

1. 理論史와 事實史의 領域

2. 思想史와 制度史의 領域

3. 問題史의 領域

A로 묶어서 생각할 수 있오리라는 것이다.

자세한 설명은 피하기로 하고 다만 그 훨릅만 밝히기로 한다면， 이론과 사실， 이상과 현

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아울러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문제’라는 영역이 있을 것이라는

것이다.

「교육학사」가 理論을 다루는 것이 라면 「교육문화사」는 교육의 事實쪽에 더 치 중하고 있

다고 보는 것이 다. 또 「교육사상사」가 理想을 추구한 역 사쪽이 라고 한다면 이 상과 현실의

타협의 소산이라고 할 교육제도의 역사룹 다룬 것이 곧 「敎育制度史」얀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의 영역이 이미 말한 바 「교육문제사」인 것이다.

그려나 어떻게 정리블 하던 위에 든 다섯 가지 영역만으로는 복잡하기 이를데 없는 敎育

史學의 學問的 構造를 설명해 내기란 극히 어려울 것임이 예상된다. 이제 본 연구의 초점

이 되는 부분에 곧바로 들어가기로 한다.

v. 敎育史學의 構造的 理解

1‘ 領域分類의 準據

교육사학의 영역 분류의 준거는 무엇인가? 어떻게 보떤 나는 이미 위에서 크게 다섯 영

역으로 나누고 그것이 지니는 각기의 특색 내지 많刊本인 대표적 敎育史學書로써 부연한

것만 같다.

그래도 우리는 여기서 다시 한번 교육사학의 구조적 이해를 위하여 ‘영역 분류의 준거’

가 무엇인지 생각을 가다듬어 보아야 할 것 같다.

사실 그동안의 교육사학 연구의 실제를 보띤 만드시 敎育史學의 領域分類기- 어떻게 되는

가를 영밀히 따져 온 것은 아닌 것 같다. 개개 연구자의 경우만 하여도 그것 이전에 자기

자신의 學的 興味本位로 또는 실제적 펄요 내지 요청오로 해서 특정 課題를 다루게 되었던

것이다. 이륜테면 「韓國敎育理念의 歷史的 展開」라든가 「韓國敎育學의 進展」이니 『서울大

學投三十年史』니 『民主敎育의 搖籃--서울大學校 師範大學 三十年史d1， 또는 『文敎史』 등

이 그렇다. 즉 前二者가 연구자의 학적 흥미에서 나온 연구물이라고 할 것 같으면， 後三者

는 보다 절살한 실제적 요챙이 우위인 상태에서 학적 관심과 한께 이루어진 성과라 하겠다.

어 떻든 이 미 「교육문화사J I교육제도사J I교육사상사J I교육학사」 및 「교육문제 사」라고

다섯 領域으로 나눈데는 그 나름의 理致가- 있을 것임에 틀림없다. 그것을 궁이 표현하기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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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 쉽지 않음을 느끼게 된다.

그러냐 감히 말한다면， 領域分類라고 하는 이상 적어도 영역 하냐 하냐는 그것이 지니는

바 고유한 敎育史的 機能 내지 特性이 있어야 하리라는 것이었다.

이렇게 해서 列學케 된 것이 上記한 다섯 領域인데 다시금 그들 특성을 유형화해 보면

어떠한 관련성이 들어날 것이냐는 것이었다. 그것이 곧理論史와事實史， 思想史와 制度史，

그리고 별도로 問題史의 영역S로 나누어 보는 방식이었다. 이러한 기본정신 내지 영역분

류의 準據로 해서 「교육사학의 구조도」에 나오는 것과 같은 配列을 하기에 이른 것이기도

하다.

2‘ 接近方法의 類型성

그러나 교육사학 관계의 논문이나 서적 또는 강의명의 實際에 비추어 보아도 그것의 構

成은 그리 간단치가 않다. 즉， 위의 다섯 영역 분류 이상의 組合結果가 실제로 보이고 있

다는 것 이 다. 적어도 「교육사학의 학문적 구조」를 말하는데 있어서는 교육사학의 實際的

水準은 물론이거니와 이폰적 수준으로서 模型 제시가 있어서 마땅한 것이다.

여 기 에 있어 나는 敎育史學의 領域分類와 함께 「接近方法의 類型」을 용혈論하는 것이 다.

이 양자가 組合될 때 교육사학의 학문적 구조가 적어도 이흔의 수준에서 제시케 되는 것오

로 보는 것이다.

그러연 接近方法의 類型이란 어떤 것이 있는가? 나는 크게 넷으로 나누고 모두 여닮가

지 접근방볍이 있음을 생각케 되었다.

첫쩨 유형은 「時間의 系列」에서 보는 바， 通史的이냐 時代史的이냐는 것이다.

이에 따라 두 가지 접근법이 생각되는 것이니 하나는 「敎育文化通史」니 「敎育思想通史j，

「敎育制度通史j， r敎育問題通史j ， r敎育學通史」 등으로 일결어질 ‘통사적 접근’ 인 것이다.

또 하나는 ‘時代史的 接近’으로서 이를테면， r고대 교육문화사」니 「중세교육사상사j， r고

대교육문화사」니 「중세교육사상시-j， r근세교육제도사j， r근대교육문제사J， r현대교육학사」

등이 그것이다.

둘째 유형은 「캘間의 次元」에 서 보는 바， 世界史的이 냐 地域史的이 냐는 것이 다.

이에 따라 두 가지 접근법이 생각되는 것이니 하나는 「세계교육문화사」니 「세계교육사상

사j， r세계 교육제도사j ， r세 계 교육문제사j ， r세 계 교육학사」 등￡로 일걸어질 ‘世界史的 接

近’인 것이다.

또하나는 ‘地域史的 接近’으로서 이를테면， r한국교육문화사」니 「동양교육사상사j， r마 국

교육제도사j， r한국교육문제사j ， r서 양교육학사j ， 등이 그것이다.

셰째 유형은 「社會性의 關係」에서 보는바， 社會史的이냐 人物史的이냐는 것이다. 이 경

우에 사람에 따라서는 사회사적인 것을 언물사적언 것후다도 우위에 두는 사랍도 있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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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의 견해를 가지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는 양자의 우위순을 말하려는/것

이 아니라 적어도 이본의 수준에 있어서 類型化외- 접근법의 구성을 생각해 본 것이다.

이 유형 역시 두 가지 접근법이 생각되는 것이니 하냐는 이를테연 「귀족사회교육문화사」

니 「武人社會敎育思想史J; r기 독교사회교육제도사J， r유교사회 교육문제사J， r불교사회교육

학사」 등으로 일컬어질 ‘社會史的 接近’인 것이다.

또하나는 ‘A物史的 接近’으로서， 이를테면， r인물중심교육문화사」니 「인물중심교육사상

사J， r인물중심 교육제도사J ， r인물중심교육문제사J ， r인물중심교육학사」 등이 그것이다.

넷째 유형은 「比較性의 關係」에서 보는바 個別史的이냐 比較史的이냐는 것이다. 근래에

이르러서는 비교사적인 관심이 증대해 가고 있음도 사실이다. 그렇다고 개별사적 연우가

의미가 없다는 말은 조급한 단안이라 하겠다. 이 경우 역시 우리의 당면 관심은 이론적 수

준에서의 類型化와 접근법에 있다고 하려라.

이 유형 역시 두 가지 접근법이 생각되는 것이니 하나는 이를테면 「교사교육문화사」니

「교육과정교육사상사J， r과거교육제도사J ， r중등교육문제사J ， r실존주의교육학사」 등으로

알컬어질 ‘個別史的 接近’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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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하나는 ‘比較史的 接近’으로서， r버교교육문화사」니 「비교교육사상사j， r비 교교육제도

사j， r비 교교육문제사j ， r비 교교육학사」 등이 그것이다.

이와 갈은 例示는 문자 그대로 예시일 뿐 그것이 전개할 구체적인 組成內容은 좀더 多l政

하며 細分될 것임은 물론이다.

위 의 「表 2j는 敎育史學의 學問的 構造를 나타내는 바 하나의 例示表라고 하겠다.

3. 敎育史學의 構造團

이상 논한 바를 다시 정리해 볼 때 과연 「교육사학의 학문적 구조」란 어떤 것이라 하겠

는가? 이에 대한 해당이 그리 쉬운 것이 아님을 충분히 알면서도 학문의 地圖니， 교육학

의 지도니 하는 말을 씀게 되듯이 우리는 「敎育史學의 構造圖」를 예상치 않을 수 없게 되

는것이다.

말할 것도 없이 이러한 유의 試圖는 학문적으로 때로는 많은 위험성을 동반하는 것임에

툴렴없다. 차라리 아무 시도도 하지 않는 펀이 적어도 학적 모험을 강행한 사람보다는 덜

비난의 대상이 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기가 서있는 時點과 地點에서 학문적 체계를 i同察， 洞見하

려는 충동과 동작을 억제할 수가 없음을 느끼게 되는 것이다.

그 까닭은 무엇일까? 그것은 자신이 학문연구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敎育史學 자체에

대한 바른 이해가 언제냐 절실히 요청되고 있다는 사실과 별개의 것이 아니기 때문인 것

이다.

이리하여 마침내 우리들 각자는 자기 자신의 學問的 旅程을 생각하는 의미에서도 敎育史

學 자체의 학문척 구조가 무엇인지를 그려 보게 되는 것이다.

다음의 「圖 2 : 敎育史學의 構造圖」는 지금까지 논한 바를 하나의 도면으로써 도식화해

본것이다.

「교육사학의 구조도」에 관한 약간의 說明을 가한다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이 구조도는 이미 1985년 한국교육학회 교육사연구회 연차대회에서 「東洋敎育史將

究의 課題와 展望J(韓基彦， 1985, 15)이 라는 主題講演에서 나 자신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당시에 있어서는 동양교육사연구의 현황파악과 거기에 따르는 과제의식 내지 전

망을 논하는데 그 모든 것을 觀照， 비판， 검토할 수 있는 準據가 요청되었던 것이다. 그

결과 생각해 낸 것이 「敎育史學의 構造圖」였던 것이다.

그렇지만 당시로서는 우선 나에게 주어진 主題 원고를 쓰는데 급하여 「교육사학의 구조

도」 자체에 대해서는 결국 한 마디의 설명도 가하지 못한 형펀이었던 것이다. 本觸는 바로

그와 같은 당시부터 지녔먼 숙제를 푸는데 목적이 있었다고 하리라，

물쩨， 교육사학의 구조도 자체에 관해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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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도의 모양은 크게 두 부분으로 되어 있다. 하냐는 다원형오로 둘러싼 내부인 「교육

사학의 제영역」과 또 하나는 주.위 사방을 둘러싼 「교육사학의 접근방법의 유형」 네 가지언

것이다.

교육사학의 제 영 역 은 상하의 관계에서 는 「교육학사」와 「교육문화사」를 배치하였고 좌우

의 관계에서는 「교육사상사」와 「교육제도사」플 배치하었다. 그리고 네 영역 중간에 위치한

것이 「교육문제사」이다. 그리고 다섯가지 영역은 각각 독렵되고 독자적인 성격의 것이기는

하지만 상호 멀컵한 학문적 관련성을 지니고 있다. 또 그렇게 생각하여야만 된다는 것을

표시하는 의미로 상호간을 聯結하는 線을 그어 놓았다. 이렇게 배치하고 보니 앞서 말한

교육사학의 제 영 역을 「理論史와 事實史의 영 역 j , r思想史와 制度史의 영 역 j , r問題史의 영

역」이라고 대별한 까닭도 드러난 것이라 하겠다.

한펀 외곽으로 둘러싼 네 가지 유형의 접근방볍은 상하로는 「시간의 계열」의 것과 「공간

의 차원」의 것을， 또 좌우로는 「사회성의 관계」의 것과 「비교성의 관계」의 것을 배치해 보

았다.

이라하여;모두 여닮 가지 접근법인 통사적， 시대사척， 세계사적， 지역사적， 사회사적，

인물사적， 개별사적， 비교사적 정근방법이 「교육문화사J， r교육사상사j ， r교육제도사j ， r교

육문제사j， r교육학사」와 관계 찰 째 , 거 기 에는 「表 2J와 같은 교육사학의 組成이 가능해진

다는 것이다.

지구나 천체의 탐험 의 역사가 示埈하듯이 학문의 構造 究明의 문제 역 시 많은 사람들의

노력과 그것의 靈積의 결과 보다 精細한 것이 들어나게 될 것임에 틀림없다. r敎育史學의

學問的 構造」 역 시 같은 감회로써 말하여 질 것으로 본다.

이 제 「敎育史學의 構造圖」를 재 차 제 시 해 보연 다음 「圖 2j와 같다.

通 껏'!'l<J , 時 f，\;史하j

짧 I r 꺼 救育熟 비\\ |훌

짧 | \\니 敎育늦1t史 니~ I 뚫

圍 2. 敎育史學의 構造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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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cientific Structure of the Science of History of Education

HAHN, Ki-Un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thesis is to clarify the scientific structure of the s,cience of history

of education. For this , I divided it into five parts as follows;

1) the science' of education and that of history of education

2} the history of education and the science of history of education (S.H.E.)

i) the history of education as a description of historical facts

ii) S.H.E. as a scientific classification

3) the development of S.H.E,.

4) all domains of S.H.E.

5) the structural comprehension of S.H.E.

i) criteria for the classification of domains

ii) types of approaching method

iii) the structural figure of S.H.E.

I prepared two figures and one table. Figure 1 is a structure of science of education

and for the explanation of stand point of S.H.E. Table 1 demonstrates the scientific

structure of S.H. E., and it’s nothing but an example table. Till now when we rearrange

the scientific structure of S.H.E. , ' what is it at all? I know enough that it is difficult to

answer to this problem, but as we use the phrase of scientific map or that of educational

map, we should anticipate the structural figure of S.H.E.

It is sure that such a trying has many scientific dangers on some times. It would be

better not to do it at all than to do the scientific attemp t. We, however , feel that we

can’ t suppress an impulse and motion which would like to insight and see through the

scientific system at the just point where and when we stand. What is the reason? It ’s

because we always need the proper apprehension of S.H.E. itself which is the object of

our scientific research. And so, we lastly would visualize what is the scientific structure

of S.H.E. for the significance which makes us think of our own scholarly journey.

Figure 2, thestructural figure of S.H.E. , inserted in this thesis , is an example fig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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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therto I commented on. Adding to this structural figure, I explain it some more. First,

in 1985, this structural figure was presented already as a subject lecture , “the Present

Status and Perspective in Research of the History of Oriental Education" , at the annual

simposium of the Society for the Study of History of Education in the Korean Society

for the Study of Education. I thought out this structural figure of S.H.E. But at that

time, I had no space to explain that, so this thesis has a purpose to solve such it

reserved question. Second, it’s about the structural figure of S.H.E. which is divided into

two parts largely. One is inside of an oval, all domains of S.H.E. , and the other is

outside, four couple types of approaching method. When eight approaching methods are

related to five domains respectively , so many compositions of S.H.E. are possible like a

table 1.

As the history of geographical or astronomical exploration needs much endeavor and

its accumulation of many people, ·so does the investigation of scientific structure needs

that to bring out more details. I think that the scientific structure of S.H.E. also could

be said in the same wa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