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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교육학이 현장적 전문성과 학문적 정체성이라는 두 측면에서 모두 위기에 봉착해 있다는 문제의식

에서 출발하였다. 교원양성기관인 사범학교의 출현과 함께 시작된 교육학은 현장적 전문성이 강조되었으나 교원

양성과정이 종합대학 안으로 편입되면서 교육학은 학문적 정체성을 확보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최근 들어 학교

교육에 대한 비판이 고조되면서 교육학은 현장적 전문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보다 실천지향적으로 가고 있으나, 

기술적 합리주의의 한계와 교과교육학의 도전에 비추어 볼 때 그리 쉽지 않을 것이다. 현장적 전문성을 학교현장

에만 가두어 두지 말고 삶의 다양한 교육현장으로의 확장이 필요하다. 한편, 모학문의 맥락에서 파악되는 학교, 

학생, 교사 등과 관련된 모든 연구를 망라하고 있는 현행 교육학은 응용학문, 종합학문이라는 특성을 지니고 있

는 것으로 이해되어 왔다. 그러나 교육의 고유한 맥락에 대한 고려 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교육학으로는 대학 

안에서 분과학문으로서 위상을 지켜내는 데 한계가 있다. 모학문의 학문적 성향과 중복되는 분과학문으로서 교

육학을 유지하는 것은 낭비요라는 인식이 확산되어 간다면, 그 동안 이루어져 왔던 교육학과 대학 사이의 ‘악의 

거래’와 ‘불편한 관계’는 끝이 날 수 도 있다. 교육의 자율적 구조와 교육 현상 자체를 추구하고 있는 장상호

의 제2기 교육학 연구는 교육학의 학문적 정체성을 확립하는 데 하나의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주요어: 교육학의 위기, 현장적 전문성, 학문적 정체성, 분과학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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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문제의 제기

세계에 대한 인간의 호기심은 세계에 대한 지식을 끝없이 증대시켜 왔다. 분과학문은 세계의 

한 측면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어 왔고, 분과학문의 분화와 발전은 그만큼 세계에 대한 인간의 

인식과 이해 수준을 증대시켜 왔다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하나의 분과학문으로 성립되려면 

다음 몇 가지의 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김윤태, 2001; 장상호, 2005).

첫째, 분과학문이 탐구하고자 하는 대상 세계가 분명해야 한다. 분과학문의 발전과정에서 각

각의 분과학문은 나름대로 독자적인 연구대상을 확보해 왔다고 할 수 있다. 둘째, 분과학문은 

그 세계를 탐구하는 연구방법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하나의 연구대상에 관한 탐구에 있어서 하

나의 연구방법을 고집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대상 세계를 드러내는 데 필요한 타당한 연구방법

이 없다면 분과학문으로서 존립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셋째, 분과학문은 탐구의 과정과 결과에

서 내적 규율이 엄격하게 지켜져야 한다. 끝으로, 분과학문 분야에 종사하는 학자들의 공동체인 

학회가 중심이 되어 학문 활동을 전개하고 그 결과를 학술지를 통하여 발표한다.

이러한 분과학문의 조건에 비추어 볼 때, 그 동안 교육학은 개인과 제도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교육 현상을 대상으로, 철학, 역사학, 심리학, 사회학, 인류학, 행정학, 경제학 등 다양한 학

문, 즉 소위 모학문의 도움을 받아 규범적 접근, 실증주의, 해석학 등 다양한 접근 방법을 통하여 

탐구하고, 그 결과를 실천(주로 학교운영과 교사의 직무수행)의 개선에 응용하는 종합학문 또는 

응용학문 특성을 지닌 것으로 간주되어 왔다. 우리나라의 경우 교육학을 연구하고 한국교육 발

전에 기여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학문공동체로서 교육학회가 1953년도에 창립되어 2012년 8월 

현재 3,000명이 넘는 개인 회원과 100개의 기관회원을 거느리고 있고, 한국연구재단 등재지인 

학회 학술지 <교육학연구>를 1963년도부터 꾸준히 발간해 오고 왔으며, 세부 전공별로 구성된 

22개의 분과학회를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http://www.ekera.net), 교육학은 분

과학문으로서의 위상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 교사양성과정을 운영하

고 있는 46개 사범대학, 10개 교육대학, 사범대학 없이 사범계 학과가 설치되어 있는 56개 대학,

그리고 교직과정만 설치되어 있는 58개 대학에서(한국교육개발원, 2009) 교사양성과정의 필수교

과로서 교직이론 과목(교육학 과목)이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분과학문으

로서 교육학의 위상은 비교적 견고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이러한 교육학의 위상과 정체성과 관련하여 심상치 않은 분위기가 형성되

어 왔다. 1990년대 중반 교육부가 교과교육을 중시한다는 차원에서 교과교육 관련 학점을 상향 

조정할 것을 권고한 이후, 일부 사범대학에서 교육학과가 제공하고 있던 교직이론과목을 축소하

는 대신 교과교육 과목을 확장하려는 시도가 있었다(한명희, 1997). 일부 교과교육론자들이 교직

과정에서 일반 교육학과목을 모두 없애고 교과교육 관련 과목으로 대체하여야 한다는 극단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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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을 펴기도 하는 가운데(노명완, 2011), 실제로 일부 학교에서 영어(과학) 교육과정과 영어(과

학) 교육평가 등의 과목을 7개 과목 기본 교직 이론 과목이외의 과목으로 개설, 운영하기도 하였

다. 만일 모든 교과에서 이런 식으로 교직과목을 개설한다면, 일반 교육학은 교직과정에서 자리

를 잃게 될 수도 있다(이종승, 2011; 정진곤, 2011).

한편, 교원임용시험에서 교육학이 차지하는 비중은 1차 100점 만점에 40점에서 20점으로 축

소되었는데, 방대한 교육학 세부 과목에 대한 객관식 시험이 전문성 있는 교사를 선발하는 데 

도움을 주지 못할뿐더러 사교육을 부채질하고 있다는 점에서 아예 교육학 시험을 폐지하자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하였다. 교육과학기술부가 이러한 입장에 동조하고 있다는 소문이 나돌기도 

하였다. 그러나 2012년 2월 14일 발표된 교육과학기술부(2012)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이러한 문

제를 개선하기 위해 2013년도 임용시험부터 중등의 경우 1차 교육학 20점 배점은 유지하되, 객

관식 시험을 폐지하고 논술형으로 바뀌는 정도에서 임용시험이 바뀌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전

공은 서답형으로 바뀜).

이렇듯 교원양성과정과 교원임용시험에서 교육학의 비중이 축소 내지는 약화되어 가는 상황

에서 이 문제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학회 차원의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교육학회는 

2011년 춘계학술대회 주제를 ‘교원양성과정에 있어서 교육학의 위상’으로 잡았다. 이는 교육학

회가 일종의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 그러나 돌이켜 보면 교원양성과정에

서 교육학의 역할과 기능의 문제는 어제오늘 제기된 것이 아니다. 이 문제는 미국의 경우 최초의 

교원양성기관인 사범학교(normal school)의 출범 이후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서 교원

양성과정에서 교육학의 적절성과 관련이 있다. 다시 말하면, 이 문제는 교육학이 (예비)교사에게 

‘현장적 전문성’1)을 담보해 주고 있느냐로 압축되며, 이 문제에 대하여 논리적으로 그리고 경험

적으로 시원한 답을 제공해 주지 못하는 한 교육학의 정체성과 존재이유는 끊임없이 도전을 받

게 될 것이다.

한편, 교원양성과정에서 교육학의 적절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는 사실이 입증된다 하더라도 

(이 문제가 그리 간단하게 해결될 것 같지는 않지만), 하나의 분과학문으로서 교육학은 여러 분

과학문들이 경쟁하고 있는 종합대학 안에서 고유한 ‘학문적 정체성’을 증명해야 하는 또 다른 

도전을 극복해야 하는 과제를 지니고 있다. 이 문제는 교육학이라는 학문의 태생배경과 밀접하

게 관련되어 있다. 미국의 경우 공립 초등학교(common school)의 보편화 과정에서 교사의 수요

가 급증하면서 교사양성기관인 사범학교가 필요했고, 교직과목으로서 교육학은 그곳의 교사양

성과정의 주요 교과 로 탄생하였다. 이 사범학교가 후에 교원대학(teachers college)으로, 그리고 

1) 이것은 ‘didactic competency', 'classroom professionalism' 등의 용어를 이윤미(2005)가 번역한 것을 그대로 

따른 것이다. 여기에서 ‘현장적 전문성’은 (예비) 교사가 학교 현장에서 수행하는 각종 직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제반 지식과 기술과 성품을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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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나아가 종합대학 안의 사범대학(college of education)으로 발전되는 과정에서 교육학은 다른 

분과학문으로부터 끊임없이 도전을 받아 왔고, 대학 내에서 낮은 학문적 지위와 이류 학문이라

는 멍에를 안고 생존해 왔다. 이러한 이유로 교육학은 초기부터 다른 분과학문으로부터 ‘끔직한 

평판’(Kaestle, 1993)에 시달려 왔으며, 사범대학은 종학대학 내의 ‘빈민굴’(Schweibel, 1985)이란 

비난을 받기도 하였다.

교원양성이라는 전문적 실천에 관심 있던 교육학이 학문의 수월성을 추구하는 대학의 다른 분

과학문과 경쟁하기란 결코 쉽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종합대학 안의 다른 분과학문들에 비하여 

역사도 짧고 학문적 기반이 취약했던 교육학의 경우 연구실적이 양적⋅질적으로 빈약하기 때문

에 당한 어려움도 있었지만, 근본적으로 교육학이 분과학문의 내재적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가 더 큰 문제였다. 모학문(철학, 역사학, 심리학, 사회학, 행정학 등)의 관점을 가지고 

학교 운영과 교사의 직무와 관련된 연구를 수행하는 교육학은 종합대학 안에서 학문적 정체성을 

인정받기가 쉽지 않았다(Flitner, 1982; Koerner, 1963; Labaree, 2004, 2008; Schneider, 1987).

요컨대 현재의 교육학은 학교 운영과 교사의 전문적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현장적 전문성’을 

확실하게 보여주어야 하는 문제와 함께 여러 분과학문과의 경쟁 속에서 살아남기 위하여 교육

학 고유의 ‘학문적 정체성’을 드러내야 하는 문제에 봉착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두 가지 문제

는 교육학의 태동 이후 지금까지 계속해서 괴롭혀 온 것이긴 하지만, 이제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대학 안에서 교육학의 위상은 지금보다 더 낮아질 뿐만 아니라 퇴출될지도 모른다는 점

에서 일종의 위기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2) 이와 관련하여 Clifford와 

Guthrie(1988)는 종합대학 안의 교육학자들은 “학내에 있는 인문과학 또는 자연과학 분야 동료

교수들의 기준을 만족시키지도 못하고, 동시에 그들의 실천적 동료들(학교현장의 교사들 및 행

정가들)로부터도 소외되어 있다(p. 4).”고 평하고 있다. Lagemann(2000)도 “대학에서 교육학이 

현장적 전문성을 강조하면 다른 학자들의 경멸을 자초하게 되고, 학문적 수월성을 추구하면 실

천에 도움이 되는 처방을 요구하는 학생들(예비교사들)로부터 외면을 받게 된다(p. 179).”고 하

면서 교육학의 딜레마 상황을 적절하게 표현하고 있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모학문적 관점으로 학교와 관련된 제반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세부 전

공의 연합으로서의 교육학의 위기 상황을 ‘현장적 전문성’과 ‘학문적 정체성’이라고 하는 두 가

지 준거에 비추어 비판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이 두 준거는 Clifford와 Guthrie(1988),

Herbst(1989), Labaree(2004), Lagemann(2000) 등이 미국의 교원양성과정과 교육학의 문제를 분

석하고 비판하는 데 사용했던 준거로서 우리나라의 교육학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2) 실제로 연구중심 대학인 Johns Hopkins 대학과 Yale 대학이 1950년대에, Duke 대학이 1980년대에 교사양

성과정을 포기하고, 교육학의 본산 가운데 하나였던 Chicago 대학도 1997년도에 문을 닫은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Clifford & Guthrie, 1988; Labaree,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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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았다. 여기에서 우리나라의 상황과 함께 미국의 상황을 분석하는 것은 1946년에 서울대학교 

교육학과가 신설될 때부터 지금까지 미국의 교사양성 모형의 영향을 받으면서 상호의존 관계 

속에서 미국에서 유학한 교육학자들 중심으로 우리나라의 교육학이 발전되었다고 보기 때문이

다(서울사대 교육학과 50년사 편찬위원회, 1997; 이종각, 1992; 1994).

Ⅱ. 현장적 전문성 입장에서 본 교육학의 문제

1. 교원양성과정의 변화와 교육학의 위상과 기능

미국의 경우 교직과목으로서 교육학은 교원양성과정과 함께 시작되었다. 공립초등학교 개혁 

운동이 성공하면서 교사 수요가 급증하였고, 이를 위하여 1839년 Massachusetts 주의 Lexington

에 최초의 사범학교가 생긴 이후 사범학교는 교원양성기관의 중추기관으로서 자리를 잡게 된다.

사범학교는 예비교사들에게 교양과목, 교과지식, 교육학(교수법, 아동이해, 교육사, 교육사회학,

학급경영 등), 학교현장 실습 등을 통하여 교사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현장적 전문성에 

초점을 두고 학교를 운영하였다. 사범학교에 들어오는 학생들은 대체로 여학생, 노동계층 등 당

시 소외 사회계층 출신이었지만, 교직에 대한 사명감이 높았고, 다양한 교양교육과 학생 자치활

동 등을 통하여 비교적 행복한 학교생활을 하였다(Fraser, 2007; Ogren, 2005).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사범학교는 새로운 요구에 봉착하면서 본래 설립목적에서 크게 

벗어나는 방식으로 변화하게 된다. 즉 사범학교는 학생 수의 증가에 따라 더 많은 교사를 배출해

야 한다는 지역교육청으로부터의 압력과 함께 4년제 대학교육을 원하는 (초기 사범학교는 고등

학교 수준이었음) 재학생들과 지역주민의 요구를 동시에 받게 되었다. 사범학교는 전자와 관련

해서는 질을 희생하면서 양적인 확대라는 방향으로, 후자와 관련해서는 누구나 입학이 가능한 

일반대학으로의 전환이라는 방향으로 대응하였다. 이 일은 그리 어려운 일도 아니었다. 왜냐하

면 교육학 관련 교수 이외에도 각 교과 전공 교수들이 포진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조금 확

대 개편하면 근사한 종합대학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것은 대학의 입장에서는 수입의 

증가를 가져오고 재학생들과 지역 주민 입장에서는 사회적 계층이동의 가능성을 높이는 일이었

기 때문에 쉽게 이루어질 수 있었다. 이렇게 하여 고등학교 수준의 사범학교는 처음에는 교원대

학(Teachers College)으로 명칭이 바뀌고, 이어서 ‘교원’이라는 용어를 떼어 내고 그 자리에 ‘주

립’이라는 용어를 끼워 넣어 지역의 State College로, 궁극적으로 4년제 종합대학인 State

University의 지위를 얻게 된 것이다.3) 이렇듯 미국 전역의 모든 사범학교는 1950년도에 마지막 

3) 이러한 과정을 거쳐 이름이 바뀐 대표적인 사례는 SUNY at Albany이다. 이 학교는 State Normal Sch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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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범학교가 사라지는 시점까지 시장과 사회적 압력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교사양성과정을 그 

일부로 하는 4년제 일반대학으로 변신하는 과정을 겪게 된다.

한편, 미국의 경우 교육학은 사범학교가 종합대학으로 확대 발전되면서 종합대학에 편입되어 

가는 방식과는 전혀 달리, 19세기 후반에 들어서면서 기존 연구중심대학이 사범대학 또는 교원

양성과정을 추가하면서 발전하게 된다. 1873년에 이러한 유형의 사범대학이 University of Iowa

에 처음 생긴 이후, 1879년에 Michigan, 1887년에 Columbia Teachers College, 1891년에 

Chicago, Harvard, Stanford에, 그리고 1892년에 Berkeley 등에도 들어서게 된다(Labaree, 2008).

이들 사범대학은 초등학교 교사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범학교와는 설립 취지가 달랐다. 이들

은 소수의 고등학교 교사와 교육행정가 양성과 함께 연구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이렇듯, 미국의 교직과정으로서 교육학은 두 가지 경로, 즉 사범학교가 변화된 대학과 연구중

심대학으로 구분되어 나타났다. 그러나 1960년대에 와서는 이러한 기관 사이의 차별이 없어지

고, 사범대학의 표준화된 교사양성과정을 중심으로 통합되어 운영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과정

에서 교육학은 학문적으로 종합대학의 주변부로 밀려나 학문적 정체성을 확보해야 하는 한편,

교직과정의 입장에서는 종전에 비해 현장적 전문성이 약화되었다는 비판에 직면해야 했다. 이후

에 교직과정으로서 교육학은 대학의 학문적 요구를 따르게 되면서 현장적 전문성이 심각하게 

약화되고, 학교현장의 교사, 교육정책결정자, 일반 학부모 등으로부터 비판을 받게 된다(이윤미,

2005; Herbst, 1989; Labaree, 2008).4) 우리나라의 경우는 교원양성기관으로서 사범대학이 종합

대학 안에서 출발하였다는 점에서 처음부터 현장적 전문성보다는 학문 지향의 경향이 나타날 

가능성을 이미 내포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박상완, 2000; 박수정, 2003).

미국의 경우 현장적 전문성과 관련하여 교육학의 세부전공들은 교직과정에서 존재 이유를 증

명하기 위한 노력을 치열하게 해 왔다. 예컨대 교육사학의 경우 사범학교 초기부터 교직과목으

로 편입되어 있기는 하였으나, 많은 연구들이 교사가 되는 데 유용하지 않다는 사실을 밝힘에 

따라 학회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간 것을 알 수 있다(김재웅, 2008). 이러한 상황은 교육

철학(Carr, 2004)과 교육사회학(강태중, 2011)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1980년대 중반 이후 미국의 

교사교육과 관련하여 Carnegie Forum on Education and the Economy(1986), Holmes

Albany, NY(1844), State Normal College(1890), State College for Teachers(1914), State University of

Education(1959), State University College(1961),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at Albany(1962)의 순으로 

이름이 변했다. 이러한 사범학교의 명칭 변경은 흥미롭게도 도로의 이름이 Normal Avenue에서 College

Avenue로, 이어서 University Avenue로 변화하는 데 영향을 미치기도 하였다(Ogren, 2005).

4) 이와 관련하여 Clifford & Guthrie(1988), Labaree(2004) 등은 사범대학(Ed School, 또는 College of

Education)에 대하여 비판적으로 접근하고 있으나, 그 내용은 주로 교육학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미국의 

사범대학은 1개의 교육학과와 여러 개의 교과교육학과가 있는 우리나라와 달리 교육학과의 세부 전공이 

확대된 형태로 학과들이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미국의 경우 사범대학에 대한 논의가 곧 우리나

라의 교육학에 대한 논의라고 봐도 무리가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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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oup(1986; 1990; 1995), National Commission on Teaching & America's Future(1996) 등의 기

관에 건의하고 있는 내용도 교사의 현장적 전문성을 담보하는 교직과정을 편성하라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한편, 우리나라의 경우 교직과정에서 교육학 과목의 유용성과 관련해서는 1960년대에 문리과

대학과 사범대학 교수들 사이에 교과에 대한 학문적 수월성이 더 중요하다고 보는 아카데미즘

(academism)과 교사로서의 품성과 사명감, 가르치는 방법과 기술 등 교직에 대한 전문적 능력을 

중시하는 프로페셔널리즘(professionalism)의 대립이 있었다(장용희, 1994). 이 문제는 목적형과 

개방형 양성을 절충하면서 어느 정도 해결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들어 교직과정에서 교육학의 위상과 역할에 관련하여 교과교육학계의 비판과 공

격이 매우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교과교육학자들은 교직과정의 핵심은 교육학과가 제공하는 일

반론적인 교직이론 과목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교과교육론에 있다는 주장을 해 오고 있다. 일부 

교직과정의 편성에서 교과교육론 과목이 증가되어 온 것을 보면 승리를 했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이것을 정치적인 관점에서 보면 교과교육 전공 교수의 수가 교육학 전공 교수의 수보다 

월등히 많기 때문에 생긴 일이라고 볼 수도 있다(김재웅, 1998). 이에 반발하는 교육학과 교수들

은 교직과정에서 교직이론 과목이 축소되는 것에 대하여 집단적으로 성토하기도 하였다(전국 

대학 교육학과 및 교직과 학과장 협의회, 1997). 급기야 2011년도에 교육학회는 춘계 학술대회에

서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루었다. 일반 교육학계와 교과교육계의 이러한 정치적 갈등은 미국

에서는 찾아볼 수 없었던 현상이다.

2. 현장적 전문성과 교직과목으로서 교육학

교직과목으로서 교육학은 전체 교직과정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교육학 세부 전공의 종류와 위

상의 변화가 있기는 하였으나, 교원양성과정의 중요한 일부를 차지하며 초기부터 지금까지 개

설, 운영되고 있다. 이러한 교육학이 현장적 전문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확인하려면 

먼저 현장적 전문성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여러 학자들이 이에 대하여 연

구해 왔는데 그 가운데 몇 개만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Schulman(1987)은 현장적 전문성의 하위 

요인으로 교과내용 지식, 일반 교육학 지식, 교육과정 지식, 학습자의 특성에 관한 지식, 그리고 

교육의 목적, 가치 및 철학적·역사적 배경에 관한 지식 등을 들었다. 이돈희(2000)는 교사 전문성

의 구성요인으로 가르치는 내용에 대한 지식, 효과적으로 지도할 수 있는 기술(교수 기술), 학생

의 성장을 전인적으로 관리하는 능력, 그리고 도덕적 모범의 실천으로 보았다. 김혜숙(2003)은 

교사가 교과에 관한 지식과 교수법에 대한 능력, 즉 교과 전문성을 갖추고, 학급경영 전문성을 

지니고 있으며, 자기계발능력 등 교육자적 인성을 갖추고 있을 때 전문적인 교사가 될 수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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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여러 논의를 종합하여 진동섭⋅이윤식⋅김재웅(2011)은 현장적 전문성의 하위 요인을 

교과에 대한 지식과 열정, 교수방법에 대한 지식과 기술, 학생 및 생활지도에 대한 지식, 학교운

영에 대한 지식, 그리고 교육자적 태도와 성품으로 정리하였다.

그러나 최근 들어 여러 연구들은 교육학 이론과목이 이러한 현장적 전문성을 신장시키는 데

에 별로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이종승, 2011; 정진곤, 2011; Clifford &

Guthrie, 1988; Darling-Hammond et al., 2006; Herbst, 1989; Labaree, 2004). 교직과목이 성공적

인 교사가 수행하는 데 필요한 현장적 전문성을 담보하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려면, 논리적으

로 현장적 전문성의 의미와 하위 요소가 무엇인지 판별해 내고, 현재 교원양성기관에서 제공되

고 있는 프로그램이 그러한 전문성의 요소를 적절하게 키워주고 있는지 경험적으로 증명하는 

것이 순서일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정교한 연구 설계를 갖고 연구

를 수행한 것은 찾아보기가 쉽지 않다. 대체로 (예비)교사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가지고 교직이론과목이 현장적 전문성에 미치는 영향을 개략적으로 유추할 수 있을 뿐이다.

자기가 경험한 교원양성과정이 현장적 전문성에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지에 대하여 신규교사

들에게 설문조사한 임연기 외(2008)에 따르면, 신규교사들이 교과지식 관련 과목들이 도움이 되

었다고 응답한 비율(74%)에 비하여 교직이론 과목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수업지도능력

(57%), 학습자 이해 능력(53%), 학업성취 평가능력(44%), 학생상담 및 생활지도 능력(31%), 학급

경영 및 관리 능력(26%), 학부모와의 의사소통 능력(23%), 사무분장 업무처리 능력(16%) 등이 

도움이 되었다는 비율은 현저하게 낮았다. 정미경 외(2011)가 전국 1,424명의 교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41.6%가 교육실습의 비중을 확대하는 게 좋다고 반응한 반면,

10.8%만이 교직이론 과목의 비중을 확대하는 데 동의하면서, 과반수 교사(55.4%)가 교직이론 과

목을 현재 9개 이상 교과목에서 4개 교과로 축소하는 게 좋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흥미롭게도 

대다수의 교사들은 교직과목 가운데 현장적 전문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교육학 이론 

과목들이 아니라 학교현장실습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김병찬, 2005; 엄미리⋅엄준용, 2009; 이

유경⋅김재웅 2006; 조석훈, 2004; 2008).

이러한 맥락을 고려할 때, 2011년 한국교육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교육학의 세부 전공별로 

발표된 9개 논문들이 한결같이 그 동안 학교 현장의 필요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교직과목을 

운영해 왔다는 자기반성을 하고 있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할 수 있다(김계현, 2011; 김성

훈, 2011; 김회수, 2011; 박창언, 2011; 신종호, 2011; 임연기, 2011; 정진곤, 2011; 한대동, 2011;

한용진, 2011). 그러면서 각 전공은 교직과정에서 왜 자기 전공이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지에 

대하여 교사의 현장적 전문성의 영역을 열거하면서 자기 전공이 이것과 어떤 관련을 맺고 있는

지 법규적으로, 논리적으로, 그리고 부분적으로 경험적으로 논증하려 애쓰고 있는 모습을 보이

고 있다. 이들은 학교 현장의 필요를 반영하여 앞으로는 더욱 현장밀착형 교과내용으로 개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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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한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과거에도 이야기되었던 내용을 당위적으로 주장하고 있을 뿐, 교사가 

학교현장에서 전문성을 발휘하는 데 교육철학, 교육사학, 교육심리학, 교육사회학, 교육행정학 

등 교직이론 과목이 정말로 도움을 줄 것이라는 확신을 주기에는 다소 미흡해 보인다. 이러한 

발표에 대하여 논평자로 나섰던 국어교육학자 노명완(2011)은 다음과 같이 신랄한 어조로 비판

하면서 교직과정에서 교과교육의 비중이 지금보다 훨씬 늘어나야 한다는 교과교육학계의 입장

을 대변하고 있다:

본 토론자가 속해 있는 제2주제에 있는 세 편의 논문을 중심으로 본다면, 각각 개별적인 논문일 

뿐, 서로의 사이에 아무 연관을 만들어 내지 않고 있다. ... (중략) ... 세 편의 논문들은 오직 자기 분

야가 매우 중요하다, 그러니 교사양성과정인 교직과정에서 자기의 분야가 중요한 위치(선택/필수 

여부, 시수 등)에 있어야 한다는 주장만 하고 있을 뿐이다. 이미 교과전공자들도 교육 실제에서 교

육의 내용과 함께 그 내용의 지도 및 평가, 교육자료의 개발 등을 매우 중요시하고 있다.5) 교과교육

에서 이런 정도의 일을 한다면, 교육학은 무엇인지, 왜 존재하는지, 누구를 위하여 무엇을 하고 있는

지 조금은 심각하게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pp. 162-163).

Labaree(2004)는 지금까지 미국의 교육학은 “미국 교육에 해를 끼치기에는 너무 취약했고

(p. 173), 미국 교육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주기에도 너무 취약했다(p. 194).”라고 자조 섞인 

말로 교육학이 현장적 전문성 함양에 실패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영국의 경우에도 교육

학 이론과목이 교사의 현장적 전문성 함양에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

다. Hoyle & John(1995, p. 52)은 “교사양성을 위하여 적용되고 있던 4 과목(교육심리학, 교육

사회학, 교육철학, 교육사)의 전문지식은 신규 교사나 경력 교사의 현재와 미래와 전혀 연결되

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학문적’ 접근이 교사의 교실 수업과 연계되어 있지 

5) 이와 관련하여 Shulman(1987)이 제시한 Pedagogical Content Knowledge(PCK) 아이디어가 적용되면, 교사

양성과정에서 일반 교육학 이론보다는 교과교육 과목이 더 중요해질 것임을 시사한다. 왜냐하면 PCK란 교

사의 교과내용에 대한 지식, 교수방법에 대한 지식, 학습자에 대한 지식, 자료 및 테크놀로지 활용에 대한 

지식, 제도적 맥락(학교와 학급)에 대한 지식을 모두 포함하고 있으며, 학교교육의 거의 대부분은 교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이다(Grossman & Schoenfeld, 2005). 교육학이 현장적 전문성과 관련이 별로 없다는 주

장은 흥미롭게도 교과내용학 전공자들로부터도 들을 수 있다. Mason(2000)은 다음과 같이 자기 견해를 피

력하고 있다. 그녀에 의하면, 미국의 경우 유능한 교사 배출에 실패하고 있다면, 그 주요 책임은 사범대학

과 교직과정에 있다기보다는 교과내용학을 담당하고 있는 문과대학과 이과대학에 있다. 예컨대 초⋅중⋅고

등학교 학생들이 수학이나 과학을 싫어하는 것은 전적으로 이과대학에서 예비교사들에게 수학과 과학을 

재밌게 가르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어서 그녀는 문리대학의 대학원 과정에서 석사 또는 

박사를 취득한 학생들은 사범대학이 제공하는 교직과정을 이수하지 않더라도 교사가 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물론 이들 교과내용학을 담당하고 있는 학과가 대학원생들에게 학부학생들을 직접 가르쳐 

볼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그리고 내실있게 운영해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기는 하다. 어쨌든 교과

내용학 측의 이러한 주장에 대해서는 교과교육론자들도 답변할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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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다는 비판에 따라 영국은 1990년대 이후 교사양성교육을 교사의 직무표준에 맞는 방식으로 

개혁하게 된다(Bartlett & Burton, 2003). 그 가운데 하나는 교사양성 대학의 손에 있었던 기득

권을 빼앗아 현장 학교의 손에 넘겨주는 것이다. 소위 학교기반 교사양성과정(School

Centered Initial Teacher Training; SCITT)이 도입되고 있는 것이다. 이 제도는 초․중등학교가 

개별적으로 또는 다른 학교들과 콘소시움을 이루어 교사양성과정을 운영한다는 점에서 기존 

제도와는 판이하게 다른 제도이다.

Darling-Hammond et al. (2006)은 대학의 교직과정이 현장적 전문성의 다양한 측면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한 연구에서 미국의 교원양성 프로그램 가운데 가장 성공적인 7개를 선정하

여 무선표집된 프로그램과 비교한 결과, 모든 지표에서 전자 출신 신규교사들이 현장적 전문성

을 더 훌륭하게 나타내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흥미있는 것은 이들 7개 대학은 강조점이 다소 

다르기는 하지만 여러 측면에서 교직의 사명감과 현장적 전문성을 강조했던 과거 사범학교의 

후예로서의 특징을 드러내고 있다는 점이다. 이들은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미국 학교가 

요구하는 교사를 배출하기 위해서는 현장적 전문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교원양성체제가 개혁

되어야 하고, 또 대학의 행정가들이 마음만 먹으면 가능하리라는 것을 역설하고 있다.

3. 논평

사실 교직은 겉으로 보기에 누구나 수행할 수 있는 쉬운 일로 보이지만, 제대로 수행하고자 

한다면 한없이 어렵고 복잡한 일이다(진동섭⋅이윤식⋅김재웅, 2011; Darling-Hammond et al.,

2006; Goodlad, 1999; Labaree, 2004; Lortie, 1975). 교사는 학업능력, 사회적 배경, 가치관, 선호 

등에서 차이가 나는 한 무리의 학생들을 일정한 공간에서 만나 주어진 교과내용을 가지고 수업

을 해야 할 뿐만 아니라, 주기적으로 또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생활지도와 상담도 해야 하고,

매일매일 행정 업무도 처리해야 하며, 학부모, 동료교사 및 학교행정가들과 지속적으로 의사소

통을 해야 한다. 그런데다가 성공적인 학교에 대한 요구가 이해집단마다 달라 어디에 초점을 맞

추어야 할지 분명하지 않을 때도 많다. 어쩌면 교직의 이러한 특성 때문에 교직과정에서 일정 

기간 몇 과목 이수했다고 해서 현장적 전문성이 생길 것이라는 가정 자체가 무리인지도 도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우리나라의 교육학자들의 대부분은 위의 학회 학술대회 발표내용

에서도 살펴보았듯이, 학교 현장의 실천과 직결되는 교육과정을 강조하고, 교직에 대한 헌신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교직과정의 교육학 과목을 개혁하고자 한다. 이러한 최근의 동향은 과거 사범

학교에 대한 향수마저 느끼게 한다(Darling-Hammond et al., 2006). 이렇듯, 교육학의 존재의미

를 교사양성과정의 교직과목에서 찾고자 한다면, 교육학의 세부 전공들은 각 과목이 현장적 전문

성을 함양하는 데 직접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는 경험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데 지금보다 훨씬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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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적인 자세를 취해야 할 것이다. 지금 수준의 규범적이고 당위론적인 주장만으로는 교육정책

결정자, 교과교육학자, 교사 등 관련 집단을 설득하는 데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예비교사에게 필요한 것은 학교 현장에 직접 도움이 되는 실천적 지식이 아니라  

전이가능한 기본적 지식이라는 김영화(2011)의 주장은 타당성이 있어 보인다. 그녀는 교직과정은 

기술공학자로서의 교사를 넘어서 성찰적 탐구자로서의 교사 양성을 목표로 해야 한다고 하면서 

‘연구기반 접근’을 취하고 있는 핀란드의 교사양성제도에서 배울 것이 많다고 말한다. 그러면서 

교육사회학자인 그녀는 ‘사회학적 상상력’(Mills, 1959)을 키워주는 교육사회학이 교직과목으로서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사회학의 지식이 어떤 점에서 현장적 전문성에 전이가능

한지 경험적으로 보여주지 못한다면, 그녀의 주장 또한 여전히 공허한 것이 될 수도 있다.

끝으로, 현장적 전문성이 생기는 것은 사전 교육프로그램에 의해서가 아니라 실천 현장 종사

자의 능동적 참여에 의한 반복적인 반성적 행위에 근거한다는 대안적 관점을 소개하고자 한다.

현행 교사양성과정이 교사의 현장적 전문성을 길러 주는 데 별로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계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고 있는 것은 “학문계가 대상 세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준다고 보는 지나치게 단순화 된 생각”(장상호, 1997, p. 690), 즉 ‘기술적 합리주의’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Schön(1983; 1987; 1988)은 

전문직의 양성과정이 이러한 기술적 합리주의의 모형을 따르고 있음을 비판하고, 그 대안으로 

‘실천적 인식론(epistemology of practice)’을 주창하고 있다.

Schön에 의하면, 교사의 전문적인 실천 행위 과정이 워낙 복잡하고 그 때 그 때 처한 맥락에 

따라 기민하게 반응해야 하기 때문에 잘 정리된, 정답이 확고하게 있는 이론적 처방이 제한적인 

처방밖에 될 수가 없다. 그는 실천과 관련해서 지식의 암묵적(tacit)이고 직관적인 특성을 강조하

면서 ‘반성적 행위(reflection-in-action)’라는 개념을 도입하고 있다. 반성적 행위는 전문적 지식

이 전문적인 의사결정을 해야 하는 문제 상황의 한가운데에 끼어 들 때 일어나는 현상이다. 그가 

보기에, 실제 실천의 세계에서 당혹스럽고 불확실한 문제들이 그저 냉담하게 실천가에게 다가오

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것들은 반성적 행위를 통하여 의미 있는 체계로 구조화 될 필요가 있

다. 여기에서 반성적 행위는 실천가와 문제 상황 사이의 변증법적인 상호작용을 포함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상황은 자기의 이야기를 하고, 실천가는 듣는다. 그리고 그가 자기가 들은 것으로 

다가가면서 그는 그 상황을 다시 한 번 재구성(re-frame)하게 되는 것이다.”(Schön, 1983, p.145)

이러한 반성적 행위는 초기 교사양성과정에서 뿐 아니라 교직의 전 생애에 걸쳐서 개발되고 권

장되어야 할 자질이라고 할 수 있다.

Schön의 이러한 생각을 교사양성과정과 교육학의 관계에 적용해 보며 다음과 같이 될 것이

다. 기술적 합리주의에 의하면, 교육학자는 이론에 종사하고, 교사는 실천에 종사한다. 교육학자

는 이론의 생산자이고 교사는 소비자이다. 교육학자는 능동적이고 교사는 피동적이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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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의 교직 세계는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단순하거나 명쾌하지가 않다. 그에 

의하면, 교육학자도 이론과 실천의 세계에 동시에 종사하고, 교사도 이론과 실천의 세계에 동시

에 종사한다. 교사의 현장적 전문성은 기술적 합리주의가 가정하고 있는 것처럼 교육학자의 이

론을 교사의 실천에 그대로 적용하는 가운데 생기는 것이 아니다. 교사의 현장적 전문성과 관련

해 볼 때 교육학자의 이론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교사 스스로 실천에 참여하는 가운데 체득되는 

지식과 이론이다.6) 이 이론은 또 다음 실천의 개선에 투입된다. Schön은 이 과정에서 반성적 

행위가 필수적으로 요청된다고 본다(김재웅, 1998).

요컨대, 사범학교의 교사양성과정과 함께 시작된 교육학은 종합대학 안의 일부 프로그램으로 

편입된 이후 학문지향성으로 흘러 현장적 전문성을 담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끊임없이 

받아왔다. 미국의 경우 학력평가 국제비교에서 최하위권에 머물고, 공교육에 대한 일반 대중과 

언론의 불만과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가면서, 교사양성과정의 개혁에 대한 요구가 더욱 커지고 

있는 게 사실이다. 이에 대하여 미국과 한국의 교육학자들은 과거 사범학교의 모형을 따라 현장

적 전문성을 더욱 강조하는 방향으로 교직과목으로서 교육학의 위기를 타개하려는 노력을 경주

하고 있다. 그러나 현장적 전문성에 대한 기술적 합리주의의 한계를 고려할 때, 지금과 같은 방

향의 노력을 백배 더한다고 해도 교직과목으로서 교육학이 현장적 전문성을 보장하기란 결코 

쉽지 않을 것이다. 교사들은 자기들이 전문성 성장과 관련하여 교육학자들로부터 얻을 게 별로 

없고, 오히려 서로가 도와주면서 필요한 현장적 전문성을 해결할 수 있다고 믿고 있다. 이미 대

부분의 교사 연수 프로그램에서 교육학자들은 점점 밀려나고 그 자리를 현장적 전문성을 지니

고 있는 동료교사들이 대신하고 있다. 한편 현장적 전문성과 관련하여 일반 교육학 과목 대신 

교과교육학이 주도적으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주장도 점점 설득력을 얻고 있다. 그렇다면 

교육학의 정체성은 어디에서 찾아야 할 것인가?

Ⅲ. 학문적 정체성 관점에서 본 교육학의 위기

1. 종합대학 내 교육학의 학문적 정체성

현장적 전문성의 문제가 주로 교육계(교사, 교육정책결정자, 교원양성기관 재학생 등)와 일반 

국민에 의해 제기되었다면, 교육학의 학문적 정체성은 종합대학 안의 다른 분과학문들로부터 제

6) 서경혜(2010)는 교사 공동체가 어떻게 현장적 전문성과 관련된 지식을 형성하고 발전시켜 나기고 있는지와 

관련하여 인디스쿨이라는 구체적인 교사 공동체의 활동 사례를 통하여 밝혀내고 있다. 이 공동체에서 교사

들은 자신들의 암묵지를 외현화하고, 공유하고 검증하고 재구성 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현장적 전문성을 심

화, 발전시켜 나아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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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되었다. 사실 교직과목으로서 교육학이 사범학교의 등장과 함께 시작된 이후 종합대학의 일부

로 편입된 이후, 교육학은 종합대학 안에서 다른 학과들과 어느 정도 격리된 채 학문 세계의 변

두리에서 서자 취급을 받으며 낮은 학문적 지위와 이류 학문이라는 평가를 지속적으로 받아왔

다(김병찬, 2003; 장상호, 2005; Clifford & Guthrie, 1988; Lagemann, 2000; Schneider, 1989). 교

육학과가 종합대학에 편입될 당시 이에 대한 반대의 이유에 대하여 Schneider(1989)는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종합대학 내에서 교육학과는 학문공동체의 승인 없이 시작되었다. 대학총장들과 인문대학 교수진

은 교사양성 관련 학과의 신설에 저항하였다. 그들이 교사교육 프로그램의 도입을 반대한 이유는 

우선적으로 학문적인 근거에서 나온 것이었다. 즉 그들이 볼 때 ‘교육’이라는 현상을 대상으로 하는 

교과는 없었던 것이다. 현장적 전문성과 관련된 교육학 과목들은 그 학문적 실체가 없다는 이유로 

비판을 받기도 했지만, 일부 비판가들은 교육학 과목에 노출되는 것 자체가 학생들의 지성에 해를 

끼치고 지식 자체에 대한 관심을 흐리게 할 소지가 있다는 주장까지 하였다(p. 214).

Schneider(1989)의 관찰이 옳다면, 교육학이 종합대학 안의 한 분과학문으로 자리를 잡게 된 

것은 학문 발전의 내재적인 원리에 따라 편입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 즉 새로운 대상 영역에 대

한 발견과 이에 대한 체계적인 지식 축적 결과 분과학문이 형성되고 이에 대하여 대학의 학문공

동체가 인정하여 하나의 학과가 탄생한 것이 아니라는 말이다. 이러한 점에서 Labaree(2008)는 

교직과목으로서 교육학이 미국 대학에 자리를 잡게 된 것 자체가 ‘역사적 변고’라고 하고 있다.

어쨌든 분과학문 간 경쟁이 치열한 종합대학 안에서 교육학자들은 학문성으로 승부를 걸어야 

했다. 그러나 이들은 대학 내 다른 분과학문의 동료 교수들에게는 응용학문이라는 학문적 특수

성을 내세워 자신을 변호하고, (예비) 교사와 학교 현장에 대해서는 현장적 전문성을 제공하는 

이론적 교과로 자리매김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현상에 대하여 장상호(2005)는 교육학의 ‘야누스

적 적응’(p. 80)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비슷한 맥락에서 Lagemann(2000)도 미국의 교육학의 학

문적 특성을 이러한 관점에서 다음과 같이 비판하고 있다:

실무에 종사하는 사람, 특히 교사들의 입장에서 보면, 교육학과가 종합대학 안에 위치하고 있다

는 사실은 현장의 실천 문제에서 벗어나는 강력한 보호막을 교육학자들에게 마련해 주고 있는 것으

로 비쳐질 수 있다. 아이러니하게도 교육학과는 종합대학 안에서 낮은 지위를 차지하고 있지만, 밖

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교육학과가 종합대학 안에 들어 있다는 사실로 인하여 교육학자들이 교사보

다 우월한 지위를 점유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더욱이 종합대학 안에서 다른 동료 교수들로부터 

경멸에 시달리면 시달릴수록 교육학과의 교수들은 교육계의 그들의 동료인 교사들에 대하여 자신들

이 훨씬 우월한 태도를 취하고자 한다(p. 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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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현상은 아마도 순수학문이 응용학문보다 위상이 높은 대학의 문화와도 부분적으로 관

련이 있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물리학의 위상이 그것을 응용하는 공학보다 높고, 법학의 경우도 

이론지향 법학대학이 법 실무중심 법학대학보다 권위가 있다(Lagemann, 2000). 초기부터 교사

의 현장적 전문성과 학교행정가의 실무 능력 향상이라는 목적을 띠고 출발한 교육학은 응용학

문으로 자처해 왔기 때문에, 순수학문을 높이 평가하는 대학의 문화를 고려할 때 교육학이 높은 

평가를 받지 못했던 것은 당연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교육학의 세부 전공자들은 학문적 권위를 세우기 위하여 교육학 내의 다른 

세부 전공과 동일시하기보다는 소위 모학문에 동일시하는 것을 더 좋아하는 편이다. 예컨대 논

문을 작성할 때에도 교육철학은 철학, 교육심리학은 심리학, 교육사회학은 사회학의 연구결과를 

인용해야 더 권위있고 본격적인 학문적 연구를 한다는 인상을 심어줄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이는 교육학은 이류학문이지만, 모학문은 일류학문이라는 관념이 어느 정도 깔려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모학문의 입장에서 교육학의 세부 전공

을 자기의 모학문의 표준에 비추어 분과학문으로 인정하고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이다.7)

교육학을 철학, 역사학, 심리학, 사회학, 행정학, 경제학 등 모학문을 적용하는 종합학문이라

고 보고 있는 전통적 견해에 따르면, 최근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학문의 융합과 통섭(최재천,

2011; Wilson, 1998)의 관점에서 볼 때 교육학은 선견지명이 있는 학문으로 인정받아야 옳을 것

이다. 그러나 교육학이 종합대학 안에서 학문적 정체성으로 인하여 어려움 겪고 있는 것을 보면 

모학문을 무조건 차용해 온다고 능사는 아닌 것 같다. 교육학이 학제적 연구에 의미있는 방식으

로 참여하거나 학문의 융합과 통섭 과정에서 당당히 한 자리를 차지하려면, 먼저 분과학문으로

서 정체성을 공고하게 다지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다른 분과학문들로 받기만 하고, 줄 것이 

전혀 없는 분과학문에 대하여 학문 공동체에서 그 존재감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

고 할 수 있다.

2. 분과학문으로서 교육학에 대한 비판적 실증 연구

신생학문으로서 교육학은 고유한 개념과 이론의 틀을 성숙시키기 전에 이미 고유한 개념과 이

론적 맥락을 발달시켜 온 모학문의 것을 그대로 가져다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기존 교육학은 학

7) 이와 관련하여 양미경(2011)은 매우 흥미있는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04년부터 한국심리학회에서 기

존 교육심리학회지 논문의 주제와 내용 면에서 유사한 <교육심리학회지: 학교>라는 학술지를 별도로 발간

하기 시작하였다. 그런데 2010년도에 발간된 세 권의 논문집에 게재된 22편에 들어 있는 1,000여 건의 논

문의 인용 가운데 교육심리학회의 학술지인 <교육심리연구>가 인용된 것은 불과 11건이었다. 그러나 2010

년도에 발간된 <교육심리연구>에 게재된 48편의 연구에서 교육학의 다른 7개 세부 전공의 학술지의 논문

을 인용한 횟수가 33회인 것에 비해, <한국심리학회지>를 인용한 횟수는 총 74회나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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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와 관련된 모든 것을 이해하고 개선하기 위해 철학, 심리학, 사회학 등 모학문의 개념에 의지해 

온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교육학은 교육 아닌 것, 즉 모학문이 드러내고 있는 대상을 교육으로 

환원시키는 중대한 오류를 범하여 왔다고 할 수 있다(장상호, 2005; 2009a; 2009b; Flitner, 1982).

교육의 고유한 맥락을 가려내지 못한 채 모학문에 의지하여 이루어져 온 교육학의 세부 전공의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분과학문으로서 교육학이 학문적 정체성을 확립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윤병희(2011)와 양미경(2011)의 연구결과를 살펴보자.

윤병희(2011)는 최근 11년간 교육학회의 공식 학술지인 <교육학연구>에 수록된 530편의 논문

의 제목에 사용된 용어와 개념을 중심으로 교육학의 주요 연구주제를 분석하였다. 분석을 위한 

개념틀로서 교육, 제도/기관, 주체(대상), 커리큘럼, 마음, 교수-학습, 인물, 모학문 등 8개를 선정

하였고, 각 개념 유형별로 논문제목에 출현한 빈도를 중복 집계하는 방식으로 산출하였다. 분석

결과 그는 oo 교육, 교육의(또는 교육적) oo 등 교육관련 용어를 사용한 논문이 175편, 초⋅중등

학교, 대학, 유치원 등 기관 이름이 들어간 논문이 140편, 교육주체로서 학생/아동/유아, 학부모,

교사/교원이라는 용어가 들어간 논문이 224편, 커리큘럼 관련 용어로 교육과정/교과서/교재/

교과, 커리큘럼/프로그램, 평가 등이 나타난 논문이 113편, 마음 관련 용어인 인지/사고/지각,

뇌, 창의성/지능 등이 적혀 있는 논문이 63편, 교수-학습과 관련된 교수/수업/티칭, 학습/러닝,

성취/동기 등이 들어간 논문이 192편, 교육관련 주요 인물을 다룬 논문이 20편, ‘oo학적’ 등 모학

문의 용어가 제목에 드러난 논문이 24편, 그리고 입시, 취업, 상담 등 기타 교육 관련 용어가 포

함된 논문이 104편이었다.

그는 분석결과 우리나라 교육학 연구들은 교육 관련 용어와 개념의 사용에 있어서 한편으로

는 지극히 ‘제한적’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무제한적’이라는 특성이 있음을 밝혔다. 예컨대 ‘교육’,

‘학교’, ‘학생’, ‘교사’ 등의 용어가 제목에 포함되어야 교육학 논문으로 간주된다는 점에서는 제

한적이며, 그러한 용어들과 결합될 수 있는 용어는 제한없이 허용된다는 점에서 무제한적이다.

그러면서 그는 ‘청소년기 비만에 관한 연구’, ‘학교 내 휴대폰 금지정책에 대한 사례연구’, ‘초등

학생의 인성특성과 교통행동과의 관계’, ‘Dewey 경험론에 대한 물리학적 연구’, ‘아름다운 학교

에 대한 미학적 탐구’ 등이 어떻게 해서 교육학의 연구가 될 수 있는지 묻고 있다. 예컨대 마지막 

논문에서 학교 대신 교회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아름다운 교회에 대한 미학적 탐구’라는 논문을 

작성하는 경우 이것이 종교학의 논문으로 여겨지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이다.

그는 이렇게 우스꽝스러운 현상이 관용될 수 있었던 이유가 교육학 자체에 대한 학문적 성찰

과 비판의식 없이 학교와 학교에 관련된 모든 것에 대하여 연구하는 것이 바로 교육학이라고 

하는 관행 때문이라고 주장하면서, 교육학의 이론적 맥락을 구성하고 학문적 정체성을 확보할 

필요성에 대하여 역설하고 있다.

양미경(2011)은 2010년도에 발간된 교육학회와 그 산하 7개 세부 전공 학회의 공식 학술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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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재된 논문 총 305편의 인용 실태를 분석하여 매우 흥미있는 결과를 발표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인용된 문헌 12,465편 가운데 8개 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이 인용된 횟수는 1,006건(8.1%)

으로서, 90%가 넘는 문헌을 교육학회지가 아닌 다른 학회지(아마도 주로 모학회의 학술지)의 논

문을 인용하고 있다. 그리고 교육학의 세부 전공별로 자기 학회의 학술지 이외의 세부 전공 학술

지의 논문을 인용하는 빈도도 극히 저조하였다. 예컨대, <교육철학>의 경우 2010년도에 게재된 

40편의 논문이 8개 교육학 관련 학회지의 논문을 인용한 91건 가운데 자기 학회지의 것이 60건

인 반면에 나머지 학회의 학술지를 모두 합하여도 31건밖에 되지 않았다. 그나마 그것도 <교육

학연구>에서 16건, <교육과정연구>에서 14건, 그리고 <교육사회학연구>에서 1건으로 한정되었

고, <교육심리연구>, <교육평가연구>, <교육행정학연구>, <교육공학연구> 등 나머지 4개 학회

지에서의 인용은 전무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다른 학술지의 경우에도 비슷하게 나타났다.

양미경(2011)은 이러한 분석결과에 대하여, 교육학회 내의 다른 세부 전공 학회의 학술지는 무

시한 채 자기 학회의 학술지의 논문에만 배타적으로 의존하는 교육학의 세부 전공 학회들이 과

연 교육학 학문공동체인지 의심이 든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은 통찰력 있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교육학이라는 이름으로 학문 활동을 하면서도 상호간에 소통을 외면

한 채 무관심하게 집단독백을 하고 있는 것은 교육학이 철학, 심리학, 사회학, 행정학, 공학 등의 모

학문에 의존해 온 근본적인 한계에서 기인한다고 하겠다. 교육학의 세부 영역 간에 연계를 추구하

기보다는 교육철학은 철학과, 교육심리학은 심리학과 동질성을 유지해 옴으로 인해 정작 교육학 학

문공동체는 한 울타리에서 상이한 작업을 해 오고 있는 셈이다(p. 21).

교육학의 세부 전공 간에 사용하고 있는 용어과 관점의 차이는 각 세부 전공이 토대로 하고 

있는 모학문의 차이만큼이나 멀리 떨어져 있어서, 교육학과 교수들은 학과라고 하는 행정의 단

위와 물리적 공간을 함께 사용하고 있을 뿐 교육학과 안의 세부 전공자들은 학문적으로 (때로는 

심리적으로도) 거리가 먼 상태에서 생활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은 교육학과 교수들

에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학문 후속세대라고 할 수 있는 대학원 석․박사 과정 학생들 사이에

서도 발견되는 것으로, 세부 전공 간에 의미있는 학문적 의사소통 없이 교육학과 안의 세부 전공

은 각각 작은 섬으로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3. 논평

교수의 학문적 수준이 낮고 학문적 기반이 허약한 가운데 분과학문으로서 정체성을 지니지 

못한 채 출발한 미국의 교육학은 처음부터 그 안에 위기 요인을 안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

한 위기 속에서 교육학과는 몇몇 연구중심대학에서 사라지기는 했지만, 대부분 지금까지 존속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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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고 있다. 안타까운 것은, 이러한 과정이 학문의 정체성을 확립하고자 하는 노력을 통한 내재적 

방법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다시 말하면, 교육학은 빈약한 학문적 위상을 확보하고 교사

양성에 공한 공적 신뢰라는 이익을 얻은 대신, 대학은 교육학이 제공하는 교사양성과정 학생 수 

증가로 인한 수입의 증가라는 이익으로 맞교환하였다. 이 과정에서 교육학은 대학의 요구에 따

라 학문중심을 추구하면서 현장적 전문성을 희생해야 했고, 대학은 취약한 분과학문을 끌어안게 

되는 데에서 오는 학문적 위상 하락을 감수해야 했다. 한마디로 대학과 교육학의 ‘불편한 동거’

가운데 교육학이 유지되어 온 것은 대학과 교육학 간의 손익계산이 맞아떨어졌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Labaree, 2008). 이러한 현상에 대하여 Goodson & Hargreaves(1996, p. 7)는 ‘악의 

거래’로, Clifford & Guthrie(1988, p. 330)는 ‘미국 대학의 타락한 생존주의’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Labaree(2008)는 학문적 정체성이 분명하지 않은 교육학은 연구중심대

학에 별도의 학과로 유지할 정당한 이유가 전혀 없다고 다소 극단적인 주장을 펴고 있다:

그들[연구중심대학의 교육학자들]은 사회학, 심리학, 인류학, 정치학, 역사학, 철학, 통계학, 언어

학 등의 모학문을 적용하여 교육에 관한 연구를 진지하게 하고 있다. 그러나 연구중심대학에서 이

들 모학문은 이미 각각 독립된 학과를 유지하고 있으며, 해당 학문의 학자들은 학문적 신뢰를 받으

며 높은 학문적 성취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대학 행정가들은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질 수 있다: 왜 

우리는 캠퍼스의 다른 곳에 진짜(real thing, 모학문을 가리킴)를 가지고 있는데, [모학문의 관점을 

가지고] 교육에 대한 학문적 과업을 수행하고 있는 교육학과를 별도로 유지해야 하는가?(p. 304)

이와 비슷한 맥락에서, Lagemann(2000)도 고유한 연구방법론을 갖추고 있지도 않고, 다른 현

상과 구분되는 별도의 탐구영역을 지니고 있지도 않으며, 다른 분과학문의 연구와 분석에 활용

될 수 있는 도구의 역할을 하지도 않는다는 점에서 교육학은 하나의 분과학문으로 성립되었다

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녀가 연구와 전문적 실천의 영역의 하나인 교육이 “다양

한 학문과 학제적 접근을 통해 밝게 드러날 것”(xiv)이라고 믿고 있다는 것을 보면 그녀는 여전

히 교육연구와 학교연구를 동일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더 나아가 그녀는 교육학의 위상이 

낮은 것이 대외적인 연구비의 부족, 여성 중심의 학문 공동체, 교직의 여성화와 교사에 대한 낮

은 처우 등으로 진단하고, 이에 대한 획기적인 변화가 없는 한, 교육학의 학문적 위상은 여전히 

저조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나마 가장 활성화 된 교육학 연구 분야로 ‘정책 연구’와 ‘인지과

학’ 분야로 꼽은 것을 보면(p. 212), 교육학의 학문적 정체성이라는 관점에서 그의 주장에는 여전

히 한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한 분야의 연구비가 증가하고 학교현장에 대한 영향력이 커지

고 있다는 점을 지적할 뿐, 정책연구와 인지과학 연구가 왜 교육학의 하위 연구 영역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이론적 해명이 없다.

최근 들어 학문의 통섭과 융합이라는 명분 아래 교육학자들의 전유물로 간주되었던 학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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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정책에 관련된 연구들을 사회학, 경제학, 행정학 등 모학문의 학자들이 직접 수행하는 경우가 

늘고 있고, 학문공동체와 정책결정자들은 교육학자들보다는 이들에게 때때로 더 큰 신뢰를 보이

기도 한다. (경제학자가 교육부의 수장을 맡고 있는 현상이 전혀 어색하게 느껴지지 있는 것은 

이러한 변화와도 관련이 있을 것이다.) 학교에 관한 연구를 교육학자가 독점할 이론적 근거가 

전혀 없는 가운데, 모학문의 학자들이 더 세련된 관점과 연구방법으로 학교와 관련된 연구를 축

적해 나간다면 기존 교육학은 설 자리를 잃게 될지도 모른다.

한편, 대학들도 학생 수의 감소, 취업률, 대학평가 등의 외부 환경 요인의 변화에 따라 구조조

정을 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으며, 이 때 교육학과를 유지하는 것이 대학의 경쟁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인지에 대하여 과거와는 다른 판단을 내릴 수도 있다. 모학문의 학문적 성향과 

중복되는 교육학을 독립적인 분과학문으로 유지하는 것이 낭비요소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이다.

대학 안에 이러한 인식이 확산되어 간다면, 그 동안 이루어져 왔던 교육학과 대학 사이의 ‘악의 

거래’와 ‘불편한 동거’는 끝이 날 수도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분과학문으로서 교육학의 정체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장상

호(1997; 2000; 2005; 2009a; 2009b)는 교육이라는 현상을 드러내 주는 교육학 고유의 관점이 없

는 한 서로 환원될 수 없는 모학문들을 물리적으로 합해 놓는다고 해서 교육학이 될 수는 없다

고 단언한다. 특별히 탐구대상과 관련하여, 그는 교육철학, 교육심리학, 교육사회학, 교육행정학 

등 세부학문의 총합으로 이해되고 있는 기존 교육학은, ‘교육’ 현상을 탐구하기보다는 ‘학교태

(schooling)’에 들어 있는 모학문의 대상을 모학문의 시각에서 탐구하고 있을 뿐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기존의 교육학은 교육으로 도저히 환원될 수 없는 각 모학문의 대상세계를 

드러낼 뿐인데도 불구하고, 마치 학교의 어느 한 특성에 대한 이해를 넓혀 가는 것이 교육에 대

한 이해를 넓혀 가는 것이라고 착각하는 ‘범주착오’ 또는 ‘논점이탈’의 오류를 범하고 있다는 것

이다. 예컨대 교육행정학의 경우 행정학의 개념과 이론을 학교, 교육청, 교육부 등의 제도와 행

정에 적용하여 탐구한 결과 드러나는 현상은 행정 현상이지 교육 현상이 아니라는 말이다. 이것

은 교육학의 다른 세부 전공 분야에 모두 적용된다. 학제적 접근을 표방하며 다양한 모학문을 

교육연구에 적용하고자 했던 교육학이 종합대학 안에서 정당한 학문적 지위를 획득하는 데 어

려움을 겪은 것은 바로 이러한 ‘맥락의 혼동’ 때문이다(Walton, 1974).

장상호는 지금까지 학교태를 중심으로 수행되어 온 교육학 연구를 ‘학교연구’ 또는 ‘학교학’으

로 부르는 게 옳다고 하면서 이를 제1기 교육학이라고 명명하고 있다. 대신에 그는 교육이라는 

삶의 양상을 드러낼 수 있는 자율적 분과학문으로서의 교육학, 즉 제2기 교육학이 새롭게 정립

될 필요가 있으며, 이렇게 정립된 교육학이라야 다른 분과학문에 견주어 손색이 없는 학문으로 

자리잡을 수 있다고 본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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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결론

근대적인 공교육제도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교원양성기관인 사범학교의 출현과 함께 시작된 

교육학은 초기부터 교사의 현장적 전문성 함양이라는 기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었다. 그러

나 교원양성과정이 종합대학 안으로 편입되면서 교육학은 분과학문의 경연장인 종합대학이 요

구하는 학문적 정체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런 가운데 현장적 

전문성에 대한 관심은 자연스럽게 멀어졌다. 그렇다고 교육학이 종합대학 안에서 분과학문의 위

상을 견고하게 확립한 것도 아니었다. 교육학은 여러 가지 이유로 종합대학 안에서 이류 학문이

라는 오명을 씻지 못한 채 대학 학문 공동체의 변두리에서 서성이는 처지에 놓여 있게 되었다.

한마디로 교육학은 현장적 전문성의 담보에도 실패하고, 학문적 정체성의 확보에도 실패하고 있

는 형국이다. 앞으로 현장적 전문성과 학문적 정체성의 위기를 균형있게 극복하지 못한다면 교

육학은 살아남지 못할 지도 모른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이 두 가지 위기의 원인이 서로 다른 

곳에 있기 때문에 각각 다른 방식으로 해결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한 가지 위기의 극복이 다른 

위기의 해결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말이다.

이러한 학문적 위기에서 현재 교육학은 과거 사범학교의 추억을 되살리며 현장적 전문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보다 실천지향적인 방향에서 학교현장의 요구에 민감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애

쓰고 있다. 교육학계는 이 과정에서 성공하면 학문적 정체성을 보장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지니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교육학 과목으로 구성된 교직

과정으로 현장적 전문성을 담보하는 것은 기술적 합리주의의 한계와 교과교육학의 거센 도전에 

비추어 볼 때 그리 쉽지만은 않을 것이다. 차라리 일부 국가가 취하고 있는 것처럼, 실천적 인식

론에 터한 현장적 전문성 함양으로 방향을 바꾸는 것이 현명할 지도 모른다.

그러나 교육학의 위기 극복과 관련하여 더 중요한 것은 교육학의 학문적 정체성을 확보하는 

일이다. 문제는 이것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이다. 교육학회가 그 동안 매년 학술대회에서 다룬 

주제가 교육개혁, 교육정책, 교원평가, 교사양성, 정보화시대와 교육, 한국교육의 위기 등 교육의 

8) 장상호는 자신의 교육이론을 전개하면서 기존의 학교 관련 용어를 적극적으로 해체하고 새로운 용어(예컨대 

상구교육, 하화교육 등)를 통하여 고유한 교육의 세계를 드러내고자 하였다. 그는 교육이 교육답게 이루어지

려면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내재율을 교육의 ‘수레바퀴 모형’으로 형상화하여 설명하고 있다. 즉 상구교육과 

하화교육은 서로 대립하는 여섯 가지 요소가 각각의 구조 속에서 서로 의존하는 관계에서 공존하며 교육의 

수레바퀴를 이루고 있다. 여섯 가지 요소는 행위의 동기, 변형의 방향, 품차의 양해(수용), 단계의 배열, 협동

활동의 형식, 품차의 입증이다. 교육의 수레바퀴는 교육의 소재가 되고 있는 모든 수도계의 종류와 품위에

서 똑같은 방식으로 반복해서 적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사다리를 오를 때 사다리의 가로대 하나하나를 밟는 

동작과 활동은 동일하지만 어느 새 높이 올라와 있는 것처럼, 동일한 구조와 원리의 교육활동에 반복적으로 

참여하다 보면 상구자의 경우 특정 수도계의 품위도 상승해 있을 것이다. 그의 교육이론은 흔히 ‘교육본위

론’으로 불리고 있는데,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그의 저서 <학문과 교육> 시리즈를 참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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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천에 교육학이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가의 문제에 한정되어 있다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우리

나라의 교육학계는 교육학의 학문적 정체성에 대한 위기의식이 아직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한

국교육학회 회고와 전망(1995년 춘계), ‘교육학의 학문적 이론 수립의 현황과 발전좌표’(2002년 

추계) 등의 주제로 학술대회를 연 적이 있었지만 여전히 교육학의 학교 현장 적합성이 주요 문제

로 다루어진 것을 보면, 교육학의 학문적 정체성을 교육의 고유한 맥락보다는 현장적 전문성 담

보에서 찾으려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과녁을 벗어난 화살을 쏘는 것과 같은 행위와 같다.

윤병희(2011)와 양미경(2011)의 연구결과가 보여주듯이, 현행 교육학은 교육의 고유한 맥락에 

대한 고려 없이 모학문의 맥락에서 파악되는 학교, 학생, 교사 등과 관련된 모든 연구를 망라하

고 있다. 지금까지 교육학은 분과학문의 요건 가운데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요건 즉 탐구대상의 

확보를 충족시키지 못한 채, 나머지 요건을 충족시킨 가운데 전개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이러

한 가운데 교육학의 정체성 확립과 관련하여 한 줄기 빛을 비춰주고 있는 것이 ‘학교태=교육’이

라는 상식의 배제, 응용학문보다는 순수학문, 외래학문의 지식 배제 등의 원칙에 따라 교육의 

자율적 구조와 교육 현상 자체를 추구하고 있는 장상호의 제2기 교육학 연구이다. 새로운 교육

학은 지금까지 모학문의 관점으로는 파악되지 않는 교육의 고유한 양상을 포착해 내지 않으면 

안 된다. 자율적 구조를 갖춘 삶의 한 양상으로서 교육에 대한 탐구가 어느 정도 결실을 맺게 

될 때, 교육학은 모학문과는 차별화되는 분과학문으로 위상을 갖추게 되고, 더 나아가 다른 분과

학문의 발전에도 도움을 줄 수 있게 될 것이다. 제2기 교육학을 만들어 나가는 일은, 마치 

Durkheim이 심리적 사실로서만 이해되었던 인간의 행동을 ‘사회적 사실’로 이해함으로써 사회

학이라는 새로운 학문을 발전시킨 것이나, Saussure가 ‘언사(parole)’와 ‘언어(langue)’를 구분하

면서 언어학에 전기를 마련한 것에 견줄만한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김재웅, 2011).

교육학의 학문적 정체성이 확보되면, 그 교육학의 현장적 적용은 학교와 교사에 한정되지 않

고 삶의 다양한 교육현장으로 확장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교육학이 교원양성과정과 더불어 탄생

한 역사적 기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현장적 전문성을 교사에게 한정해 왔지만, 이제 그러한 관

행에서도 벗어날 수가 있다는 말이다. 이와 관련하여 이미 Cremin(1978)은 교육학은 학교뿐만 

아니라 교육이 일어나고 있는 삶의 다양한 현장, 즉 대중매체, 어린이집, 교육방송국, 교회 등 

종교기관, 도서관, 박물관, 기업체 연수원, 노인종합복지관 등에서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현장적 전문성을 준비시켜 주는 데 유용한 학문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불행하

게도 후대의 교육학자들은 그의 선견지명을 계승하지 못하였다.

하나의 분과학문으로 진입에 성공한다는 것은 새로운 세계를 발견하고 이에 대한 인식과 지식의 지평

을 확장함으로써 학문공동체에 고유하게 기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점에서 

분과학문으로서 교육학은 아직 탐구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지적인 공터를 선물로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일찍이 Dewey(1929)가 말했듯이, 교육학은 아직도 새로운 학문(a new science)인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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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Critical Investigation on the Crisis of Pedagogy as a Discipline:

Focusing on Teacher Professionalism and Academic Identity*
9)10)

Kim, Jae-Woong**

Pedagogy as a discipline is faced with a crisis in terms of teacher professionalism and

academic identity. Pedagogy, which emerged with the creation of 'normal school', the first

official teacher training institute in the Unites States, had been professionalism oriented due

to the mission of training teachers. But it had to pursue academic status and excellence in

the 4-year university as teacher training program became a part of it. Recent criticism on the

weak American schools made pedagogy practical to meet the demand for teacher

professionalism. But it will not be easy to accomplish the objectives, considering the limitations

of technical rationalism, which teacher training is based on, as well as the increasing challenge

from the scholars in the subject matter education, who argue that subject matter education

courses should be more influent on teacher professionalism than education theory courses.

On the other hand, pedagogy has been regarded as a comprehensive discipline or an applied

discipline, which applies the perspectives of mother disciplines to the inquiry into everything

about school, teacher, and student. However, it should be noted that pedagogy which is

approached without the endogenic context of education has to have limits to be recognized

as a distinct discipline in the 4-year research-oriented university. If more and more researchers

in the other disciplines are aware of the fact that pedagogy is a discipline whose academic

perspective and object of study is not different from that of mother disciplines, the 'uneasy

relation' between pedagogy and the university might end sooner or later. They might think

that keeping the department of education is a waste of money and energy of the university.

The second generation study of education advocated by Professor Sang-Ho Chang sheds a

light on understanding the phenomenon of education containing the autonomous structure

from the endogenous point of view and is expected to contribute to establishing the academic

identity of pedagogy.

Key words: crisis of pedagogy, teacher professionalism, academic identity, discip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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