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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교육의 이해

1. 교육의 개념 정의: 비유적 정의(주형, 성장, 만남), 현상적 정의(조작적 정의, 규범적 정의)

2. 교육목적의 유형: 내재적 목적, 외재적 목적

3. 우리나라의 교육목적: ｢헌법｣ 제31조와 ｢교육기본법｣ 제2조의 내용

4. 교육의 형태: 평생교육, 영재교육, 대안교육, 다문화교육

5. 학교제도: 복선형 학제와 단선형 학제, 우리나라의 학제(보통학제, 특별학제)

6. 교직관의 유형: 성직관, 노동직관, 전문직관, 공직관

01 교육의 정의

1. 어원(語源)적 정의

⑴ 동양적 어원 : 교사와 학생의 수직적 인간관계를 전제, 교사 중심적 활동(아동은 수동적 존재)

① 교육(敎育) : 성숙자가 미성숙자에게 모종의 가치 있는 것을 전달하고 그것을 본받게 하는 

활동 → ｢맹자｣의 ‘진심장(盡心章)’

㉠ 교(敎) : “윗사람이 베풀고 아랫사람은 본받는다.” → 주형(鑄型)의 비유에 해당

㉡ 육(育) : “자녀를 길러 착하게 만든다.”, “자녀를 착하게 살도록 기른다.” → 성장(成長)의 

비유에 해당

▶군자삼락(君子三樂)

천명(天命)을 받은 왕이 인의(仁義)를 통한 왕도정치(王道政治)를 통해 가정윤리(仁)와 사회질서

(義)를 확립해야 함을 강조

1. 부모가 모두 생존해 계시며 형제가 무고한 것 : 천명(天命) 사상

2. 위로는 하늘에 부끄럽지 않으며 아래로는 사람들에게 창피하지 않은 것 : 도덕적 존재로서의 인

간의 기준인 성선설(性善說)에 토대를 둔 수신(修身)의 자세로 입명(立命)의 실천 강조

3. 천하의 영재를 얻어 교육(敎育)하는 것 : 도덕적 이념인 인의[仁義 : 인(仁, 측은지심의 발현, 내

면적 도덕성) /의(義, 수오지심의 발현, 사회적 도덕성)]를 통해 사회적 혼란을 극복

② 가르치다: 어른이 지시를 통해 아이들의 분별력을 기름. → ‘교(敎)’에 해당

③ 기르다 : 길들이는 일, 크게 하는 일, 자라나게 하는 일 → ‘육(育)’에 해당

⑵ 서양적 어원 : 주형(鑄型)과 성장(成長)의 비유를 모두 포함

① pedagogy : 고대 그리스의 ‘교복(敎僕, paidagogos)’에서 유래 → 주형의 비유, 헤르바르트

(Herbart) 이후 ‘교육학’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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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education : 에듀카레(educare) 또는 에듀케레(educere)

㉠ 에듀카레: 양육하다(bring up) →  주형(鑄型)의 비유

㉡ 에듀세레: ‘이끌어 내다(draw out)’ → 성장(成長)의 비유, 교사와 학생의 수평적 인간관

계를 전제, 아동 중심적 활동(교사는 보조자, 안내자, 조력자)

교육의 어원적 의미 비교

교육 개념 어 원

교육(敎育)
∙｢맹자(孟子)｣의 ‘진심장’

∙교(敎)＝효(爻)＋자(子)＋복(攴)

∙육(育)＝자(子)＋육(肉)

가르치다 가르다( )＋치다(値, 用)

기르다 크게 하는 일, 자라나게 하는 일

pedagogy
paidas(아동)＋agogos(이끌다)[교복(敎僕)]

＊ Pädagogik(페다고긱)

education
educare(에듀카레, bring up) educere(에듀케레, draw out)

＊ Erziehung(에어지훙)

관련 비유 주형(鑄型) 성장(成長)

의미 성숙자의 의도대로 미성숙자를 이끄는 일 미성숙자의 잠재성이 발현되도록 돕는 일

특징

∙교사 중심 정의

∙아동은 수동적 존재

∙교사와 아동 간 수직적 관계를 전제

∙아동 중심 정의

∙아동은 능동적 존재

∙교사와 아동 간 수평적 관계를 전제

오늘날 주로 pedagogy는 학문으로서의 ‘교육학’을, education은 활동으로서의 ‘교육’을 의미하는 말로 쓰인다.

2. 비유적 정의

⑴ 주형(鑄型) : 교사 중심의 전통적 교육관, 교육내용 중시

① 교육은 ‘장인(교사)’이 ‘쇳물(아동)’을 일정한 모양의 틀에 부어 모양을 만들어 내는 일 → ‘무

엇을 가르칠 것인가’에 관심

② 로크(Locke)의 형식도야설, 행동주의자, 주입의 비유가 해당

▶로크(Locke) : 형식도야설

∙“아동의 마음은 백지(tabula rasa)와 같아서 아동이 어떤 경험을 하고 교사가 어떤 형태의 감각자

료를 제공해 주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 수동적 백지설

∙“운동을 통해 근육을 단련하듯 교과를 통해 몇 가지 마음의 능력(心筋)인 지각, 기억, 상상, 추리, 

감정, 의지를 단련해야 한다.” → 형식도야설[능력심리학에 토대]

▶왓슨(Watson) : 교육(환경)만능설

∙“나에게 12명의 아동을 다오. 건강한 신체를 가진 아이와 적절한 장소를 주기만 하면 자신이 원하

는 어떤 전문가든지 만들어 낼 수 있다. 의사나 교사 등 원하는 대로 만들어 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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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문제점

㉠ 교사와 학생의 관계에 대한 오해 : 교사는 일방적으로 가르치는 존재로, 학생은 일방적으

로 받아들이는 수동적 존재로 이해될 수 있다.

㉡ 실제 교육상황에서 잘못된 권위주의나 도덕적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

⑵ 성장(成長) : 아동 중심의 낭만주의적 교육전통, 교육방법 중시

① 교육은 아동의 잠재성을 자연스럽게 조성하는 일 →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보다 ‘누구를 가

르칠 것인가’에 관심

② 루소(Rousseau), 진보주의, 아동 중심 교육(새교육운동)에 해당

③ 교육사적 의의

㉠ 아동의 요구나 흥미, 잠재능력 그리고 심리적 발달단계에 관심

㉡ 교육의 강조점을 기존의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에서 ‘누구를 가르칠 것인가’로 전환

④ 문제점 : 교과와 가르치는 교사의 역할을 과소평가하는 경향 → 교육은 아동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적절한 권위를 가진 교사에 의해 지도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간과

⑶ 예술, 성년식 : 주형과 성장에 대한 대안적 비유

① 예술(藝術) : 교사(예술가)와 학생(재료)의 상호 작용적 관계 중시

교학상장(敎學相長) : 가르치고 배우면서 성장함.

  줄탁동시(啐啄同時) : 병아리가 알에서 나오려면 어미닭이 밖에서 쪼면서 도와주어야 함.

② 성년식(成年式) : 교육내용과 교육방법을 모두 중시

⑷ 만남의 비유 : 의도적 교육(주형, 성장, 예술, 성년식)에 대한 대안적 비유 → 단속적․비약적인 

교육의 측면 중시, 실존주의

① 교육은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 이루어지는 단속적이고 비약적인 성장 과정 

② 의의 : 교육의 외연을 확장

③ 문제점 : 교육의 일반적인 모습으로 보기 어려우며, 비약적이고 갑작스러운 변화를 기대하다 

보면 요행주의로 흐를 위험성이 있다는 비판을 받음.

교육의 비유적 의미 비교

교육 개념 관련 예 특 징

주형(鑄型)

∙로크(Locke)의 형식도야 : 수동적 백지설

∙행동주의 : 왓슨(Watson) → 교육만능설

∙주입(注入)

∙도야(陶冶)

∙교사 중심의 전통적 교육관, 상식적인 교육관

∙교사와 아동 간 수직적 관계를 전제 

→ 아동은 수동적 존재

∙교육내용 중시

∙단점 : 교사와 학생의 관계에 대한 오해, 권

위주의 교육풍토 조성

성장(成長)

∙루소(Rousseau) : ‘자연에 따라서(according to 

nature)’ 

∙진보주의 : “우리는 교과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

라 아동을 가르친다(We teach children, not 

subjects).”

∙아동 중심 교육관(새교육운동) → 교사는 안내

자, 교육의 강조점이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에

서 ‘누구를 가르칠 것인가’로 전환

∙교사와 아동 간 수평적 관계를 전제 → 아동

은 능동적 존재

∙교육방법 중시

∙단점 : 교과와 교사의 역할을 과소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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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藝術)
∙교학상장(敎學相長)

∙줄탁동시(啐啄同時)

∙주형과 성장의 대안적 비유

∙교사와 아동 간 상호 작용적 관계

성년식

∙피터스(Peters) : 교육은 미성년자인 학생을 ‘문

명화된 삶의 형식(인류 문화유산)에 입문시

키는 일’

∙주형과 성장의 대안적 비유

∙교육내용과 교육방법 모두 중시

만남

∙실존주의, 인본주의 교육

∙볼노브(Bollnow) : “만남은 교육에 선행한다.”

∙‘주형, 성장, 예술, 성년식’(의도적 교육을 가

정)의 대안적 비유

∙단속적이고 비연속적인 교육(비의도적 교육) 

중시

3. 개념적(현상적) 정의: ⑴은 과학적 정의, ⑵, ⑶, ⑷는 일반적 정의

⑴ 조작적 정의 : 교육 개념의 추상성을 제거하고, 관찰(측정) 가능하고 객관적인 방식으로 정의

교육은 인간 행동의 계획적 변화이다.

⑵ 기술적 정의 : 서술적․관행적․사전적․객관적ㆍ보고적 정의

① 교육 개념을 설명할 때나 교육현상을 객관적으로 묘사할 때 사용

교육은 학교에서 하는 일이다.

② 교육의 외재적(수단적) 가치가 개입되는 문제 발생

③ 서술적 정의의 예시

∙행동 변화로서의 교육: 교육을 인간행동의 계획적인 변화로 정의, 교육에 심리학적 방법을 적용

하려는 학자들의 정의 방식 

∙문화 전달․계승으로서의 교육 : 교육은 바람직하고 가치 있는 것을 교육과정에 담아 다음 세대

에 전수하는 일임을 강조

∙경험 개조로서의 교육 : 교육을 ‘경험의 형성 과정’ 또는 ‘경험의 개조(경험의 재구성)’ 그 자체

로 이해

∙습관 형성으로서의 교육 : 교육은 바람직한 습관을 보호, 필요한 습관을 형성․개조․변화시키

는 과정

∙지식 획득으로서의 교육 : 교육은 지식의 전달 과정

⑶ 규범적 정의 : 강령적․목적적․가치지향적 정의

① 교육활동 속에 내포된 가치나 주장을 드러낼 때 사용

교육은 교육의 개념 속에 붙박여 있는 가치를 의도적으로 전달하는 행위이다.

② 교육의 내재적 가치를 강조 → 피터스(Peters)의 준거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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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터스(Peters)의 교육관: ｢윤리학과 교육｣(1966)

1. 성년식으로서의 교육: “교육은 미성숙한 아동을 인간다운 삶의 형식 안으로 입문시키는 성년식이

다.” → 공적 전통(public tradition)에 입문하는 것을 말하며, 공적 전통이란 ‘삶의 형식(form of 

life)’ 또는 ‘지식의 형식(form of knowledge)’으로, 인류가 오랫동안 공동의 노력으로 이룩한 전통

(자유교육；liberal education)이다.

2. 교육 개념의 성립 준거 → 준거적 정의

① 규범적(당위적) 준거 : 교육목적 → 교육 그 자체가 목적, 내재적 가치( 바람직성, 규범성, 좋음) 

실현 ‘외재적 가치’ 추구는 교육이 아니다.

외재적 가치를 추구할 때의 문제 : 정당화의 문제, 대안의 문제, 도덕의 문제가 수반

1. 정당화의 문제 : 외재적 가치는 ‘필요(need)’를 수반하는데, 이 경우 “무엇을 위한 필요

인가?”라는 의문이 제기됨. → ‘필요’는 ‘무엇’의 가치에 의해 결정되므로 ‘무엇’이 어떤 

점에서 가치 있는가를 규명해야 할 필요가 있다.

2. 대안의 문제 : “그 필요를 충족시키는 수단이 꼭 교육이어야만 하는가?”하는 문제 

국가발전을 기업투자로 할 수 있지 않는가?

3. 도덕의 문제 : 국가발전이 가치 있는 일이고(정당화), 그것이 교육을 통해서밖에 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대안), “국가발전을 위해서 피교육자를 조형해도 좋은가?”라는 도덕적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음. → 인간은 어떤 경우에도 인간으로서 존중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② 인지적 준거 : 교육내용 → 지식의 형식(지식, 이해, 지적 안목) → 사물 전체를 조망할 수 있는 

포괄적이고 통합된 안목의 형성이란 점에서 ‘계명(啓明)’으로서의 교육 강조

제한된 기술이나 사고방식을 길러 주는 전문화된 훈련(training)은 교육이 아니다.

③ 과정적 준거 : 교육방법 →  도덕적으로 정당한 방법(학습자의 의지와 자발성, 흥미에 근거)

조건화(conditioning)나 세뇌(brain－washing)는 교육이 아니다.

(일반적) 교육활동의 성립 조건 : 의도성, 계획성, 가치지향성(핵심), 전인성

3. 교육받은 사람(educated man) : 합리성과 자율성을 추구하는 ‘자유인’

① 교육 개념 속에 함의된 교육목적에 대한 논의는 ‘교육받은 사람(educated man)’이며, 이는 내

재적 가치에 목적을 두고 있는 사람이다. 즉, 교육이 가치 있는 것이라면 교육받은 사람도 당

연히 가치 있는 일에 헌신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② 교육받은 사람은 그가 ‘무엇을 하는가?’보다는 그가 ‘무엇을 보는가?’ 또는 ‘무엇을 파악하는

가?’에 달려 있다. → 계명(啓明)으로서의 교육 강조

4. 인격의 3대 기능

① 입법적 기능 : 자신의 생활에 규범을 정하는 기능

② 집행적 기능 : 자신의 신념에 따라 의무를 이행하는 기능

③ 심판적 기능 : 집행적 기능이 실패했을 때 자신에 대해 징벌을 가하는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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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터스(Peters)와 정범모의 교육 개념 비교

구 분 피터스(Peters) 정범모

기본 관점
∙행위자의 관점에서 정의

∙분석철학적․규범적 관점

∙관찰자의 관점에서 정의

∙행동과학적․공학적 접근

교육 개념의

정의

마음의 획득 혹은 계발, 공적 전통에 입문하

는 성년식

인간행동의 계획적 변화

교육 개념의

준거

① 규범적 준거 : 내재적 가치

② 인지적 준거 : 지식의 형식(지식, 이해, 안목)

③ 과정적 준거 : 규범적 흥미, 학습자의 자발성

① 인간행동 : 내면적 및 외면적인 모든 행동

② 변화 : 인간행동의 육성, 교정, 개조에 의

한 변화

③ 계획적 : 교육목표, 교육이론, 교육과정을 

만족시키는 변화

교육 

개념의 

평가

개념적 

측면

① 교육의 세 가지 준거의 타당성의 문제 : 과

정적 준거는 인지적 준거에 포함됨.

② ‘교육’의 개념과 ‘교육받은 사람’의 관계의 

동일성의 문제 : 교육은 ‘교육받은 인간’

과 동일시하기보다는 아동의 양육과정을 

일컫는 포괄적인 의미로 이해되어야 함.

③ 내재적 가치와 외재적 가치를 명백히 구분

할 수 있는가의 문제 : 실제적 가치와 내

재적 가치를 동시에 추구하는 것도 가능함.

① ‘바람직하지 않은 인간행동의 변화’도 교

육인가? → 유능한 소매치기를 양성하기

② ‘가치중립적’ 혹은 ‘바람직한’ 인간행동

의 계획적 변화 중 교육이라고 볼 수 없는 

경우도 있다. → 선전(propaganda), 치료 

(therapy)

결과적 

측면

① 표면상 주지주의 교육을 띨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교육의 모든 측면을 포괄하기 어

렵다. → 정의적 측면의 중요성 간과함. 

② 실제 삶과 유리된다.

③ 현학적인 엘리트 교육을 대변한다.

① 교육을 잘 받았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분

명하지 않다는 문제가 남는다. →교육이 

성공적으로 일어났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정말 중요한지에 대한 문제는 남아 있다.

② 평가가 교육의 목적을 지배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전제적 

측면

분석철학적 전제가 지닌 한계로 인해 교육

의 가치문제나 교육실천의 문제를 적극적으

로 다루거나 제시하지 못했다.

교육의 과학화, 체계화라는 미명하에 가치중

립적인 행동과학으로 교육을 대체시킴으로

써 교육의 본말을 전도시킴.

오크쇼트(M. Oakeshott)의 교육 개념 : 피터스의 교육 개념 형성에 영향을 줌.

1. 문명(文明, 비물질적인 인류의 문화적 성취)의 입문(入門)으로서의 교육

2. 초월과정(超越過程)으로서의 교육 : 교육은 즉시적이고 현재적인 것을 넘어서 영원하고 보편적인 것으

로 안내

3. 대화(對話)로서의 교육 : 교육은 교사와 학생의 교류이자 대화 → 학생들에게 풍성한 상상력과 미적 경

험을 제공하는 시적(詩的) 대화를 중시

피터스(Peters)와 허스트(Hirst)

1. 피터스(Peters) : 분석철학적 입장에서 교육학을 규범적 학문으로 이해 → 지식의 형식 중시(내재적 가

치 & 선험적 정당화를 근거로 자유교육 강조)

2. 허스트(Hirst) : 분석철학적 입장에서 실제적 교육철학으로 선회 → 교육학은 실제적 질문( 교사평가제

도, 고교평준화)에 판단을 내리고 교육실제를 합리적으로 정당화하는 일을 하는 규범학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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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규범적 정의의 예시

∙주입(注入) : 지식․진리의 투입(input) → 전통적 교육, 교사 중심 교육관

∙주형(鑄型) : 바람직한 인간형의 형성, 교육만능설, 행동주의 심리학에 토대, 교육의 능률성 중시

Watson(“나에게 12명의 아동을 다오. 의사나 교사 등 원하는 대로 만들어 주겠다.”), 사회화(평균인의 

양성)

∙파형(破形) : 교육을 통한 사회체제의 변혁 → 교육의 진보적 기능, 재건주의 교육

∙도야(陶冶) : 교육은 인간의 제반 정신능력을 계발, 내면적 요소의 계발(output)

Locke의 형식도야설(능력심리학) → 교과 형식(7자유과) 중시

∙계명(啓明) : (인간과 세상을 보는) 안목 또는 관점의 형성 → 교육목적이나 형식보다 교육내용

( 지식․규범․원리) 중시 Platon(이데아), 19세기 신인문주의 교육(Pestalozzi, Herbart), Bruner(지

식의 구조), Peters & Hirst(지식의 형식)

∙성장 : 아동의 잠재성과 성장력의 자연스런 조성

Rousseau, Frӧbel, Dewey, 신교육운동(아동 중심 교육사상), 민주주의 교육원리

∙자아실현 : 교육은 내면적(적극적) 자유의 실현

실존주의, 인본주의 심리학 → 가장 보편화된 교육관

Rousseau : 소극적 자유(외적 간섭의 부재) 강조

⑷ 약정적 정의

① 교육 개념에 대한 합의가 필요할 때, 보편적인 정의 방식에서 벗어나 새롭게 정의할 때 사용 

교육을 훈련이라고 하자.

② 언어의 경제성과 논의의 편리성을 위해 사용 → 한시적 정의

교육의 개념적 의미 비교

교육 개념 관련 예 특 징

조작적 

정의

교육은 인간행동의 계획적 변화이

다(정범모).

∙개념을 과학적으로 정의하는 방식

∙관찰할 수 없는 것을 관찰 가능한 반복적 조작에 의해 객

관적으로 정의

∙교육 개념의 추상성을 제거하고 교육활동을 명백히 규정

하려 할 때 사용

기술적 

정의

∙교육은 학교에서 하는 일이다.

∙교육은 가르치고 배우는 일이다.

∙서술적 정의, 가치중립적 정의, 사

전적 정의, 관행적 정의, 보고적 정

의, 객관적 정의

∙하나의 개념을 이미 알고 있는 다른 말로 설명함으로써 

그 개념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정의

∙누가 어떤 맥락에 사용하는가에 관계없이 일반적으로 통

용되는 의미를 규정하려는 것. 가치중립적 정의 → 외재

적 가치가 개입될 가능성이 있음.

∙교육 개념을 전혀 모르거나 생소한 사람에게 교육의 개

념을 설명하거나 교육현상을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묘사

할 때 사용 → 교육과학자들이 선호하는 방식

규범적 

정의

∙교육은 성년식이다(Peters).

∙강령적 정의, 목적적 정의, 가치지

향적 정의

∙하나의 정의 속에 ‘어떻게 해야 하는가,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가’와 같은 규범 내지 강령이 들어 있는 정의 → 교

육의 가치 지향성 중시

∙가치의 맥락에서 교육적 의미를 밝힐 때, 내재적 가치를 

강조할 때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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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적 

정의

교육을 훈련이라고 하자. ∙의사소통을 위해 복잡한 현상을 무엇이라고 부르자고 약

속하는 정의 방식

∙교육에 관한 여러 시각들을 조정하거나 보편적 정의 방

식에서 벗어나 새로운 방식으로 한시적으로 정의할 때 

사용 → 언어의 경제성과 논의의 편리성 도모

4. 사상적 배경에 따른 정의－사상가별 정의

중점 사상 사상가 교육관

도덕성

칸트
교육은 인간을 인간답게 하는 작용이다. 교육을 통해 인간은 sein적(현실적) 존재

에서 sollen적(당위적) 존재로 변화한다. → 교육 가능설, 보편설, 인격설

헤르바르트
교육은 도덕적 품성(5도념 내면적 자유, 완전성, 호의, 정의, 보상)을 도야하는 과정

이다. → pedagogy[교육학(아동교육학)의 아버지 : 윤리학＋표상심리학]

피터스
교육은 미성숙한 아동을 ‘인간다운 삶의 형식’(지식의 형식) 안으로 입문시키는 성

년식이다.

자연성

루소

교육은 인간의 자연적 발전을 위한 모든 조성적 활동이다. 식물은 재배에 의해 성

장하고 사람은 교육에 의해 인간이 된다(교육가능설 → 주관적․심리적 자연주의, 

정원사로서의 교사).

엘렌케이
20세기는 아동의 세기이다. 교육의 비결은 교육하지 않는 데 있으며, 주지주의 교육

은 정신적 살인이다. → 자유주의 교육

문화성

스프랑거 교육의 본질은 문화의 번식(전파)에 있다. → 문화전승, 문화전계, 문화화

딜타이
인간은 자연(문화적 환경)의 학생이고 지구는 인류의 학교이다. → 무의도적 교육 

강조

파울젠 교육은 문화의 전달이다.

종교성

코메니우스
교육은 천국생활을 준비하는 과정이다(천국 준비설).

Spencer : 교육의 목적은 지상에서 완전한 생활을 준비하는 데 있다(생활 준비설).

프뢰벨
인간에게 내재된 신성(神性)을 계발하는 것이 교육의 목적이다. → 신성(종교적) 계

발주의

사회성

페스탈로치

교육은 사회개혁의 수단이다. 민중을 깨우쳐서 인간성을 개혁하면 이는 곧 사회개

혁이 된다(아래로부터의 교육－민중교육).

Platon : 위로부터의 교육(귀족교육, 엘리트 교육)

뒤르껭 교육의 본질은 곧 사회화이다. → 보편적 사회화(도덕적 사회화)와 특수적 사회화

나토르프
인간은 사회를 만들고 사회는 인간을 만든다. → 사회적 교육학(성인교육학 : 윤리학, 

심리학＋논리학, 미학)

듀이
교육은 생활이다. 교육은 사회적 과정이다. 교육은 계속적인 경험의 재구성이다. 교

육은 성장이다. → 진보주의

브라멜드
교육은 사회적 자아실현이다. → (문화)재건주의

정약용의 ‘수기위천하인(修己爲天下人)’과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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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교육과 구별되는 개념

1. 교육과 훈련

피터스(R. S. Peters)의 구분 → ｢윤리학과 교육｣(교육 개념 성립의 인지적 준거를 중시)

교육(education) 훈련(training)

∙광의의 신념체계(태도, 가치관, 성격)의 변화

∙전인적 변화

∙지적․정의적․자발적 참여 중시

∙가치지향적인 활동

∙장기간에 걸쳐 나타남.

체육 교육

∙제한된 특수 기술이나 기능, 지식의 변화

∙인간 특성 일부의 변화

∙기계적․반복적 연습의 중시

∙가치중립적 활동

∙단기간에 걸쳐 나타남.

태권도 훈련

2. 교수(instruction)와 교화(indoctrination) : 그린(T. F. Green)의 구분

⑴ 교수 : ① 지식․신념의 전달, ② 근거․이유를 제시, ③ 이해활동 → 증거적 교수

⑵ 교화[敎化, 위교(僞敎) 또는 맹교(盲敎)] : ① 지식․신념의 전달(주입), ② 근거 제시는 부차적, 

③ 암기(정답의 강요) → 비증거적 교수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 과학적 지식은 항상 참이다.

03 교육목적의 위계와 유형

1. 교육목적의 위계: 교육이념＞교육목적＞교육목표

⑴ 비교

교육이념(ideology) 교육목적(aims) 교육목표(objectives)

∙가장 높은 수준

∙가치적․철학적․이론적 준거

∙국가 수준

∙홍익인간, 민주주의

∙중간 수준

∙매개적 준거 : 이념과 목표의 조정

∙사회 수준

∙생활인, 인격인, 과학인

∙가장 낮은 수준

∙현실적․기술적 준거

∙개인 수준(도착점행동)

∙책임감, 협동성, 준법성

⑵ 교육이념의 유형

엘리트 지향

선발주의 귀족주의

전문교육

(직업교육)

일반교육

(교양교육)

공리주의 민주주의

대중 지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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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육목적의 유형

⑴ 내재적(본질적) 목적 : 교육과정이나 개념 속에 존재하거나 교육활동 그 자체가 지니는 목적 → 

교육활동에 있어서 내려온 오랫동안의 공적 전통을 수용하는 것과 관련된 목적, 교사의 역할은 

현재 가르치고 있는 교육내용을 그 의미가 충분히 살아나도록 가르치는 일

인격 완성, 자아실현, 합리적 마음의 계발, 위기지학(爲己之學), Peters(내재적 가치), Dewey(교육은 현재 생활 

그 자체)

⑵ 외재적(수단적) 목적 : 교육활동 외부에 존재하는 목적 → 교육은 다른 것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 

교사의 역할은 사회의 현실과 필요를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가르치는 일

정치발전․경제발전․입시 수단, 구교육사회학(기능이론, 갈등이론), 위인지학(爲人之學), 경세지학(經世之學), 

Spencer(생활 준비설), Langford(교육은 목표달성 수단), Green(교육은 도구)

내재적 목적과 외재적 목적의 비교

내재적(본질적) 목적 외재적(수단적) 목적

교육과정이나 교육 개념 속에 존재하는 목적 교육활동 외부에 존재하는 목적

교육활동 그 자체가 목적 교육활동은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도구)

교육과 목적이 개념적․논리적으로 관계를 형성 교육과 목적이 경험적․사실적으로 관계를 형성

합리성의 발달(합리적 마음의 계발), 지식의 형식 추

구, 자율성 신장, 자아실현, 인격 완성 등 

국가발전, 경제성장, 사회통합, 직업 준비, 생계 유지, 

출세, 입시수단 등

현실 그 자체를 중시 미래생활 대비를 중시

교육의 가치지향적 입장 중시 교육의 가치중립적 입장 중시

위기지학(爲己之學, 자기성찰과 수신, 인격 완성으로

서의 공부) 강조

위인지학(爲人之學, 출세․입신양명을 위한 공부), 

경세지학(經世之學, 사회변혁으로서의 공부) 강조

∙소크라테스(Socrates, “너 자신을 알라”)

∙듀이(Dewey, 교육 그 자체가 목적)

∙피터스(Peters)

∙스펜서(Spencer, 생활 준비설)

∙그린(Green, 교육은 도구)

∙랭포드(Langford, 교육은 주어진 목표달성 수단)

3. 교육의 정당화: 교육받아야 할 이유

⑴ 정당화(justification)의 개념 : 어떤 사람의 행동이나 판단이 옳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 → 합리성

과 공적 근거를 전제

⑵ 교육의 정당화

① 수단적 정당화(도구적 정당화) : 교육받아야 할 이유를 외부에서 찾음.

② 비도구적 정당화(내재적 정당화) : 교육받아야 할 이유를 지적 활동 안에서 찾음.

선험적 정당화

(Peters)

‘경험을 초월함’을 뜻하는 것으로, 개인의 의식적인 사고에 의하여 받아들여지는가 

아닌가와 무관하게 성립하는 정당화 → 논리적 정당화

㉠ 권태의 결여: 지적 활동은 매력적이고 신비한 것이어서 학습자를 몰입하게 만들

어 권태로부터 벗어나게 해 줌.

㉡ 이성의 가치: 지적 활동은 이성적 삶을 향유하도록 해 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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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적 정당화

인간 존중의 차원에 따른 정당화로 자기 자신의 윤리적 의무를 다하고 타인과 공동

체의 발달을 위해 교육이 필요함.

㉠ 자기 자신을 위한 교육: 자신의 마음 계발을 위한 교육

㉡ 타인을 위한 교육: 타인과 공동체 존중을 위한 교육

공리주의적 

정당화

쾌락과 유용성을 위해 교육이 필요함. → ㉡은 도구적 정당화에 해당

㉠ 쾌락: 비수단적인 것으로 쾌락(몰입) 그 자체를 추구함.

㉡ 유용성: 수단적인 가치와 관련 → 교육을 통해 획득한 지식은 개인과 공동체에 

큰 이익을 가져다 줌.

㉢ 화이트헤드(Whitehead) : 유용성(utility)을 일상적(실용적) 의미가 아닌 지적 탐

구를 가능하게 하기 위한 유용성의 의미로 중시

04 우리나라의 교육목적

1. ｢헌법｣(제31조)상의 교육 조항: 교육이념에 대한 언급이 없음.

1.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2. 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

3.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4.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5.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

6. 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그 운영, 교육재정 및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⑴ 기회균등(제1항) : 국민의 교육권(학습권, 수익권적 교육권) 보장 → 교육기회의 허용적 평등

｢경외학교절목｣ : “아동교육은 신분의 고하를 가리지 않는다.”
⑵ 의무교육(제2항) : 취학의 의무(만 6세, 학령아동의 법적 보호자) →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

｢교육기본법｣ 제8조(의무교육) “의무교육은 6년의 초등교육과 3년의 중등교육으로 한다.”
① 의무교육 실시: 제안(미군정기), 시작[초등(6년)－1950, 중등－1992(유상)]

② 현행 의무교육: 초 1년부터 중 3까지(9년)

북한은 12년 : 유치원 높은 반 1년, 소학교 5년, 중학교 6년(초급중학교 3년＋고급중학교 3년)

⑶ 무상 의무교육(제3항) : 교육기회의 보장적 평등(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 지원비, 교과서 대금

만 무상) → 중학교 무상의무 완성(2002∼2004)

⑷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제4항)

⑸ 평생교육 진흥(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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⑹ 교육에 관한 법률 제정 조항(제6항) : 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그 운영, 교육

재정 및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2. 교육이념(｢교육기본법｣ 제2조) : 홍익인간의 이념

⑴ 직접적 목적 : 인격도야(인격교육, 개성교육), 자주적 생활능력(생활교육), 민주시민으로서의 자

질(시민교육)

⑵ 간접적 목적 : 인간다운 삶 영위, 민주 국가의 발전, 인류 공영의 이상 실현

밑줄 친 부분은 ‘외재적 목적’에 해당한다.

북한의 교육이념(사회주의 헌법 제43조) : 지․덕․체를 고루 갖춘 주체형의 새 인간 양성

▶｢교육기본법｣

1. 편성 체계

∙제1장(총칙, 제1조∼제11조) : 목적, 교육이념, 학습권, 교육의 기회균등, 교육의 자주성, 교육의 중립

성, 교육재정, 의무교육, 학교교육, 사회교육, 학교 등의 설립

∙제2장(교육 당사자, 제12조∼제17조) : 학습자, 보호자, 교원, 교원단체, 학교 등의 설립자․경영자, 국

가 및 지방자치단체

∙제3장(교육의 진흥, 제18조∼제29조) : 남녀평등교육, 특수교육, 영재교육, 유아교육, 직업교육, 과학

기술교육, 교육의 정보화, 학교 업무의 전산화, 학술문화의 진흥, 사학의 육성, 평가 및 인증제도, 

보건 및 복지의 증진, 장학제도, 국제교육

2. 주요 내용

∙제1조【목적】이 법은 교육에 관한 국민의 권리․의무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교육

제도와 그 운영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육이념】교육은 홍익인간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도야하고 자주적 생

활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하여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민주국가의 발

전과 인류공영의 이상을 실현하는 데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학습권】모든 국민은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4조【교육의 기회균등】①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신념, 인종,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또는 신

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교육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습자가 평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 간의 교원 수급 등 교육 

여건 격차를 최소화하는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교육의 자주성 등】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교육의 자주성 및 전문성을 보장하여야 하며, 

지역의 실정에 맞는 교육의 실시를 위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② 학교운영의 자율성은 존중되며, 교직원․학생․학부모 및 지역주민 등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운영에 참여할 수 있다.

∙제6조【교육의 중립성】① 교육은 교육 본래의 목적에 따라 그 기능을 다하도록 운영되어야 하며, 

어떠한 정치적․파당적 또는 개인적 편견의 전파를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학교에서는 특정한 종교를 위한 종교교육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교육재정】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육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

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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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교육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8조【의무교육】① 의무교육은 6년의 초등교육과 3년의 중등교육으로 한다. 

② 모든 국민은 제1항에 따른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9조【학교교육】① 유아교육․초등교육․중등교육 및 고등교육을 하기 위하여 학교를 둔다. 

② 학교는 공공성을 가지며, 학생의 교육 외에 학술 및 문화적 전통의 유지․발전과 주민의 평생교육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학교교육은 학생의 창의력 계발 및 인성 함양을 포함한 전인적 교육을 중시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④ 학교의 종류와 학교의 설립․경영 등 학교교육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10조【사회교육】① 국민의 평생교육을 위한 모든 형태의 사회교육은 장려되어야 한다. 

② 사회교육의 이수는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학교교육의 이수로 인정될 수 있다. 

③ 사회교육 시설의 종류와 설립․경영 등 사회교육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11조【학교 등의 설립】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와 사회교육 시설을 설립․경영한다. 

② 법인이나 사인은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와 사회교육 시설을 설립․경영할 수 있다. 

05 교육학

1. 성 립

⑴ 전통적(사변적) 교육학：헤르바르트(Herbart) ⇨ 철학(윤리학)＋심리학(표상심리학)

⑵ 객관적(실증적) 교육학：뒤르껭(Durkheim) ⇨ 교육사회학의 성립

2. 교육학의 학문적 성격

⑴ 경험과학으로 보는 입장

① 오코너(O’Connor), 뒤르껭(Durkheim)

㉠ 가치중립적 입장으로, 경험적 학문으로서의 교육학을 주장

㉡ 가치판단의 기준을 객관적으로 밝힐 수 없다면 교육이론에 포함시킬 수 없다.

② 정범모：규범적 요소를 제외한 과학적 교육학의 정립을 강조하였다. ⇨ 행동과학에 토대를 

둔 교육학의 체계 확립 주장

⑵ 규범과학으로 보는 입장

① 피터스(Peters)와 허스트(Hirst)

㉠ 가치 지향적 입장으로, 규범적 학문으로서의 교육학을 주장

㉡ 가치판단의 기준을 과학적 인식의 대상으로 삼는 데 한계가 있어도 가치판단의 문제를 

교육이론에서 배제해서는 안 된다.

② 허스트(Hirst)

㉠ 교육학은 ‘실제적 이론’이라는 점에서 과학이론에 비해 종속되거나 열등한 것은 아니다. 

㉡ 사회적 실제에의 입문으로서의 교육학(education as initiation as into social practices, 

실제적 교육철학)：교육학은 실제적 질문(  교육평가 문제, 교원성과급 문제, 교육평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