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국 교 육공학 의 탐구 논리와 접근 방법 1)
- 교육공학의 토착화를 지향하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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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한국 교육공학의 주체적 성장과 학문적 발전을 위해서는 우리의 교육
현실에 바탕을 둔 교육공학적 연구·개발 성과를 창출해야 된다는 논지를 전제로
시도되었다. 기존의 미국의존적 성향을 띠는 한국 교육공학의 연구개발 및 적응사
례들을 적실성의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분석, 검토되어야 하며, 이를 토대로 해서
우리 나름대로의 토착화 방안이 새롭게 모색되어야 한다는 것이 본 연구의 주된
의도였다. 본 연구결과에 비추어 볼 때, 기존의 한국 교육공학은 한국의 사회문화
적 맥락과 관련된 교육현실에 바탕을 두지 않고 미국의 교육공학 이론과 방법을
그대로 도입, 교육현실에 적응함으로써 교육의 질과 전체적 효과성을 담보해 준다
고 하는 교육공학적 가능성을 제대로 살려내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한
국 교육공학을 주도하고 있는 한국 교육공학자들은 우리나라 교육상황 속에서의
경험적 사실과 사회문화적 특성에 기초한 교육공학적 이론과 방법을 구축해 낼 수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해 새로운 탐구논리와 접근방법에 관한 논의가 시도되어야 한
다. 본 연구를 통해 제안된 토착화 방안에 관한 일련의 개념적 모형은 바로 그러한
논의를 개진시키는 데 있어 하나의 시론적 접근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Ⅰ. 문제의 제기

“한국의 교육현실은 어떠한 성격의 교육공학을 요구하는가?”, “한국에서의 교육공학 연
구는 어떠한 탐구논리와 접근방식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하는가?” 이와 같이 한국 교육공학
의 적실성(appropriateness)에 관해서 근본적인 물음을 제기해 보는 일은 본 연구의 방향과
성격을 규정한다. 이러한 문제제기는 한국 교육공학의 주체적 성장과 학문적 발전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일이며, 궁극적으로는 교육공학이 우리의 교육현실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더
불어 그 해결 대안을 새로운 시각에서 모색할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들어서 교육학계에서는 “교육이론 및 방법론의 보편성과 특수성 문제”, “지식체계
1) 본 논문은 1997년도 관동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한 결과임

의 이전문제”, “사회문화 구성체 논쟁” 등 이른바 토착화에 관한 논의가 개진되고 있다. 이
들 논쟁의 핵심은 선진외국에서 도입된 지식 및 기술체계가 과연 한국의 상황에 적절한 것
이냐 아니냐, 만일 부적절한 것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에 놓여져 있다. 구체
적으로 말해서 외국의 정치·경제·문화적 환경 속에서 연구 개발된 교육적 개념과 원리,
이론, 방법론, 기술, 도구 등이 역사적 상황이나 환경적 조건을 달리하는 자국의 교육현실을
올바로 설명해 줌과 동시에 교육문제를 효과적이고도 적절하게 처방해 줄 수 있겠는가 하는
문제에 논의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 같은 교육학계의 새로운 동향은 우리의 교육현실에
대한 비판적 문제 인식과 함께 새롭게 지향해야 될 실천적 노력을 고무시킨다는 점에서 매
우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된다.
비교적 가장 최근에 교육분가학으로 등장했다고 볼 수 있는 교육공학 역시 이러한 토착
화 논쟁과 무관할 수는 없다. 특히 타분가학(예: 교육철학, 교육사회학, 교육심리학, 교육행
정학 등)에 비해서 교육공학 연구 분야가 학교 현장과 밀접하게 관련될 뿐만 아니라 교실
수업과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분야이기 때문에 더욱 더 그렇다. 실제로 교육공학의 주
된 연구. 개발 영역이 학교교육의 핵심인 교실 수업과정의 혁신에 놓여져 있고, 논리적으로
나 현실적으로 가장 구체적인 교육활동(예: 교수매체의 제작 및 활용, 교수전략 및 기법의
적용, 교사와 학생의 상호작용, 수업이론 및 모형의 개발, 수업체제설계 등)을 다루는 탐구
분야이기 때문에 사실상 그 어느 탐구 분야보다도 토착화 논의가 절실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황 한국 교육공학계에서는 이 문제를 그렇게 심각하고 의미 있는 것으
로 다루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출발점으로 해서 시도되었다. 학교교육 체제의 전면적 혁
신을 위해서 강력한 문제 해결 도구로 등장한 교육공학이 효율적인 교수- 학습 방법의 혁신
과 학교 학습환경의 질적 개선을 위해 많은 연구 개발 노력을 기울여 오고 있음에도 불구하
고, 그러한 노력이 진정 우리의 교육 현실을 발전적으로 향도하는데 얼마나 기여하고 있는지
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많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교육 문제를 분석, 규명, 진단하고 그
에 따른 적절한 해결 대안을 구안해서 실천적으로 적용함에 있어서 기존의 미국 중심의 교
육공학 이론 및 방법이 얼마나 타당한 설명력과 적절한 처방책을 제공해 주고 있는지에 대
해서 비판적 입장에서 재검토될 필요가 있다. 만일 그 타당성과 적절성이 이론적 측면이나
실제적 측면에서 결여되거나 간과되고 있다면 그 근본적 원인은 어디에 있는 것이며, 또 그
에 대한 문제해결 방안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에 탐구 작업이 새로운 시각에서 시도되
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견지에서, 본 연구는 미국 중심으로 흐르고 있는 한국 교육공학의 연구개발 및
적용 실제를 적실성의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분석·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새롭게 구축되어
야 할 한국 교육공학의 탐구 논리 및 접근 방식은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제시되어야 하는지
를 심층적으로 탐색하고자 한다. 이러한 논의는 한국 교육현실 속에서 한국 교육공학의 올
바른 자리매김을 정초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판단되며, 궁극적으로는 본 연
구의 연구목적이라고 할 수 있는 “한국 교육공학의 토착화”를 위한 하나의 시론적 접근이
될 수 있을 것이다.

Ⅱ. 한국에서의 교육공학 적용현실 비판

1. 비판적 분석을 위한 개념준거
개발도상국에서 자국의 발전과 성장을 위해서 선진국의 지식체계와 기술적 방법들을 도
입 수용하는 추세는 보편적 현상이다. 특히 현대사회가 정보통신공학의 급속한 발전으로 인
해

산업사회에서

정보화사회로

이행하게

됨에

따라

그러한

문화적

동시화(cultural

s ynchronization) 현상은 더욱 더 현저하게 나타난다(Ham elink: 1993, Clarke; 1994, Evans ;
1994, Baron; 1994). 교육공학 분야도 예외는 아니다. 선진국가의 많은 교육공학 이론과 방
법들이 개발도상국의 실제적 교육상황이나 역사적 현실과는 무관하게 그대로 도입되는 사례
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
Dube(1996)에 의하면 과거 20년 동안 많은 개발도상국에서는 자국의 교육개혁이나 학교
교육체제의 혁신적 발전을 위해서 선진국으로부터 새로운 교육이론과 방법들을 도입해 왔으
나, 그 대부분이 소기의 목적들을 달성하는데 실패했거나 전혀 예기치 못했던 또 다른 교육
문제들을 야기시켰다고 밝히고 있다. 이는 개발도상국들의 교육연구자들이 교육개혁 프로그
램을 구성하고 실천함에 있어서 자국의 사회적 요구에 제대로 부응하지 못했거나, 자국의
교육현실을 올바로 분석 검토하지 못한 가운데서 선진 외국의 교육이론과 방법을 그대로 수
용해 버림으로써 나타난 결과이다. 선진국에서 연구개발된 교육개혁안이나 학교학습 프로그
램이라고 무조건 좋은 것이고 무조건 효과성이 높은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대로 자국의 교
육상황에 보급·적용하려는 풍토나 경향은 개발도상국의 교육분야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는
현상이다(McAnany, 1987). 이 종각(1989)은 이와 관련해서 무엇보다도 우선 개발도상국의
참여하는 자국의 교육 연구자들이 자국의 교육적 상황을 자국의 역사적 현실(정치·경제·
사회·문화현실)과의 연계성 속에서 파악하지 못함으로써 일어나는 결과로 지적하고 있다
S tew art(1995)도 최근에 개발도상국에 도입 적용되었던 교육공학 성과를 진단하기 위하여
여러 개발도상국의 교육공학자들과 공동연구과제를 수행한 바 있는데, 그 결과 미국에서 태
동, 발전된 교육공학 적용사례를 자국의 사회 문화적 현실이나 역사적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그대로 적용함으로써 자국의 진정한 교육발전을 이룩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상과 같은 여러 학자들의 연구결과를 종합해 볼 때 공통적으로 추출할 수 있는 개념적
준거는 이른바 “적실성”(appropriateness )이라고 하는 개념이다. 원래 적실성이란 개발도상국
에서 자국의 경제발전을 위해서 선진국의 지식 및 기술체제를 도입·적용하고자 했을 때,
과연 그러한 지식 및 기술체제가 자국의 경제발전에 얼마나 기여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를 다루는 일종의 개념적 준거(conceptual criteria)를 말한다(Rainis; 1990, Brooks;
1990). 이러한 협의의 개념이 단지 경제분야에서 뿐만 아니라 모든 인문 사회과학 분야에
까지 확대되어, 어떤 특정국가의 역사적, 사회문화적 배경 속에서 생산된 사상이나 이론, 방
법론 등이 그 실천적 적용 대상 국가의 현실 상황에 적합한 것인지 아닌지를 판별해 주는
광의 개념으로 까지 확대, 발전되어 사용되고 있다. 한마디로 적실성이란 현실 또는 실제에
대한 타당성 및 적합성을 가늠하는 개념적 판별도구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교육공학 연구·개발·적용과정에 있어서 적실성이란 특정한 교육공학적
이론이나 기법, 도구 등이 그 실천적 적용대상이 되는 특정 국가의 현실적 상황에 적절한

것인지 아닌지를 판별해 줄 수 있는 개념적 준거를 의미한다. 따라서 주로 미국에서 연구
개발된 교육공학 이론과 방법이 특정 개발도상국에 적용될 때 가장 우선적으로 그리고 중요
하게 고려되어야 할 요인은 그와 같은 미국적 교육공학 이론과 방법이 특정 국가의 정치·
경제체제, 사회·문화적 구조와 형태, 종교, 관습 등에 영향을 받는 교육현실에 적합한 것인
지를 검토해 보는 일이다(F ores t, 1990). 단지 공학적 선택의 기본 척도가 되는 효율성
(efficiency), 효과성(effectiveness ), 비용(cos t), 생산성(productivity), 경제성(econom y) 등에
입각해서만 교육공학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일은 매우 잘못된 것일 뿐아니라 위험한 일이
기도 하다. 오히려 그 보다는 그러한 공학적 잠재력이 적용 구현될 수 있는지 아닌지를 가
늠해

주는

적용가능성(applicability),

사회적

수용성(s ocial

acceptability),

채택보급성

(adaptation) 등이 중요한 고려요인으로 간주돼야 한다.
이러한 견지에서 볼 때, 개발도상국에서 자국의 교육개혁과 학교교육체제의 혁신을 추구
하기 위해서 선진국의 교육공학적 이론과 방법을 도입, 적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러한 접
근방법이 자국의 교육적 요구와 국가적 상황에 부합되는 것인지 아닌지를 적실성의 관점에
서 먼저 규명해 보아야 한다. 예컨대, 미국의 교육의 과정을 구성하고 있는 인적·물적 자원
과 제도적 장치, 그들이 선호하고 있는 교육내용과 방법, 그리고 학교운영방식 등과 특정 개
발도상국의 교육의 과정을 구성하고 있는 요인들과 그들이 요구하는 내용과 방법 등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많은 차이가 존재한다. 만일 이와 같은 현실적 문제를 제대로 고려하지 않는
가운데 동일한 내용과 동일한 방식으로 교육공학적 접근방식이 시도된다고 하면 그 결과는
개발도상국의 교육발전에 기여하는 쪽으로 나타나기 보다는 오히려 또 다른 교육적 문제를
야기하는 쪽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어떤 개발도상국에서 교육개혁을 위한 교육
공학적 접근방법을 시도하고자 할 때, 미국중심의 교육공학 이론과 방법을 그대로 이식시키
는 의존적·종속적 입장에서 벗어나 자국의 교육상황과 관련해서 비판적으로 검토, 여과해
보고, 이에 기초해서 자국의 정치·경제·사회·문화적 현실과 조건에 적합한 교육공학적
접근방법을 수정·보완·재창조의 형태로 연구 개발해서 적용하는 일이 필연적으로 요구된
다.
여기서 적실성의 관점에서 미국중심의 교육공학 이론과 방법이 개발도상국에 적용되는
경우를 수준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미국중심의 교육공학 이론과 방법 모두 개발도상국의 교육현실과 무관하게 존재하
는 경우.
둘째, 미국중심의 교육공학 이론이 개발도상국의 교육현실을 설명하려고 하지만 현실적
상황이 이론에 끼워 맞추어 틀 지워지는 경우.
셋째, 미국중심의 교육공학 방법이 개발도상국의 교육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만 그 방법
적 처방이 문제의 본질에 적절하지 못한 경우.
넷째, 미국중심의 교육공학 이론이 개발도상국의 교육문제를 올바로 설명해 주는 경우
다섯째, 미국중심의 교육공학 방법이 개발도상국의 교육문제를 적절히 해결해 주는 경우.
여섯째, 미국중심의 교육공학 이론과 방법 모두 개발도상국의 교육현실 및 문제를 충분
히 설명. 처방해 주는 경우.
개발도상국에서 도입, 적용되는 기존의 교육공학 이론과 방법은 주로 첫째, 둘째, 셋째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는 결국 선진국의 교육공학의 그 실천적 적용 대상 국가인
개발도상국에서는 이론과 현실의 괴리 그리고 방법과 문제의 괴리로 남아 있게 됨을 의미한
다. 그러므로 개발도상국에서 적용되는 선진국의 교육공학의 성패 여부는 적실성의 관점에

서 얼마만큼 현실에 대한 이론적 설명력과 방법적 처방력을 확보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
고 볼 수 있다.

2. 한국 교육공학의 연구방향 분석
우리나라에 교육공학이 도입되어 본격적인 학문적 논의가 시작된지는 비교적 최근에 이
르러서이지만, 그 수용과정을 살펴 보면 대체로 다음과 같이 시대별 구분을 통해 고찰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제1단계는 1960년 이후 국가발전의 근대화 작업의 일환으로서 교육의 근대화를 표
방했던 시기에 매우 초보적 수준에서 미국의 시청각 교육이론과 방법들이 단편적으로 소
개·수용되었던 시기를 말한다. 이 시기에는 부분적이나마 대도시 각급 학교에서 교수- 학습
의 효율성과 학습경험의 구체화를 위해서 슬라이드, OHP, 챠트 등이 수업보조매체로서 활
용되었으나 그 대부분이 단편적이고 전시적인 효과를 의미하는 것들이었다.
둘째, 제2단계 1970년 이후 행동주의 심리학에 기초를 둔 초기의 미국 수업공학이론과
방법들이 광범위하게 도입되었던 시기로서 「KEDI」와 「행동과학연구소」를 중심으로 한
각종 교수- 학습 프로그램이 제작·활용되었던 때를 말한다. 프로그램 학습, 완전학습, 탐구
수업모형, 체제이론 및 체제접근 방법에 터한 새 수업체제모형 등이 바로 이 시기에 우리의
학교 수업 개선과 혁신을 위해 연구·개발·적용 되었었다.
셋째, 제3단계는 1980년 이후 지금까지 이른바 “교육의 과학화운동” 또는 “교육에 대한
공학적 접근”의 맥락속에서 전개된 미국의 현대적 교육공학 이론과 방법들이 보다 적극적으
로 도입 적용되고 있는 시기를 말한다. 이 시기에는 현대 과학·공학문명의 급속한 발전과
함께 등장한 정보화사회의 도래에 따른 새로운 교육과정의 구성, 새로운 학교교육체제의 운
영에 대한 교육공학적 접근방법이 다양한 측면에서 모색되고 있다. 예컨대, 학교교육의 보
충·심화를 위한 교육방송(T V/ Radio)의 활용, 컴퓨터 교육(CAI/ CMI)의 실시, 정보공학적
교육과정 운영, 수업모형 및 수업체제설계의 고안·적용 등이 많은 교육공학 연구자들에 의
해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크게 나누어 위와 같은 세 단계의 수용과정을 거쳐 오면서 한국 교육공학은 나름대로의
학문적 성장과 함께 우리의 교육현실과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적지않은 공헌을 했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문제는 그 이면에 담겨져 있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우리의 교육개선과 교
육발전의 문제를 짚고 넘어가는 데 놓여져 있다. 다시 말해서 수십년 동안 미국중심의 교육
공학적 접근방안을 이론적으로 구상하고 실천적으로 적용해오면서 과연 얼마나 우리 교육의
본질을 제대로 파헤치고, 그에 기초해서 얼마나 우리의 교육문제들을 해결해 왔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한국 교육공학은 스스로 답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앞서 고찰한 바 있는
한국 교육공학의 수용적 변천·발달과정은 엄밀히 말해서 미국 교육공학의 자생적 변천·발
달과정과 거의 맥락을 같이 한다. 단지 차이가 존재한다면 AECT (1977)에서 논의된 바 있는
교육공학적 개념적·이론적 발달사에 비추어 볼 때, 시간상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미국 교
육공학의 변천과정과 한국 교육과정과의 시차는 각 단계별로 약 10년～20년 정도로 나타난
다.
이와 같이 한국에서의 교육공학 적용실태를 분석해 볼 때, 단순히 미국의 교육공학적 이
론과 방법들을 전적으로 의존적 입장에서 수용해 온 기존의 한국 교육공학 연구는 심각한

문제를 배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한마디로 한국 교육공학자들의 역할이 제대로 이
루어지지 않았음을 입증해 주는 것이다. 왜냐하면 어떤 학문분야이든지간에 그 분야에서 이
루어지는 현상 및 실제에 대한 일차적 책임은 해당분야의 전문가들에게 부여되는 것이기 때
문이다. 더욱이 그 분야의 지식 및 기술체계와 외래이론과 방법에 의해서 구축된 것이라면
그것을 도입 적용하는 해당분야의 전문가들에게 부과되는 책임과 역할은 더욱 더 막중한 것
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교육공학자들은 이러한 임무를 소홀히 해 왔음을 부인할래야
부인할 수가 없다.
한국 교육현실 및 교육문제에 기초한 내적 요구보다는 일방적으로 도입·수용하는 미국
의존적 성격의 연구성향이 한국 교육공학계에 팽배해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이러한
비주체적 성격의 연구활동은 한국에서의 교육공학 연구영역 및 과제의 설정과 연구 내용 및
방법에도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 예컨대, 국내의 학술지나 연구지를 통해서 발표되는 대부분
이 교육공학적 연구물들은 그 연구영역이나 방법, 내용 측면에 걸쳐서 미국의 교육공학 연
구물들과 거의 다를 바가 없다. 본 연구수행을 위해 분석된 국내의 교육공학 연구동향 및
사례는 “교육공학연구” 제1권～제12권(1985～96)에 게재·수록된 연구물들이었는데, 분석 결
과 미국 교육공학의 연구동향 및 사례와 거의 일치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었다. 이는 단순히
모방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을 뜻한다. 각 연구영역(예: 교수이론, 수업방법 및 전략, 교수매
체, 컴퓨터 소프트웨어, 교육과정개발, 교육방송 등) 내에서 연구되어야 할 내용이 미국적
형식으로만 제시·나열되었을 뿐, 한국 교육체제의 특수한 상황과 여건 속에서 각 연구영역
별로 추구하는 연구과제 및 내용이 무엇인지조차 분명하게 설정되지 않고 있다. 연구방법
역시 우리의 교육현실에 대한 타당하고도 적절한 도구인지 아닌지에 대한 비판적 탐구도 해
보지 않은 채 그대로 채택·활용되고 있다.
이는 결국 한국의 교육문제를 타개하기 위한 우리 나름대로의 독자적인 교육공학적 지식
체계나 이론과 방법이 정립되어 있지 못함을 입증해 준다. 더 나아가 누구를 위한 교육공학
이론이고, 무엇을 위한 교육공학 방법인지에 대한 현실적 문제의식과 보다 명료한 문제접근
의 틀을 마련하지 못한 채 교육공학 연구·개발·적용과정이 진행되고 있음을 드러내 주고
있다. 따라서 한국 교육공학의 새로운 건설을 모색하는 일이 요구된다.
한국 교육공학의 새로운 건설을 모색함에 있어서 가장 우선적으로 요구되는 사항은 새로
운 인식과 새로운 논리의 지향이다. 한국의 교육현실에 바탕하는 한국 교육공학의 독자적인
지식체계와 방법체계를 생산해내기 위해서 이론과 현실의 관계가 모순된 현 상황을 비판적
으로 인식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적절한 접근방법을 개발해 낼 수 있어야 한다.
먼저 인식론적 측면에서 볼 때, 교육학의 토착화 문제와 관련해서 이상주(1975), 이돈희
(1981;1983), 이종각(1983;1987;1989) 등이 시사한 바처럼 기존의 교육공학은 과학적 합리성
과 공학적 실용성이라는 이름하게 보편적 가치를 추구함으로써 그 실천적 적용 대상이 포함
하고 있는 역사적 특수성과 사회문화적 본질이 내포하고 있는 상대적 가치를 간과하고 있
다. 따라서 새롭게 구축되어야 할 한국의 교육공학은 한국의 사회현실속에서 한국의 학교교
육 혁신이 부과하는 자기성찰과 자기비판을 가질 것을 요구한다. 이를 위해서 한국 교육공
학자들은 이제까지 미국의 교육공학적 이론과 방법들을 한국을 소개 ·전달하거나 그러한
이론과 방법에 의거해서 한국의 교육현실을 규정하거나 한국 교육문제의 해결방안을 제시하
던 관행에서 벗어나서, 그와 같은 미국의 교육공학 이론과 방법이 과연 우리나라의 교육적
상황에 적합한 것인지 아닌지를 심사숙고하는 가운데(비판적인 검토와 여과작업을 통해서)
그 수용여부를 판단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 더 나아가 한국의 교육적 현실과 미래를 적합

한 한국적 교육공학 이론과 방법들을 수정·변형·재창조하는 역할을 수행해 낼 수 있어야
할 것이다.
한편 방법론적 측면에서 볼 때, 기존의 교육공학은 기존의 획일적이고 결정론적인 연구
방법론의 틀 속에서 벗어나야 한다. 기계론적이고 환원주의적인 양적 연구방법론을 선호하
는 기존의 교육공학은 한국의 정치·경제적 상황과 사회문화적 현실과 관련된 교육문제를
올바로 파악할 수도 없을 뿐 아니라 그 해결대안 역시 적절치 못한 것이 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교육공학의 새로운 연구 방법론은 보다 광범한 시각에서 새롭고도 다양
하게 제시되고 있는 질적 사회과학 연구방법론(예: 비판적 체제접근법, 자연주의적 탐구패러
다임, 문화기술지 등)을 전폭적으로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볼 때, 한국 교육공학 연구자들은 적실성의 관점에서 새롭게 지향되어야 할 교육
공학의 한국적 인식 틀과 연구지평의 확대는 한국 교육공학의 토착화 방안을 탐색하는데 있
어서 기본적 필수조건이 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와 함께 적실성에 기
초한 토착화의 탐구과정 자체의 논리와 전개방식이 충분조건이 된다는 사실도 명심해야 한
다.

Ⅲ. 한국 교육공학의 새로운 지향: 토착화

1. 토착화 과정의 의미
일반적으로 토착화에 대한 개념 규정은 학자에 따라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지만, 본 연구
에서는 적실성에 관점에 기초해서 파악하고자 한다. 즉 특정 국가에서 생산된 이론적 지식
체계와 기술적 방법체계가 그 실천적 적용대상 국가의 현실적 상황에 적합한 것인지 아닌지
를 판별하고 비판적 검토를 거쳐서 수정·변형·재창조되는 일련의 과정을 총칭하는 뜻으로
해석하고자 한다. 국내에서는 토착화의 과정과 관련해서는 행정학 분야에서의 이 석희(1993)
의 주장과 교육학 분야에서의 이 종각(1994)의 주장을 대표적으로 들 수 있는데, 본 연구의
논의 범위가 교육공학 분야에 국한되어 있으므로 이 종각의 주장에 기초해서 한국 교육공학
의 토착화 과정의 의미를 파악하고자 한다. 이 종각은 토착화과정을 크게 세단계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는데 각 단계에 기초해서 한국 교육공학의 토착화 과정을 제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단계는 “구조적 토착화”로서, 이는 한나라의 학문활동이 특정 국가와 유사하게
외형상으로 제도화되고 조직화된 상태의 토착화를 의미한다. 선진국(미국)의 영향을 받는 개
방도상국(한국)에서는 특정 연구분야에서의 지식의 생산형태 및 보급활동이 선진국과 거의
동일하게 이루어진다. 즉 교육공학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학문공동체의 설립(예: 한국 교육
공학연구회, 사범대학의 교육공학과)과 그러한 기관과 단체에 소속된 학자들의 연구물의 생
산·보급(예:교육공학 연구지, “교육방법 및 교육공학” 교재)활동이 제도적으로 공식적으로
모방 수용되는 상태에서의 토착화를 말한다. 이러한 의미에서의 구조적 토착화는 한국 교육
공학에서도 상다한 정도로 진척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이 단계에서의 토착화 과정은

사실상 미국 편향적, 미국 의존적 교육공학의 틀을 벗어나지 못한 상태에서 이루어지기 때
문에 단순히 미국의 교육공학을 전달.소개하는 수준에 머물고 만다.
두 번째 단계는 “내용적 토착화”로서 이는 어느 나라에서든지 사회과학은 자국의 사회문
화적 현실을 다뤄야 하는 상태의 토착화를 의미한다. 즉 사회과학의 한 분야인 한국 교육공
학은 한국의 정치·경제·사회·문화적 특수성과 관련된 교육문제를 탐구하고 그 해결 방안
을 모색해야 된다는 것이다. 예컨데, 미국에서 개발된 소집단 탐구법과 개별화 교수법의 효
율성을 다인수 학급으로 구성된 한국의 교실수업 상황 속에서 어느 정도 추구할 수 있으며,
미국에서 각광받는 컴퓨터 보조수업의 적실성을 컴퓨터 문맹율이 높은 비율로 나타나고 있
는 한국사회나 가정환경 하에서 얼마만큼 확보할 수 있겠는가 하는 문제들을 고려해 보아야
된다는 뜻이다. 더욱이 빈약한 교육재정으로 인해 학교시설 및 교육적 자원이 부족한 상태
에서 어떻게 미국 중심의 첨단 정보공학적 이론과 방법이 그 내용적 측면에서 한국의 교육
적 상황에 얼마나 적절한 것인지 아닌지를 검토 확인하는 작업이 요구된다.
세 번째 단계는 “이론적 토착화”로서 이는 한 나라의 사회과학자는 자국이 사회문화적
경험과 가치체계, 세계관 등을 반영한 개념적 분석망과 일정의 통합이론(m eta- theory)을 구
안해 내는 데 노력을 기울이는 상태의 토착화를 의미한다. 즉 한국 사화와 관련된 한국 교
육현실의 특수성과 맥락성을 고려하는 가운데 교육공학적 이론과 방법이 타당성과 적합성을
체계적으로 탐구하고, 이를 토대로 실제로 효과있다고 검증된 연구 결과로서의 개념과 원리,
기술과 도구, 이론과 모형 등을 수정·변형·적용·재창조하는 작업이 이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한국교육공학자들이 외래지식(미국중심의 교육공학 이론과 방법)을 배척하라는
뜻이 아니다. 오히려 그러한 지식이 가지고 있는 잠재적·가시적 가능성을 자국의 구체적인
현실과 맥락에 비추어 비판적으로 재평가·재정립해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이러한 견지에서 볼 때, 토착화의 궁극적 지향점과는 내용적 토착화 단계를 거친 이론적
토착화에 집중되어 있다. 기존의 한국 교육공학의 첫 번째 단계로서의 구조적 토착화는 어
느 정도 이루어진 상태지만, 두 번째, 세 번째 단계에 해당하는 내용적, 이론적 토착화는 거
의 미진한 상태이다. 따라서 미국의 교육공학 이론과 방법을 우리의 교육상황에 도입 적용
시켰을 때 어떤 문제점이나 제한 요인이 생길 수 있으며, 우리의 교육현실을 올바로 진단하
고 우리의 교육문제를 적절히 처방하기 위해서 그 이론과 방법을 어떻게 수정·변형시킴으
로서 우리의 특수한 사회문화적 맥락과 관련된 한국 교육공학의 체계적 정립을 시도할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과제는 필연적이다.

2. 토착화를 위한 개념적 모형
그러면 한국 교육공학의 토착화 과정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탐구논리 및 접근방식을 통해
서 전개되어야 하는가? 본 연구에서는 앞서 논의한 교육공학의 토착화 과정을 토대로 한국
교육공학의 토착화 방안을 일련의 개념적 모형을 통해 제안해 보고자 한다.
첫 번째 단계는 미국 중심의 교육공학 자체에 대한 정확한 인식의 단계이다. 이는 교육공
학이라고 하는 학문분야가 어떠한 기본가정과 개념체계 및 이론적 구조, 그리고 기술적 방
법과 도구 등을 갖추고 있으며, 또 어떠한 역사적·사회적 배경을 토대로 해서 형성 발전되
어 왔는지에 대한 고찰 단계라고 할 수 있다. 어떠한 탐구 분야이든지 외래이론의 토착화를
저해하는 제일요인은 그 이론의 적용대상이 내포하고 있는 특수성보다는 그 이론자체에 대

한 피상적 이해로부터 비롯되기 때문에 교육공학이론의 학문성과 사회문화성을 올바로 이해
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한국 교육공학자들은 교육공학의 본질과 기능에 관한 지
식을 충분히 섭렵하고 있어야 한다.
두 번째 단계는 한국교육 현실의 사회문화적 특수성에 대한 심층이해의 단계이다. 이는
우리의 특수한 상황적 맥락 속에서 도출되는 교육문제에 대한 한국 교육공학자들의 문제제
기와, 이에 따른 자기 성찰적 비판과 통찰력을 갖추어 나아가는 단계이다. 아무리 훌륭한 미
국의 교육공학적 프로그램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적용되는 한국의 정치·경제·사회·문화
적 현실과 관련된 교육문제와 무관한 것이거나 부적절한 것이라고 한다면 그 효과성이나 성
과는 의미없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이다. 기존의 한국 교육공학자들에게 결여되어
있는 많은 요인들이 바로 이 단계에서 도출된다. 선진 미국에서 연구개발된 교육공학적 지
식과 기술들을 도입해서 우리의 교육문제를 분석하고 해결하려다 보면 우리 나름대로의 교
육적 문제의식과 연구관심 자체가 평가절하되는 경우가 빈번히 일어난다. 이러한 현상은 결
과적으로 진정한 의미에서의 한국 교육공학의 성장은 물론 한국 교육발전 자체를 취약하게
만들어 버리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따라서 주체적 교육발전의 시각에서 한국 교육문제
를 보다 심층적이고 총체적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연구자의 자세가 절실히 요망된다.
세 번째 단계는 미국중심의 교육공학과 한국 교육현실과의 사회문화적 상관성 검토 단계
이다. 이는 첫 번째 단계인 교육공학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두 번째 단계인 한국 교육현실
의 사회문화적 특수성에 대한 심층적 이해를 동시적으로 고려하는 단계로서, 과연 미국의
교육공학이론과 방법이 한국의 교육현실에 보편타당한 설명력과 적절하고 효과적인 처방책
을 제공할 수 있는지를 현장 적용과정을 통해서 검증·확인해 보는 단계를 말한다. 즉 미국
이라고 하는 역사적·사회적 상황에서 연구 개발된 교육공학 이론과 방법이 그 역사적·사
회적 배경을 달리하는 한국의 교육상황에 적용될 경우 어떠한 점에서 그 적용 가능성의 여
부가 판별되는지를 면밀히 검토해 보아야 한다. 한마디로 미국에서 적용가치가 높다고 판단
된 교육공학적 원리와 기법들이 적실성의 관점에서 한국 교육현실에 적용될 수 있는지를 비
판적으로 탐구하는 단계라고 볼 수 있다. 기존의 한국 교육공학자들이 소홀히 다루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바로 이 단계이다. 왜 우리는 개별화 및 소집단 학습 프로그램을 전폭적으로
학교수업과정에 제대로 개발, 적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며, 무엇 때문에 다양한 수업전략
및 교수기법과 교수매체 프로그램 등이 제대로 보급, 활용되지 못하는 것이며, 어떤 측면에
서 교육방송 프로그램이 잘못 제작, 보급, 활용되고 있는지를 이 단계에서 밝혀 낼 수 있어
야 한다.
네 번째 단계는 한국의 교육공학의 구성단계이다. 이는 세 번째 단계에서의 미국의 교육
공학 이론과 방법과 한국 교육현실과의 사회·문화적 상관성에 대한 검토과정을 통해 도출
된 연구 결과를 토대로 보다 새로운 한국적 교육공학의 개념, 원리, 기술, 기법 등을 수정·
변형·재창조해서 적용하는 단계를 말한다. 따라서 한국 교육공학자들은 우리의 교육현장에
서 적용되었던 미국 교육공학의 이론과 방법들이 어디서, 무엇이, 어떻게, 왜 적절치 못했었
는가 하는 연구결과를 기초로 해서 우리의 교육현실에 알맞는 이론과 방법을 새롭게 탐색해
낼 수 있어야 한다. 이 때 새롭게 구축되는 한국적 교육공학 이론과 방법은 독자적인 지식
체계의 성격을 띠기보다는 수정.변형.재창조라고 하는 의존적 성격을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
에 토착화 과정이 완성된 단계로 보기는 힘들다.
다섯 번째 단계는 한국 교육공학의 토착화 완성 단계로서 독자적인 교육공학이론과 방법
을 구축하는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 한국 교육공학자들은 한국의 교육적 상황 속에서 한국

적 교육공학 이론과 방법의 재적용 과정과 재검증 작업을 통해 비로소 의미있는 원리, 기법,
모형 등을 독자적으로 연구, 개발해 낼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이렇게 연구 개발된 교육공학
적 접근방법들은 한국의 교육현실과 교육문제를 올바로 분석, 해결해 줌으로써 “한국에서의
교육공학”이 아닌 “한국의 교육공학”을 건설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기
존의 한국 교육공학자들은 이와 같은 토착화의 완성단계에 이르기 위해서 교육공학 분야에
서의 학문적 도전과 응전의 과정에 비판적 안목과 새로운 태도로 임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논의된 한국 교육공학이 토착화 방안에 대한 일련의 단계별 과정은 한국에서
전개되어야 할 교육공학의 기본적 탐구논리 및 접근 방식이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전개되어
야 하는지를 함축적으로 시사해 준다. 모두 다섯 단계로 나누어져 있는 이 개념적 모형을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그림 1> 한국 교육공학의 토착화를 위한 개념적 모형
위에 제시된 모형은 앞서 논의한 바 있는 토착화 과정의 의미와 성격과 관련해서 토착화
과정에 요구되는 체계적 절차 및 단계, 그리고 그 세부 사항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논 것
이다. 여기서 각 단계는 상호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 유기적인 관계 속에서

통합·발전되어 나아가는 과정으로서 해석된다. 그리고 이 모형에서 제1단계부터 제4단계에
이르는 과정은 “의존적 교육공학”의 성격을 띠고 있으며 제5단계는 “독자적 교육공학”의 성
격을 띠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이는 전자가 미국중심의 교육공학과 관련지어 논의되는 데
비해서, 후자는 그러한 의존적 수준을 극복한 상태에서 논의되는 독자적 수준의 “한국의 교
육공학”을 의미하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Ⅳ. 잠정적 결론

본 연구는 기존의 미국의존적 성향을 띠는 한국 교육공학이 우리의 교육현실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거나 교육문제 자체에 대한 비판적 문제의식이 결여된 채, 교육개선 및
혁신적 문제 해결과정에 잘못 적용되어지고 있다는 기본 가정을 전제로 해서 시도되었다.
따라서 기존의 한국 교육공학의 연구성향 및 적용 사례들은 적실성의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분석, 검토되어야 하며, 이를 기초로 해서 토착화 방안이 새롭게 모색되어야 한다는 것이 본
연구의 주된 의도였다.
본 연구 결과에 비추어 볼 때, 기존의 한국 교육공학은 한국의 사회문화적 맥락과 관련
된 교육현실에 바탕하지 않고 미국의 교육공학 이론과 방법을 그대로 도입 적용함으로써 사
실상 교육의 질 높은 생산성을 담보해 주는 교육공학적 가능성을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
다. “교육의 과학화”, “교육에 대한 공학적 접근”, “정보화 사회에 상응한 새로운 정보공학적
교육” 등을 표방하며 많은 학교교육체제의 혁신적 프로그램을 연구·개발·적용하고자 하는
한국 교육공학이 본래 지니고 있는 교육적 잠재력과 효과적 실천력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기
존의 미국중심의 교육공학적 탐구논리와 접근방식에서 탈피해야 한다. 한국 교육공학이 우
리의 교육현실로부터 요구되는 문제에 대해서 독자적인 연구과제와 내용을 설정하지 못하고
미국 교육공학이 설정한 연구영역과 연구내용을 그대로 모방하는 기존의 연구관행이 계속된
다면, 그러한 과정속에서 도출되는 연구결과나 적용성과는 비효과적이고 비생산적인 것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러한 견지에서 볼 때, 한국 교육공학을 주도하는 한국 교육공학자들은 우리의 교육상
황 속에서의 경험적 사실과 문화적 특성에 기초한 설득력 있는 개념과 논리를 전개해야 하
고, 그에 따른 보다 적절하고 실천력 있는 새로운 교육공학의 이론과 방법들을 구축해낼 수
있어야 한다. 물론 독자적인 한국 교육공학의 새로운 구축작업이 이전의 것과 전혀 다르거
나 관계가 없는 전혀 새로운 것을 만들어 내는 창조적 작업이 되어야만 한다는 뜻이 아니
다. 모든 학문분야가 그러하듯이 한국 교육공학의 토착화 방안 역시 기존의 교육공학에 기
초해서 이룩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새롭게 요구되는 한국 교육공학의 토착화 방
안을 모색 함에 있어서 기존의 인식과 방법 ‘틀’을 넘어서는 새로운 패러다임에 대한 개척적
자세이다. 이러한 의지와 노력없이 한국 교육공학의 학문적 성장과 한국 교육발전을 기대한
다는 것은 상당한 무리가 뒤따를 것이다.
결론적으로 이제까지의 한국 교육공학이 미국중심의 교육공학의 발전 궤도를 그대로 답
습하는 것이 운명 아닌 운명이었다고 한다면, 지금부터는 이를 탈피 또는 극복하려는 새로
운 안목과 노력이 경주되어야 한다. 언제까지고 한국 교육공학이 미국 교육공학의 영향을

받아야 될 필요는 없는 것이며, 언제까지나 학문적 의존성에 빠져 있을 이유는 더더욱 없는
것이다. “새 자”로 재야 할 것을 “낡은 자”로 재는 오류는 고쳐질 수 있는 상대적·기술적
오진이지만, “우리 자”로 재야 할 것을 “남의 자”로 재는 오류는 고쳐지기 어려운 절대적·
본질적 오진이라는 사실을 한국 교육공학자들은 재고해야 한다. 이와 같은 주체적 의식을
전제로 해서 한국 교육공학자들이 끊임없이 연구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을 때, 비로소 우리
는 “한국의 교육공학”을 향유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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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A New A pproach to Educational
T echnolog y in Korea
- in v iew of appropriatenes s -

He ebae K im

T his s tudy tried to sugg est that to develop the educational technolog y in Korea
academ ically and independently, w e should s tudy and develop the educational technology
based on the educational s ituation in Korea. S o far, w e have studied and applied the
educational technolog y depending on that of Am erica. In the view of the appropriateness ,
it should be ex am ined critically. F urtherm ore, on the basis of this, it is neces sary to
s eek the w ay to m ake in indig enous to Korea. According to the finding s of this study,
reg ardles s of the educational situation tin the our social and cultural context, the
A merican theories and m ethods of educational technolog y have been introduced and
applied to Korea education. Consequently, it is ineffective to im prove the quality of
education.
T herefore, Korean researchers of educational technolog y have to s tudy and dev elop
the theories and m ethods based on empirical facts and social and cultural peculiarties in
our educational surroundings . And also they s hould have a full dis cus sion of new
res earches and approaches. T he conceptual m odel in this study is expected to be one of
attem pts to take firm root in Kore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