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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이 연구는 직업교육(vocational education)의 역사적 전개과정을 살펴보고, 직업교육에 대한
Dewey의 교육이론을 탐색해 봄으로써 차후 직업교육 전개의 전반적인 방향을 모색해 보는데
그 목적이 있다.최근 급속한 사회의 변화와 그로 인한 산업구조의 변화로 직업교육에 대한 중요성이
증대되어 가고 있다. 이에 대해 듀이는 개인이 자신의 능력을 개발하고 동시에 사회적 봉사를
하는 것은 직업을 통해 가능하며,따라서 직업교육은 중요하다고 했다.그러나 직업교육과 교양교육
은 서로 대립되는 것이 아니며 또한 양자를 분리해서도 안된다. 듀이는 개인에게 있어서 교양교육과
직업교육 모두가 필요하며, 따라서 교육에 있어서 직업교육과 교양교육이 양립해야 한다고 주장했
다. 그러므로 직업교육은 단순히 산업이나 직업분야에 종사할 사람들에게 그 직업에 필요한 기능이
나 기술을 준비시키는 취업교육(trade education)이라기보다는 여러 직업 활동에 포함되어 있는
지적, 도덕적 내용을 가르치는 것까지 포함되어야 한다. 따라서 직업교육은 개인적 측면에서는
직업 적응력을 신장시키고, 사회적 측면에서는 사회적 봉사를 실천하도록 하는 목적을 달성하여야
한다. 물론 그 내용에 있어서는 듀이가 강조한 것처럼 지적이고 도덕적인 성장을 지향하는 것이
포함되어야 한다.

Ⅰ. 서 언
21세기는 인구변화, 기술혁명, 산업구조의 변화 등이 지금까지와는 비교도 할 수 없
을 만큼 빠르게 변화되어 가고 있다. 특히 최근 과학 기술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새
로운 직업분야가 계속 창출되고 있으며, 더불어 기존의 직종이 소멸하거나 직무 내용
이 급격히 변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변화에 주도적이고 탄력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는 새롭게 등장하는 직업분야나 직무내용에 대한 계속적인 교육과 학습이 이루어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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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은 자명한 일이다.
인간은 누구나가 생활을 영위하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직업을 가져야 하며 또한 직
업에 종사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 직업, 즉 일을 통하여 자신의 잠재력을 발휘하고 성
취감을 느끼며 궁극적으로 행복을 추구한다고 할 때, 인간의 일할 수 있는 능력은 교
육, 특히 직업교육을 통해 개발될 수 있다(이무근, 1995, 1). 직업교육은 학습자 개개
인에게는 직업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직업현장에서 작업
수행능력을 향상시키며, 나아가 국가나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적 자원을 개발하고 양
성한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반적인 학교 교육에
서 뿐만 아니라 평생교육의 차원에서도 다양한 분야의 직업교육 프로그램이 개발되
고, 이를 토대로 많은 교육훈련기관에서 다양한 형태의 직무연수가 이루어지고 있다.
몇 년 전 우리나라에 닥친 경제대란과 이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우리 사회 전반에
많은 변화가 있었으며, 특히 직업 구조의 변화는 노사 모두의 직업관까지도 변하게
하였다. 채용에 있어서는 종신제를 대신하여 계약직이라는 제도가 보편화되었으며, 근
로자에게는 평생직장의 개념은 퇴색되고 보다 나은 조건과 보수가 보장된다면 미련없
이 이직하는 것이 자연스런 현상이 되고 있다.
한편에서는 실업이 주요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었으나 일각에서는 여전히 어렵고
힘든 일은 기피하고 편한 것만 추구하는 인식은 바뀌지 않고 있으며, 최근에는 자신
의 편의에 따라 시간제로 일하는 프리터족(freeter族) 1)이라는 신조어가 생겨나기도
했다.
직업을 가진다는 것은 그 직업을 통하여 단지 생계를 유지한다는 것만이 아니며, 직
업교육은 직업을 수단으로 하여 돈을 버는 방법을 가르치는 것도 아니다. 직업은 단순
히 생계유지의 차원을 넘어

생활활동을 그러한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것 (Dewey,

1916, 이홍우 역, 1987, 466)을 가리킨다. 따라서 직업교육은 학습자 개개인이 직업에
종사함으로써 삶에 있어서 행복을 추구하는 한 방식을 습득하는 방법이 되어야 함은
물론이고, 직업인으로서 생산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여해야 하며, 성공적인 사회
구성원으로서 국가발전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학습활동을 미래의 일이나 직무와 연결시
켜 줄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직업교육이 학생들에게 직업의 본질, 의의 그
리고 직업의 유용성 등에 대한 것은 물론이고 최근의 이러한 직업 전반에 있어서의

1) 프리터(freeter)는 자유(free)와 근로자(arbeiter)를 합성한 조어(造語)로 평생 정규직을 갖지
않고 살아가는 파트타이머(part timer )를 뜻하는 것으로, 1990년대 일본에서 생긴 개념이다
(동아일보 2003년 7월 29일자 기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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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의 흐름을 지각하고 그에 대한 대응능력을 길러주는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직업교육의 역사적 전개과정을 살펴보고, 직업교육에 대한
Dewey의 교육이론을 탐색해 봄으로써 차후 직업교육 전개의 전반적인 방향을 모색
해 보는데 그 목적이 있다.

Ⅱ . 직업교육사상의 전개 : 고대에서 De w e y까지
직업교육2)에 대한 사상적 전개 과정을 살펴보면 자본주의 체제가 확립되기 전인
18세기까지의 제도적인 형식교육에서는 이론적으로나 실제적으로나 직업교육에 대한
가치가 인정되지 않았으며, 혹 인정되었다 하더라도 수세기에 걸쳐 전반적으로 교육
의 흐름을 주도해 왔던 교양교육 혹은 자유교육의 부수적인 것으로 취급되어 그 가치
가 낮게 평가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직업교육에 대한 관점의 흐름은 일반적으
로 교육의 전형은 학교교육이고, 학교교육의 이상은 교양교육이라는 생각을 무리없이
받아들이게 된 것과 무관하지 않다.
서양 교양교육의 역사적 기원은 그리스 아테네의 학문적 전통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리스 시민들이 갖고 있던 자유로운 정신을 함양하려는 것이 교양교육 혹은
자유교육의 효시를 이룬다고 볼 수 있다. 당시의 교양교육의 목표는 사회 구성원이
훌륭한 시민이 되도록 교육하는 것이었으며, 개개인이 적절한 기능을 함양하기 위해
서 필요한 교양교과(liberal art )로 자유인을 양성할 수 있다는 신념이 사회 전반에 확
산되어 있었다. 즉, 교양교육이 직업훈련과는 달리 인간, 사회, 세계에 대한 넓고 심오
한 안목을 길러 주어 비판적 사고를 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희랍교육의 이러한
신념은 교육과정에서 교양교육에 상대적인 직업교육을 소홀히 취급하고 직업교육의
가치를 폄하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했다고 볼 수 있다.3)
일반적으로 교양교육의 철학적 근거는 관념론에서 찾을 수 있다. 그것은 심의의 도
2) 직업교육(Vocational Education)이라는 용어는 실업교육(Occupational Education ), 기술교육
(T echnical Education ), 공업교육(Industrial Education ), 직업훈련(Vocational Training), 기술
직업교육(T echnical and Vocational Education) 등 우리나라 말에서나 영어에서나 다양하게
표기되고 있다. 본고에서는 직업교육이라는 용어를 한정된 범주에서 구체적이고 일상적인
직업에 관한 교육이라기보다는 교양교육 혹은 자유교육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사용한다.
3) 직업교육이 그리스 교육의 형식적 교육과정에서는 거의 제외되었으나 도제제도를 통하여 비
형식적으로는 유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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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적, 인격적인 활동을 향상시키고 정신적 생활을 충실히 하는 교육적 노력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이 관념론의 교육내용이며, 또한 직업적, 실제적인 도야보다는 불변적,
지속적인 지성의 계발에 그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Platon은 직업교
육의 목적을 안정된 삶과 생계유지 그리고 사회적으로 유용한 행동에 두었다. 그는
이러한 직업교육의 원리에 의해 통찰력보다는 구체적이며 실천적인 저급한 직업을 위
한 교육과, 철학적 이해를 바탕으로 한 통찰력과 조화적 계발을 필요로 하는 고급 직
업이라는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생각하였다(Lodge, 1970, 52).
또한 Aristoteles는 교양적인 지식과 비교양적인 지식을 구분하고, 모든 유용한 지
식이 모두 교양교육에 적합한 것이 아니며, 교양적인 지식만이 학습자를 교양인으로
만들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Deighton, 1978, 505). 이와 관련하여 Hirst는 교양교육이
직업교육이나 과학교육 그리고 전문교육과는 다르다는 전제하에 고대 그리스인의 교
양교육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피력하고 있다.
희랍인들은 교양교육을 먼저 마음을 위한 지식의 추구에 두었다. 즉 그들은 지
식의 성취는 마음의 충족에 두고 있다. 따라서 지식의 추구는 마음의 선이 되며
선한 삶의 본질적인 요소인 것이다. 교양교육의 개념과 정당성을 지식 그 자체의
본질과 중요성에서 찾아야지 학생의 편견이나 사회의 일시적인 요구나 정치가들의
편견에서 구하려고 해서는 안된다(Hirst , 1974, 30- 31).

교육을 교양교육과 직업 기술교육으로 이분화하고 그 중에서도 교양교육을 우위에
두는 이러한 사고는 이후 많은 교육이론에까지 양향을 미치게 된다.
그리스에 이어 초기 로마문화에서의 교육목적은 그리스에서와 마찬가지로 이상적 시
민의 양성이었으며, 본질적인 것의 변경없이 교양교육의 이념이 그대로 지속되었다. 젊
은이들에게 굳센 의지, 용기, 신의를 존중하게 하고 자제, 위엄, 절제, 정의의 덕목을 가
르쳤다. 그러나 로마에서는 그리스와 달리 시민생활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 정치적인
현실에 적합한 실제적인 것에 초점을 맞추었다. 철학교육과 웅변교육 중에서 후자를 더
강조하였으며, 나아가 철학교육은 웅변교육의 기초문법교육으로 전락하였다.
기독교 교육이 주를 이루었던 중세에 와서 교양교육은 성직자를 중심으로 실시되었
으나, 수도원에서는 인간 수양의 목적으로 노작활동을 병행하였다. 중세를 지배했던
기독교에서는 노동과 작업에 대한 인식이 그리스의 전통과는 달리 삶에 있어서의 본
질적인 요소로 인식되었다. 당시의 기독교 지도자들은 물질적인 것도 정신적인 것과
마찬가지로 신이 창조한 것이라 생각하였기 때문에 일에 대한 편견을 지니지 않았던
것이다(전일균, 1995, 19). 이러한 수도원 교육과는 달리 중세의 세속적인 교육은 일반
적으로 노동을 교육적인 의미로 해석하지 않았으며, 여전히 인문주의적 교양교육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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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네상스를 거치면서 학자들이 그리스와 로마시대의 작품 속에서 교양교육의 완전
한 이념을 재발견함으로써 교양교육의 이념이 그리스의 그것으로 재생되었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직업의 교육적 의의와 가치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전개되기 시작하였다.
이에 따라 노동과 직업의 중요성과 그에 대한 교육적 관점이 지금까지와는 사뭇 다르
게 변화되기 시작했다. 즉 직업교육에 대한 필요성과 중요성이 제기된 것이다. 16세기
의 More는 그의 저서 유토피아 를 통해서 학교에서는 일반적인 학습과 함께 농업을
중심으로 한 실습을 병행해서 배우며, 그 외에도 옷감을 짜는 일, 석공, 철공, 목공 등
을 익혀야 함을 제안하고 있다(More, 1516, 주요섭 역, 1964, 330).
한편 동시대의 종교개혁가 Luther는, 상상과 이상의 세계에서의 노작활동을 주장한
More와는 달리 현실 속에서의 노작활동을 주장하였다. 그는 자각적인 신앙에서는 교
육이 필요하다는 신념아래 교육존중, 교육개선 등을 주장하면서 모든 아동은 매일 학
교에 나와 공부해야 하며, 나머지 시간에는 반드시 집에서 각종 가사 노동을 수행해
야 한다고 하였다. 즉 가정에서의 노작을 통한 교육의 의미를 강조하였던 것인데, 그
의 이러한 교육관은 신과 대비되는 인간의 발견이라는 측면에서 근대적 교육사상의
중요한 계기를 제공하였다(전일균, 1995, 20).
이러한 직업교육에 대한 사상적 흐름은 18세기에 와서는 자연주의자 Rousseau에
이르러 비로소 현대적 의미로 발전하게 되는 단초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Rousseau(1762, 김평옥 역, 1982, 165)는 그의 저서 에밀 에서 노동은 사회적 인간
의 필수적 의무 라고 함으로써 기존의 직업관과는 전혀 다른 관점을 보여준다. 즉 노
동이나 생산에 종사하는 것은 노예나 하층민에게만 필요한 행위가 아니라 모든 사람
에게 필요한 삶의 행위이며, 따라서 누구나 어려서부터 여러 가지 노동을 배워야 하
고 그러한 과정에서 다양한 것을 관찰하고 배우며, 또한 자연과의 교섭을 이루어 내
어야 하며, 이것을 통하여 비로소 인간도야가 시작될 수 있다고 하였다.
사회 현상으로는 근대의 산업혁명, 과학과 기술의 발달, 정보통신의 기술과 과학의
발달에 의해 촉진된 인류의 실리 추구 정신은 자본주의의 발달과 맞물려 엄청난 속도
로 세력을 확장하게 되었다. 특히 산업혁명의 영향으로 생산지가 가정에서 공장으로,
수공업에서 기계공업으로 대치되었으며, 생산방식의 급격한 변동은 상업이나 직업교
육에 대한 재적응을 요구하였다. 바로 이러한 시대적 변화가 직업교육에 대한 기본적
관심을 서서히 고조시키는 동인이 되었다.
그러나 산업혁명으로 인하여 요구된 직업교육이 일시에 변화된 것은 아니다. 그것
은 첫째, 직업교육이 생산과정에서 우연히 발생하는 것이 아니며, 따라서 생산자의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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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 아니기 때문에 학교의 교육과정 속에서 그것을 다루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다.
둘째, 산업기계가 복잡한 과학적 원리위에서 조작되고 산업 자본주의와 정치, 경제가
복잡하게 얽혀 있으므로 직업교육을 학교의 정규 과목의 위치로 편성하는 것이 필요
해졌기 때문이다(Brubacher, 1966, 이원호 역, 1999, 259).
과학의 시대라고 불리는 19세기 중반 이후 교과교육의 관심 영역으로 부각된 과학
은 희랍의 교양교과에서 추구하던 엄밀한 학문의 기초로서의 과학정신보다는 과학이
가져온 실질적인 결과와 그 결과를 활용하는 유용성이 더 중시되고 그로 인해 실용적
관점에서 그 관심이 증대되었다. 그때까지만 해도 과학은 중등학교의 교과과정에 있
어서 인문주의 교양과목과는 다르게 불평등한 위치에 있었다. 그러나 수공업으로부터
기계공업으로의 혁명은 과학의 사회적 중요성을 확실하게 입증해 주었다. 그리하여
과학이 교과과정에 포함된 것은 물론이고 그 교과과정에 있어서 확인된 지위도 이제
는 명확하게 보장되었다.
과학은 산업혁명에 의해서 뿐만 아니라 오랜 세월의 농업경제에 의하여 교육과
정 돌출물로 노출되었다. ......따라서 농과대학과 고등학교에서도 농업과정은 중요
한 것으로 부각되었고, 수세기 동안 가장 보잘 것 없는 위치를 차지했던 근로자
계층에 대한 교육의 존엄성이 부각되었다(Brubacher , 1966, 이원호 역, 1999, 91).

20세기에 들어오면서 유럽에서 발달한 합리주의와 경험적 과학적 사상과 미국에서
대두된 진보주의 사상에 의해 전통적 인문교양교육은 지식탐구의 새로운 방법을 제안
한 교육자들에 의해 도전받기 시작했다. 이 시기에 미국은 대대적인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변화를 겪게 되고, 남북전쟁 이후 시작된 산업화는 가속화되기 시작했다. 이러
한 사회적 문제에 직면하고 있을 때 미국의 많은 사상가들은 교육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신념을 갖게 되었다(Perkinson, 1977). 이에 따라 급격한 도시화로
야기된 사회병폐를 개선하며, 급성장하는 산업사회에 필요한 노동자와 지도자를 훈련
시키고, 부정없는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이 이어졌다. 또한 이러한 교육에
적합한 특수교사를 위한 교육이 과학적 훈련과 함께 대두되었고 직업교육이 전통적
인문교육에 더해졌다. 이러한 과정에서 이 시기에는

유용한(useful) ,

기능적인

(functional) , 혹은 실제적인(pragmatic) 등의 단어가 지식과 과학의 기준처럼 되어
버렸다. 정치와 교육분야에서 진보주의 운동의 한 부분이었던 농업교육과 산업훈련은
이 시기의 대표적인 발전 중의 하나였다. 이에 대해 Knowles는 다음과 같이 묘사하
고 있다.
새로운 사상이 확장교육 사상에 주입되었는데 이는 학문적 교과에 대한 강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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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모든 인생문제, 즉 농업적, 정치적, 사회적, 도덕적 문제와 관련을 갖는 모든 사
람들을 위해 봉사하는 새로운 대학의 역할개념을 포괄하려는 방향으로 변했다
(Knowles, 1977, 49).

미국에 있어 20세기 초 교육과 관련된 가장 영향력 있는 학자는 바로 Dewey이다. 그
에게 교육의 주요 과제는 아동의 잠재력을 개발하기 위해 아동에 대한 전통교육의 획일
성과 수동성을 제거하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Dewey는 손으로 만드는 공작수업을 교육
과정에 포함시키고, 아동의 요구와 흥미를 교육과정으로 시작으로 간주하였다. Dewey
는 아동의 요구와 흥미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교육은 개개 아동의 성장을 촉진시킬 뿐
만 아니라 전통학습의 장점도 획득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Dewey, 1956, 70).
이러한 맥락에서 Dewey는 당시의 학교에서 행해지고 있는 편협한 직업훈련의 비
민주성과 정신적 도야만이 강조된 주지주의적 지식교육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였다.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협소한 직업훈련은 학생들에게 미래의 직업인으로서 필요하게
될 창의력이나 실천력 등 다양한 재능을 제공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특정 학생에게
그들의 노력 및 이상과는 상관없이 그들을 하급 노동자로 만들어버리는 사회적 숙명
론을 강요한다고 주장했다(전일균, 1995, 82). 또한 지식에 대한 학습은 개인위주의 교
육이므로 이기적 품성을 조장할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하면서 현재의 직업교육과 지식
교육 양자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생산적인 노작을 교육현장에 도입하여 생산적
노작과 지식학습을 균형있게 결합시킴으로서 가능하다고 주장하였다.

Ⅲ . De w e y의 직업교육론
1 . 교육목적으로서의 직업교육
지금까지는 대체로 내재적 가치의 추구라는 미명하에 학교교육에서 합리성 혹은 지
식의 추구와 같은 교육의 인지적, 이론적 측면을 지나치게 강조한 반면, 직업교육과
같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필요한 실제적 가치들은 외재적 가치 혹은 수단적 가치라는
이름으로 도외시되거나 소홀히 다루어져 왔다(유재봉, 2000, 35). 이에 따라 전통적 교
육에서의 교육목적은 인간의 내면적, 정신적 도야나 인격의 수양 혹은 덕성의 함양
등을 통하여 인간의 본성을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발달시키는 내재적 목적에 치중되
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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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전통적 교육목적은 어느 정도는 인간을 지성적으로 도야하고 이성적으로 정
신을 계발하는데 기여할 수는 있으나, 그것은 경험 이 결여되어 있어 완전하게 아동
의 지성을 계발하는 데는 한계가 있으며, 또한 현실세계에 적응력도 떨어지게 된다.
이에 대해 Dewey는 전통적 교육이론들의 오류를 보완하고 아동의 지성적 성장을
가능하도록 하는 일반적 교육의 목적으로 사회적 효율성을 제시하였다. 사회적 효율
성은 소극적 제재에 의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의미있는 일에 개인의
타고난 능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다고 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Dewey, 1916, 이홍우 역, 1987, 186).
교육의 일반 목적으로서 제시한 사회적 효율성에 대해 Dewey는 이를 개인적인 측
면과 사회적인 측면의 두 가지 의미로 설명하고 있다. 한 가지 의미는 구체적 목적으
로 바꾸어 표현하면 산업적 능력(Dewey, 1916, 이홍우 역, 1987, 186)이며, 다른 하나
는 공민적 효율성 혹은 시민으로서의 자질(Dewey, 1916, 이홍우 역, 1987, 189)이다.
전자는 새로운 발명에 의해 산업이 급격하게 발달되어가면서 새로운 업종이 늘어나고
낡은 업종은 다른 것으로 바뀌어 가는 사회에서 개인이 적응하는 능력을 배양해야 하
며, 후자는 자신의 경험을 다른 사람에게 가치있는 것으로 함과 동시에 다른 사람의
가치있는 경험에 보다 풍부하게 참여하는 모든 것, 즉 경험을 서로 나누어 가지는 넓
은 의미에서의 사회에 대한 봉사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두 가지 교육의 일반 목적
에 대해 Dewey는 이렇게 언급하고 있다.
아동의 개인적 성향이나 활동이란 아동 사이에 협력하는 생활의 양식을 유지하
는데 사용함으로써 그러한 방법을 통하여 협동생활을 조직하고 협동정신을 통하여
자기 임무를 수행하고 훈련과 기능을 통하여 생활 속에서 창조적인가치의 실현을
수행하게 되어 유능한 직업인의 한 사람으로서 사회적인 봉사를 하게 된다(임한영,
1980, 67, 재인용).

교육의 일반 목적의 구현은 개인이 유능한 직업인으로 사회적 봉사를 함으로써 가
능하다는 Dewey의 주장은 교육이 어떠한 형태나 방식으로든 개인이 직업을 가지는
것과 연결되며, 또한 그것은 사회적 봉사로서 그 유용성이 확보되는 것임을 의미하는
것이다. 또한 Dewey는 개인적 입장과 사회적 관점의 관계에 대해서 한 개인이 자신
의 독특한 능력과 사회봉사 사이의 균형을 찾는 것은 오직 직업을 통해서 가능하다
(Dewey, 1916, 이홍우 역, 1987, 468)고 함으로써 직업교육의 정당성을 주장한다. 또
한 직업은 목적이 있는 활동으로, 직업적 활동을 통한 교육은 그 속에 학습으로 연결
되는 요인들을 다른 어떤 방법보다도 더 많이 결합해 가지고 있기에 직업교육은 매우
유용함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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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컨대 직업적 활동은 단순히 외적인 산물에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니라 활동을
실현하는데 목적을 두는 그런 조건에서 이루어진다면, 교육의 목적, 관심, 사고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제시한 여러 가지 요건을 한꺼번에 충족시킬 수 있다(Dewey ,
1916, 이홍우 역, 1987, 470).

그러나 Dewey는 직업 그 자체를 교육의 목적으로 생각하지는 않았다. 그는 직업교
육을 통해서 교육의 내재적 목적인 지적, 도덕적 덕을 끌어내기 위해 교육방법을 개
선하고, 또한 교육의 일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양한 직업들을 효과적으로 이용하
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Dewey는 이러한 현실적 바탕위에서 아동이 생산적이며 창조적인 작업을 통하여
가치있는 지식을 획득하여 확보하는 것이 필요함을 확인시키고 있다. 따라서 직업교
육은 아동이 장래에 보람있는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준비교육이며, 생활자체의 교육
이며 또한 능력교육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직업교육의 목적과 방향에 대해 Dewey
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초기 단계에서의 직업준비교육은 직접적인 것이 아니라 간접적이어야 한다. 즉
그 단계의 학생의 필요와 흥미 에 맞는 능동적 활동에 종사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
러한 방식을 통해서만 교육을 하는 사람과 받는 사람 모두에게 있어서 개인의 적
성에 대한 진정한 발견이 있게 되고, 그리하여 나중에 종사할 전문분야를 올바르
게 선택할 수 있게 된다(Dewey , 1916, 이홍우 역, 1987, 472).

이러한 견해는 당시의 직업교육이 편협하고 단순한 기능의 숙달에 치우쳐 있음을
비판하고, 직업과 관련된 아동의 능력과 적성의 발견은 성장이 계속되는 동안 끊임없
이 계속되어야 하는 과정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초기에 아동이 어떤 분야에 관련된
사물에 지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흥미가 있음을 발견하고 그것을 자신이 평생 종사할
직업의 분야로 결정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앞으로 그 아동의 성장 방향을 대체적으
로 보여주는 것일 뿐이다. 이를 Dewey는 콜롬부스가 미국 해안에 닿았을 때 미국 대
륙을 발견했다고 하는 것과 같다고 비유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개인이 그에게 적합한 직업을 선택하고 그와 관련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아동의 흥미와 필요를 고려하고, 교육의 목적과 방법을 끊임없이 재조
직하여 계속적인 성장의 과정에 있는 아동으로 하여금 그에 대해 융통성과 적응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적 배려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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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직업교육과 교양교육과의 관련
직업교육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피력하기 위해서 Dewey는 직업교육과 교양교육에
대한 일반적인 사고가 서로 대립적인 위치에서 양자간에 매우 큰 간극이 존재하고 있
음을 밝히고 있다. 교육에 있어서 노동과 여가, 이론과 실제, 몸과 마음, 정신상태와
세계의 대립에 깔려있는 이론적 가정들에 있어서 그 모든 대립의 결국은 직업교육과
교양교육의 대립으로 정리된다고 보고 있다(Dewey, 1916, 이홍우 역, 1987, 465).
앞 장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역사적으로 직업교육과 교양교육에 있어서 대체로
교양교육이 우위를 차지해 왔다. 이러한 교육적 흐름이 그리스시대에서부터 시작하여
계속적으로 교양교육은 귀족 혹은 자유민을 위한 교육으로 인식되고, 직업교육은 노
예 혹은 평민을 위한 교육이라는 인식이 굳어지게 된 것이다. Dewey는 이러한 교양
교육의 전통적인 이념에 대하여 이론적인 공격을 가하면서, 자유문화와 노예문화 사
이에 그리고 자유민과 노예로 구성된 그리스사회의 전제조건으로부터 역사적으로 자
라온 직업교육과 지적 교양교육 사이에 얼마나 뚜렷한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논의를
지속적으로 제기하였다(Brubacher, 1966, 이원호 역, 1999). 그는 교양과목(liberal
art s )과 노예과목(servile arts )에 대한 아리스토텔레스의 구분은 철학적 근거에 의한
것이 아니라 노동이 노예의 전유로 되어 있던 당시 희랍의 문화적 상황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직업적이고 실제적인 교육은 그리스에서는 비교양적인 교육이었다. 그것은 노예
계층을 위한 훈련이었기 때문이다. 반면에 교양교육은 노동으로부터 해방된 자유
인을 위한 교육이었다. 이것은 현대 산업사회의 상황과는 다른 것이다(Dewey ,
1975, 45).

또한 그는 교양교육과 직업교육의 분리는 사회계급의 분화의 산물이며 현대 정치적,
과학적 발달에 의해서 그 타당성이 상실되었다고 주장하였다. Dewey에 의하면 교육목
적으로서의 교양에 대한 의미는 개인의 품성에 관련된 것으로서 사상과 예술과 넓은
인간적 관심에 대한 이해의 도야이다. 이러한 교양의 의미를 지닌 목적과 사회적 능률
로서의 목적을 분리하게 되면 사회계층의 분리현상을 가져오게 되어, 교양은 상류계층,
사회적 능률은 하류계층의 단순한 역할 분리현상으로 나타나 비민주적 사회로 되어 버
린다(박준영, 1995, 36). 이와 관련하여 Dewey는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교양과 유용한 기술의 분리는 산업생산에 종사했던 사람들의 노비근성이 사회적
지위를 차지했던 때의 산물이다....... 과학혁명이 진행되고 지식과 이해 그리고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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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본질과 방법이 변화되었고 산업혁명이 손과 두뇌의 벽을 와해시킨 상황에 민
주적 정치혁명은 노비에게 자유인의 신분을 제공하였다. 이러한 변화의 환경이 전
통적인 교양과 기술의 분리를 파괴시켰다(Dewey , 1944, 392).

Dewey는 현대 산업사회의 노동방식은 과학의 계속적인 적용의 결과로 보고, 여기에
희랍시대의 비합리적인 노동방식과 현대의 합리적인 노동방식에는 차이가 있음을 지적
하고 새로운 시대에 걸맞는 자연과학적인 방법에 의해 산업, 정치, 사회적인 사건을 조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따라서 Dewey는 교양교육과 실천적 교육
모두가 필요함을 역설하면서 고대 교양교육으로 되돌아가는 대신에 미래의 문제를 바
라보며 현재의 기술적, 직업적 교육과 교양교육이 양립하여야 함을 주장했다.
사회적 실용성에서 교양교육은 훈련과 양립되어야 하고 또 생산적인 직업에서
효과적으로 공유하도록 능력과도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민주사회에서 교육문제는
교육목적의 이원주의를 없애야 하며 모든 이를 위해 자유로운 실천을 인도하고 봉
사의 책임성에 대한 보상으로 여가를 갖게 하는 일련의 연구과정을 구축해야 한다
는 것이다(Dewey , 1916, 이홍우 역, 1987, 403).

Dewey에 의하면 상당한 정도로 지배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도 본질상 직업교
육이다. 다만, 그들이 종사하는 통치와 향락은 직업이라는 이름으로 불리어지지 않았
을 뿐이다. 직업이라든가 직장이라는 이름은 오직 육체노동, 생활 수단이나 돈으로 환
산한 보수를 받고 하는 노동, 또는 특정한 사람에게 개인적인 봉사를 하는 경우에만
붙였다. 그러나 어떤 직업이든 일반적으로 말하는 다른 직업과 조금도 다름없는 직업
이며, 따라서 직업에 중점을 두는 교육이 순전히 돈을 벌기 위한 것이라든지,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좁게 실제적인 교육이라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는 것이다. 오히려 직업
교육 또는 직업활동은 생활인으로서의 인간의 전 생활영역으로 확대하여 거시적인 관
점에서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어떠한 교육이념도 직업교육이라는 주제 전체와 깊은 연관을 맺고 있기 때문
에 따로 떼놓고 다루어져서는 안된다고 주장한다. 나아가 어떤 종류의 교육이든지 간
에 그 교육을 받은 결과가 나중의 직업생활과 어떤 점에서라도 관련이 있으면 그 교
육은 직업교육이라고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는 직업교육은 성격 에 의해서가 아
니라 결과 에 의해서 그 의미가 규정되어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이와 관련해
서 Dewey는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직업생활에 반대되는 것은 여가도 아니요 교양도 아니며 오직 개인의 편에서 보
면 무목적성, 방종, 경험의 누적적 성취의 결여요, 사회의 편에서 보면 안일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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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과시, 다른 사람에 대한 기생적 의존이다. 어떤 일에 종사한다는 것은....... 전문적
인 분야나 기업에 종사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기계적인 노동이나 기예, 특수한
과학적 능력, 효과적인 공민적 자질을 발달시키는 일에 이르기까지 모든 활동에
적용되는 용어이다(Dewey , 1916, 이홍우 역, 1987, 466).

직업교육과 교양교육 양자의 관계에 대한 Dewey의 입장은 한 마디로 교양교육적
직업교육 혹은 직업교육적 교양교육 이라 이름 붙일 수 있는데, 그 이유는 그가 마음
과 육체, 아는 것과 행하는 것, 이론과 실제, 여가와 노동 등에 있어서 어느 것 중 하
나 를 선호한다든지 아니면 양자를 분리하는 것을 거부하듯이 교양교육과 직업교육을
구분하는 것도 거부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Dewey의 이러한 견해가 교양교육을 직업교육화 하려고 했다던가 교양교육
의 변형을 옹호했을 것이라고 추론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직업교육은 어디까지나 현
사회의 산업질서를 연속화시키는 도구로서만 이용되어야 하며, 그것을 변형시키는 수
단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하였다.
이렇듯 교양교육과 직업교육을 분리하려는 의도나 양자를 대조해 보려는 것은 문제
가 있다고 하겠다. 교양성이 없는 직업교육은 무모하거나 위험할 수 있고, 직업을 전
제로 하지 않는 교육은 생활인에게 유용하기 않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 두 형태의 교육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 이에 대해 Dewey는 교육
에는 이미 노동의 보다 대국적인 특성에 착안하여 자유교육적인 양상과 사회적 유용
성의 훈련(즉, 생산적인 일에 능률적으로 행복하게 참여하는 능력)을 조화시킬 가능성
이 열려있다고 주장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만약 우리가 교양과 유용성의 의미를 각각 좀 더 세밀하게 분석한다면, 유용하
면서도 동시에 자유교육의 효과를 가지는 교육과정을 좀 더 쉽게 구성할 수 있을
것이다....... 깊이있는 지식과 완벽한 판단으로 습득된 기술은 새로운 사태에 쉽사
리 활용되며, 그 기술을 활용하는 바로 그 사람이 자유자재로 통제할 수 있는 기
술이 된다(Dewey , 1916, 이홍우 역, 1987, 399).

Dewey의 직업교육관에 강하게 반대하며 교양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허
친스도 직업교육에 대해서 노동자가 계속해서 일상적이고 기계적인 일만 반복하고 있
는 현상은 잘못된 직업교육에서 비롯된 것임을 지적하고, 이를 바로 잡기 위해서는
학교교육에 있어서 과학적인 기초과정을 교양교육과 결부시키는데 있다고 하였다.
교육은 일반적이면서 교양교육이 되어야 하며, 또한 충분한 직업교육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시민정신과 여가의 광범위한 선용을 위한 능력을 길러야 할뿐만 아
니라 각자의 잠재능력에 알맞는 계속적인 교육과 같은 모든 목적들을 통합하여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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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있게 결합시켜야 한다(Hutchins, 1953, 58).

이와 같이 Dewey에 있어서 직업교육이라는 것은 단순히 산업이나 직업분야에 일
할 사람들에게 그 직업에 필요한 기능, 기술적인 준비만 시키는 취업교육(trade
education )이라기보다는 이에 더하여 사회의 여러 가지 형식의 직업활동에 포함되어
있는 지적, 도덕적 내용을 가르치는 것까지 포함한다.
직업을 위한 훈련으로 적절한 것은 오직 직업을 통한 훈련뿐이다. 교육의 과정
은 그 자체가 목적이며, 나중의 할 일을 위한 충분한 준비는 오직 당장 현재의 삶
을 가장 충실히 사는 것이라는 원리이며, 이 원리는 교육의 직업적 측면에서 그
가장 풍부하고 완전한 의미를 드러낸다. 모든 시대의 모든 인간에게 가장 으뜸가
는 직업은 삶- 즉, 지적, 도덕적 성장이다(Dewey , 1916, 이홍우 역, 1987, 470- 471).

지적이고 도덕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교양과, 이를 바탕으로 한 실용적이고 사회적
으로 유용한 기술이 조화되고 통합된 올바른 직업교육은 산업계통의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는 사회통제에 일익을 담당할 열의와 능력 그리고 산업계의 운명을 짊어질
주인으로서의 능력을 가지도록 해준다. 또한 노동에 대한 동정심을 증가시켜주고 유
용한 활동에서 교양적 요소를 찾아내는 마음의 자세를 길러주며, 사회적 책임감을 증
가시켜 준다는 것이 Dewey의 생각인 것이다.
요컨대, 실제적으로 그리고 철학적으로 현재의 교육적 상황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끌어 가는 단초는 개인의 사회적 소명을 상징하는 다양한 형태의 직업에 대한 올바
른 정보와 정확한 기술 그리고 그에 더하여 관련된 지적, 도덕적 내용을 포함하는 자
료와 방법을 점진적으로 개선하는데 있다고 할 것이다.

Ⅳ. 결 어
교육이 개인이 가진 능력을 계발시키고 사회 속에서 적응능력을 신장하는 것이라면
오늘날과 같은 급격한 사회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는 그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학습의 과정에 있는 아동이 생활인으로 성장하여 직업에 종사함으로써 생계
를 유지하고, 나아가 자신의 직업을 통해 사회에 봉사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직업에
대한 교육은 필요한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직업교육을 학교교육의 핵심적인 것으로 만들어 학생들에게 직업준
비만을 하도록 해서는 안되며, 또 그렇게 할 필요도 없다. 또한 교육을 그 내용이나
- 119 -

교육사상연구 (제 13 집)

━━━━━━━━━━━━━━━━━━━━━━━━━━━━━━━━━━━━━━━━━━━━━━━
결과만 가지고 교양교육과 직업교육으로 이분화하여 어떤 것이 더 중요하며, 어떤 것
이 더 우위에 있는가 하는 논쟁도 더 이상 의미가 없다.
어떤 직업, 어떤 교재나 자료든 그것을 공부하는 학생의 정신을 자유롭게 한다면 교
양교육의 도구이다(Kallen, 1946, 258- 259). 교육의 영역과 목표가 어떠하든지 그것에
의해 가지게 되는 직업 그 자체가 교양적일 때 그 교육은 교양교육이 되는 것이다.
어떤 교육의 과정이 직업교육이냐 혹은 교양교육이냐의 여부는 그것이 실제적인 기
술을 가르치느냐 아니면 고전이나 학문을 가르치느냐로 판가름 나는 것이 아니라, 그
리고 그것이 특정한 전문적, 기능적 실용성 혹은 현실적 관심사를 초월한 것이냐 아
니냐로서가 아니라, 그것이 어떤 교육적 정신에 의해서 어떤 방법적 원리를 만족시키
느냐로 이야기되어야 할 성질의 것이다.
20세기 초 미국의 직업교육에 대한 허친스의 경계는 다시 한 번 곱씹을만하다. 허
친스는 당시 미국의 주된 교육과정 이데올로기이던 진보주의와 그 중심이 있었던
Dewey에 의해 미국 교육이 지나치게 직업주의로 전락하여 교육의 주된 목적이 직업
을 얻어 생계를 유지하게 하는 것으로 변질된 것을 통렬히 비판하였다. 그러나 이것
은 시대 상황에 맞게 교육의 구조에서 직업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을 비판한 것이
라기보다는 교육이 직업주의와 전문주의로 전락하게 되는 것에 대한 우려를 표방한
것으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긍정적으로 보든 그렇지 않든 간에 직업교육이 학교교육의 한 부분이 되어 있는
현실에서 직업교육은 개인적 측면에서는 직업 적응력을 신장시키고 사회적 측면에서
는 사회적 봉사를 실천하도록 하는 목적을 달성하여야 한다. 그 내용에 있어서는
Dewey가 강조한 것처럼 지적이고 도덕적 성장을 지향하는 것이어야 함은 물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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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A St u d y on De w ey ' s Th e or y of Vo ca t ion a l
Ed u ca t ion
Kim, Shin- gon
T 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earch the direction of vocational education
based on the historical process of development of vocational education and
Dewey ' s education related theories.

School education has been a model of

education since Greece Era, and liberal education has been considered as the goal
of school education.

It is true that the liberal education has been predominant

over education field. However, the importance of vocational education is increasing
because of the rapid progress of society and the change of the organization of
industry. According to Dewey, it is possible to develop person ' s ability and to
serve the community thru vocational education.

T hat was a reason why Dewey

emphasized vocational education.
Vocational and liberal education can not be pitted against each other and can
not be divided each other . Dewey asserted that both vocational and liberal
education are required for every person, so that these two kinds of education
should be compatible each other.
In this reason, vocational education should include not only trade education field
but also intellectual and moral aspect .

Based on this vocational education, people

can adapt them selves to their vocation and serve the community.
should include intellectual and moral growth as Dewey emphasiz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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