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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4년을 전후해서 한국에서도 3차산업의 就業인구가 전체의 半을 넘었다. 이것은 한국도
이제는 이른바 後期산업사회 또는 情報化사회에 진입했다는 사실의 한 상징이 된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우리 주변에 컴퓨터, 텔레비젼 등 각종 情報機器의 급속한 보급, 광범위한
이용으로 정보화사회가 우리의 생활에 깊숙히 “침입”해 들어오는 것을 그야말로 피부로 느
끼기도 한다. 전에 없이 매끈하게 치뤄진 지난번 올림픽도 情報機器에 크게 힘입었다고 한
다.
흔히 情報機器의 4人幇을 컴퓨터, 티비, 전화, 통신위성이라고 한다. 이 넷이 결합해서 옛
날과는 엄청나게 “다른 세계”를 펼쳐놓고 있으며, 그것은 文明史的으로 인간 문화가 약
5000 년 전 遊牧사회에서 農耕사회로, 약 200년 전 다시 産業사회로 탈바꿈한 변화와 필적
하다하여, 항용 이름지어 情報化사회라고 한다. 情報기기, 정보공학, 정보화사회가 우리의 지
금 그리고 내일의 個人生活과 社會生活에 어떤 심각한 變革的인 의의를 갖느냐는 여러 분
야, 여러 측면, 여러 각도에서 자주 논의된다. 敎育이라는 분야도 그 圈外는 아니다.
정보기기의 대종은 역시 엄청나게 다량의 情報를 받아들이고 저장하고 엄청난 속도로 다
양하게 처리하고 전달하는 컴퓨터라고 해야 할 것이다. 이 小論에서는 우선 敎育이 컴퓨터
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소화해야 하느냐를 생각해보고, 다음에 좀 어마어마한 표현일는지는
모르나 컴퓨터 등 情報기기의ㅣ “文明史的” 의의를 교육의 견지에서 음미해보고자 한다. 필
자는 컴퓨터, 敎育工學, CAI의 專攻者는 아니다. 그러나 관심이 있는 그래서 여기 저기 CA I
를 실시하고 있는 혹은 하려는 국내외 大學을 돌아다녀 본 아마튜어 非專攻者의 견해가 혹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으리라 생각해본다.

Ⅰ. 컴퓨터 消化
컴퓨터가 희한한 利器임에는 틀림없다. 그래서 거의 모든 기관에 그 보급도 홍수와 같고,

컴퓨터 공학의 진전도 어지러울 정도로 빠르다. 교육이 이에 무관할 수는 없다. 많은 이기의
경우에 그것이 이기이기에 보급되어가지만, 거기엔 동시에 기피증, 공포증, 반발이 수반되는
수가 많다. 너무 잘 맞추는 활이라고 石弓이 禁止令을 받은 경우도 있었고, 製造기계를 때려
부시는 “러다이트” 운동도 그 예다. 그러나 교육이 컴퓨터에 대해 이런 테크노포비아에 걸
려야 할 필요도 없고 그래서도 안된다.
학교교육에 관한 한, 컴퓨터는 네 가지 수준에서 받아들이고 “소화”해야 할 과제를 제시
한다고 생각할 수 있다. 첫째는 학교는 모든 학생에게 기본적인 一般的 컴퓨터 理解와 活用
力을 길러주어야 한다. 그래야 할만큼 社會 도처에서 컴퓨터 사용이 보편화될 날도 멀지 않
다는 전망에서이다. 아직은 모르는 것이 큰 핸디캡은 아니더라도, 아는 것이 결정적인 利點
인 것만은 이미 명백하다.
필요에 따라 初·中等학교, 대학에서 모든 학생에게 기본적인 컴퓨터 교육을 한다는 일도
쉬운 일이 아니고 생각해야 할 문제도 많을 것이다. 컴퓨터 교육을 위한 施設도 문제지만 ,
컴퓨터 포비아 또는 기피증은 어릴 때일수록 적다는 사실, 敎師부터 컴퓨터 明文에서 벗어
나야 한다는 사실, 배운 컴퓨터 사용법을 誨化시키지 않고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보람
있는 학습 “과제”, 생활 “과제” 가 많이 마련되어 있을 것

등이 그 예다.

둘째는 學校經營에서 컴퓨터를 활용하는 수준이 있다. 이것은 회사, 은행 관청에서 그 사무
와 경영을 컴퓨터化하는 일과 같다. 이것은 이른바 CA M, “電算輔助管理”의 체제를 마련해
야 한다는 뜻이 된다. 학교나 대학에도 사무, 학생사무, 庶務에 양은 많으나 비교적 단순한
정신작용으로 처리될 수 있는 사무들이 많다. 직원봉급의 컴퓨터 처리, 학생 성적 관리의 컴
퓨터화, 학생기록의 컴퓨터화, 도서관 도서목록의 컴퓨터화, 강의시간표 작성의 컴퓨터 프로
그램화 등은 이미 여러 학교와 대학에서 진행되고 있는 일들이고, 創案여하에 따라서는 더
컴퓨터화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을 것이다.
보다 바람직하게는 이런 사무의 컴퓨터화가 단지 자료와 정보를 저장한다거나 雜務的인
정신노동을 면한다는 기능에서만 아니라, 적절한 行政的 결정이나 敎育的 결정을 내리는 데
에 적절하게 정리된 정보를 제시하는 기능도 수행해야 할 것이다. 예컨대 대학에서 그야말
로 단추만 누르면, 학생 수, 講義시간수 기타 자료가 정리되어 내년에 필요한 敎室數가 결정
의 參考로 제시되어 나오도록 프로그램화 되어 있다든지, 교수의 履歷자료가 입력되어서 키
이보드만 누르면 博士소유자 비율, 外遊경험자 비율이 제시되어 敎授發展計劃수립에 참고가
된다든지 하는 경우다. 이런 경우엔 대개 總長室을 비롯해서 대학의 주요 관리자의 방에 컴
퓨터 단말기가 게으르지 않게 놓여있기 마련이다. 다시 말해서, 관리자 자신들이 컴퓨터문맹
이라면 이런 컴퓨터 活用은 생길 수가 없다.
CMI, 번역해서 “電算管理授業”, 즉 학생 모두 개개인의 學修에 관한 모든 자료, 예컨대
이수한 과목과 그 성적, 각종 진단적 목적의 心理檢査와 敎育檢査의 성적, 중간시험이나 기
말시험의 점수 또는 그 시험의 각 問項反應까지도 입력시켜서 그것을 프로그램으로 처리해
서 개개인에 적합한 學習經路와 學習課題를 제시하는 체제는 교육적 결정을 돕는 예다. 이
런 CMI 체제는 도리어 分類上 다음 넷째의 CAI에 보다는 여기에 포함시키는 것이 더 타당
할 것 같다. 왜냐하면 CMI는 CAI처럼 컴퓨터가 직접 학생의 학습과정에 개입하는 것이 아
니라 학습방향을 決定하는 데에 정리된 자료를 제시하는 일만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분류
상 어디에 속하느냐는 큰 문제는 아니다. 또 CAI에는 CMI가 흔히 같이 따라다닌다는 관계
도 있다.
셋째로 학교 특히 대학에서는, 앞에 말한 일반적

컴퓨터理解에 더하여, 여러 專門영역별

컴퓨터이해와 활용력을 길러주어야 하며, 그것을 동시에 그 영역의 학습과 교육에도 큰 補
助도구로서 활용해야 한다. 이 社會의 각 계 각 영역에서 컴퓨터를 제각기 넓게 활용하고
있다. 자기 관련분야에서의 그 활용의 모습을 알아야 한다. 예컨대 물리학 연구에 컴퓨터가
어떻게 활용되고 활용될 수 있는지 물리학 전공자는 알아야 하고, 건축설계에서 컴퓨터가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건축학과에서는 배워야 한다. 경영에서, 기상예보에서, 스포츠學에
서, 의학에서,⋯그 業務遂行과 硏究에서 컴퓨터가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각기 알아야 한
다. 더구나 각 분야에서 國際的인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는 여러 情報資源體制,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이 있어서 그 활발한 활용이 가능하고 필요한 시대에 우리는 놓여있다. 근자 電算科
學에서 흡사 인간두뇌처럼 컴퓨터를 가동케 하려는 “인공지능”이론이 발달되어 가고, 그것
을 진료나 광맥탐사 등 전문적 처리에 적용하여 “전문가체제”를 만들려는 노력은 전문적 컴
퓨터 활용의 첨단인 셈이다.
전문적 컴퓨터이해는 그 방면에 진출하는 준비로서도 필요하지만, 대학 그리고 초·중등
학교에서 각 敎科 즉 각 전문 영역의 교육내용을 가르치는 데에도 당장에 강력한 학습 또는
교육의 방법과 도구를 제공한다. 컴퓨터를 이용해서 “들리는 音波”를 컴퓨터 그래픽으로
“보이는 波動”으로 분석하는 장치는 높은 학습 수단이다. 실제 컴퓨터로 건축설계를 해보는
것은 그 자체가 강력한 學習方法이기도 하다. 이것은 대학에서의 전공교육 또는 초·중·고
교에서의 각 敎科敎育 자체가 컴퓨터를 사용하면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뜻이 된다. 이런 학
습수단으로서의 전문분야 즉 각 교과에서의 컴퓨터 활용방법을 학습수단으로 동원하는 일이
대학이나 전문교육에만 한정될 필요는 없다. 적절한 수준에서 초, 중등교육에서도 활용의 길
이 있을 것이다. 이것은 컴퓨터의 補助를 받는다는 넓은 의미에서는 다음의 CAI의 일부라
해도 좋다. 다만 CAI에서처럼 학습과정을 프로그램화 한 것이 아니라, 컴퓨터를 적소에 그
저 한 도구로 쓰고 있을 뿐이라는 점이 다르다.
넷째 마지막으로 우리는 CAI, CMI, CBI 등으로 약칭되는 교육방법, 즉 컴퓨터 그리고 연
관 情報기기도 같이 동원해서 그것으로써 직접 敎授過程, 학습프로그램을 구성하는 컴퓨터
補助敎授의 문제에 이른다. 이것은 위에서 말한 전문 영역 컴퓨터 활용방법의 교육영역에서
의 한 예인 셈이다. 단순하게 말해서 교수진행과정을 컴퓨터 프로그램 속에 집어넣어서 학
생은 그 프로그램과 相交하면서 배운다는 CAI는 아직은 엉성한 수준이지만, 열렬한 주창자
들은 인공지능이론과 전문가 體制의 발달과 더불어, “CA I의 발달은 오늘날 대중교육 시대의
아동들에게 그 옛날 마케도니아 제국의 필립 왕이 당시 그리스 최대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
스로 하여금 그의 아들인 후세의 알렉산더 대왕을 1대 1로 가르치게 한 것과 같이 최고의
가정교사를 가지는 사치를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단순히 흥분된 예언을 하였다”.

1)

그러나

CAI의 실제는 아마도 이런 지나친 흥분과 부정적인 냉대 사이의 어떤 점에 있을 것이다.
CAI가 갖는 매력 때문에 그리고 반면 있을 수 있는 난점 때문에 이것을 다음에 따로 항
목을 정해서 논의하고자 한다. 그러나 그에 앞서 우리는 위에 논한 네 가지 수준을 종합, 비
교해 보아야겠다. 흔히 “컴퓨터와 교육”이라는 연관에서는 우선 CAI를 떠올리는 것이 보통
이지만, 그러나 실은 그에 앞서 먼저 급한 것은 모든 학생에게 일반적 컴퓨터 理解力을 기
르는 일, 학교경영에서의 여러 사무를 컴퓨터화 하는 일, 그리고 특히 전문적 교과교육에서
그 영역에 특수한 컴퓨터 활용이 있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 CAI도 이런 선행 조건이
없다면, 그 성공 가능성은 더욱 희박해진다. 도리어 당분간 CAI보다는 이 세 가지 선행 수

1) 허운나, “敎育 컴퓨터 施行錯誤우려”, 1988. 9. 5, 한국교육신문

준에서의 컴퓨터 소화에 우선 전력해야 한다는 의견도 가져본다.

Ⅱ. CA I의 決定肢
CAI는 몇 가지 점에서 강력한 매력을 갖는다. 가장 큰 매력은 그것이 컴퓨터의 엄청난
종횡무진의 情報處理能力에 힘입어 교육방법의 이상인 個別化 교육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일
것이다. 특히 多人數 교육, 이질 집단의 교육에 고민하는 상황에서 이는 큰 매력이다. 그리
고 그것이 비디오, 오디오, 전화, 그리고 통신위성과도 연결이 된다면 엄청난 교육대상의 확
대에도 기여하고, 교사와 학생들이 서로 멀리 떨어져서 가르치고 배우는 遠隔敎育을 “近接
敎育”化 하는 데에도 크게 활용되며, 비디오, 그래픽, 애니메이션 등으로 심리학자 브루너가
말하는 교과내용의 象徵的 표현, 映像的 표현, 動作的 표현 등 다양한 표현에 의해서 학습효
과를 높일 수도 있다.
그러나 반면 難點도 많이 제기된다. 우선 비용부터가 큰 문제이다. 하아드웨어로서의 즉
한 기계장치로서의 컴퓨터 시스템을 설치하는 비용도 작지는 않으나, 그 속에 “아리스토텔
레스와 같은 가정교사”가 들어 앉아있어야 할 교육 프로그램 즉 소프트웨어, 코스웨어의 개
발, 구입 등에 들어가는 人間의 性向과 리듬에 맞추기보다는 기기의 성향과 리듬에 맞춘 수
업으로 보이며, 학생에게 수동적 학습자세를 강요하고, 組織力, 創造力, 想像力의 “高等精神
過程”의 교육에 부적합하다고 본다. 보다 근본적으로 아무리 인공지능, 전문가 체제의 연구
가 발달된다해도 敎師 아리스토텔레스와 같은 훌륭한 소프트웨어의 개발이 정말 가능하냐는
문제도 있고, 또 그것이 바람직하냐는 문제도 있다.
그러나 앞에서 말했듯이 아마도 취해야 할 길은 적어도 지금 단계에서는 열광적 긍정과
감상적 부정 사이의 어떤 방향일 것이고, 利點을 크게 하고 難點을 작게 하는 길일 것이다.
예컨대 대학에서 能力差가 심한 異質의 다인수 집단의 학생들에게 어떻게 일반영어, 一般
數學과 같은 과목을 효과 있게 교육하느냐와 같은 실제 문제에 도움을 얻기 위하여 CAI 적
용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자연히 몇 가지 결정의 選擇肢에 만나게 된다. 도리어 “자
연히”가 아니라 “의식적으로” 생각해야 할 選擇肢일지도 모른다.
우선 물론 첫째 대규모건 소규모건 CAI를 실시하느냐 마느냐라는 선택지가 있다. CAI는
그저 “그럴듯해서”, “효과가 있을 것 같아서”, “時勢를 따라서” 실시하기엔 우선 너무 비싼
시스템이다. 中央시스템과 단말기를 연결해서 실시하든지 또는 PC(개인용 컴퓨터)를 쓰든지
간에, 컴퓨터 하드웨어는 高價다. 예컨대 CAI 컴퓨터로 근자에 활발한 W ICAT 회사의 컴퓨
터 시스템은 한 두 講義를 실험적으로 CAI化 하여 실시하기에도 기본 설비만도 5억원 정도
는 필요한 형편이다. 여러 상표의 PC를 써도 투자는 크다. 여기에 또 컴퓨터의 기종이 자주
바뀌고 개량되고 진부화 하는 것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또 한 科目 전체를 직접 프로그램
화 하여 코스웨어를 제작할 경우 개발비도 약 수억원은 각오해야 한다. 이래저래 투자의 각
오가 필요하다.
CAI를 실시하느냐 마느냐라는 결정에는 더 근본적으로 CAI에서 무엇을 원하느냐가 명백
히 의식되어야 하며, 또 그 원하는 바가 실제로 실현가능성이 있느냐에 관한 확신도 있어야
한다. 그리고 다른 교육측면에 주는 영향은 무엇이겠느냐도 자문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지
금 컴퓨터를 수업에 도입하고자 하는 정책이 굳어져가고 있으며, 이미 CAI자료의 개발이
시작된 것으로 안다. 그러나 이런 정책 및 결정이 컴퓨터를 도입하는 교육적 의의는 무엇인

가? 라는 질문을 심각히 던진 후 내려진 것인지는 심히 의심스럽다”2) 라는 걱정은 정당한
걱정이라 하겠다. 경우에 따라서는 원하는 바를 가장 값비싼 CAI방법 아닌 다른 방법으로
달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컴퓨터 문화”가 학교나 대학에 이미 어느 정도 정착되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대
다수의 학생, 특히 대다수의 교사, 교수가 아직도 “컴퓨터 文盲”인 상황에서는 CAI 도입은
무리다. 도리어 CAI보다는 앞에서 말한 세 가지 수준의 컴퓨터 消化에 먼저 애쓰는 것이
현명하다.
둘째로 CAI를 실시한다고 결정한 다음엔 컴퓨터 機種을 선택해야 할 선택지가 있다. 예
컨대 특수하게 CAI 專用인 P LA T O 또는 W ICA T 와 같은 機種을 쓰느냐, 아니면 일반 용도
인 APP LE이나 IBM과 같은 機種을 쓰느냐, 아니면 다른 P C를 쓰느냐는 문제다. 각 機種은
제각기 여러 科目을 CAI화 한 科目 프로그램, 코오스웨어도 가지고 있지만, 원한다면 購買
者, 사용자 스스로가 좀 쉽게 과목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에 사용할 수 있는 “著作言語”도
가지고 있다. PLAT O와 W ICAT 등은 영어를 쓰는 미국의 기종이기 때문에

자연 한국에서

의 使用에는 한계가 있으리라 생각된다. 한글을 사용하는 “著作言語”가 있는지, 그것을 한국
내의 컴퓨터 기종이 있는지의 과문의 탓으로 아직 모르겠다.
여기에 자주 논의되는 문제는 예컨대 W ICAT 를 선택하면 모든 科目 프로그램과 운영이
W ICA T 라는 機種에 依存하고 얽매이게 되어, 이른바 機種依存性 때문에 獨立性과 自由가
없어지고, 극단의 경우 그 社會가 망하면 모든 CA I投資가 수포로 돌아가는 위험도 생각할
수 있다. 이 점에서는 특정 CAI 專用 컴퓨터 機種이 아닌 일반용 컴퓨터나 PC를 쓰는 것이
獨立性을 보장한다. 대신 이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는 科目프로그램 즉 코스웨어도 한정되
어 있어서 대부분 그것을 自作해야 하는데, 앞에서도 말했듯이 거기엔 많은 人力과 費用이
든다는 것을 각오해야 한다는 어려움이 있다.
셋째 결정의 선택지는 코스웨어 즉 科目프로그램을 商業用 또는 기타 外部의 旣成製品에
서 구해서 쓰느냐 아니면 校內에서 自作하느냐 하는 문제다. 미국의 경우엔 컴퓨터 기종만
맞으면, 학교나 대학에서 사서 사용할 수 있는 商業用 프로그램이 많다. 그러나 그것들이 效
用이 없는 것은 아니다. 궁극적으로 학교와 학생들의 특수 사정에 맞게 가려운 데 긁어주듯
하지는 못한다. 그래서 프로그램 自作의 욕심도 난다. 우리나라의 경우 商業用 코스웨어, 예
컨대 문교부나 교육개발원 등 外部에서 공급하는 코스웨어는 아직 극히 미미한 것으로 알고
있다. 따라서 당분간은 외부 기성프로그램에 크게 기댈 수는 없다.
이래저래 이상적으로 학교나 대학이 CAI프로그램을 自作하는 것이 제일이다. 개개 학교
가 모여서 해도 좋다. 그러나 앞에서 말했듯이 큰 개발 費用이 든다는 것을 각오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더 큰 문제는 CAI科目 프로그램의 開發에는 (1) 科目專門敎授, (2) 컴퓨터 專
門家, (3) 受業設計專門家, (4) 圖案 및 視聽覺專門家가 필요하며, 이들은 다 採用해야 하고
그들 모두 CAI의 필요에 同調하고 이들이 한 팀으로서 협동적으로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이
다. 우리에게 지금 결정적으로 부족한 사람이 첫째 學習過程을 효과 있게 分節하고 系列짓
고, 體系짓는 受業設計전문가이며, 둘째로 視聽覺전문가라 할 것이다. 고도로 훈련된 이 방
면의 전문가가 充員되어 있지 않으면, 훌륭한 코오스웨어의 제작은 난망이다.
말할 나위도 없이 CAI는 형식상 수업과 학습의 프로그램을 컴퓨터화하고, 그것을 이용해
서 교육한다고 해서 效用있는 방법이라고 할 수 없다. 이른바 CAI의 코스웨어, 값비싼 비디

2) 허운나, 上

書.

오 오디오를 동원한 프로그램이 그야말로 돈만 들였지 “별 것 아닌” 경우를 너무 많이 본
다. 문제는 프로그램 속에 “아리스토텔레스”가 들어앉아 있느냐 없느냐에 있고, 그러자면 위
의 네 전문가는 필수적이며, 혹 부족하면 이들을 훈련해내는 동안은 CAI에 손을 안대는 것
이 좋을지도 모르겠다.
한 학교, 한 대학, 또는 교육위원회 또는 문교부가 지금의 현실에서 이런 CAI의 선택지에
어떤 決定을 내려야 할 것인가는 여기에서는 論外로 하고, 우리는 다음에 보다 巨視的으로
“컴퓨터 文化” 에 대한 敎育的 對應을 생각해보고자 한다. 그것은 물론 엇비슷하게 情報化
社會에 대한 대응의 文化를 의미하기도 한다.

Ⅲ. 컴퓨터 文化의 消化
農耕문화는 그것에 특징적인 生活문제, 社會문제, 性格특성을 형성했고, 産業문화 또한 그
랬다. 컴퓨터가 주종 도구로 상징되는 情報化 사회에서는 이에 어떤 변화를 生成하고 있는
가? 이는 실은 이런 小論에서 능히 다 다룰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만, 교육이라는 견지에서
몇 가지만 살펴볼 만은 하다.
우리는 우선 産業文化의 발단이었다는 증기기관이 人間의 힘든 肉體 노동을 덜어준 것과
같이, 컴퓨터 文化는 人間을 단순한 精神 노동에서 解放해주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할 만하
다. 그래서 양이 많고 복잡하기는 하지만 근본적으로 단순 정신 노동을 포함하는 일, 예컨대
다량의 산수 계산, 대학 강의 시간표 짜기, 은행의 예금 사무 등의 일은 컴퓨터가 맡고, 인
간은 컴퓨터는 능히 하지 못하고 인간 아니면 안되는 思考力, 創意力, 想像力 등 심리학에서
말하는 發散的 思考에 더 能할 것이 요구되고 있는 셈이다. 말하자면 이제 人間이 설자리는
博識도 아니고 記憶의 再生能力도 아니라, 컴퓨터가 할 수 없는 자유분방한 생산적 思考에
있다는 셈이다. 더구나 컴퓨터 과학이 人工知能이나 專門家 體制를 닮아오려고 애쓰는 정도
에 따라, 그것은 人間에게 점점 더 高次的인 精神능력을 “專擔”해 줄 것을 요구한다.
이것은 人間敎育에게 자주 논의되어 오던 바를 새로운 시대적 脚光 속에서 새로운 課題로
서 부과한다. 즉 敎育이 많은 知識의 기억이 아니라, 思考, 分析, 判斷 등 또는 高等 정신과
정을 길러야 한다고 되풀이해 온 주장이 이제 口頭禪으로만 남아있기엔 컴퓨터 文化가 가져
다 준 시대적 상황이 너무 절박해진 것이다. 창조력, 상상력은 컴퓨터 文化가 휩쓸고 있는
國際경제,

국제정치 속에서 어엿한 국가로 살아남기 위해서도 필요할 뿐만 아니라, 人間이

컴퓨터에 휩쓸리지 않는 존재임을 스스로 확인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인간은 이제 컴퓨터
가 人間精神의 영역을 침범하는 것에 반발할 것이 아니라, 인간의 高次的 知性의 邊境을 더
개척해 나가야 한다. 이 어려운 일, 그러나 회피할 수도 없고 회피해서도 안되는 일을 敎育
이 담당해야 한다.
다음에 우리는 컴퓨터 文化 속에서 컴퓨터와 같이 살다보면 부지불식간에 形成되어 가는
性格的 또는 思想的 특징을 살펴보고 그에 대한

교육적 대응도 생각해 보아야 한다. 이 점

에 관해서, 볼터는 아직은 다분히 推論的인 假設의 인상이 짙지만 재미있는 주장을 하고 있
다.

3)

그의 주장의 요점은 예전의 産業文化 속의 사람에 비해서 컴퓨터 文化 속의 사람들은

3) J. D. Bolter, T urning' s Man: W ester Culture in Com puter Age(T he Univ . of North
Carolina Pres s, 1984), pp. 214- 239

深奧感, 使命感, 歷史感, 無限感 이 없지야 않겠지만 덜하다는 것이다.
즉, 복잡한 作用 또는 프로그램이 결국 간단한 二進法과 몇몇 기본 理論의 복합에 불과함
을 자주 깨닫게 되면, 만사 사물 뒤 어떤 깊은 곳에 궁극적이고 심오한 것이 있으리라고 생
각 들지도 않고 따라서 찾으려는 의지도 노력도 없어진다. 컴퓨터 프로그램에는 자주 실수
가 있게 마련이고, 그때그때 다시 고치면 되기 때문에 어느 하나에 變節없는 고집 使命感을
가질 필요도 없고 가져서도 안된다. 따라서 이들은 강한 情熱이나 강한 愛着에 능하지 못하
다. 그래서 “컴퓨터時代는 큰 善이 아니면 큰 惡이라도 행할 줄 아는 사람들은 사실 만들어
내지도 못하는 것인지도 모른다”. 善에 대한 애착도 惡에 대한 증오도 그 情感度가 강하지
못하다.
컴퓨터는 그 技術進步가 하도 빨라서 앞 “世代”의 것은 거의 잊어버려도 좋을 만큼 진부
한 것이 되고 말기 때문에 歷史 감각이 불필요해진다. 지금 컴퓨터와 그 技術도 2,3년에 그
리 될런지도 모른다. 그래서 그들은 앞 뒤를 짜른 “時間의 섬”에 살고있는 셈이다. 그들은
無限의 가능성과 無限의 욕심으로 특징지어지는 産業시대 사람과는 달리, 모든 것이 有限함
을 안다. 그들은 컴퓨터 기억 容量은 아무리 커져가도 有限함을 알고 있다. 가차없는 資源의
소모의 産業시대에 이 有限의 認識만은 “컴퓨터가 조성한 가장 큰 善”일지도 모른다.
앞에서도 말했듯이, 위 볼터의 주장은 아직 퍽 추론적이다. 그러나 한 時代의 文化特性이
부지불식간에 슬그머니 性格特性을 형성해가는 앞 時代들의 예로 보아, 아직 그렇게 강하게
들어나지 않고 있다고 이 주장을 쉬 무시할 수는 없을 것 같다. 이런 “추세”를 皮相的이고
表層的이며 無情感적이고 方向感覺없는 삶의 추세로 바람직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한다면(아
마도 그렇게 판단할 사람들이 많을 듯도 하지만), 이 또한 社會的으로 그리고 敎育的으로
큰 과제를 던진다. 컴퓨터 文化 속에서도 사물의 깊이를 이해하고, 중요한 일에 사명감과 情
熱을 가져야 하며, 모든 일에 응당한 歷史的 意識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면, 컴퓨터 文化의
“추세”를 相補하는 또는 相對的으로 균형을 잡을 수 있는 사회 “프로그램”, 敎育 프로그램이
있어야 한다. 그 균형을 잡는 깊이의 교육, 情熱의 교육, 歷史의 교육은 컴퓨터文化 속에서
새로이 부각되고 강조되어야 할 人文敎育을 의미한다.
우리는 여기에서 컴퓨터와 더불어 情報機器의 또 하나 主宗이 텔레비전의 文化를 같은 시
각에서 곁들여 간단하게 음미할 필요가 있다. 그 둘이 같이 情報化 사회의 상징이기 때문이
다. 컴퓨터가 우리를 단순 정신노동에서 “解放”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면, 티비는 우리에게
서로의 모든 정보를 백일하에 公開, “開放”하는 역할을 한다. 이는 모든 매스컴의 특징이기
도 하지만, 티비에서 특히 강렬하다. “이조 五白年”이라는 劇 프로는 王室의 추잡함을 공개
하고, 얼마전의 “모래城” 프로는 근엄한 아버지의 뒷일을 까헤집어 놓는다. “뉴우스”는 “나
으리들”의 非理를 폭로하고, 內衣 광고는 女性의 내막을 드러낸다. 티비 프로 아니면 못 보
았을 이 집단 저 집단의 內幕 情報가 마구 쏟아져 나온다.
티비는 이 社會를 급속도로 情報의 公開社會, 開放社會로 몰고 간다. 한 集團의 내막적인
情報는 감출려고 해도 감추어지지를 않고, 事實정보로서, 報道정보로서, 廣告情報로서 또는
劇化정보로서 公開되고 만다. 그것이 情報化사회의 한 특징이기도 하다. 이 과정은 실은 컴
퓨터도 도와준다. 여러 곳의 데이터 베이스, 情報資源에 컴퓨터는 쉽게 연결시켜준다. 여러
集團의 각종 정보의 公開라는 점에서의 開放社會의 사회적, 심리적 특성을 교육의 견지에서
도 여러 가지로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예컨대 아빠와 아들이 같이 앉아 티비를 보고 같은
情報에 같이 接하기 때문에, 어제 아이들이 어른들에게 배웠으나 이제는 아이나 어른이 같
이 배우게 되었다든가, 또는 이전에는 아이들에게 감추어졌던 정보에 이젠 아이들이 마구

접하게 되었기 때문에, 이른바 “純眞無垢한 어린 시절”이란 이제는 사라졌다든가 하는 주장
은 교육적으로 무의미하지가 않다.
이 점에서 메이로위쯔의 주장은 귀담아 들을 만하다.

4)

그 요지는, 티비에서 情報의 洪水

에 접하는 현대인은 여러 社會관계, 人間관계에서의 전통적인 役割行動의 位置感覺을 잃게
된다는 것이다. 전통적으로 사람들은 여러 社會관계, 예컨대 지도자와 피지도자, 아버지와
아들, 남자와 여자의 관계에서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마땅하냐에 관한 役割行動意識은 어느
정도는 相互의 內幕情報를 모르고, 감추고, 가리고 하는 상황에서 이루어진다. 즉 임금님의
추잡함이 가리워져야 忠도 생긴다. 아버지의 못난 점을 몰라야 효도가 생긴다. 여자의 화장
술과 속 사정을 몰라야 여인은 신비롭고 낭만적으로 보인다.
그 속 사정들이 다 드러나면 임금님도 대통령도 장관도 “별 것 아니고”, 아버지 어머니도
그저 그런 사람, 여자도 남자도 하등 그윽한 것이 못된다. 그래서 각급 指導者의 권위는 下
降하고, 親權은 붕괴되고, 男女는 非神秘化된다. 따라서 각급 지도자에 대한 비판, 반항, 야
유, 회의는 다반사가 되고, 남녀는 낭만 아닌 환락의 대상으로 전락한다. 이것은 東洋式으로
말해서 티비 때문에 君臣, 父子, 夫婦간의 三綱이 무너지고 있거나 크게 變質하고 있다는 것
을 의미한다는 것을 생각하면, 문제의 심각성은 쉬 드러난다.
이 추세가 사실이라면, 그리고 그것이 어떤 필요한 측면과 동시에 어떤 바람직하지 못한
측면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한다면 이 또한 그것을 相對的으로 균형 잡아야 할 社會的, 敎育
的 과제로 우리에게 던져진다.
우리는 그것이 컴퓨터건 텔레비전이건 정보화 사회의 총아인 情報기기를 敎育에서 충분히
소화하고 이용해야 한다. 그 길과 가능성은 넓다. 행여 어떤 기술공포증, 테크노포비아에 걸
려 있어서는 안된다. 그러나 동시에 그것이 컴퓨터이건 텔레비전이건 또는 다 연결된 四人
幇 기기건, 이들이 人間의 삶에 자아내는 文明史的인 虛와 實, 허전함과 알참에도 敎育的으
로 대응하고 이를 소화해야 할 것이다.

4) L. Meyrow itz, No S ens e of P lace : T he Im pact of Electronic Media on S ocial
Benavior (Ox ford Univ . Press, 198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