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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 제 제 기
본 연구의 목적은 직업교육에 대한 이론적 탐구가 어떤 가정을 토대로 이루어
져 왔으며, 어떤 방향을 지향하고 있는지 분석함으로써 직업교육 연구의 쟁점과 전
망을 탐색하는 것이다. 직업교육의 과거는 인간이 생산활동을 하기 시작한 시점에
까지 거슬러 올라갈 것이다. 이를테면 우리나라의 경우 고대 부족국가 시절부터 기
술이나 기능의 의도적인 전수가 있었으며, 서양의 경우 탈무드나 함무라비 법전 등
에 이미 세대간의 기술 전습이 기록되어 있다(한국직업능력개발원, 1998; Lee,
1938). 그러나 직업교육이 이론적으로 탐구되기 시작한 것은 그 오랜 과거에 비해
비교적 최근의 일이라고 할 수 있다. 19세기 이후 등장한 공립학교에서 직업교육을
실시하면서 비로소 그에 대한 관심이 체계화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서양의 경우
산업혁명 이후, 우리나라의 경우는 그보다 늦은 개화기 이후 직업교육에 대한 논의
가 시작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20세기 후반 이후 경제 환경이 급속하게 변화하는 흐름 속에서 직업교육은 새
삼 그 필요성이 주목받고 있다. 널리 알려진 대로, 교육이 경제적 생존력과 직결되
어 있다는 인식이 커지면서, 학교교육이 현장의 실무능력을 중심으로 재편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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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또한 가치창출의 원천이 가시적인 자원이나 설비
가 아니라 비가시적인 지식에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인적자원의 중요성이 커
지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좋은 직장을 구하기 위해서는 효과적인 준비교육을 받아
야 한다는 필요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으며, 국가적으로도 직업교육 체제를 새롭게
정비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그러나 외적 환경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직업교육에 대한 상식적인 인식이나 이
론적인 논의의 상황이 그렇게 낙관적인 것은 아니다. 직업교육은 그 시작부터 지금
까지 부정적인 사회적 인식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장원섭,
1996, 1999; 정우현·손준종, 1996; 조정윤, 2000). 흔히 사람들은 직업교육은 무언가
수준이 떨어지는 교육, 가급적 피하고 싶지만 생계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해야 하
는 교육이라는 견해를 갖고 있다. 방법론적으로도 직업교육은 단순 기능을 반복적
으로 숙달시키는 훈련이라는 인상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
들이 하고 있는 교육을 직업교육이라고 하면 거부감을 보이는 경우가 많다
(H an sen , 1994). 심지어 어떤 사람은 직업교육의 가장 큰 걸림돌은 그에 대한 냉담
한 편견인 만큼 이미지 메이킹부터 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Catri, 1993).
이론적으로도 직업교육의 고유한 정체성을 찾아야 한다는 필요성이 직업교육
연구자들의 공감대를 얻고 있는 것은 아니다. 직업교육은 사회적 현실로 존재하기
때문에, 현실 문제에 대한 처방을 내리는 것으로 그것의 존재 이유가 확보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직업교육을 다루고 있는 국내 연구물들은 거의 대부분
현실적인 문제해결에 치중할 뿐, 직업교육의 학문적 정립을 위한 연구는 거의 없다
(나승일, 1998). 최근 들어 일부의 연구들(장원섭, 1996, 1999; 정우현·구병림·이무
근, 1993; 정우현·손준종, 1996; 조정윤, 2000)이 직업교육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편파성과 부당성을 지적하고 있기는 하지만, 대안적 관점을 모색하는 단계에까지
이른 것은 아니다. 오히려 많은 경우 직업교육 분야의 연구자들 스스로 상식적 정
체성을 은연중에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직업교육에 참여하고 있고, 또 직업을 갖고 있다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이는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직업은 중요한 생활세계의 하나
로서 다양한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그것을 통해 생계를 유지할 수도 있지만, 새
로운 세계에 눈 뜰 수도 있고, 타인과 소통할 수도 있고, 자신의 가능성을 실현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세속적인 이유에서 직업을 가져야 한
다는 생각이 지배적이라면, 그리고 이를 위해 어쩔 수 없이 직업교육을 받아야 한
다는 생각이 지배적이라면, 이는 삶의 풍요로움을 저해하는 심각한 원인이 아닐 수
없는 것이다. 특별히 교육학은 직업의 교육적 측면, 즉 직업을 소재로 가르치고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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움으로써 교육이 주는 삶의 가치 질감을 부각시켜야 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특히
교육학의 안목으로 직업교육의 새로운 가능성을 해명할 수 있다면, 이는 생활세계
의 풍요로움과 이론의 발전 모두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이상과 같은 문제의식에서 직업교육을 바라보는 관점의 흐름을 정리
하고 새로운 전망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먼저, 간략하나마 20세기 초 근
대적인 직업교육 체제가 형성되는 과정을 살펴봄으로써, 직업교육에 대한 근대적
인식이 등장하는 배경을 검토하고자 한다. 다음으로 1970년대 이후 근대적인 인식
이 위기에 부딪히는 원인을 살펴 보고, 이 과정에서 새롭게 등장한 주요 논의의 특
징과 타당성을 검토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직업교육을 보다 넓은 맥락에서 삶의 교
육적 측면과 관련시키려는 일련의 노력들을 검토함으로써, 1990년대 들어 제기되고
있는 새로운 관점의 가능성을 타진하고자 한다.

2. 직 업 교 육 에 대 한 근 대 적 관 점 의 등 장
동서양을 막론하고 근대 이전의 직업교육은 그 전통이 거의 상실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 원인은 역사적 자료의 부족에도 있지만, 보다 중요한 원인은 그 자료
를 해석하는 틀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즉, 특정한 관점으로 직업교육의 역사
를 본다면, 시간적 거리에 관계없이 그 관점에 포착되는 것만이 직업교육으로 드러
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또한 직업교육이라는 용어 자체가 서양의 근대화 이후 새
롭게 등장했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정우현·손준종, 1996). 실제로 많은 연구들(한
국직업능력개발원, 1998; 정우현·손준종, 1996; 진인권, 1977; Lee, 1938; Miller,
1976)이 직업교육의 범위를 농업, 잠업, 임업, 수산업 등에 국한시키는 경우가 많은
데, 이 자체가 직업교육을 실업교육 으로 보는 근대적 관점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
다. 따라서 직업교육에 대한 근대적 인식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근대적 직업교육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어떤 관점이 그것의 형성을 주도해 왔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직업교육에 대한 근대적인 논의의 효시는 개화기 일부 지식인
들의 주장에서 찾을 수 있다. 국가의 부위자강을 위해서는 근대적인 실업학교를 설
립하여 새로운 기술을 보급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일부에서 제기된 것이다. 1882
년의 공장실습교육을 위시로 신제 학교교육에서 직업교육이 실시되었으며, 1886년
에는 육영공원에서 농업과목 교육을, 1897년에는 통신관계 교육을 실시하기 시작하
였다. 이러한 흐름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대한제국 정부는 1899년에는 상공학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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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4년에는 농상공학교를 설립하였다. 1909년에는 이들 학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최초의 령을 내렸는데, 이것이 실업학교령과 실업학교시행규칙이다
(정우현·구병림·이무근, 1993).
그러나 당시 정부의 관심과 노력에도 불구하고 신제 직업교육 기관에 대한 일
반 국민의 반응이 그리 적극적이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예컨대, 1899년 설
립된 상공학교의 경우 신교육기관 가운데 입학률이 가장 부진하였다. 1904년에는
농상공학교의 입학시험이 실시되었으나 미달사태가 발생하여 20회에 걸쳐 관보에
모집광고를 게재하였다. 그러나 이듬해까지 추가모집을 계속해야 했을 정도로 지원
자가 많지 않았다(한국직업능력개발원, 1998).
일제 강점기 동안에는 조선총독부의 교육정책에서 직업교육 훈련을 위한 실업
교육이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였다. 정치적, 군사적 수요에 적절히 대응하는 동시에
효율적인 식민지 교육정책을 위해 정책적으로 직업교육을 확대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다. 또한 학교에서 지식보다 농업노동 훈련에 주력하게 함으로써 당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던 진학열과 취업난을 해결하는 동시에, 한국인들의 비판의식을 둔
화시키는 것도 당시 일제가 직업교육 기회를 확충하게 되는 계기이다(한국직업능력
개발원, 1998).
해방 이후 1950년대에는 인문교육과 대비되는 개념으로, 농업·상업·수산업 등
의 실과를 교육과정 편제에 별도로 포함시키기는 하였지만, 직업교육에 대해 적극
적인 관심을 기울였던 것은 아니다. 1960년대와 70년대에는 실업교육 또는 산업교
육이라는 이름으로 산업인력, 특히 중화학공업에 필요한 기능인력 양성에 주력하였
다. 이 시기는 직업교육이 국가의 경제발전에 기여한다는 믿음이 가장 팽배한 시기
였으며,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직업교육을 장려하는 정책을 시행하였다. 이후
1980년대까지 학교교육 체제를 통한 직업교육의 개념이 특히 경제발전에 필요한
인력의 양성이라는 의미로 널리 통용되었으며, 1990년대 들어서는 세계적인 추세에
맞추어 평생교육적 차원에서 직업교육을 새롭게 조직하려는 움직임들이 시도되고
있다.
서양의 경우에는 근대적 직업교육 형성의 주된 동인을 산업혁명에서 찾는 것이
일반적이다. 근대 이전의 대표적인 직업교육이라면 도제제도를 들 수 있는데, 도제
제도는 직업준비교육, 교양교육, 인간교육 등을 총괄하는 형태를 지녔다(정우현·손
준종, 1996; Barlow , 1965; Gord on, 1999; Su ltan a, 1997). 따라서 도제제도는 단순한
기능의 전수 이상으로 교육을 통해 인격과 기술이 통합된 장인을 양성한다는 장점
을 지니고 있었다. 그러나 이는 수공업적 기술에 한정되는 경우가 많았고, 그 규모
가 제한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었다. 산업혁명 이후 거대해진 생산 규모와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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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의 속도에 비하면 도제제도는 경제적 효율성의 측면에서 심각한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이런 이유에서 새로운 형태의 직업교육 체제를 모색하는 것
이 기업이나 정부의 현안으로 떠오르게 되었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분업화된 대규모 생산체제에 적합한 새로운 노동력이 필요
하였다. 기업의 관심은 당연히 최소한의 비용으로 안정된 인력 자원을 유지할 수
있는 통로를 찾는 것이었다. 이 과정에서 새로운 가능성으로 주목을 받게된 기관이
바로 당시 등장하고 있던 국민교육기관으로서의 공립학교였다(Kan tor, 1986). 그러
나 처음부터 공립학교가 유력한 대안으로 떠오른 것은 아니었다. 우선 학교 교과에
직업교육을 포함시키기 위해서는 이에 반대하는 중산층과 인문주의자들을 설득하
지 않으면 안되었다. 또한 당시 학교의 관행이 지나치게 이론 중심적이라는 것도
기업주들을 망설이게 하는 또다른 원인이었다.
그러나 그렇다고 기업이 직접 직업교육을 운영하는 것 역시 효율적인 대안이
될 수는 없었다.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가시적인 효과가 쉽게 나타나지 않는 교육
에 비싼 비용을 투자할 수는 없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이들은 국가를 설득하여
공립학교에 직업교육을 포함시킴으로써, 훈련비용을 사회적으로 분담시키는 방안을
선택하게 된다. 국가의 입장에서는 공립학교를 통한 직업교육에 굳이 반대해야 할
이유가 없었다. 직업교육은 낮은 계층의 자녀들에게 국가가 줄 수 있는 최선의 기
회이기 때문이다. 특히 소수민족이나 이민 가족의 자녀들을 공립학교 체제로 편입
시키는 데에 직업교육만큼 효과적인 수단은 없었다(Barlow , 1965; Ben av ot, 1983).
더욱이 직업교육을 통해 양질의 노동력을 공급한다면 기업의 이윤이 늘어날 것이
고, 이것이 곧 국가적 부의 증가로 이어진다면, 직업교육이야말로 최소한의 비용으
로 최대의 효과를 볼 수 있는 투자 기회였던 것이다.
이런 이유에서 19세기 말과 20세기 초반에 이르기까지 학교 직업교육을 체계화
하려는 구체적인 시도들이 이루어지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시도는 학교교육의 목
적에 대해 다른 관점을 갖고 있던 사람들의 비판에 부딪히게 된다. 특정 직업에 필
요한 기능이나 기술로 학교교육의 내용을 제한하는 것은 교육의 가능성을 축소할
위험이 있었기 때문이다. 더욱이 투자가치와 교환가치에 따라 학교를 직업교육의
전초기지로 만드는 것은 경제 중심적인 논리로 보였다. 이러한 진단의 배경에는 대
규모화되어 가는 산업구조 속에서 노동의 의미가 상실되어 가는 당시의 시대적 상
황이 자리잡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시장에 내다 팔기 위한 인력을 양성하는 것
이 직업교육의 목적이 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견해를 가졌던 대표적인 인물로 시카고 대학의 존 듀이(J. Dew ey)와 그
의 동료 제인 아담스(J. A d am s)를 들 수 있다. 이들은 직업교육의 역할과 목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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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 경제중심적 관점과는 전혀 다른 관점을 제시하고 있다. 즉, 직업교육은 현존
하는 경제체제의 요구를 반영하는 거울이 아니라, 분리된 노동으로부터 기인하는
소외와 의미상실을 보완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이들은 직업이
나 직업교육의 의미에 대해서도 기업가나 국가와는 전혀 다른 관점을 제시하고 있
다. 아래에 제시된 듀이와 아담스의 발언은 이들이 직업교육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는지 잘 보여주고 있다.
내가 관심을 가지는 직업교육은 기존의 산업체제로 노동자들을 순응시키는
그러한 교육이 아니다. 나는 있는 그대로의 체제가 충분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하
지 않는다 . 내가 보기에 교육적으로 시류에 편승하지 않는 모든 사람의 임무는
이러한 방향으로의 움직임에 저항하는 것이며, 먼저 기존의 산업체제를 변화시
킨 다음 궁극적으로는 그것을 재편하는 직업교육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다
(Dew ey, 1915, p . 43).
현대적 공장에서 해를 거듭하여 만드는 것이라곤 작은 바퀴 뿐인 노동자도,
교육을 통해 적절히 준비되기만 한다면, 처음부터 끝까지 혼자 시계를 만들던
시계공보다 훨씬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다 . 현대적인 재단과정에서는 외투 한 벌
을 만드는데 31명의 일손이 필요하다. 그러나 마치 9명이 하는 야구가 차고에서
혼자 고독하게 하는 핸드볼보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더 큰 즐거움을 주듯이,
31명의 인원이 팀 워크 의 정신에 따라 외투를 만들 수만 있다면 예전의 고독한
재봉사보다 훨씬 더 큰 유쾌함을 맛볼 수 있는 것이다(Kan tor, 1986, p . 412에서
재인용).

듀이는 직업교육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에서 두 가지 생각
을 극복하고자 한다. 하나는 전통적인 주지주의자들의 생각인데, 이들은 직업교육
이라고 하면 교양적 측면과 무관하게 판에 박힌 일을 습관적으로 반복하는 교육으
로서, 이는 교육의 정신에 위협이 된다는 견해를 갖고 있었다. 듀이는 이들에 대해
직업에 반대되는 것은 교양이나 여가가 아니라 태만과 방종이며, 모든 교육은 성격
상 직업교육적 측면이 있다고 비판한다(Dew ey, 1916). 듀이가 비판하고 있는 또 하
나의 세력은 경제적 효용성의 관점에서 직업교육을 바라보고 있던 당시의 주류적
관점이었다.
당시 이 관점을 대표하던 인물은 콜럼비아 대학의 스니든(D . Sned d en )으로서
그는 공립학교에 직업교육이 자리잡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었다. 듀이는 이
러한 움직임에 반대하며 스니든과 논쟁을 벌이게 된다(Dew ey, 1913, 1914,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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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쟁은 1914년에서 1915년으로 이어지며, 그가 <민주주의와 교육>의 23장에서
교육의 직업적 측면을 다루는 계기가 된다(Fitzerald , 1993). 듀이의 기본 입장은 직
업교육이 취직교육(trade ed u cation )으로 혼동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특정 직
업에 필요한 기술을 훈련시켜 학생들을 산업체제로 편입시키는 것은 직업교육이
아니라 취직교육이다. 이와 달리 직업교육은 직업의 교육적 의미와 가능성을 검토
하여 취직교육과는 다른 방향으로 모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Dew ey, 1916).
그러나 직업교육을 순전히 현실적인 문제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이들의 주장
이 너무 공허하다고 비판한다. 생산의 대규모화와 분절화는 이미 되돌릴 수 없는
대세로서 모든 사람이 동의하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듀이는 마치 그
이전으로 되돌아가는 것이 가능한 것처럼, 교육의 이름 으로 미화하고 있다는 것이
다. 스니든과 그의 제자 프로저(C. Proser)로 대표되는 경제적 효율주의자들은 듀이
의 관점을 낭만적 비현실주의 라고 공박하면서, 기존의 생산 체제를 하나의 사실로
받아들일 것을 요구한다(Kan tor, 1986; Sn ed den, 1915). 그리하여 이들에 의하면, 직
업교육은 생산 현장을 기준으로 그에 필요한 기술을 학생들에게 습득시킴으로써,
학교와 현장의 간극을 최소화하는 것이었다.
이처럼 상반되는 접근 가운에 당시의 시대적 상황에서 승리를 거둔 쪽은 스니
든과 프로저였다. 그리하여 20세기 초반 이후 공립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직업교육은
경제적 효용성과 효율이라는 기준의 지배를 받게 된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미국에
서는 1917년 최초의 직업교육 법령인 Sm ith -H u ge 법령이 공포된다. 이 법은 직업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주에 대해서 연방기금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때부터 경제적 관점이 합법적으로 인정되어 왔다(Barlow , 1965; Th om p son,
1973). 그후 직업교육의 형태나 세부적인 구조, 방법 등에 대해서는 다양한 이견이
있어 왔지만, 직업교육을 경제적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보는 데에는 거의 차
이가 없다.
직업교육을 주도하고 있는 수단적 관점을 좀더 자세히 분석해 보면, 여기에는
크게 세 가지의 전제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즉, 직업교육은 경제
적 투자가치의 관점에서 평가되어야 하며, 그 효율성의 기준은 노동시장에 얼마나
적합한 인력을 공급하느냐에 달려 있으며, 중등학교에서의 직업교육은 취업 단계에
필요한 기술을 훈련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다는 것이다(Th om p son , 1973).
먼저 직업교육이 경제적 투자가치의 관점에서 평가되어야 한다는 것은 직업교
육과 고용 혹은 경제 발전이 직선적인 관계에 있다는 가정에 토대를 두고 있다. 직
업교육에 대한 투자를 늘리면 개인의 고용기회가 늘어날 것이고, 이는 결국 사회
전체의 부를 증가시킨다는 것이다. 20세기 전반, 특히 2차 대전 이후 이러한 낙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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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믿음이 서구의 직업교육을 지배하게 되었으며, 20세기 중반 이후에는 개발도
상국에까지 이러한 생각이 광범위하게 퍼지게 된다(Ben av ot, 1983).
다음으로, 직업교육은 노동시장에 적합한 인력을 공급할 때 효율적이라는 믿음
은 인적자원의 문제를 교육의 책임으로 돌리는 경향을 반영하고 있다. 얼마나 좋은
직장에 취업을 하느냐 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개인적인 능력의 문제이다. 그런데 개
인적인 능력을 쌓을 수 있는 기회는 교육을 통해서 제공되는 것이다. 따라서 학교
를 졸업한 후 좋은 직장을 구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의 문제는 결국 학교를 통한
직업교육의 효율성에 달려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가정으로부터 공립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직업교육은 취직에 필요한 기술
과 태도를 가르쳐야 한다는 주장이 도출된다. 직업교육의 목적이 좋은 직장을 갖도
록 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먼저 직업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에 대한 분석으로부
터 시작하지 않으면 안 된다. 직업 현장의 활동과 학교교육이 유사하면 할수록 학
생들의 고용기회가 증가할 것이고, 기업의 입장에서는 안정적인 인적자원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3. 직 업 교 육 의 경 제 적 효 과 에 대 한 회 의
직업교육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은 직업교육의 필요성을 환기하
는 가장 중요한 근거가 되어 왔다. 20세기 초반의 형성기를 거쳐 직업교육이 공립
학교에 정착된 이후, 1960년대에 이르기까지는 이러한 믿음이 직업교육의 팽창을
지원해 왔다. 그러나 1970년대에 전세계적으로 불어닥친 경제 위기는 직업교육과
경제발전의 관계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전의 가정에 의하면,
학교교육을 통해 적절한 기능을 갖춘 인력을 배출하면 고용이 늘어나야 하는 것이
정상이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높은 전문기술과 학력을 갖고 있으면서도 직장을 구
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수가 늘어나는 현상이 나타난 것이다. 실제로 1970년대 이후
전세계적으로 직업교육의 비중이 위축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Ben av ot, 1983) 이
러한 상황은 직업교육의 가치에 대한 고전 경제학적 가정을 의심의 대상으로 표면
화시킴으로써 직업교육에 대한 논의가 다변화되는 계기가 되었다(Ben av ot, 1983;
Su ltan a, 1997).
먼저 기업이나 국가는 직업교육이 위기에 부딪히게 된 원인을 부적절한 학교교
육에서 찾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즉, 직업교육에 대한 경제적 관점은 여전히 타당
한데, 학교교육이 시대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에 의하면, 경제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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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고용위기의 원인은 학교가 산업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인력을 길러내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다. 따라서 학교교육의 현장성을 강화하고 직업교육 체제를
개혁함으로써 직업교육의 수단적 가치를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1980년대 영국
과 미국에서 시작된 학교 개혁의 움직임은 이러한 진단을 반영하고 있다. 최근 들
어 이런 배경에서 산학협동의 강화, 학력의 표준화, 기초직업능력의 강화, 교육과정
개편 등이 직업교육 개혁의 주요 관심으로 등장하고 있다(Su ltan a, 1997).
사실 국가적인 경제위기의 원인을 학교교육에서 찾는 것은 대단히 편리한 방법
중에 하나이다. 위기의 주범을 허약한 인적자원 경쟁력으로 돌리는 것만큼 대중적
인 설득력을 갖는 진단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는 고용불안의 위기를 개인의 능력
으로 환원시키는 효과까지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부 학자들은 인적자원
과 경제발전이 비례할 것이라는 경제학적 관점이 과연 타당한가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해 왔다(길형석, 1985; Barlow , 1965). 사실 호황기에는 거의 모든 사람이 일자
리를 구할 수 있다. 그러나 경제가 침체되면 개인적인 능력이 아무리 뛰어나다 할
지라도 고용은 불안에 빠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면, 고용불안의 문제는 기술의
부족이 아니라 일자리의 부족에 그 원인이 있는 것이다. 따라서 직업교육을 개혁함
으로써 고용을 증대시킨다는 가정은 잘못 노정된 것이 아니다.
물론 직업교육의 내용과 방법론을 개선하려는 시도가 무의미한 것은 아니다. 다
만 학생들이 일자리를 갖지 못하는 원인을 학교교육으로 돌리는 것은 정당한 진단
이 아니라는 것이다. 따라서 직업교육은 경제적 관점이 아닌, 무언가 다른 관점을
기준으로 개혁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흔히 비판적 교육사회학자 로 알려진
일군의 이론가들은 이 문제를 직접적으로 거론한다(길형석, 1985; Su ltan a, 1997).
이들에 의하면, 직업교육을 받은 많은 학생들이 직장을 구하지 못하는 것은 왜곡된
고용구조와 사회적 불평등에 그 일차적인 원인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존의 사회 질서를 당연시한 채, 그로부터 직업교육의 방향을
연역하는 것은 올바른 순서가 아니다. 직업교육에서 기존의 산업 구조는 당연한 사
실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 아니라 비판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직업
교육의 목표는 더 이상 노동시장에서 교환가치가 높은 인력을 양성하는 것으로 이
해되어서는 안 된다. 학생들을 불합리한 사회구조에 순응시킬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불합리성을 직시하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 직업교육이 학생들의 삶에 기여하는
바가 있다면, 그것은 직장생활을 준비시키는 것이 아니라, 사회 현실에 대한 비판
적 안목을 길러 주는 것이다. 그리하여 이들은 직업교육 논의의 초점을 효율성이나
표준화, 개인적 능력으로부터 사회적 불평등이나 왜곡된 경제구조로 전환시키고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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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새 로 운 시 도 들 : 내 재 적 관 점 의 모 색
지금까지 직업교육 논의의 장은 시대적 변화의 무대에서 경제적 관점과 사회학
적 관점이 각축을 이루어 왔다고 할 수 있다. 20세기 초반 학교에서의 직업교육이
추구해야 하는 방향에 대한 경제주의자들과 듀이의 논쟁에서 현실적인 승리를 거
둔 쪽은 경제주의자들이었다. 이후 직업교육은 공리주의적, 도구적 가치의 지배를
받아 왔다. 그러나 1970년대 이후 직업교육과 고용의 관계에 대한 종래의 가정이
흔들리면서 직업교육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게 된다. 한편으로 학교와 직업의 연
계성을 강화함으로써 직업교육의 수단성을 유지하려는 시도가 있어 왔다. 이와 달
리 다른 쪽에서는 기존의 직업구조에 학생들을 편입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것을 비판적 탐구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안목을 길러 주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
다.
이 가운데 어떤 주장이 타당한가는 판정하기 어려운 문제이다. 한편으로 사회적
부의 증가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며, 이에 기여하는 것을 굳이 마다할 필요는 없
기 때문이다. 직업교육이 경제발전에 얼마나 기여하는가는 경험적 증거를 필요로
하겠지만, 그렇다고 직업교육이 경제발전과 전혀 무관하거나 오히려 그에 역행한다
고 볼 근거는 없다. 또한 비판적 사회이론가들의 주장 역시 거부하기는 힘든 상황
이다. 사회구조와 고용질서가 왜곡되어 있는 상황에서 그것을 개인적 문제로 환원
시키는 것은 공정한 처사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타당성에도 불구하고
이들 관점이 직업교육을 이해하는 데 반드시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온 것은 아니
다. 오히려 각각의 관점은 그 관점에 포착되는 직업교육의 측면을 드러내는 대신
다른 측면을 은폐시켜 온 경향이 있다.
먼저 직업교육에 대한 기능주의자들의 수단적 관점은 그것이 가진 매력에도 불
구하고, 직업교육의 이론적 발전을 저해하는 원인이 되어 왔다. 수단적 관점의 한
가지 특징은 직업교육 자체의 의미는 도외시한 채, 오직 수단으로서의 가치만을 기
준으로 그것을 판단한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효율성의 측면에서 학교가 직업교육을
담당한 이후,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교육적 활동은 관심의 대상에서 제외될
수밖에 없다. 직업교육은 대학에 가지 못하는 학생들에게 취학의 기회를 제공하는
기능을 담당한다고 하면, 그것은 공부 못하는 아이들을 위한 교육이라는 낙인에서
벗어날 수 없다. 또한 기능인력을 양성하는 것이 직업교육의 목적이라고 하면, 그
것은 단순기술의 반복적 훈련 이상의 지위를 갖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이처럼 효
율성이나 기능을 기준으로 직업교육에 접근할 때, 그것이 갖고 있는 다양한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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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은 사장될 수밖에 없다.
특히 직업교육을 생계를 위한 교육이라고 보는 견해는 직업교육이 이론적 자율
성을 갖는 데 가장 큰 장애가 되어 왔다. 사실 인간의 활동 가운데 생계와 무관한
것은 거의 없다. 모든 생산물은 교환의 대상이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생계적 측면
만으로 인간의 활동이 설명되는 것은 아니다. 이를테면, 예술가의 창작활동을 경제
적 관점으로만 평가하는 사람은 없다. 창작활동에는 교환가치로 설명될 수 없는 활
동 자체의 가치가 있다는 사실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정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독 직업교육만큼은 교환가치의 측면에서만 보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
것이다. 이처럼 직업교육과 경제적 가치가 강하게 결부되어 있는 상황에서, 그에
대한 이론적 탐구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수밖에 없다.
이와 달리 사회학적 관점은 경제의 속박으로부터 직업교육을 해방시켜 준다는
점에서 그 자체의 가치를 인정하는 듯이 보일 수도 있다. 이들의 주장은 분명 기능
주의적 관점과는 대비된다. 그러나 이들이 말하는 비판 의 대상과 의미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교육학에서의 비판이론은 학교가 기존의 사회적
불평등을 완화하는 기관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강화하는 기관일 수도 있다는 가
정에 토대를 두고 있다. 그 동인이 경제적 자본에 있든 문화적 자본에 있든 학교는
분명 사회구조를 유지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따라서 교육이 해야 할 일은 일상의
생활에 스며 있는 불평등한 권력관계를 비판의 대상으로 표면화시켜야 한다는 것
이다.
이것은 타당한 지적이기는 하지만, 그 타당성이 직업교육 고유의 의미를 드러내
는 데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니다. 무엇보다 이들의 논의가 직업교육의 고
유한 가능성을 찾으려는 의도에서 나온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오히려 이들의 관심
은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학교 라고 하는 기관에 기존의 지배질서가 어떻게 침투해
있고, 학교를 통해 그것이 어떻게 재상산되는가에 있다고 하는 편이 정확할 것이
다. 이러한 문제의식의 연장선상에서 보면, 직업교육에 대해서도 유사한 관점을 적
용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
그러나 70년대 이후 등장한 비판적 사회학은 협소한 기능주의를 넘어 직업교육
을 다른 시각에서 볼 수 있는 지평을 열어 주었다. 이러한 지평을 토대로 1990년대
들어서부터 국내외적으로 기존의 제한된 접근을 넘어 직업교육 고유의 정체성을
찾으려는 시도들이 등장하게 된다.
먼저 국내의 연구들(장원섭, 1996, 1999; 정우현·손준종, 1996; 조정윤, 2000)은
직업교육에 대한 상식적 이해의 속박을 벗어나고자 시도하고 있다. 이들은 직업교
육은 시장 논리에 따라 이루어지는 교육, 인문교육과 대비되는 교육, 수준 낮은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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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 전문대학 이하의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교육, 생산직 노동자를 위한 교육이라는
식의 상식이 가진 편파성을 지적하고 있다. 그리하여 이들은 직업교육에 대한 각종
오해를 정리하고, 그것이 과연 정당한가를 의문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의 논의가
직업교육에 대한 대안적인 담론을 형성하고 있는 단계에까지 이른 것은 아니다. 이
것은 직업교육에 대한 우리 사회의 부정적 인식이 워낙 광범위하다는 데 그 원인
이 있을 것이다.
이와 달리 외국의 경우 비록 소수이기는 하지만, 국내보다는 진일보하여 삶의
교육적, 해석학적 차원과 직업교육을 연결시키려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Bettis ＆ Gregson , 1993; Garrison, 1990; Gru bb, 1997; H ill, 1993; Rehm ,
1999; Th om p son , 1973). 한 가지 흥미 있는 사실은 직업교육 분야에서 듀이의 교
육이론이 다시금 주목받고 있다는 점이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지금까지 직업교육
을 주도해 온 것은 경제학적 관점과 사회학적 관점이었다. 그러나 직업교육이 유능
한 개인이라든가, 정치적 비판의식이라든가, 인적자원의 구조적 배치라는 측면에서
만 이해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런 문제의식을 공유하는 사람들이 직업교육의
교육적 측면을 살리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듀이가 새로운 주목
을 받고 있는 것이다.
듀이 논의의 출발은 교육의 성패를 좌우하는 것은 교과가 아니라는 것이다. 인
문교과를 배우면서도 기계적으로 암기할 수 있고, 직업교과를 배우면서도 충전적인
교육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교과 그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가르치고 배우는 활동이 교육에 얼마나 가까운가 하는 것이다. 널리 알려져 있듯
이, 듀이가 말하는 교육은 바로 학습자의 성장을 가능하게 하는 경험의 재구성이
다. 이러한 통찰은 직업을 소재로 해서도 얼마든지 모범적인 교육이 가능하다는 새
로운 인식을 제공하고 있다. 그리하여 90년대 이후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논의들은
듀이가 말하는 반성적 경험의 기회가 직업교육을 통해 어떻게 제공될 수 있는가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핸슨(D . T. H an sen , 1994)은 직업의 실천적 측면이 새롭게 조
명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직업은 사회통합이나 경제적 보상이나 직무 이상으로
하나의 실천 세계이다. 그에 의하면, 모든 실천에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스스로
헌신하도록 초대하는 자체의 근거가 담겨 있다. 따라서 실천의 의미는 외적 보상이
나 사회적 인정이 아니라 그 자체의 활동으로부터 도출되어야 한다. 이처럼 실천으
로서의 직업이 가진 내재성으로부터 직업이나 직업교육의 의미가 도출된다. 즉, 직
업을 갖는다는 것은 그 세계 내에서 개인적 경험을 성장시켜 나가는 것이고, 이것
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교육의 과정을 통해 경험의 가치가 공유되어야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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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테면 아래와 같은 인용문은 단순기술의 반복이 직업교육이라는 상식적 이해에
비해 전혀 새로운 관점을 제공하고 있다.
만약 정원사의 일이 타인과 공유되지 않거나 타인을 지향하지 않는다면, 여
기서의 논의에 의하면, 정원사의 활동 (여전히 정원사로 남아 있기는 하겠지만)은
직업이 될 수 없다 . 인간의 활동은 순수한 개인적 의미 이상의 무언가를 가져야
한다. 그것이 직업이고자 한다면 무언가 사회적 가치를 타인들에게 줄 수 있어
야 하기 때문이다 . 그것은 나름의 고유한 방식으로 교육적이어야 하고 교화적이
어야 하고, 타인에게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한다 (H an sen, 1994, p . 263).
그러나 교사, 성직자, 의사, 부모가 자신이 하는 일과 거리를 두고 자아 관념
과 실천을 분리시킨 채, 실제로는 그렇고 그런 생계 수단 가운데 하나로 받아들
인다면 그것은 직업이 아니다. 그 경우 그 사람은 그저 역할의 담당자에 불과하
다 . 그렇다고 해서 그가 자신의 활동을 무의미한 것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아
니다. 엄밀히 말해 그는 밥벌이, 즉 필요하니까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하는
것, 아마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거나 다른 무엇인가를 하기 위해 필요한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다 . 그러므로 사회적 가치이어야 한다는 것 외에, 하나의 활동이
직업이 되기 위해서는 그 자체로 개인적 성장감을 줄 수 있어야 한다 (H an sen,
1994, p p . 263-264).

그렇다면, 교육적 과정을 통해 성장감을 주는 직업교육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
듀이가 말하는 경험의 성장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 직업교육은 어떻게 재편되
어야 하는가? 이것은 쉬운 질문이 아니다. 그러한 직업교육을 발견하고 해명하는
일은 직업교육의 오랜 관행을 극복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구체
적인 맥락에 적합한 사례를 찾고 이론적인 논의를 축적해 나간다면 반드시 불가능
한 일도 아니다.
비록 일부지만 직업을 소재로 하더라도 취업교육이 아니라 듀이가 말하는 경험
의 성장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 주는 시도가 있기 때문이다(Bettis ＆ Gregson ,
1993; Gru bb, 1997; Reh m , 1999). 이를테면 상업교사는 학생들이 자주 가는 패스트
푸드점을 활용하여 경제의 흐름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운송비, 재료비, 임금, 임
대료 등을 조사하여 이것이 패스트푸드 가격에 어떻게 반영되어 있고, 어디에서 어
디로 어떤 방법으로 자금이 흐르는지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또한 패스트푸드와
관련된 식사패턴의 변화와 청소년 비만의 문제, 패스트푸드 점원의 법적 권익 등을
조사하게 함으로써, 이전과는 다른 방식의 교육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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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술을 가르치는 교사는 미용잡지 사진에 나와 있는 헤어스타일의 시대적 변
화를 조사하고 이를 당시의 사회 상황과 연관지어 설명해 보라는 과제를 낼 수 있
다. 농업교사는 미국의 농산물이 왜 과잉생산되는가라는 질문을 던지고 학생들의
탐구를 유도할 수 있으며, 이를 제3세계의 빈곤문제와 연결시킬 수도 있다. 이러한
질문에 정답은 없지만, 학생들 스스로의 노력으로 잠정적인 해답을 발전시켜 나갈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사례는 어디까지나 사례에 불과할 뿐이다. 따라서 어떻게 하면 직
업교과를 반성적 경험의 기회로 삼을 수 있는지는 계속적인 탐구를 통해 발전시켜
야 할 과제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적어도 가능성의 측면에서, 직업교육을 새롭
게 볼 수 있는 길이 이들에 의해 열렸다는 것이다.

5. 결 론
20세기 초 공립학교에서 직업교육을 담당한다는 관념이 등장한 이래, 직업교육
은 경제적 가치의 오랜 지배를 받아 왔다. 1970년대 이후 이에 대한 의심이 제기되
기는 하였지만, 여전히 인적자원의 관점에서 직업교육을 보는 것이 대세에 가깝다.
1990년대 들어 듀이의 논의에 주목한 일부 새로운 시도가 발견되기는 하지만, 이들
의 논의는 아직 산발적인 단계에 있어서 하나의 목소리로 수렴되고 있는 것은 아
니다. 이것은 대부분의 논의들이 직업교육에 대한 지금까지의 접근을 완전히 벗어
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특히 앞서 살펴본 외국 연구물들의 경우 상식이 물려준 정체성은 인정하면서
그 틀 내에서 새로운 교육의 방향을 모색하는 경향이 두드러진다. 즉, 직업교육은
기능 분야라든가 전문대학 이하의 실업계 중고등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관
점의 범위 내에서, 이것들을 새롭게 보고자 하는 것이다. 이는 직업교육의 정체성
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제기하는 국내의 연구들과 구분된다. 즉, 국내의 연구들
은 직업교육이 일반교육이나 전문가 교육과 구분되어야 하는가, 직업교육은 왜 실
업계 학교에서의 교육과 동일시되어야 하는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국내의 연구는 관점의 전환을 촉구하고 있는 반면, 외국의 연
구는 새로운 방법론을 모색하고 있다는 일반적인 진단이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양자 모두 직업과 교육이 교차하는 지점을 적절히 드러낼 수 있는 이론
체계를 만드는데 성공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이를 위해서는 교육을 포착할 수 있
는 이론 체계를 정립하고, 이를 통해 직업의 교육적 측면을 해명할 수 있는 방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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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의가 축적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점에서 기존의 교육학이 얼마나 기여
할 수 있을런지는 미지수다. 사실 지금까지의 교육학은 직업교육에 대한 부정적 인
식의 강화에 일조해 왔다고 할 수 있다. 인문교과와 직업교과, 교육과 훈련, 이론과
실천 등의 구분이 여전히 유효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직업교육에 대한
이론적 논의가 제자리를 찾기 위해서는 교육 고유의 세계를 비추어줄 수 있는 새
로운 안목의 탐구와 더불어, 실제 직업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가르침과 배움의 사례
를 발견해 나가는 작업이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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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e se arch Tren ds an d N ew Persp ectiv es in V ocation al Education
Doctoral Can d id ate, Seou l N ation al Un iversity
Won-Py o H on g
Recently, th e im p ortan ce of v ocation al edu cation is gradu ally in creasin g . Bu t
the th eoretical circu m stance arou n d v ocation al ed u cation is n ot n ecessarily
h op efu l. Discrep ancies still exist in th at m ost v ocation al ed u cation sch olars an d
society in general view v ocation al ed u cation as a form of "low -tier " ed u cation,
con stitu tin g rep etitive train in g of sim p le skills. Bu t as a p art of life w orld ,
v ocation h as m an y asp ects, an d edu cation in v ocation h as n o reason to be
ev alu ated u n fairly .
The p u rp ose of th is stu dy is to review research tren d s an d to ch eck u p new
p ersp ectives in v ocation al edu cation . After in d u strial rev olu tion, in d u strialist an d
govern m en t sou ght to an oth er sy stem

of v ocation al edu cation

w h ich

can

su b stitu te m ediaev al ap p renticesh ip sy stem . They fou n d the p ossibility in p u blic
sch ool, an d from then, v ocation al edu cation h as been regard ed as a p rep aration
to v ocation for secon d ary sch ool leavers. Th ey believed th at th eir p olicy w ou ld
give m ore op p ortu nity to get jobs to in d ivid u al stu d en t, an d eventu ally it
w ou ld con tribu te to n ation al econ om ic p ow er .
Bu t, after 1970' s w orld w id e econ om ic crisis, researchers began to raise a
qu estion in to trad ition al econ om ic assu m p tion in v ocation al ed u cation . From
1980' s, w e can fin d a sh ift in research p arad igm arou n d v ocation al edu cation .
Alth ou gh the m ovem en t is still sm all, som e researchers h ave p erceived th at w e
sh ou ld see v ocation al ed u cation as a grow th of stu dents' exp erien ce. Th u s
v ocation al ed u cation can be recon cep tu alized in term s of learn er' s grow th in
v ocation al activity . I th in k th at w e can fin d m an y n ew clu es in this m ovem en t.
Bu t w h at m atters is th at they d on't h ave an other view p oints of edu cation . So,
the fu tu re task of v ocation al ed u cation, I thin k, is th at th e in qu iry of n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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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u cation al th eory w h ich can give ligh t on ed u cation in v ocation al activit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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