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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

Due to the negative implications of the word underacheivement there has been raised the need
for developing an alternative concept. The researcher captured by himself the concept of ‘learning
discordance’ through the process of insight and suggested its relevance by introducing the process
of the insight. The resources of the insight, i.e. researcher’s first hand experiences and academic
knowledge background, were extrapolated for conceptual elaboration. The discourse on the two
concepts extended to the matter of educational systems, while developing a concept model of
‘shepherd mode of teaching.’ Under the concept of underachievement, efforts for improvement
might get trapped in a vicious circle due to its deficit model directedness, while the concept of
learning discordance relates to the growth model that might produce a virtuous cir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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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부진의 대안 개념으로서의 학습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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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학습부진 개념은 부정적 함의 때문에 대안 용어 개발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다문화 국가들에서
주류와 소수민족 집단 간 학력격차를 설명하는 이론들의 발달과정을 참조준거로 삼아 ‘학습부조’(學習
不調)라는 대안 개념을 도출하였고, 그 타당성을 통찰의 과정을 소개하는 방식으로 제시하였다. 통찰의
원천이 된 연구자의 개인적 체험과 배경 지식을 부연함으로써 두 개념 간의 비교를 통한 정교화를 도모
하였다. 두 개념의 차이는 교육체제의 문제와도 관련되어 이에 대한 논의도 부연하였다. 그 과정에서
학습부조 개념에 부합하는 ‘양치기식 교육’이라는 개념모형을 제시하였다. 논의의 마무리로서, 학습부진
개념 아래서는 결핍모형의 한계 때문에 악순환의 고리 속에 갇힐 우려가 큰 점을 지적하고, 학습부조
개념과 더불어 선순환적인 성장모형을 지향할 수 있음을 주장하였다.
주제어: 학습부진, 학습부조, 학습부조화, 양치기식 교육, 결핍모형, 성장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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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문제의식
우리의 학교 현장에서 학습부진은 상존하는 현상이지만 오랫동안 이를 심각하게 인식하지 않
은 채 지내왔다. 높은 교육열과 사회적 선발체제 아래에서 누가 뒤쳐져 있느냐 보다는 누가 더 뛰
어난가에 사회와 학교 구성원들의 관심이 쏠리게 마련이기 때문일 것이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에
서 정책적으로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를 통해 학습부진아 비율을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책무
성을 부과하면서 학교 현장의 관심에 반전이 일어나게 된 것이다.* 학습부진 문제가 일선 학교의
주된 관심사가 되면서 당혹해 하는 현장의 모습은 여러 사례 연구들(이동성, 2010; 서근원, 2009;
신정인, 2011)에서 적나라하게 묘사되어 있다.**
학습부진 문제가 교육 정책의 우선적 과제가 되면서 여러 관련 활동과 현상들이 뒤따르게 되었
다. 각급 지원조직에서는 보정자료나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교사들을 대상으로 하는 연수도 활발
하게 이루어졌다. 이 주제에 대한 학문적 관심도 집중되면서 많은 연구물들도 산출되었다. 그런데
도 현장은 학습부진 해소라는 실질적 성과보다는 소진과 파행의 난맥상을 드러내고 있다. 자연히
현장의 일부에서는 이러한 불협화음을 낳은 현행 정책에 대한 비판을 제기하지만 대안 모색이 여
의치 않은 모습니다.
학교교육에 의당 수반되게 되는 학습결손과 부진의 문제, 다소 느닷없지만 이에 대한 정책적
차원에서의 문제 제기, 뒤따르는 온갖 연구와 대책들, 하지만 성과 없이 허둥대는 현장, 그리고 그
에 따른 현장의 비판 목소리… 학습부진 및 학습부진아 문제가 새삼 대두된 후 노정되고 있는 이
러한 상황들을 살펴보면 전반적 국면에 대한 통찰이 필요함을 느끼게 된다.
현재의 학습부진 문제가 처한 난맥상은 생활하수의 처리 문제에 비유하여 설명될 수 있을 듯하
다. 학교교육의 부산물로서의 학습부진을 삶의 부산물로서의 생활하수에 대비한 비유이다. 생활하
수를 어떻게 처리하는가는 크게 두 가지 모습으로 상정할 수 있다. 제도적 정비가 덜 된 전근대적
도시의 경우가 되겠지만, 하수를 정화과정 없이 부엌과 화장실, 하수관로, 지천을 거쳐 하천에까지
* 구체적으로는 학력격차 해소 및 학습부진 학생 책임지도를 위한 정책으로서 ‘기초학력미달 제로 플랜(교
육과학기술부, 2008)에 근거하여 동년 10월 8일 전국 모든 초등학교 3학년생들을 대상으로, 2009년에는 초
6, 중3, 고2 학생들에게 국가수준 기초학력 진단평가를 실시하였다. 초등 6년생은 2.4%, 중3은 10.4%, 고2
는 9%가 기초학력 미달로 나타났다.
** 이동성(2010: 151)의 연구에서 소개된 일화이다.
연구자: 모두 자리에 앉아라! 어, 준명아, 너 여기에 왜 왔어?
안준명: (반가운 목소리로) 선생님, 안녕하세요?
연구자: (믿기지 않는 표정으로) 설마 아직도 글을 모르냐? 어라! 우현이도 있네. 환장하겠네.
아이들: (모두 어색한 웃음을 지으며 고개를 숙임)
조교사: 부장님, 얘들을 어떻게 그리 잘 알아요?
연구자: 얘들… 내가 맡았던 애들이야, 4년 전에 1학년 3반…
조교사: (은근히 재미있어 하며) 뭐, 자업자득이네.
연구자: (난감해 하며) 야, 조선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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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류하는 방식이다. 오염물질은 하상에 퇴적될 것이고 언젠가는 이로 인한 고통을 겪게 될 것이
다. 이러한 방식의 문제점을 아는 도시의 경우 하수가 하천에 도달하기 전 단계에서 정화과정을
거쳐 방류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처한 학습부진 문제 상황은 전자의 모습이다. 학습이 이루어지는 매 단계에서 필요한
처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마치 오폐수는 없는 듯이, 있어도 생활 외의 다른 목표와 가치관에 치
중하여 일상을 도외시하면서 학습부진이 한꺼번에 하천 바닥에 쌓인 형국인 것이다. 이러한 상황
을 내심 인지하고 있을 터인 데도 심술궂게 관청에서 퇴적물을 들쑤시자* 그 정도가 심각하여 온
갖 수단을 동원하여도 손을 쓸 수 없는 상태에 봉착한 모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사실상 부유물이
가라앉기만을 기다릴 수밖에 없다. 이 비유를 통해 도출할 수 있는 진단은 생활하수에 대한 인식
을 전환하여 시스템을 바꾸지 않고 결과물인 퇴적물하고만 씨름하고 있는 한, 그 도시는 소진과
파행에서 벗어나기 힘들다는 점이다. 그러한 인식의 전환은 생활하수를 삶의 일부로 보지 않는 생
활태도에 대한 반성에서 시작해야 할 것이다.
생활하수에의 비유가 현 상황에 부합한다면 학습부진의 문제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 사안이
라 할 수 있고 인식의 전환은 개념의 문제에서 시작하여야 할 것이다. 학습부진 용어에 대한 검토
의 필요성은 몇몇 경우에서 언급되었지만 가장 현장감 있게 지적한 사례는 어느 초등학교의 교육
계획서이다.**
‘학습부진 학생’ 또는 ‘학습부진아’라는 말이 학습 능력이 부족한 특징을 가진
아이를 도울 대상으로 보기 보다는 없애야 할 대상으로 보는 부정적 의미가
강하게 와 닿아서 현재 교사들과 알맞은 말을 찾기 위해 고민하고 있다. 이와
함께 학습부진아 지도에서 가장 쓰지 않아야 할 말이 ‘학습부진아 제로화’라
고 본다.
좁게는 학습부진의 대안 개념을 찾기 위해 고민하고 있는 강명초등학교의 고민 해소에 도움이

되려는 목적으로, 넓게는 학습부진 문제에 대한 인식의 전환에 도움이 되려는 목적을 이 논문은
가지고 있다.
* 미국의 낙오학생방지법(NCLB), 영국의 아동지원 종합계획(The Children’s Plan) 등 여러 나라의 교육불
평등 해소 방안과 취지를 같이하고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정보공시제의 일환이라는 정치적 목적도 담겨
있다고 볼 수 있다(김태은 외, 2012: 507; 신은희, 2009).
**‘강명교육과정운영계획’(강명초등학교, 2011: 101 각주); 김동일(1999)도 학습부진 학생을 위한 교육정책
및 교육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가장 시급한 과제로 학습부진의 개념을 재정립하는 일이라고 지적했고, 이
화진 등(2009)은 이 작업을 매우 밀도있게 수행하였지만 인식 전환과 대안 용어의 모색을 추구하지는 않
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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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준거체계를 통한 ‘학습부진’ 개념의 이해
원래 학습부진(學習不振)은 ‘떨치지 못하다’는 의미로 부정적 함의가 크지 않은 용어이지만 현
실에서는 ‘정체되어 있다’(不進)는 의미로 결함이 크게 부각되어 통용되고 있다. 그럼에도 학습부
진 용어에 대한 논의는 ‘장애가 아님에도 기대되는 최저 성취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상태’라는 의
미를 기본으로 하여 다른 용어들과의 비교 등을 통한 의미 명료화에 집중해 왔고, 그 용어의 사용
자체에 대한 지적과 논의가 학술적 수준에서 이루어진 경우는 거의 없다.* 다만 학습부진 문제가
현안이 되면서 파행을 겪고 있는 교육현장을 염려하는 진보매체에서 적극적으로 이와 관련한 문
제를 제기하여 왔지만 이러한 비판적 관심도 용어와 관련한 대안의 모색에까지 미치지는 못했다.
(정용주, 2011; 이은주, 2009; 신은희, 2009)
대안 용어 모색에 대한 접근방식은 열려 있겠지만 그만큼 공감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찾기도
쉽지 않을 듯하다. 연구자는 개인적으로 다문화 국가에서 소수민족 학생들의 집단적 학력부진 문
제를 설명하는 이론들이 부침하는 과정을 공부한 적이 있는데 그 이론체계의 발달과정이 현 연구
과제에 하나의 참조준거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여기에서 출발하고자 한다.** 여기서 한 가지 명시
하고자 하는 점은 소수집단 학력격차를 설명하는 이론체계의 변화과정이 상당히 시사적이어서 그
내러티브의 영향으로 이 논문에서 추구하는 학습부진 개념체계와의 내용적인 상응관계를 연구자
가 주장하는 것으로 독자가 오해할 소지가 있다는 우려이다. 두 주제 모두 학업성취도 문제와 관
련된 만큼 무관하지는 않겠지만 이를 소개하는 취지는 전자의 이론체계 발달과정이 내포하고 있
는 ‘이론의 속성’이고, 이 속성을 근거로 대응하는 학습부진의 개념체계를 모색하려 한다는 점이
다.
학력부진 문제가 나라의 교육계 전반에서 오랜 기간에 걸쳐 쟁점이 되었던 경우가 있다. 미국
등 다문화 국가들에서 주류집단에 비해 소수민족 아동들이 집단적으로 학업성취가 낮은 문제이
다. 이 현상을 설명하는 초기의 이론은 소수민족 아동들의 지적 능력을 문제 삼는 생득적 요인설
* 이화진 등(2009)이 재개념화 작업을 하고 있지만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한 의미 재해석 작업이었
다. 현장용 지침서에서 용어 사용문제를 다룬 이화진(2012)도 인식 전환 수준의 문제제기는 하지 않고 있
다.
일종의 낙인과 같은 학습부진아라는 용어는 가급적 그 사용을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
다. 굳이 사용한다면 기초학습기능이 결손된 기초학습부진아만 ‘학습부진아’로 부르고,
교과별 최소학업성취수준에 못 도달한 기본학습부진아는 ‘보충학습대상자’로 부르는 것
이다. 물론 이러한 용어는 공식적인 용어이고, 실제로 학교 현장에서는 아동들에게 호
감이 가는 용어(예: 보람이, 꼼꼼이, 찬찬한 바른이 등)로 바꾸어 부르는 것이 좋을 것
이다.(교육과정평가원 자료)
** 이 장(障)의 이하 내용 서술은 연구자의 미출간 박사학위논문(Shinn, 1995)의 내용을 주로 참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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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이 이론은 1960년대에 들어서 많은 방법론상의 비판과 더불어 문화결핍(cultural deficit 혹
은 deprivation) 이론으로 대체되었다.*
문화결핍설은 소수민족(주로 아프리카계와 멕시코계, 미국 인디언 등) 아동의 빈약한 가정과
지역사회 환경이 인지 및 언어 발달을 위한 충분한 자극을 아동에게 제공하지 못하여 문화실조와
함께 학교에서의 실패를 낳는다고 설명한다. 하류층 빈곤문화(culture of poverty) 개념과 결부되
어 태도까지 결핍 패러다임에 포함되었고, 정책에 반영되어 보상교육(compensatory education;
Head Start)도 실시하게 되었다.
문화결핍설에 대한 주요 반론은 언어학자들에게서 나왔다. 특히 Labov(1972: 1-18)는 아프리카
계 아동의 영어는 일종의 방언으로서 나름의 문법과 구문체계를 갖추고 있고,** 환경 또한 풍부한
언어적 자극을 제공하고 있음을 현장의 자료와 분석을 통해 보여주면서 언어와 관련하여 ‘박탈’***
개념의 사용은 사회적 실제에서 어떠한 근거도 갖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문화결핍론자들은 백인
중류층 영어의 결함에 대한 검토도 결여되어 있다는 그의 지적은 일종의 반전이면서 학습부진과
관련하여 함의하는 바가 있다.
고등학교와 대학교에서 중류층 출신 학생들은 교사가 그들의 언어를 더 단순
하고 명료하게 개선하는 데 절망감을 느낄 정도로 구문을 복잡하게 구사한다.
현장의 자료들은 노동자계층 출신 아동들이 더 효과적으로 말하고, 추론하며,
토론하는 것을 보여준다. 반면, 많은 중류층 아동들이 우물거리거나 수정하고,
잡다함 속에 묻혀 논점을 상실한다. 많은 학자들이 자신들의 중류층 글쓰기
스타일에서 허식(虛飾)은 제거하고 엄밀함에 필요한 부분은 유지하려고 애쓰
고 있다. 하지만 우리가 만난 보통의 중류층 사람들은 통제불능의 장황함의
덫에 걸린 희생자들이다.(pp. 8-9)
문화결핍설이 내포하고 있는 자민족중심주의적 관점에 대한 비판(“누구의 시각에서 ‘결핍’인
가?”)과 함께 문화차이(cultural difference) 이론이 대두되었다. 이 이론은 소수민족 학생들의 학력
부진 원인을 결핍이 아니라 민족적 하위문화 및 하류층 가정과 학교간의 문화 불일치(cultural incompatibility 혹은 discontinuity)로 파악하였다. 이론의 가치중립 속성을 갖추고 있고 많은 학자
* 생득적 요인설의 퇴출에는 다른 소수집단들과는 달리 일본계 아동들의 지능지수가 백인 아동들에 비해
더 높게 나온 연구들의 영향이 컸다. 그 관점에는 백인이 유색인종보다 지적으로 우월하다는 가정이 내포
되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지금도 이 관점을 드러내는 사람들이 있지만 주로 교육관련 복지예산을 감축
하기 위한 정책적 필요와 결부되어 있다.
** 교사의 관점에서 보면 구제불능 수준의 비문법의 전형이 됨.
*** 문화결핍론자들은 언어에서의 결핍을 ‘verbal deprivation(박탈)’으로 주로 표현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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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 동조·참여하면서 문화차이론은 1970년대 이래 문화상대주의의 기치 아래 이 분야에서 주류
이론으로 자리를 잡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나이지리아 유학생 출신의 인류학자 John U. Ogbu가 “문화차이에도 불구하
고 왜 어떤 소수집단은 성공하는가?”라고 반문하면서 연구계는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된다. 그는 소
수집단을 ‘비자발적’ vs ‘자발적’으로 구분하고, 동일하게 문화차이를 겪고 있지만 전자는 미국의
학교에서 심각한 부진을, 후자는 성공의 사례로 조명을 받고 있다고 파악했다.
비자발적 소수집단은 노예, 피정복 같은 굴욕의 역사를 안고 반주류의 정서를 세습하고 있다.
사회적 차별이 여전히 존재하고 직업세계에서의 차별을 그 징표로 받아들인다. 학교에 대한 참조
준거는 이중적이다. 사회적 자격을 갖추기 위한 기관이기도 하지만 백인 주류사회의 전위로서 적
극 동화될 대상은 못된다. 양가감정에 처한 비자발적 소수집단 아동들은 동화보다는 집단의 정체
성을 선택함으로써 스스로 부진에 빠지게 된다고 보았다. 이에 반해 이민자들인 자발적 소수집단
은 부정적인 역사적 경험이 없고 모국이라는 뿌리도 있다. 직업적 차별은 노력으로 극복해야 할
대상으로 여긴다. 미국 학교는 최대한 적응해야할 곳으로서 거기서의 성취는 모든 사람들로부터
환영받는 과업인 만큼 학업에 매진하게 된다는 설명이다. Ogbu의 이론은 학력격차를 주어진(차별
적인) 사회문화적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집단적인 사회심리적 현상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문화생태론’으로 불린다. Ogbu는 이러한 문화생태적 현상이 미국 교육계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세계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주장한다.*
집단 간 학력격차 연구 분야에서의 개념과 이론의 발달과정은 특정한 사회문화적 현상에 대한
이론체계가 어떻게 전개, 혹은 진화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이정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연구자
는 인식해 왔다. 먼저, 가치중립성 기준에 부합할수록 현상을 더 잘 설명하게 된다는 점이다.** 생
득적 요인설에서 문화결핍설로, 다시 문화차이론으로 나아간 것은 이론의 진화 과정이었다. 그런
데 문화생태론은 성숙한 이론의 준거로서 가치중립성 외에 다른 범주가 있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곧 실천지향의 처방적 혹은 비판적 속성이다.*** Ogbu의 실천지향의 비판적 접근은 현상을 이해하
* 일본의 부락민은 미국에서 잘하고 일본에서는 부진하며, 재일한국인은 부진한 반면 미국의 한인 자녀들
은 우수하다. 이스라엘의 경우 주류인 유럽출신 자녀들이 우수하고 아시아출신 자녀들은 뒤처지고 있다.
호주와 뉴질랜드의 경우 백인에 비해 원주민 아동들은 부진하다(Ogbu, 1978).
** 베버는 『사회과학방법론』에서 사실의 세계와 가치의 세계 간의 엄밀한 분리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사실의 세계는 존재론적 진술의 세계이고 가치의 세계는 당위론적 진술의 세계이다(위키백과, ‘가치중립’).
베버는 사회현상을 탐구하는 방법적 자세로서 가치중립을 강조하였으나 그 결과물로서의 개념과 이론도
가치중립적 속성을 견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 문화생태이론이 서술적 성격보다 처방적 성격이 강한 것은 그 이론의 출발에 오그부의 정서와 문제해
결의 뜻이 담겨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자발적’ 소수자로 분류될 수 있는 유학생인 자신과는 매우 다른 삶
의 태도를 가진 동족을 보면서 그의 이론이 탄생했다고 볼 수 있다. 비판적 요소가 성숙한 이론의 한 준
거가 되는 이유는 문화기술적 연구 분야에서 보면, 문화상대주의의 한계와 관련이 있다. 문화상대주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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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데 있어 우리의 시각이 한 가지 기준(가치중립성 지향)에만 얽매이지 않도록 복수의 타당성 준
거를 실제로 보여주었다는 점에서도 기여한 바가 크다. 이 연구분야에서 문화차이론과 문화생태
론은 대립하면서도 상호보완의 관계 속에서 주류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상의 논의를 도식화하여 학습부진 관련 개념체계를 도출할 수 있는 준거로 삼고자 한다.
<표 1> 학습부진 개념체계 도출을 위한 참조준거의 이론적속성
학력격차 현상

속성

학습부진 현상

생득적 요인설

서술적-심한 편향

‘학습부진’

문화결핍설

서술적-약한 편향

A

문화차이론

서술적-중립

B

문화생태론

처방적/비판적

C

집단 간 학력격차 현상을 설명하는 이론체계는 네 가지의 이론으로 구성되고 각각은 <표1>에
서처럼 나름의 속성을 가진다. 이에 대비하여 볼 때, 학습부진 현상에서 용어 ‘학습부진’은 서술적
이면서 가치편향이 심하기 때문에 맨 위의 칸에 자리하게 된다고 볼 수 있다. 이제 공란인 A와 B,
그리고 C를 채우는 것이 당면한 과제이다.

Ⅲ. 체험과 통찰을 통한 대안 용어의 구성
앞에서 제시한 것처럼 참조준거를 통해 ‘학습부진’ 현상을 개념적으로 해체하는 일은 논리적으
로 접근이 가능하지만 빈칸을 매우는 작업은 동일한 방식으로 완성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가치중립적 태도는 자칫 지나치게 현실수용의 태도를 견지하여 이면의 불평등 권력관계를 도외시함으로써
현상을 제대로 다루지 못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이때의 ‘비판’은 자민족중심주의의 일방적 잣대와는 달
리 주로 기존에 학문적으로 확립된 (사회)비판이론을 근거로 한다. 비판적 문화기술지는 이론의 보편성보
다는 문화상대주의가 감당하지 못하는 현실적인 문제(주로 구조적 불평등)를 다루려는 취지가 강하다. 일
종의 ‘등에’ 역할이라고 볼 수 있다. 비판이론이 보편적으로 수용되고 기능하는 상황은 일단 사회주의체제
아래에서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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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이 작업은 연구자의 개인적 체험과 특정한 계기로 인한 통찰을 통해 수행되었다. 대안적
용어로서 ‘학습부조(學習不調)’가 체험과 통찰의 과정을 통해 대두된 과정을 살펴보면서 ‘학습부
진’ 관련 개념체계를 소개하고자 한다.
지난 여름방학 기간 중 ‘학습부진아지도 컨설팅’을 주제로 연수 강의를 의뢰받았다. 다소 관심
은 있었지만 조예가 있는 주제가 아니어서 바닥부터 준비를 하였다. 그 과정에서 온라인 강좌를
접하게 되었는데 담당 강사는 정신과 의사로서 학습관련 부적응 문제를 상담·치료하면서 교육실
천에도 적극 참여하는 분이었다. 강좌 도입부의 핵심 용어는 ‘공부상처’와 ‘학습본능’으로, 연구자
는 접하자마자 닫힌 모습으로만 인식해 온 ‘학습부진’의 문을 열어젖히는 느낌을 받았다. 이 용어
들을 낳은 인본주의 심리학이 현상의 내면을 비춰준 것이다. 부정적 함의를 지닌 단 하나의 용어
‘학습부진’에만 사로잡혀 현상을 봐 온 상황에서 이 용어들은 앞서 제시한 소수민족 학력격차 이
론체계와 더불어 복합적 시각의 가능성을 열어 주었다. 이 용어들은 나중에 작성하게 된 <표1>의
빈칸 C를 메워주게 된다.
인상적인 이 용어들에 기초하여 연구자는 학습부진에 대해 나름 새로운 개념정의도 시도하게
되었다. 곧 기존의 ‘장애가 아님에도 기대되는 최저 수준의 학업성취에 미치지 못하는 상태’에서
‘공부상처로 인해 학습본능이 훼손된 상태’ 혹은 ‘누적된 실패 경험으로 학습본능이 훼손되어 몰입
하지 못하는 상태’로의 전환이었다. 이는 변화·개선의 대상이 되는 현상을 정의할 때에는 종종 서
술적(descriptive) 진술보다는 실천을 염두에 둔 처방적(prescriptive), 진단적, 혹은 비판적 진술이
도움이 된다는 인식으로 나아간 것이고, 또한 현상의 과정에 초점을 둘 필요가 있다는 인식의 성
립을 의미했다.
그 강사분은 학습부진(아) 문제를 다루는 관련 모임들에서 부정적 의미를 내포한 그 용어의 대
체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을 소개하면서 미국의 진보적 교육자들은 ‘struggling learner’라는 용
어를 ‘underachiever’ 대신 사용하고 있다고 소개하였다. 그런데 우리말로는 ‘투쟁형 학습자’ 또는
‘노력형 학습자’로 번역되어 어색하다는 평과 함께 대안이 없어 ‘학습부진’을 강좌에서 통용하였
다. 미국의 사례이기는 하지만 대안적 용어의 모색 노력은 그 방향이 가치중립성을 지향하고 있음
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용어는 가치중립 속성을 충분하게 만족시키지 못하는 만큼 <표1>
의 빈칸 A를 메우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강좌에서 통용하는 용어의 한계로 인해서인지 강의가 출발시의 인상을 유지하지 못할 즈음*
연구자에게 대안적 용어로 ‘학습부조’가 떠올랐고, 답답했던 많은 것들이 조화롭게 맞아듦을 느꼈
다. 이를 통찰의 과정으로 칭할 수 있는 근거는 단순히 새로운 용어를 떠올린 데 그친 것이 아니
고 ‘학습부진’으로 통칭해 왔던 현상의 전체적인 맥락과 구조를 일순 파악하였기 때문이다. 당시
* 출발 시의 인상이 유지되지 못한 큰 이유는 강사분이 직접 언급했듯이 강좌의 취지가 부진 학생들의 현
실 적응을 돕는 일이었던 만큼 근원적인 교육체제의 문제보다는 그 학생들이 당면하고 있는 학습의 문제
를 중점적으로 다루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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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용어에 연구자가 부여한 의미는 ‘학습과 관련된 제반 요소들이 조화를 잃어 학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태’ 이었다. 이로써 <표1>의 빈칸 B가 메워지면서 나름의 학습부진의 개념
체계가 완성되었다.
<표 2> 학력격차 이론체계의 속성과 학습부진 개념체계의 대비
학력격차 현상

속성

학습부진 현상

생득적 요인설

서술적-심한 편향

‘학습부진’

문화결핍설

서술적-약한 편향

‘struggling learner’
(‘노력형 학습자’)

문화차이론

서술적-중립

‘학습부조’

문화생태론

처방적/비판적

‘공부상처’ ‘학습본능’

IV. 정교화를 위한 사례의 소개와 논의
개념체계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개략적으로 안내한 대안 용어 ‘학습부조’에 대한 정교화 작업이
필요한데 연구자의 개인적 경험 사례를 제시하고 논의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한다.* 통찰은
그 속성상 ‘숙성’의 과정을 거친다고 볼 때 그러한 통찰을 낳은 연구자의 과거 체험적, 지식적 배
경을 부연하는 것은 이 정교화 작업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일화 사례는 다소 장황할
수도 있겠으나 맥락을 구성하고 두 개념(학습부진 vs 학습부조) 간의 대비를 완성한다는 취지에
서 제시하고자 한다.

1. 오래된 체험 사례 : 학습 요소들로부터의 ‘소외’
십 수 년 전, 연구자는 방송통신대학교 ‘교육사회’ 강좌의 출석수업을 맡은 적이 있다. 강의실에
들어서니 스무 명 남짓한 학생들이 큼직한 강의실의 중간 뒤편에 흩어져 자리하고 있었고 50대로
보이는 남학생 한 명이 홀로 맨 앞자리에 앉아 있었다. 연구자가 채 교단에 오르기도 전에 그 남
* 이 연구에서 대안 용어로 ‘공부상처’와 ‘학습본능’ 대신 ‘학습부조’를 택한 이유는 전자의 용어들이 보편,
중립적 시각보다는 인본주의라는 특정한 사조의 비판적 시각을 표방하고 있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는 이
논문 5장 1절 끝 문단에 기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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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이 운을 띄웠다. “교수님, 우리는 시험치고 학점만 따면 되거든요…” 뒤쪽의 학생들이 일순
집중하였다.*
분위기 전환이 필요함을 느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는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교육학 전공이
시죠? 지금 이 상황은 그 자체가 교육적 상황입니다. 우리 두루뭉실 넘어가지 말고 이 상황과 한
번 맞닥뜨려 봅시다. 어디서부터 시작할까요… 교재를 살펴보시면 아주 충실하고 잘 된 책입니다.
그런데 누구 읽어본 사람 있나요? (대답 없음) 사실 나도 책임감에서 교재연구를 하였습니다. 강
의식 수업을 준비했는데 오늘 분위기로 봐서는 적절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지금 교재로부
터 소외 상태입니다. 그리고 수업방법으로부터도 소외되었네요.”
계속 말을 이어 나갔다. “교육목적으로부터도 소외되었군요. 학점만 따면 되는데 번거롭게 모
임을 갖고 있으니 말이죠. 시험 힌트가 관심사이신 것 같은데, 힌트가 없는 시험은 두려움의 대상
이니 평가로부터도 소외된 것 같죠? 그리고 지금 여러분과 저의 거리를 두고 볼 때 관계로부터도
소외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끼리도 좀 서먹한 것 같은데 그런가요? 화창한 봄날 토요일 오후여
서 그런지 여러분의 마음이 여기에 있지 않은 듯합니다. 맡긴 아기를 걱정하는 분도 있으시겠습니
다만, 다들 마음이 콩밭에 가 있으니 우리는 공간으로부터도 소외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은
어서 끝나면 좋을, 아니 없으면 더 좋을 시간이니 우리는 시간으로부터도 소외되었습니다. 이 모
든 것들로부터 소외된 우리는 누구죠?”
떠올릴 수 있는 온갖 요소들로부터 소외된 현 상황을 해소할 방도를 같이 강구하자고 제안하였
다. 당장 가능한 것으로서 서로 인사하고 자리를 이동하였다. 그리고 수업을 모두가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는 방식으로 하기로 했다. 그리하여 연구자는 계획된 수업내용(‘교육과 인간·사회·문
화’)을 최대한 자신의 인생 경험과 결부시켜 스토리로 구성하여 소개하였다. 비슷한 형식으로 학
생들도 한 명씩 자신의 이야기를 발표하고 질의·응답·보완하면서 수업이 진행되었다. 출석수업에
따르는 시험은 오픈북 형식을 제안하였고 다들 흔쾌히 수용하였다.
피히테의 관점에서 ‘소외’는 “자기가 자기인 것을 거부당하고 본래의 자기에 대립하는 상태, 곧
자아 활동의 소외에 의한 비아(非我: 대상 세계)의 성립”을 뜻하는데 위 상황에서 시의적절하게
적용할 수 있었다.** 당시의 소외라는 용어는 대체 개념 학습부조(혹은 학습부조화)를 통찰하는
* 수 년 간 방송통신대학교에 출강하는 동안 이러한 상황은 처음이었고, 여타 강좌들은 일반 대학과 수업
참여 열의에서 별 차이가 없거나 더 높았었음.
** 소외란 인간의 사회적 활동에 의한 산물, 즉 노동의 생산물, 사회적 각종 관계, 금전, 이데올로기 등이
이것을 만들어낸 인간 자신을 지배하는 소원(疏遠)한 힘으로 나타나고, 그것을 만들어 낸 인간의 활동 그
자체가 바로 그 인간에게 속하지 않고 외적(外的)인, 강제적인 것으로 나타나는 상태를 가리키는 개념. 이
와 같은 상태에서는 인간은 자신의 본질을 거세당하고 또 다른 인간들과의 관계가 왜곡되어 나타난다. 요
약하면 자기가 자기인 것을 거부당하고 본래의 자기에 대립하는 상태에 있게 됨을 의미하는 이 개념은 철
학사 중에서 특히 피히테가 자아 활동의 소외에 의한 비아(非我: 대상 세계)의 성립을 이야기했던 데에서
발견된다(네이버 통합사전, ‘소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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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씨앗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당시의 강의실은 집단적인 학습부조 상황, 곧 ‘학습과 관련된 제
반 요소들이 조화를 잃어 학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태’에 처해 있었던 것이다. 달리
표현하면 학습자의 학습요소들로부터의 소외 상황이었던 것이다. 이 일화를 통해 그 의미를 정교
화하면 학습부진은 결과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반면, 학습부조는 과정을 중시하는 개념이 된다.
그리고 적용 대상에서 전자는 특정한 학습자에게만 해당되는 반면, 후자는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
만 누구나 그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2. 강력한 비유의 경험 사례 : Ken Robinson 박사의 ‘인간 생태계’
미국의 비영리재단인 TED(Technology, Entertainment, Design)에서 개최하는 각 분야 전문가
와 저명인사들의 강연회 동영상이 ‘Ideas worth spreading’이라는 모토아래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공개되고 있다.(http://www.ted.com/) 거기서 최다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고 연구자가 지난 학기
대학원 수업자료로 활용한 Ken Robinson 박사의 강연 “Schools kill creativity”의 키워드 중 하나
는 ‘인간 생태계’(human ecology) 이다.
…미래를 위한 유일한 희망은 ‘인간 생태계’라는 새로운 개념을 수용하는 것
입니다. 특정 용품을 얻기 위해 지구를 채굴하듯이 우리의 교육체제는 우리의
정신을 채굴하고 있습니다. 미래를 두고 볼 때 그것은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아이들을 가르치는 기본 원리들을 재고해야 합니다. Jonas
Salk는 “모든 곤충이 지구상에서 사라진다면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는 50년
안에 사라질 것이다. 만약 인간이 전부 사라진다면 50년 안에 모든 생명체가
번성하게 될 것이다”고 했습니다. 그의 말이 맞습니다.

연구자는 Robinson 박사의 메시지를 아이들의 정신은 하나의 생태계인 만큼 개발하려고 할수
록 훼손이 우려된다는 의미로 해석하였다. 인간 생태계의 훼손은 앞서 소개한 ‘공부상처’ 입히기,
그리고 ‘학습본능’의 훼손에 다름 아니다. 학교는 인간 생태계의 번성보다는 ‘용품’을 얻기 위한 인
력개발을 우선적인 목적으로 삼는 기관이고, 그만큼 학습의 요소들이 부조화를 일으킬 소지가 많
은 공간이다.
나아가 이 메시지는 현재의 학습부진을 문제삼는 주체(곧 교육체제)가 곧 그 문제의 근원임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학습부조 개념을 여기에 적용할 경우, 최상위 요소는 아닐지라도 상위의
* Robinson 박사가 말하고 있는 창의성과 학습부진에서의 학습은 다른 종류의 인지활동이라고 지적할 수
도 있지만, 기존의 학교체제는 두 영역 모두에서 문제를 낳고 있다고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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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인 우리의 교육체제는 그 현상에 대한 책임을 물을 자격을 상실하고 오히려 스스로의 과오를
점검해야 하는 입장이 된다. Robinson 박사의 메시지는 <표1>과 <표2>가 작성되기 전 미약한 개
념 분화의 상황에서 처방적 개념을 명료하게 해 줌으로써 간극을 확대하여 변별로 이끈 쐐기였다.
개념 대비와 관련하여, Robinson 박사의 메시지는 주로 책임소재 문제와 관련된다. 학습부진의
경우 그 책임소재가 대부분 학습자에게 있는 것으로 간주되는 반면, ‘공부상처’ 및 ‘학습본능 훼손’
의 경우 교육체제와 교육제공자에게, 학습부조 상황에서는 학습자를 포함하여 학습요소와 관련된
제반 주체들 모두에게 있게 된다.

3. 학습자관의 변천 : 능력 →시간 →개인차와 결과의 평등
앞서

제시한 집단 간 학력격차를 설명하는 이론의 발전과정과 유사한 맥락에서 Benjamin S.
Bloom이 제시한 학습자관의 변천과정은 학습부진의 개념체계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함의를
담고 있다. 개인적으로 Bloom의 개관은 교재로 활용했던 강이철(2011: 172-82)의 저술 『교육방
법 및 교육공학 입문』을 통해 접하게 되었는데 인상깊게 연구자에게 각인되었다.*
Bloom은 『인간의 제 특성과 학교학습』 서문에서 1950년대부터 1970년대까지 학습자관이 어떻
게 변천해 왔는가를 개관하고 있다. 먼저 1950년대의 학습자관은 유전지배적인 사고로서 교실에
들어올 때 이미 우수한 학습자와 열등한 학습자가 정해져 있다는 시각이다. 능력을 우선시하는 이
관점 아래서는 교사와 학생의 역할이 제한될 수밖에 없었고, 교수학습 이론의 개발 열의도 낮았
다. 그런데 국가경쟁력 고양을 위한 교육의 역할이 부각되고 이에 따른 투자 및 그 성과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학습자관은 ‘패러다임의 전환’을 맞이하게 된다.
1960년대 들어 능력 중심의 학습자관은 상대적으로 ‘빨리 학습하는 자’(fast learner)와 ‘느리게
학습하는 자’(slow learner)라는 관점으로 바뀌었다. 따라서 학습자의 특성에 따른 처방을 도출하
려는 노력과 더불어 개인차에 대한 관심도 고조되었다. 양적인 ‘시간’이라는 변인의 설정은 교육방
법적으로 큰 의의를 지니게 되었다. ‘학습과제를 완수하는 데 필요한 시간’(=분모)에 대한 ‘투입한
시간’(=분자)의 양의 비율에 의해 학습의 성과가 결정되는 것이다. 필요한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는 학습자 개인의 적성을 잘 알아야 하고, 수업의 질이 높아야 하며, 수업 이해력이 높아야 한다.
투입하는 양을 늘리기 위해서는 학습의 기회가 많이 제공되어야 하고, 학습자의 끈기가 필요하다.
학습자 책임의 변인은 적성, 끈기, 수업이해력이고 교사 책임의 요소는 학습기회의 제공과 수업의
질이다. 이 관점에 의하면 학습결과는 교사와 학생의 공동책임이 된다. 분모를 최소화하는 수업방
략을 마련할 경우 학습이 100% 이상 수준까지 도달하는 것이 이론적으로 가능하고, Bloom의 “완
전학습이론”은 이 모형에 근거하고 있다.
* 이하 내용은 강이철(2011)의 저술을 기반으로 서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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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대 또한 전향적 학습자관을 맞이하게 된다. 학습자 각자에게 바람직한 학습조건이 주어
지면 대부분의 학습자는 학습능력, 학습속도, 학습에 대한 흥미, 후속 학습에 대한 동기에 있어 상
당히 비슷한 수준이 된다는 주장이다. 교사가 개개 학생의 특성을 파악하여 최적의 환경과 방법을
제공해야 한다는 점에서 교육 결과에 대한 책임을 교사에게 귀인시키게 된다.
이 세 가지 학습자관 중 어떤 학습자관을 갖느냐에 따라 부진 상태에 대한 이해와 대처 자세가
달라지게 될 것이다. 부진을 학습자에 귀인시키는 능력중심의 학습자관 아래서는 해소방안 모색
이 소홀해지고 자연히 기존의 교수학습 관행을 개선할 수 있는 여지도 적다. ‘학습부진’ 개념은 이
50년대의 학습자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학습을 ‘시간’의 변인을 통해 보게 되면 교사나 학습자 모두 결정론의 속박에서 벗어나 변화가
능성에의 기대 속에 노력을 경주하고 방안을 모색할 여지가 생기게 될 것이고, 학습부조 개념이
여기에 부합한다. 나아가 학습부조는 70년대의 학습자관도 포용할 여지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
다.*

4. 학습부진과 학습부조 개념의 비교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기존의 학습부진 개념과 대체 용어로 제시하는 학습부조 개념을 표를
통해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표 3> 개념 간 비교
범주
학습부진
학습부조
가치 개입
가치중립성
몰가치
(부정적 편향)
책임 소재

현상 접근
대처 자세
대상 범위
학습자관

학습자 책임
결과 위주
소극적
한정적
1950년대

공동 책임
과정 중시
적극적
포괄적
1960-70년대

* 참고로, 학습부조 개념이 70년대 학습자관을 직접적으로 수용하지 않는 것은 ‘조화’는 과정과 관계를 전
제로 하는 개념인 데다가 70년대의 진보적 학습관은 과정을 넘어 ‘결과의 평등관’에 기초하고 있어 지나치
게 이상주의적 관점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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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부진은 주로 성취도 평가의 결과를 두고 판별되며 전체 학습자들 중 일부만으로 대상을 한
정한다. 기준선을 중심으로 부진 여부가 갈리게 되고 한쪽에는 낙인이 이루어지는 반면 다른 쪽은
부진이 없는 것으로 간주된다. 소수의 특별한 문제이고, 누적된 결과여서 처치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소극적인 대처가 이루어질 소지가 크다.* 동일한 맥락에서, 원인을 진단하기도 어려워 그
책임을 학습자에게, 가장 편하게는 능력의 부족으로 탓을 돌릴 소지가 크다.
학습의 결손을 요소들 간의 조화가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파악하는 학습부조 개념 아래서는
누구나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결손이 있을 수 있는 것으로 전제하게 된다. 학습부진으로 판별된
사례는 다만 부조가 비교적 심한 경우라고 이해하게 된다. 따라서 낙인의 부작용이 적다. 부조화
란 결과보다는 과정을 나타내는 표현이고, 적절하게 조절을 하면 조화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대처 자세를 견지하게 한다. 조화의 문제는 과정상의, 요소들 간 상호작용의
문제인 만큼 결손이 누적되기 전에 발견한다는 의미를 내포하게 된다. 설혹 누적이 되었다 하더라
도 분석적으로 원인을 파악하려는 자세를 갖게 한다. 그리고 부조화의 책임을 학습자에게 전가하
지 않는다. 부조화는 상호 문제이기 때문이다.
‘학습부조’ 혹은 ‘학습부조화’는 과정을 나타내는 개념이고** ‘학습부진’은 결과를 나타내는 만큼
전자가 선행하게 된다. 전자, 즉 과정을 문제 삼으면 결과로서의 학습부진은 존재의의가 미약해
진다. 따라서 ‘학습부진은 없다. 학습부조가 있을 뿐이다.’라는 명제도 성립가능하게 된다.

V. 학습부진 현상 이해를 위한 체제론적 논의
이상의 논의는 한편으로는 대안 용어를 모색하는 과정이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 사안이 체
제의 문제와 결부되어 있음을 확인하는 과정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 아래 학습부진
현상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체제에 대한 논의를 추가로 수행하고자 한다.

1. 순환관계 속에서 학습부진 이해하기

서두에서 학습부진을 강의 오염에 비유한 바 있는데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다룸으로써 현
상에 대한 개념적 이해를 도모하는 데서 시작하고자 한다. 하수를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강의 오염 유무가 결정된다고 보면, 학습부진은 보편적 현상이라기보다는 특정한 생활방식의
* 현재의 우리 학교 상황처럼 중점 정책으로 다루어지는 경우는 예외일 것이다. 이 경우 통상적이지 않은
국면이 전개되는 만큼 현장은 그만큼 어려움을 겪게 된다.
**학습부조는 학습부조화의 줄인 말로 연구자는 전자를 선호한다. 전자가 함축성과 학습부진 용어와의 대
비성이 부각되는 장점이 있고, 후자는 널리 통용되고 있는 ‘인지부조화’ 개념과 표현방식의 유사성 때문
에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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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산, 즉 특정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교육활동의 결과물이라고 볼 수 있다. 곧 이는 한 사회
의 교육체제의 문제이며 패러다임의 문제가 되는 것이다. 결과물이기는 하지만 오염을 지향하
는 사회는 없을 것이기 때문에 오염은 특정 패러다임의 부산물(부작용, 역기능)이다. 다른 한
편으로, 깨끗한 강의 경우는 특정 가치를 지향하는 패러다임의 직접적 산물(목표로서의 생산
물)이며 그에 따르는 또 다른 부작용이 있을 것임을 상정하는 것이 합당하다. 특정한 가치를
지향하면 득과 실이 있게 마련이라는 의미인데, 이 과정을 도표화하면 아래와 같다.
<표 4> 강의 오염 비유 도해
A패러다임

B패러다임

지향가치와 그에 따른
직접적 산물

깨끗한 강

현실적 편리함, 개발

부작용, 역기능

불편함과 많은 규제, 비용

오염된 강

이러한 득과 실의 역학관계는 아래와 같이 순환적 모형으로 나타낼 수 있을 것이다.
<표 5> 비유 도식의 순환 모형
A패러다임

B패러다임

<지향가치>

<지향가치>

생태, 환경

개발, 편리

③

①
④

불편/규제/
저발전

②

(역기능)
오염

특정한 가치를 지향하는 패러다임은 시간 경과에 따라 부작용을 낳게 되고, 실(失)의 비중이 커
지면 패러다임 전환을 모색하게 된다. 대체 패러다임 아래서도 시간 경과에 따라 동일한 과정을
거치면서 화살표 ①, ②, ③, ④의 순환관계가 형성된다고 볼 수 있다. 제 3, 제 4의 대안적 패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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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 있을 경우 보다 복잡한 역학 및 순환관계가 형성되겠지만 일반적으로 위 모형을 기본 모형
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학습부진과 관련하여 위 모형을 교육체제에 적용하여 아래와 같은 도식을 구성하였다.
<표 6> 교육이념 구성도
열린 방식

전통 방식

평등
협동/인간주의

경쟁/선발

평준화
통합반

엘리트주의
우열반

수월성

(역기능)

하향평준화

학력격차
실패낙인/소외

학습부진

위 도식에서 가로 축을 연속선으로 표시한 것은 이분법적 구분보다는 다양한 교육이념과 사조
들이 좌우 패러다임의 어느 지점에 위치할 수 있음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세로 점선은
양 극단에 가까울수록 현실적으로 수용되기 어려운 경우임을 나타내는데, 예를 들어 오른쪽의 경
우는 중세 문법학교, 왼쪽은 탈학교 이념이 있을 수 있다.
이 도식에서 학습부진 현상은 오른쪽 패러다임의 역기능인 <학력격차, 실패낙인/소외>에 해당
한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왼쪽 패러다임으로의 이행이 필요하다.* 여기에서 학습부진 현상
은 오른쪽 패러다임의 부작용이기 때문에 동일 패러다임의 처방으로는 처치가 어렵다는 논리가
도출될 수 있다.**
오른쪽 경쟁모형의 부작용으로서의 학습부진은 왼쪽의 협동모형에서는 존재하지 않는가? 물론
존재한다. 하지만 경쟁모형에서는 이를 없어야할, 없으면 좋은 현상이라는 인식하에서 교육이 이
*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이 기회만 되면 한국의 교육을 칭송하는 것이나 우리나라에서 교육개혁을 할 때면
미국의 진보적 요소를 반영하려는 경향에서 이러한 상보적 순환관계를 파악할 수 있다. 현실적으로는
교육은 정치이념과는 달리 문화와 습관을 배경으로 이루어지는 활동인 만큼 의지와 선택만으로 패러다
임이 쉽게 전환되지는 않는다.
** 일면 당연한 이야기인 듯 하지만 학습부진과 관련한 현장의 파행이 이와 무관해 보이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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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어지게 되는 반면, 협동모형에서는 ‘오염’ 비유에서 살펴보았듯이 당연히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전제 아래 일상적으로 이에 대비하는 방식으로 교육이 이루어지게 된다. 곧 ‘오염 대비’ 자체가 추
구하는 이념이 되는 것이다. 전자에서는 ‘학습부진’처럼 이를 표현하는 방식도 직설적이게 되고 대
처는 ‘영훈중학교’의 반성 사례에서 보았듯이 처벌적이거나 적절히 ‘덮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소지
가 크다. 모형의 이념상 앞으로 계속 나아가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이다.
왼쪽 패러다임의 경우, 학습부진을 표현하는 방식부터 달라질 것이다. 앞서 제시한 학습부조에
는 이런 시각이 반영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다소 모호한 용어의 어감은 직설적인 학습부진과 대
비되는 한 속성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학습부조는 왼쪽 패러다임의 보편적 시각을 내포하고, ‘공
부상처’나 ‘학습본능’은 왼쪽 패러다임 중에서 특정한 이념, 곧 인본주의적 시각에서 오른쪽 패러
다임의 역기능적 현상의 이면을 지적하는 표현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처방적인 시각(Ogbu의 문
화생태론, ‘공부상처’ ‘학습본능’ 등)이 매우 시사적이고 나중의 논의임에도 불구하고 이 논문에서
대안적 용어나 개념의 준거로 채택하지 않은 것은 이러한 맥락과 관련된다.

2. 치유기제로서의 ‘양치기식’ 교육
‘학습결손이 당연히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전제 아래 일상적으로 이에 대비하는 방식으로 이루
어지는 교육’에 대한 개념화도 필요하다. 우리가 익숙한 경쟁모형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을 ‘선착순
식’ 교육이라 부른다면, 이에 대비되는 교육의 방식은 어떻게 형상화 할 수 있을 것인가? 일단 ‘양
치기식’ 교육이라 명명하고자 한다. 전자는 정해진 지점을 향해 누가 먼저 도달하느냐 하는 공동
의 목표의식 아래 교사가 이끌어가는 방식이어서 필연적으로 뒤처지는 학생이 생기기 마련이다.
앞에서 이끌어 가는 일이 주된 과업인 교사에게 뒤처지는 학생은 별도의 부담이 된다. 평소에는
도외시 하게 되나 책무성이 부과되면 ‘학습부진’으로 특정한 후 별도의 과정을 수행하게 되지만
모형의 특성상 해소는 쉽지 않다.
후자의 경우, 교사는 양치기에 비유될 수 있다. 양치기의 관심 대상은 앞서가는 양이 아니라 뒤
처지는 양이다. 그의 우선적 임무는 어떤 이유에서건 뒤처지는 양을 돌보고 몰아가는 일이 된다.
모든 양이 곧 재산인 양치기는 어느 하나의 양도 소홀히 할 수 없기 때문에 부진한 양들을 이해하
고 보살피는 일에 전문가가 되어야 한다.* 앞선 양들은 스스로 잘 하는 만큼 나아갈 방향만 제시
해도 되는 바 그만한 여력이 생긴다고 볼 수 있다. 이 모형에서 앞서서 가는 양들과 교사 사이에
서 이루어지는 교육활동이 곧 이상적인 ‘자기주도적 학습’이 될 것이다.
* 핀란드 교육에서 이러한 방식의 전형을 볼 수 있다(EBS, ‘세계의 교육현장’ 제3편 ‘핀란드의 평등 교육,
단 한명도 포기하지 않는다’ 참고). 부연하면, 핀란드 교육이 주목을 받는 이유는 <표6>의 왼쪽 패러다임
의 역기능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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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른쪽 교육모형으로의 지향성이 강할수록 그 역기능적 소산인 학습부진은 더 심각한 문제로
대두될 것이다. 그럴수록 대처방안 또한 동일한 패러다임 안에서 이루어질 소지가 크고 낙인의 부
작용까지 더해 악순환의 고리에 갇힐 우려도 커지게 된다. 이 모습이 곧 우리의 교육이 처한 상황
이라고 간주하면, 패러다임의 전환이 학습부진 문제를 다루는 최선의 방안이겠으나 많은 개혁실
패 경험을 두고 볼 때 교육체제를 넘어 사회체제의 문제에 까지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다
만 현실적으로 대안적 용어와 개념에 대한 모색과 반성을 통해 이 문제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
는 것이 앞으로의 노정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된다.

VI. 마무리
- 이름이 바로 서야만 예악(禮樂)이 일어나고 예악이 일어나 실행되어야만
법이 적절하게 시행된다. <공자>
- 사물의 명칭이 정해져 있지 않을 때에는 사리 분별이 되지 않아 깨달음이
없고 일이 이루어지지 못한다. 실체에 부합하는 이름이 정해질 때 비로소 그
사물에 대한 구별이 분명해진다. 즉 사물의 명칭을 바로 세워야 귀하고 천한
것의 구별과 같고 다름의 구별이 명백해지면서 세상 모든 일이 올바로 이루
어진다. <순자>
사회적 현상을 지칭하는 용어는 사용하는 사람의 사고를 규정하여 현상을 이해하고 분석하며
대처하는 제반 행위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용어 사용에서 비롯되는 두 개념체계의 차이는
논의를 전개할수록 점차 확대되어 서로 다른 교수학습 생태계를 상정할 수 있는 데까지 이르게
된다. 상반된 패러다임 사이에서도 우리의 경우 오른쪽 모형으로의 편향이 심하여 그만큼 학습부
진의 문제가 두드러질 수밖에 없다. 학습부진이라는 주제를 중심으로 우리의 현실과 이상이라는
견지에서 이 두 생태계의 모습을 살펴보고, 덧붙여 이 연구의 한계점을 성찰하는 것으로 논의를
마무리하고자 한다.

1. ‘학습부진’ 개념체계의 문제점 : 결핍모형
<표 1>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학습부진’ 개념은 집단 간 학력격차 이론체계에 비추어 볼 때,
생득적 요인설 내지는 문화결핍설의 범주에 속한다. 이 두 이론은 집단 간 학력격차 현상을 설명
하고 대처하는 데에 한계를 드러내고 문화차이론으로 대체되었다. 마찬가지로 학습부진 개념의
사용은 현상을 대하는 우리의 시각과 사고의 폭을 제한하여 후속하는 제반 국면에서 부정적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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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미치게 마련이다.
결핍모형의 한계는 동일한 사유 패러다임에 속하는 빈곤문화(culture of poverty)의 개념에서
잘 드러난다. 빈곤문화 개념에 따르면 빈곤은 함정과 같아서 일단 빠진 빈민은 함정에 맞는 생활
양식을 영위할 뿐 벗어날 궁리와 시도를 하지 못한다. 설혹 사다리가 주어지더라도 사용하지 못하
는 지경에 이를 수 있음을 의미한다. 마치 병 속에 갇혀 있던 벼룩은 병이 제거되어도 병의 높이
만큼만 도약하는 원리와 마찬가지이다. 결핍모형의 가장 큰 문제는 부정적 현상의 책임을 사회구
조적인 요인보다는 약자인 희생자에게 돌리는 것이다. 따라서 문제 상황에 대한 대처방식도 임기
응변식이 될 소지가 크다. 그런데 이 이론에는 반전이 포함되어 있다. 빈곤문화는 특정한 상황에
서 일어나며 빈곤하더라도 빈곤문화에 빠지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점이다. 빈곤이 차별적이고 구
조적일 경우 빈곤문화가 만들어지고, 공동체적 관계가 형성되어 있거나 가치관이 우선되는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경우 빈곤문화에 빠지지 않는다.*
학습부진 개념 아래에서 지금까지 이루어져 온 대처 노력은 결국 ‘함정’에서의 탈출이 불가능한
결핍모형의 악순환 고리 속에서 진행되어 왔을 가능성이 높다. 구조적 부조화에 대한 분석 없이
이 현상을 낳은 기존 교육 관행을 동일한 틀 속에서 반복하거나 확대시키고 있음을 파악할 필요
가 있다.** 빈곤의 문화 개념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학습부진의 개념아래 근원적이고 구조적인
변화는 도외시한 채 기존 관행을 고수하고 그 산물에만 집착하는 만큼 아이들은 부진의 함정(‘부
진의 문화’)에 빠질 우려가 커진다는 점이다. 그 상황에서 교사의 노력과 온갖 정책적 시도는 머지
않아 소진상태를 맞게 될 것이다.

2. 선순환 구조의 ‘학습부조’ : 성장모형을 지향하며***
학습부진 개념체계와는 달리 학습부조는 성장모형 아래 선순환 구조를 낳을 수 있는 개념체계
* 빈곤문화가 형성되지 않은 사례로 Oscar Lewis는 원시부족과 문자사용 이전의 민족, 인도의 빈곤하고
낮은 카스트에 속한 사람들, 동유럽의 유태인들, 쿠바의 빈민들 등을 예시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1968년
당시 5000만 빈민들 중 20% 정도가 민곤문화 속에 살고 있다고 추측하고 있다. 대부분 아프리카계, 푸에
르토리코계, 멕시코계, 미국 인디언, 남부의 백인빈민 등이다(O. Lewis, A Study of Slum Culture,
Random House, 1968, p. 215; 박윤영, 1998, p. 184에서 재인용).
** 기존의 많은 논의들이 결핍모형에 근거하고 있는데, 그 큰 이유가 현재 통용하고 있는 학습부진 개념
과 관련이 있다고 본다.
*** 결핍모형에 대립적인 모형의 명칭을 성장모형으로 한 것은 Maslow가 욕구단계를 대별하면서 제시한
개념인 ‘결핍욕구’와 ‘성장욕구’에 근거하였다. 결핍욕구는 일단 충족이 되면 더 이상 추구하지 않게 되며,
성장욕구는 충족이 더 큰 동기를 낳는 욕구를 나타낸다. 성장모형은 결핍모형에 비해 매너리즘이나 소진
에 상대적으로 노출될 소지가 적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국제학업성취도평가(PISA)에서 한국 학생들
이 뛰어난 성취도에도 불구하고 ‘자신감’ ‘흥미’ ‘효능감’에서 매우 낮은 수준을 보이는 것은 우리의 교육이
성장모형보다는 결핍모형에 기반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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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상정할 수 있다. 선순환 구조에서는 학교의 일상적 교육활동이 개개인의 학습부조를 전제하고
이루어지며 그때그때 부조화를 해소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것이다. 학습부조는 별개의, 결과로서의
산물이 아니라 학교교육 속에 내재된 현상이기 때문에 유별나게 별도의 정책을 집행하지 않을 수
도 있다. 교사와 학생, 학교는 소진을 염려하지 않아도 좋을 것이다. 기관 내부에서 스스로 치유하
려는 노력이 이루어질 것이고 그 과정 자체가 바로 교육이라고 보게 될 것이다.
서론부의 비유에 비춰보면, 생활하수는 삶의 일부이며 이를 감내하는 것이 최선의 방책으로 인
식하는 태도가 성장모형이다. 이러한 태도 아래서는 꾸준히 더 나은 하수처리 방안을 모색하게 되
는데 성장욕구가 한계점이 없듯이 방안 모색 노력도 끊임없이 이루어지며 그 자체를 보람으로 여
기게 된다.

3. 논의의 한계
이 연구는 연구자의 단편적 체험들과 생각의 조각들을 엮어 작성된 만큼 전형적인 학술 논문의
체계 및 서술방식과는 사뭇 거리가 있다. 주관적인 견해일지라도 제시하는 것이 낫다는 생각에서
진행한 만큼 이에 대한 공감은 물론 독자의 판단에 달려있다. 단지 이러한 논의가 학습부진이라는
우리 교육의 현안에 대해 하나의 의제를 제시한다는 수준에 그 취지를 한정한다면 다소 생경한
전개 방식에 대한 양해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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