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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요 약

한국 교육의 양적 성장이 증대된 지금,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현 교육의 실태를 돌아보아야 할 때이다. 현 교육에 대한 부정적 인식

과 긍정적 인식의 측면을 파악하고자 한다면, 우리 교육의 역사적 맥락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먼저 알아보아야 한다. 이러한 전통 교

육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는 것은 앞으로 역사 교육이나 다가올 통일 시대를 대비하여 정립해 나가야 할 인문학 전반의 노력이 되어야 할지

도 모른다.

선행연구가 부족한 이러한 인식에 대한 연구 방법으로 근거이론을 통한 질적 연구 방법을 실행하고자 한다. 근거이론의 방법론은 학제 간 

연계의 가능성을 시사하리라 기대한다.

핵심주제어: 한국 전통 교육, 근거 이론, 통일 시대

Ⅰ. 문제 제기

본 연구의 문제의식은 한국 교육의 위상과 강점을 살펴보면

서 발생하였다. 연구자는 스스로 전통 교육에 대한 부족한 

이해를 확인하게 되었고, 전통 교육에 대한 부정적 감정이나 

편견이 언제나 마음에 자리 잡고 있음을 관찰할 수 있었다. 
따라서 이러한 전통 교육에 대한 인식이 다른 사람들은 어떠

한가라는 의문을 가지게 되었다. 만약 전통 교육에 대한 일

반인의 인식이 부정적인 경향이 있다면 그 이유가 반드시 존

재할 것이다. 전통교육이 아무리 좋은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하여도, 우리 교육에서 올바른 자리매김을 하기 어려운 원인

을 알아보는 것은 의미 있는 활동이 될 것이다. 그것은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전통 교육의 단절이나 현실적 괴리를 좁혀 

나갈 수 있는 한국 맥락의 교육을 실현하는 기회가 되리라 

기대한다.
우리는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한국인이면서 우리의 정신적 

주체감은 어느 나라에 속해 있는 것인가? 가장 한국적인 것

은 무엇인가? 세계인을 양성하는 것은 무엇일까? 교사로서 

학생들에게 알려줄 전통 교육을 자신은 제대로 알고 있는 것

일까? 전통 교육을 공부하려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하는가?
(연구자의 교단 묵상, 1998)
이러한 미국에서의 공부를 통하여 내 주위에서 일어나는 모

든 인간관계와 사회관계, 의사소통, 실재의 해석과 판단의 방

식 등은, 사회의 권력관계에 의해 심각하게 영향 받고 결정

된다는 중요한 관점을 얻을 수 있게 되었다. 그리하여 권력

관계 형성의 양상은 중요한 것, 정상적인 것, 가치로운 것, 
진실한 것이 무엇인가라는 우리의 평범한 이해와 관점에 영

향을 끼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이러한 새로운 통찰로 

인해 나는 노란색 피부에 하얀색 정신을 지닌 분열적 인간으

로 살아온 자신을 발견할 수 있었고, 국가적, 인종적, 문화적, 
역사적 전통과 정체성을 거부하고 미국문화를 내 것인 양 인

생의 진정한 마지막 도착지로서 철저하게 모방하고 수용해 

왔다는 뼈저린 진실을 얻을 수 있었다(김영천,1997).
전통교육에 대한 인식은 개인의 정체성과 교육 공동체를 지

배하고 있는 인간의 속성을 엿볼 수 있을 수 있다. 즉 전통

교육에 대한 연구는 한학의 연구나 교육사에서 일부 다루어

지고 있지만 지금의 교육 현장에서 어떻게 뿌리내리고 있는

지에 대한 반성이 부족한 실정이다. 근대를 중심으로 한 구

희진(2008)의 ‘갑오개혁 전후 전통교육제도에 대한 정책’연구

나 박승배(2011)의 ‘갑오개혁기 교과서에 나타난 교육과정학

적 이념 연구’는 근대 교육제도와 과정을 통해 현재의 교육

을 진단해 보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여겨진다. 전통교육에 대

한 연구는 서양의 전통적 교육 시사점을 현재의 교육에 통합

하고 접목하려는 노력도 있다(홍은숙, 2010; 허영주, 2008). 또
한 한국 전통교육에 관한 연구들은 아동기나 초등생, 여성 

등의 특정 대상을 다룬 것(최진원, 2011; 전남련, 2004; 조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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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최인자, 2004; 김수란, 2002), 체계화를 위한 연구(김병희, 
2008; 정낙찬, 2000; 한국교육개발원, 1993 등)와 전통문화와 

정신에 대한 탐구(최완기, 2005;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3) 
등이 있다.
이상의 연구에서 살펴본바 한국 전통교육은 서구 교육의 전

면적인 제도 도입과 함께 맥락을 잃어가고 있으며, 이에 대

한 재조명의 노력은 분명히 필요한 것이다. 그러나 전통교육

이라는 의미가 마치 전통문화와 정신을 지칭하는 듯 한 용어 

사용의 애매한 경계와 현재 교육의 역사적 뿌리가 서구 전통

교육에 두고 있음으로 인한 교육적 정체성 혼란이 한국전통

교육의 맥락을 찾아내는데 어려움을 증가시키고 있다.

Ⅱ. 문헌 고찰

한국의 교육 맥락에서 사용되는 전통 교육이라는 용어는 어

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살펴보면, 일제강점기와 미군정기를 

거치며 형성되어온 서구의 교육 역사에서 형성된 근대교육 

사상을 한국 현대 교육의 실제적 전통이라고 볼 수 있다<그

림1>. 이러한 근대 사상의 도입은 한국 교육의 양적 성장에 

지대한 공헌을 하였지만, 한국인의 전통 교육에 대한 인식에

는 혼란을 가져왔다. 이러한 점에 착안한 근대 역사 속에서 

교육의 뿌리를 찾아보려는 연구들이 점차 시도 되고 있으며

(구희진, 2006; 박승배, 2011), 연구자들의 교육적 정체성 혼란

에 대한 고백이나 탈식민주의를 시도하는 연구물들도 출간되

고 있다(김영천, 1997; 허창수, 2011). 인문과학 연구는 세계화

를 위한 교육적 각성과 전환이 필요한 시점에서 진실한 한국 

전통에 대한 고찰과 반성은 기초를 마련하려는 노력이 시작

되고 있다.

⇨ ⇨

<그림 1> 한국의 전통 교육에 대한 인식 전환점

Ⅲ. 연구 방법

3.1 연구 참여자

이 연구를 위한 연구 참여자는 4년제 대학에 재학하고 있는 

교직과목 이수 학생 20명이었다. 이들의 나이, 학년, 전공, 면

접일은 <표 1>과 같다.

<표 1> 연구 참여자 현황

순번 나이 학년 전공 면접일

1 21세 2학년 간호 2011. 9.○

2 23세 3학년 토목 2011. 9.○

3 21세 2학년 인쇄 2011. 9.○

4 21세 2학년 미용 2011. 9.○

5 25세 4학년 연극 2011.10.○

6 23세 3학년 토목 2011.10.○

7 21세 2학년 식품 2011.10.○

8 22세 2학년 사진 2011.11.○

9 21세 2학년 사진 2011.11.○

10 33세 4학년 특수 2011.11.○

11 21세 2학년 초등교육학 2011.11.○

12 26세 2학년 초등교육학 2011.11.○

13 28세 2학년 초등교육학 2011.11.○

14 22세 2학년 초등교육학 2011.11.○

15 23세 2학년 초등교육학 2011.11.○

16 21세 2학년 초등교육학 2011.11.○

17 21세 2학년 초등교육학 2011.12.○

18 21세 2학년 초등교육학 2011.12.○

19 21세 2학년 초등교육학 2011.12.○

20 22세 2학년 초등교육학 2011.12.○

3.2 자료 수집과 분석

자료의 수집과 분석은 Strauss & Cobin(1998)이 제시한 근거

이론 방법(Clarke, 2005; Charmaz, 2010; Alison Starratt, 2010)
을 적용하였다. 이 방법은 한국 전통 교육에 대한 인식이 형

성될 때까지의 상호작용 본질을 파악하여, 이들로부터 수집

된 자료를 근거로 한국 전통 교육에 대한 인식을 유형화함으

로써 이들 유형이 갖는 의미와 시사점을 발견하는데 유익하

기 때문이다.
조용환(1999)은 질적 연구가 자주 입에 오르내리고 있지만, 

막상 질적 연구에 자신 있는 사람은 드물다고 하였다. 그리

고 그 이유를 질적 연구의 여러 갈래 학문적 전통에 근거하

여 본질에 대한 합의된 규정을 얻기 어렵기 때문으로 추측하

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활용되는 Strauss & Corbin(1998), 

Corbin(2004)의 근거이론 분석 과정은 시간적 순서에 따라 

<그림 2>와 같다(신경림 외 역, 2011).

        

<그림 2> 패러다임 모형(Strauss & Corbin, 1998)
 

본 연구는 간단한 질문 목록을 만든 후, 피면담자가 개방적

인 방식으로 응답할 수 있도록 사전에 개발하여 면담 중에 

사용하였다(이용숙 외, 1998). 질문의 형식이 개방적인 형태로 

진술되어 있기 때문에 피면담자는 자신의 입장, 느낌, 의견을 

표현할 수 있다. 상황에 따라서 질문의 속도, 질문의 폭과 범

위를 유연하게 변화시켰다. 이와 관련한 주요한 질문 목록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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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질문 목록(비표준화: 반 구조화된 면담 형식)]
- 전통 교육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전통 교육의 장점과 단점은 무엇입니까?
- 전통 교육에서 배우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 전통 교육을 배우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연구 대상자의 선정은 편의 표집(Merriam, 1998)을 실시하였

고, 이에 더하여, 연구자는 근거이론에 바탕한 질적 연구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다음과 같은 어려움을 고백한다. 즉 연구

자의 전통적 교육에 대한 이해 부족, 피면담자의 증언에 대

한 분석력의 한계, 글쓰기 능력의 미흡을 미리 감안하여 읽

어나갈 것을 제안한다.

Ⅳ. 연구 결과

4.1 개방 코딩

개방코딩에서는 나타난 개념과 범주는 <표 2>와 같다. ‘절
하기’등의 57개 개념이 나왔고, 이들 개념은 다시 ‘형식’등의 

14개 하위 범주로 나뉘었고, 이를 ‘인식하기’등의 5개 범주로 

나타내었다.

<표 2> 개념 추출과 범주화

개념 하위범주 범주

절하기, 인사하기, 제례, 고사, 예절 형식, 의식
인식 
하기

제례, 명절, 제기, 널뛰기, 전통 노래 전통 놀이

갓, 도포, 회초리, 전통의상 과거의 물건

시대 변화에 적응력 떨어짐, 국수주의, 배우는 것이 
한정됨,

구속 무관 
심하기

장손, 큰며느리 부담

차분함 긍정적 변화

인정 
하기

한자, 효, 충, 선조들의 문화, 예절, 다도, 전통음식 문화적 기호

웃어른 공경, 전통적인 옛 정을 생각하기, 인성교육,

선조들의 지혜, 한국인의 정체감,
긍정적 기초

자신만을 깨달아 가는 교육, 자유로운 교육, 편하고 
쉽다,

상상과 동경 동경 
하기

애국심, 문화 전승, 유지, 계승하기 사회적 필요

조용히 하기, 혼나기, 선생님이 ‘하라하라’하고 
학생들이 따라 외우기, 경직, 훈계

복종
거부 
하기기존의 학교, 보수교육, 지적 계열의 수직적 전수,

교수의 일방적 가르침, 자발성 결여됨, 획일적 교육,
주입식교육

지겹다, 받기 싫다, 딱딱하다, 고리타분하다, 반항 저항 
하기재생산, 차별, 엘리트 교육 사회 의식

4.2 축 코딩

4.2.1 범주 분석

개방코딩에서 얻은 개 범주의 속성과 차원을 고려하여 패러

다임 모형에 의해 분석한 결과를 요약하면 <표 3>와 같다.

<표 3> 패러다임 모형을 통한 범주 분석

패러다임 범주 정도

핵심범주 한국 전통 교육에 대한 대학생의 갈등과 적응

인과적 조건 구속과 복종, 부담과 반항, 필요와 긍정 강함-약함

맥락적 조건 긍정적 변화, 사회 의식 강함-약함

(중심) 현상 한국 전통 교육에 대한 인식 긍정-부정

중재 조건 한국적 상황에서 살아가는 모두 관계(중재와 갈등) 강함-약함

상호작용
한국 전통 교육에 바탕하여 미래 사회를 준비해 나감

(습득, 공존, 반응, 표현 단계)
약함-심함

결과 거부형, 무관심형, 동경형

4.2.2 과정 분석

한국 전통 교육에 대한 인식을 형성해 나가는 과정은 <표 

3>에서 습득단계, 공존 단계, 반응 단계, 표현 단계의 상호전

략이 사용되는 것으로 보여진다<그림 3>.

<그림3> 과정 분석

‘습득 단계’에서는 한국 전통 교육의 객관적인 내용들을 수

용하고 인식하며, 특별한 가치 판단을 내리지 않고, 존재하는 

사물이나 관념을 나열한다.
사례1: 전통 교육이란 낚시, 밥, 사냥 이런 거라고 생각한다.
사례2: 팽이치기, 널뛰기 등의 전통놀이가 전통교육인 것 같

다.
사례3: 우리나라를 대표할 수 있는 태권도, 서예, 사물놀이 

등과 같은 것을 배우는 거 아닐까요?
‘공존 단계’에서는 한국 전통 교육이 현재의 삶 속에 혼재

되어 있음은 인정하고 이에 대한 자신의 선호도를 완전히 드

러내어 밝히기를 유보하고 있는 상태이다.
사례4: 서당에 모여서 선비들이 공자, 맹자 읊어대던 것을 

현대에 맞게 바꾸어서 서예, 사상, 악기 등을 배우는 

것을 전통교육이라고 생각해요.
사례5: 토론, 질문식 수업, 훈장님 말씀 듣기, 따라 해보기, 

스스로 깨닫기, 한국사, 교육철학 공부, 강의, 학회 참

석... 이런게 떠올라요.
‘반응 단계’에서 학생들은 전통 교육과 현재의 삶을 단절하

고자 하는 성향을 드러낸다. 그 방법은 무관심과 동경이다. 
한국 전통 교육에 대한 인식이 내면화 되지 않은 상태에서 

나타나는 반응은 과거와 뒤돌아서서 무관심해 지거나 막연한 

동경으로 전통 교육을 떠올리는 것이다.
사례6: 옛 것의 문화를 살리면서 교육하는 것이예요.(방법에 

대한 대안은 없음, 전통 교육에 대한 피상적인 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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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을 내세움-연구자의 메모)
사례7: 예와 의를 배움, 삶 자체가 곧 교과인 것 같습니다.
사례8: 좀 불편하죠.(전통 교육을 단순히 불편한 것으로 인

식하여 때로는 필요하지만 자신이 구속되기도 한다고 

표현함, 그러한 가치 갈등 속에서 전통 교육에 대해 

애매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전통 교육의 구속을 벗

어나고 싶어하지만, 전통 교육을 삶에서 부정하지 않

으며, 단지 귀찮고 변화의 적응력을 떨어뜨리는 저해

요소로 간주한다. 이에 따라 전통 교육에 대해 무관

심한 태도를 보인다.)
‘표현 단계’에서는 전통 교육에 대한 적극적인 선호도를 드

러내었다. 가치관이 드러나는 표현 단계에서 저항하기, 거부

하기 등은 성별, 가정환경에 따른 요인과 관련한 이야기를 

자주 나타내었다.
사례9: “제가 좀 그렇잖아요. 시대 변화에 적응력이 떨어지

는 것 같아요.”(우리나라의 특수한 상황이 과거와 현

재를 단절시켜 외국과는 전통 교육이라는 맥락이 연

속성이 없음을 지적한다. 외국의 전통 교육은 일부 

특수 계층의 전유물이만, 한국은 계층의 붕괴로 인

한 불분명한 전통 교육이 진정한 전통적 교육의 의

미를 퇴색시켰다고 보았다. 따라서 피면담자는 한국 

전총 교육은 개인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시대 변화 

적응력을 떨어뜨리며, 생각을 하게 하는 것이 아니

라 무엇인가를 이어 나가도록 하는 것이라고 보았

다.)
사례10: “대학생들이 술 먹는 이유도 그런 전통을 이어가려

는 사회적 벽 때문이잖아요. 환경이 바뀌어서 자유

를 주면 사람들은 생각이 많아져서 갈등하잖아요. 
전통 교육을 이어간다면서 고등학교처럼 하면 오히

려 더 좋은 평가를 받는 것 같아요.”(남성이 보는 전

통 교육은 여성보다 사회적 성취를 지향하는 발언의 

빈도가 높았다.)
사례11: 전통교육의 공부하는 방법 같은 것은 연구해 볼 가

치가 있겠죠. 원리나 깊이가 있을 테니까요. 한시 같

은 거 배울 때 한글로 옮긴걸 보니까 그만큼 감동이 

안 느껴지더라구요. ‘좋은 거라고 하니까 영문시를 

한글로 옮긴 것처럼 감동적인 것일 거다, 깊이가 있

는 걸 거다’라는 믿음으로 그냥 보는 거죠. 그런 거 

학자들이 연구해야 하는거 아니예요? 전통은 의무감

만 주잖아요.

4.3 선택 코딩

4.3.1 핵심 범주

한국 전통 교육에 대한 대학생들의 인식이 구성되는 과정의 

핵심 범주는‘자신이 경험하고 습득한 전통 교육에 대해서 부

족하지만 적응하려고 노력하는 가운데 생겨나는 애매한 점을 

극복하기 위해 무관심, 동경 등을 보이거나, 저항과 거부를 

하게 됨’으로 정리되었다.

4.3.2 이야기 윤곽

한국 전통 교육에 대한 인식의 제약(制約)을 간파(看破)하여 

보고자 할 때, 다음의 합의점을 찾아가게 된다.
첫째, 전통 교육의 일면(一面)으로부터 탈출(脫出)하기(구속

의 탈출)를 추구한다. 고정된 틀에 갇혀있고 그것에서 벗어나

고 싶어 한다. 그러한 자신을 구속하는 틀이 전통 교육이라

고 생각한다. 그러한 구속은 전통 교육이 아닌 다른 것일 수

도 있다. 하지만 일부는 그것이 전통 교육과 현대 교육의 충

돌 사이에서 발생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전통 교육은 가

정을 기초로 하여 사회 전반에 확산되어 있으므로 전통 교육

과 현대 교육의 간극을 가정 내에서 느끼기도 하고, 가정과 

사회 사이에서 느끼기도 하고, 그러한 구속에서 모두 탈출하

였다고 느끼는 순간 사회 전반(대중매체에서 제시하는 전통

적 사고: 시댁과 며느리, 남성과 여성 등)에서 압력을 가하기

도 한다.
둘째, 전통 교육의 일면(一面)을 부정(否定)하기(인습(因習)의 

부정(否定))이다.  전통 교육에 대한 잘못된 이해는 자신의 

불행과 제한된 행동 방식이 전통적 교육의 결과라고 생각하

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전통 교육으로부터의 탈출에 실패한 

것으로 인하여, 전통 교육은 인습적인 것이라 간주하게 되고, 
인습의 부정으로 인하여 전통 교육에 대한 거부감을 나타내

기 시작한다. 무의식적으로 인하여 전통 교육에 대한 거부감

을 나타내기 시작한다. 무의식적으로 전통 교육의 존재조차

도 부정하여 버림으로 인하여 점차 전통 교육을 자신의 삶의 

맥락에서 지워버려 가려고 노력하는 것이다. 이러한 부정은 

전통 교육의 내용과 방법에 대한 관심을 없애버리고, 전통 

교육을 자신과 무관한 문제로 삼아 버리게 하는 것이다.
셋째, 합의점을 찾기(생각의 중심-中心-잡기)이다. 한국 전통 

교육에 대한 공통적 의견은 그것이 개인 삶의 뿌리와 안정성

의 열쇠를 쥐고 있다는 점이다. 사회적 질서를 유지할 규범

과 국민을 단결시키는 힘을 가진다는 것이다. 이러한 기본적 

생각을 가로막고 있는 개인적 편견과 아픔의 거품들을 치워

나갈 때 전통 교육은 개별 한국인들의 삶에 행복한 요소, 깊

이 공부해보고 싶은 대상으로 자리 잡아 갈 것이다.

4.3.3 유형 분석

근거이론은 미성숙단계(문헌조사), 모호함을 정리하는 단계

(추가 조사와 분류), 생성 단계(범주와 연결짓기), 불확정적 

단계(계속적 자료 수집과 광범위한 연구 주제 탐색)을 거치면

서 점차 가설적 이론들을 비교 분석해 나가야 한다(Inaam 
Idrees, Ana Cristina Vasconcelos and Andrew M. Cox, 2011). 
이 연구에서는 연구 참여자들의 ‘자신이 경험하고 습득한 전

통 교육에 대해서 부족하지만 적응하려고 노력하는 가운데 

생겨나는 애매하여 두려운 점을 극복하기 위한 행동’은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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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과 같은 긍정형, 부정형, 무관심형의 3가지 유형으로 

드러났다.

<그림 4> 핵심 범주의 유형

한국의 전통 교육에 대한 역사적 맥락의 단절이나 보수적인 

성향에 대한 대부분의 인식은 변화에 대한 두려움을 매개로 

하여 행동 유형을 드러나게 한다. 연구참여자들은 무관심, 부

정적 인식, 긍정적 인식 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지

만, 이러한 인식을 소통하게 할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다.
차별은 신분 관계에 출발점이자 그것을 강화하고 지속시키

는 주된 요인이 되고, 연대는 조직 형성의 기반이자 그것을 

유지·발전시키는 힘으로 작용한다(김필동, 1999). 또한 이원제

(2002)는 조선시대 한국 교육 사회를 과거제도를 통해 조명하

였다. 그는 조선시대에도 오렌지족 같은 존재가 있었으며, 조

기 교육, 인성 교육, 시험을 대비한 벼락치기 공부가 성행했

음을 밝힌다. 과거제도는 능력 있는 사람만이 통치할 수 있

다는 믿음을 우리 선조들에게 심어 주었고, 과거 합격자만이 

관리가 될 수 있고 이들만이 다스릴 자격이 있다는 것, 이것

은 너무나 합리적이고 자연스런 것이라는 믿음을 넘어서서 

하나의 신념의 차원으로 승화되었다. 신분제 사회였던 한국 

교육 사회는 과거제를 통해 모든 이를 위한 교육적 평등을 

실현하려는 제도를 마련했다. 하지만 과거 합격하고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은 타고난 신분의 이점을 

무시할 수 없다. 교육제도는 수월성의 합리화하는 동시에 실

현되지 않은 평등성을 확장하고 있다는 환상을 공부하는 사

람들에게 내면화하게 한다.
신분과 조직의 범위를 넘어선 사회제도로써의 교육은 현재 

교육이 갖고 있는 지식의 수월성과 평등성에 대한 전통 사회

의 대화 수단이 될 수 있다.

Ⅴ. 논의와 제언

역사적 연구가 가능한 시대까지만 생각하더라도 한국의 교

육은 1500년이 넘는 전통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연구의 실

적이 본격적으로 쌓이기 시작한 것은 1960년대 이후의 일이

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한국 교육사에 대한 연구는 우리나

라 교육학의 다른 분야에 비해서도 상대적으로 매우 저조한 

편이었다. 거기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우선 현대의 

우리 교육의 제도적 체제와 활동이 전통적인 것과의 연속선

상에 있지 않고 서구적인 것이 이식된 형태라는 것, 즉, 역사

적 단절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들 수 있다. 오늘의 교육

을 이해하고 분석하고 발전시키는 데 있어서는 단절된 전통

적인 것과의 연속선상에 있지 않고 서구적인 것이 이식된 형

태라는 것, 즉 역사적 단절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들 수 

있다. 오늘의 교육을 이해하고 분석하고 발전시키는 데 있어

서는 단절된 전통사회의 것을 연구하거나 짧은 최근의 것을 

연구한다는 것이 긴박하지도 않거니와 중요하다고 인식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리하여 한국의 교육사를 연구하는 것은 

단순히 거기에 학문적 관심을 가진 사람들만의 과업에 속하

는 것이라고 여기는 경향마저도 없지 않다(서울대학교 교육

연구소, 2004).
사회학자들은 전통 교육이라는 개념을 확립하여야 한다. 학

문적 의미를 찾을 의욕조차 상실한 일반인들에게 한국 전통 

교육에 대한 희망을 보여주어야 한다. 그것이 미신적 요소, 
인습적 요소, 단순한 관습과는 다른 개념임을 일반인들에게 

보급할 책임이 있다. 일반인들이 전통 교육에 대해 가진 편

견을 파악하여 그러한 인식을 개선하여 전통적 교육을 사회·
국가적 행복을 증진시킬 중요한 요소가 되도록 하여야할 것

이다. 그것만이 학자만이 아니라 일반인들도 우리 전통 교육

과 문화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

줄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시한다.
첫째, 후속 연구는 전통교육에 대한 인식에 대한 합의점 도

출을 기대하여 본다.
본 연구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국의 전통 교육의 역사적 

단절로 인하여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구성원 사이에서 합의

를 이룰 수 있는 인문학의 공동 연구가 있어야 보충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다문화, 세계화 시대의 도약을 위한 준비가 필요성을 

예상한다.
자국의 문화적 기초가 튼튼해야 우수한 타국의 내용도 흡수

할 수 있다. 자기정체성이 확립된 인력 양성은 앞으로 예상

되는 통일이나 다문화 가정의 확산 등의 국내 상황이나 세계

에 진출할 개인의 역량 강화에 필수적이다.
셋째, 연구 내용과 방법상의 학제 간 융합의 가능성을 제안

한다.
근거이론을 통한 질적 연구 방법론은 포스터 모더니즘 시대

를 살아가는 사회연구에 강점을 가지고 있으며, 학문 간의 

연계 가능성을 도구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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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versity Students' Cognitive Adaptation types in The Traditional

Korean Education Based on the Grounded Theory*

Kim, Min Jung**

Kim, Dae Ho***

Abstract

Purpose: This is the study about the experiences of university students in traditional Korean education. Methods and process: This 
study was based on the grounded theory method(Strauss & Corbin, 1998). Interviews and observations were conducted with 20 adults 
who were thought by the researcher as the teacher. They are 21 or 33 years old. This paper had conducted during 14 weeks, Results: 
The core category of this study is ‘university students' adaptation and overcome the conflicts in the every situation. Based on the core 
category, three types of students' experiences were found. Three types of students are ‘negative-cognition', ‘positive-cognition', 
'indifference'. Conclusions: For making globalizational period, we need the teachers who can understand the traditional Korea education. 
And we have to change them. 

Keywords: The Traditional Korean Education, The Grounded Theory, The Period of  unification of South and Nor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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