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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훨룹할]
본 연구는 그동안 제주교육사를 주제로 축적되어 온 연구 성과을응 검토하여

정리함으로써 향후 지방교육사의 한 분야로 제주교육사 연구가 나아갈 방향과

과제를 점검하였다 먼저 제주교육사에 대한 기존 연구들을 귀납적으로 검토하

여 관찬연구와 개인연구，시대별 연구상황과 10년 단위 연구상형을 살펴보았다

결과 관찬연구가 개인연구에 비해 활발히 진행되고 있었고 시대별로는 조선시

대의 연구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또한 도내 학술지 논문이 도외 학술지 논문이

나 학위논문보다 많았고 10년 단위로 살펴본 연구상황에서는 H뻐년대 이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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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건수의 2/3를 차지하고 있었다 이에 관찬연구는 물론 개인연구에 있어 꾸준

한 연구와 더붙어 연구의 폭과 깊이를 넓혀 연구 주제와 방법을 다양화 할 필요

가 있었다 이러한 제주교육사 연구의 노력들이 모아질 때 지방교육사로서 제주

교육의 정체성과 제주교육만의 교육사적 독자성을 확립하게 되어 제주교육사의

심층적 분석이 가능해지게 될 것이라 보아진다

주제어 제주학，제주교육사 지방교육사，관찬연구，개인언구

1. 들어가며

교육시는 문명사의 일종으로 특히 교육에 관한 역사의 기술이대이만

규，1988: 9쪽) 이러한 교육사의 연구에 있어 중앙중심의 헤게모니를

극복하기 위한 지방교육사의 가장 구체적인 노력은 1980년대 영남교육

사 정립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었다 정순목은 r영남교육사초(領南敎

育史째)，(정순목，1983a)를 비롯해 1983년 영남교육사를 통하여 지방교

육사 정립의 과제를 제시하였다{정순목， 1983b) 이에 힘입어 관찬사에

머물던 지방교육사를 학문적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계기

가마련되었다

지방교육사 연구가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그간

의 연구업적응 수합하고 분석，개관하는 작업이 무엇보다 시급한 것으로

이러한 학술정보파악은 학문의 첫걸음이기 때문이디{김종업 외，1983

잃5-286쪽) 이러한 맥락에서 지방교육사의 한 분야인 제주교육사에 대

한 그간의 연구 성괴들도 검토，정리하여 과제를 제시할 펼요성이 제기된

다 이는 반복적이고 주기적으로 해야 하는 작엽이다 어느 학문 분야나

마찬가지이겠지만 그 동안 자신의 학문 영역에서의 연구성과 혹은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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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을 파악히는 작업은 과거를 돌아봄으로써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동력을 제공(한용진외，2010‘ 155쪽)해주기때문이다

지방교육사란 중앙교육사에 상대적인 개념이다 과거 봉건국가에서

진행한 중앙 중심적이고 국가적이고 정치적인 전통교육과 달리 지방교

육사에 대한 이해는 어느 한 지방의 교육과 관련된 모든 것으로부터 출

발하여야 한다 따라서 지방교육사의 이해에서 기본적으로 두 가지 측면

을 특히 강조해야 한다.하니는 한 지방의 교육문화적 특수성에서 출발

하여 그 지역만의 독특한 교육을 그 지역의 역사의 흐름 속에서 파악하

는 것이다 이는 지방교육사에서 특수성을 강조하는 것으로 지방교육사

특유의 것이다 다른 하나는 중앙교육사와의 연관성에서 출발하여 중앙

중심적으로 진행되는 교육의 하위 영역으로 파악하는 것이다 이는 지방

교육사에서 보편성을 강조하는 것으로 중앙이 해당 지역에 대한 교육적

정책이나 제도 및 행정적 조치 둥을 포함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의미

에서 제주교육사는 지방교육사의 범주에 속하므로 그 연구사의 분석 역

시 이상 두 측면을 준거로 한다

제주교육사는 지방학으혹서 제주학의 허위영역이라 할 수 있다 또한

한국지방교육사의 한 분야이기도 하며 나。까 한국사 가운데 지방사의

허위영역이라고도 할 수 있다 그런가 하면 교육학의 하위영역이기도

하다 이러한 이유에서 제주교육사는 하나의 독립된 학문이면서 또한

다양한 범주에 종속되어 있는 학문이기도 히는 이중성격을 띠고 있다고

할수있다

본 연구는 제주교육시를 연구대상으혹 한 연구들에 대한 검토와 정리

작업이기 때문에 또한 제주학이라는 넓은 의미에서 제주교육사 연구의

현황을 파악하였다 그리고 제주교육사의 구체적인 관찬 연구와 개인

연구틀을 시간적 순서로 정리하연서 그 내용의 특징을 분석하였다 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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써 제주교육사 연구의 현재 진행상황，현존문제，향후 전망에 대해 밝히

고자하였다

R 제주연구의 개황

우선 제주교육사의 연구들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제주도를 주제로 진

행된 연구 동향에 대해 살펴봐야 할 것이다

해방 후 제주도 관련 연구는 그 폭과 깊이에서 적지 않은 성괴를 거두

었고 현재도 연구결과물틀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중이다 뿐만 아니

라 성괴에 대해 일정한간격으로 정리 및 검토를 거치면서 연구의 범위를

접진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작엽도 병행해왔다 이러한 작업은 주로 제주

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1967)>와 〈제주학회(1978년 설립된 제주도연

구회를 모태로 1997년 12월 개칭)>그리고 〈제주도사연구회(1989)> ，

1997년 설럽된 〈제주학연구소〉등 학술연구기관 및 연구회 그리고 도내

외의 각 분야 학지들에 의해 진행되어 왔다 또한 제주지역 각 분야에

대해 체계적인 연구를 위해 1996년 출범한 〈제주발전연구원>의다양한

활동이 특히 주목된다 최끈 그 일환으로 2011년 10월 제주발전연구원의

부설로 출범한 〈제주학센터>또한 제주학에 대한 연구를 한 단계 높일

수 있는 기회를 한층 더해주고 있다는 점에서 기대치를 높이고 있다

그리고 해방 이후의 제주관련 연구들은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정리

되기 시작하였다 우선 1982년，1983년의 탑라문화 창간호와 제2호에

연이어 발표된 「해방후 제주연구개관(解放後 濟州 E자究獅觀 )J을 통해

어문학 민속학 �역사 고고학분야의 연구 성과에 대해 종합 검토해 정

리한 바 있다 이것이 제주연구사 정리의 시작인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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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들은 연구동향을 세부적으로 분석했을 뿐만 아니라 연구논저의 목록

을 작성하고 있다 이어 1983년 12월 제2회 탐라문화학술회의에서는 ‘제

주연구의 현황과 전망’이리는주제로 역사학 �고고학 •민속학 �사회학，

행정학 둥 분야의 성괴를 종합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그 결과물을 탑리문

화 제3호(1984)에 게재하였다 이 가운데 역사적 측면의 연구에서는 통사

류(通史類)의교육 관련 업적을 제외한다는 언급과 함께 교육사에 관련

된 내용은 현인홍(1966)과 강석규(1978)의 논문 두 편만 제시되어 실질

적으로 제주교육사적 측면의 연구시는 간과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런가하면 1984년 제주도연구회에서도 학술지 『제주도연구』제1집

을 발간함으로써 ‘지역연구표본으로서의 제주도(張養根，1984)에대한

논의와 민속학(金榮敎，1984)과 문화인류학(조혜정，1984)적 측면에서

의 제주도 연구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이어 1986년에는 제주신문사와

제주도연구회에서 공동으로 주최한 제2회 심포지엄의 주제인 ‘제주도사

의 재조영’을『제주도연구』제3집에 집중 게재하면서 제주도 역사의 관

련 연구들을 정리，분석하였다.이를 통해 새로운 향토사 연구대상과 방

법(慣觸度，1986)，제주도 선사문화연구의 문제점(任孝宰，1986)，조선

후기 제주도사 연구의 과제(權仁1íIf，1986) 동을 제시하였다

다음해인 1987년에는 제주신문사와 제주도연구회 공동주최로 ‘제주

연구의 오늘과 내일’이라는주제의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때에는 인

문 •사회과학분야와 자연과학분야로 니누어 진행되었는데 그 중 인문

사회과학분야에서는 제주도 방언(玄平孝，1987)，탑리장고사{全京秀，

1987)，제주사회(申幸澈，1987)，제주도 취락(吳洪質，1987)，제주관광

(張聖洙，1987) 등과 관련된 연구틀을 통해 발전방향과 과제를 제시하였

다 이 역시 『제주도연구J 제4집의 특집내용으로 게재되었다 또한 1988

년에는 제주신문사와 제주도연구회의 제4차 공동 학술대회가 ‘국제화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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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의 제주도연구’라는주제로 열리며 언문 �사회과학(韓相福，1988)과
자연과학 동 분야별로 제주도에 대한 국제적 관심과 연구에 대해 논의하

였다

1991년에는 1989년 창립된 제주도사연구회가 기간지 『제주도사연구』
창간호를 발간하면서 제주역사에 관련된 논문을 수록하고 아울러 1980
년대의 제주역사 연구에 대해 정리하였다 여기에서는 토기연구를 중심

으로 하는 고고학분야를 포함해 고대 •고려시대，조선시대，한말 �일제

시대 동으로 시대를 나누어 1980년대의 연구 성과를 전반적으로 분석한
바 있다 그 가운데 권인혁은 조선시대를 정리하면서 문화부분에 처음으

로 교육사에 관한 연구를 포항하였다

이러한 1980년대의 노력을 거쳐 제주연구가 하나의 학문체계를 이루

며 제주학으로 본격적인 정립이 되기 시작한 것은 1990년대 후반에 이

르러서이다 1995년 6월 지방자치제도의 출범으로 중앙집권체제하의 중

앙중심적 패러다임이 전환되는 계기를 마련하였고1) 이로부터 지방학이

더욱 활성화되기 시작했다 따라서 그때까지 제주연구，제주도연구로 불

리던 제주 관련 연구들은 지방학의 한 분야로 제주학이 정립되게 되는

것이다 이때 ‘제주학’이리는용어가 구체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1995년 12월 〈제주도연구회〉의학회명을 <제주학회>로변경한 데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유철인，1996: 36쪽)
그 후 1996년 유철인에 의해 「지역연구와제주학 제주문화 연구의

현황과 과제」가정리되면서 학문적으로 제주학을 정립하게 되었다 이

것은 다양한 시각으로 제주학을 정의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같은 해 8월 제주방송인클럽의 학술세미나로 ‘제주지방학의연

1) 이와 관련왼 논문으로는 강신표의 지방자치와 지방학의 연구를 참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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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와 발전방안’이리는주제로 제주학에 대해 인문과학，사회과학，자연

과학으로 나누어 전면 검토하게 되었다 이어 1997년에는 전경수에 의

해 ‘제주학의과제와 방법’이란주제로 제주학 11 대해 학문적 정립을 완

성하게 되면서 일차적으로 문학을 중섬으로 제주학의 연구방법(현길언，

1997)이 제시되게 되었다 또한 1998년에는 제주학의 과제와 방법에 대

해 2차 논의를 하였다

그 후 2007년，2α 8년에도 제주학 연구 성과에 대한 정리와 방향 제시

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는데 제주문화연구에 대한 정리와 『탐라문화』를

중심으로 한 제주학 발전 방향의 제시，제주학의 정립 방향과 타자의

시선으로 본 제주학에 대해 논의되었다 이처럼 1990년대를 계기로 활

성화 된 제주학 연구는 2012년 현재까지도 흐름을 계속하면서 많은 연

구 성괴를 축적하고 였다 그 결과 그간 중앙중심의 교육사 연구로 인하

여 다소 미약했던 지방교육사에 대한 연구 약점을 보완하게 되었고，지

방 문화의 형성과 발전에도 많은 도움이 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렇게 1980년대부터 꾸준히 연구되어 온 제주학의 내용 속에는 민

속학 �인류학 •언어학 •문학 �역사학 �고고학 동 다양한 학문분야가

포함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은 제주도를 연구주제로 많은 연구물

을을 정리하고 하나의 학문체계로 정립하는 데는 중요한 역할을 해 왔

지만 아직도 많은 연구물들이 그 행적을 체계화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

이다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지방교육사로서의 제주교육사의 연구정리

이다 때문에 그동안의 연구들에서 이루어진 성과가 무엇이고，어떤 문

제점이 있으며 우리에게 어떠한 과제를 주고 있는지 살펴보는 일은 반

드시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다.하여 부족한 부분은 보완하고 중복연구

를 피하며 새로운 연구 방향 및 과제를 설정하는데 도움을 주는 등 연

구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유용한 자료를 제공해야 할 펼요가 있는 시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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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할수 있다

한편，그동안의 제주 관련 연구의 정리에서는 교육학의 한 분야로서의

교육사에 관한 내용이 배제되어 있었음음 확인할 수 있었다 뿐만 아니

라 제주교육시에 관련된 연구 엽적이 상당히 축적되어 왔음에도 불구하

고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지 않아 그 과제와 연구방향 설정이 미홉했

다 물론 김종업 (1984，1986)，권인혁 (1991)의 제주사 및 제주문화 관련

정리에서 부분적으로 언급하긴 했지만 그것은 다만 역사학적인 접근일

뿐이지 하나의 체계를 갖추거나 독립적으로 정리된 것이 아니었다

m 제주교육사 연구의 현황

1. 관찬연구의 성과

제주교육사에 관련된 관찬사의 대표적 유형은 대체로 도 단위냐 그

산하의 각 기관，부서에서 발행한 통사 및 단대사라 볼 수 있다.<표

1>은 1970년대로부터 2000년대에 이르기까지의 관찬 교육시를 종합한

것이다 그 가운데 통사류는 1970년대 2차례，1990년대 2차례 총 4차례

에 걸쳐 편찬되었으며 그 외에는 근�현대사가 위주이다 특히 2000년

대 이후에는 아직 통사류가 나오지 못한 실정이다

〈표 1) 관찬 제주교육사 목록

연도 제옥 발행

1974 r제주교육통사 j 제주도교육연구원

1979 『저1주교육 λb 제주도쿄육위원회

1987 r제주교육연혁지 1 11J 제주도교육위원회

1991 t제주교육행정 발전사 j 제주도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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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재주교육사』 제주도교육청

1999
r통계로 본 제주교육 100년j 재주도교육청

2002 r서귀포 교육 50년사J 제주도서귀포교육청

r제주시 교육 50년λh 제주도제주시교육청

2004
r북제주 교육 50년사」 제주도북제주교육청

2009 r사진으로 보는 제주교육 100년』 제주교육박물관

2011 r근 현대 제주교육 100년사』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그런가 하면 디른 유형의 공식적인 교육사 저술로 제주도 각 학교들

에서 면찬하는 교지(校誌)를들 수 었다 초등교육으로부터 고등교육에

이르기까지 역사가 유구한 각 학교들은 교지를 통해 학교의 연혁과 발전

과정을 기록함으로써 제주교육사 연구에 자료를 제공하고 었다 30년，

50년，80년，100년 단위로 떤찬하는 다양한 교지들 가운데 특히 100년
단위로 진행되는 교지들의 편찬 작엽은 제주도 끈현대교육사를 표방하

는 작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를테면 신성여학교 100년사(2009)，대정초등학교 100년사{2009)，제
주농고80년새 1991)에 이어 1922년 신유의숙을 모태로 발전한 가파초

동학교 85주년새 2006)，제주회북초둥학교 80년새 2007)，고둥교육교지
로서 제주대학교 30년시<1983) .40년사<l993)에 이은 50년사(2002)，제
주교육대학'40년사(1991)，제주한라대학40년사(2009)，제주고동학교 100
년사{2011) 둥이 있다.

이러한 교지들은 제주도 교육사의 정책적 배경과 연혁을 기술하였고

제주도의 제도적 교육에 대한 이해를 도모할 수 있는 자료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 특히 논란이 되고 있는 설립자문제，설립연대문제 둥과

같은 내용들을 공식화해 줌으로써 제주교육사의 정립과 체계화에 일조

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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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에 교육사만음 중심으로 다룬 것은 아니지만 교육사 관련 내용

음 포함시킨 관찬저술들이 있다 제주도지 (i剛H道誌)를 비롯한 각종

시 •군 �읍 •면 단위의 향토지들에서 교육사에 대해 기술하고 있다 해

방 후 발간된 역대 제주도지에서는 대부분 제주교육에 대해 다루고 있는

데 그 가운데 특히 1993년과 2006년 제주도지에서는 교육사의 내용을

역사적인 시대구분과 함께 체계적으로 다루었다 또한 남제주군지

(2006)，구화읍지 (2000)，우도지 (1996)，조천읍지(金햇奎，1991)，위미리

지(1991) 등 향토지들은 교육을 하나의 펀(篇)을할얘하여 그 지역 교육

의 역사를 서술하고 있으며 1990년대 이전에 출판한 향토지들에서도 교

육사에 대해 부분적으로 다루고 있었다

2. 개인연구의 성과

1970년대로부터 간간히 연구되기 시작한 제주교육사에 관한 개별 연

구는 초반에 주로 고장과 연고를 가지고 있는사학지들에 의해 시작되었

다 그 후 1980년대에는 교육학계 학자들의 연구 성과도 반영이 되면서

1990년대에 들어 많은 연구 결과물들을 내놓을 수 있었다 그리고 2007

년에는 그러한 연구들을 기반으로 제주도 유일의 국립대학인 제주대학

교 교육학과에 박사과정이 개설됨과 동시에 하위 전공으로 교육사 전공

이 생기게 되었다 이것은 그동안의 연구 성과들을 후학틀에게 체계적으

로 소개 및 학습되게 하는 계기를 만들었고 한층 더 깊은 연구가 가능하

게 되었음을 의미한다고 할 수 았다

그동안 제주교육사 관련 주요 연구지들을 본다변 강석규，김종업，김

봉옥，김용덕，양진건，고창석，양철호 문창규，오송희 풍의 학자들이 있

다.그 가운데 조선조 유배인들의 영향을 통한 제주교육사블 체계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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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정리하여 의미를 밝혀낸 양진건의 연구가 독보적이라 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그의 연구를 비롯한 도내 외 학회지에 발표된 논문과 학위논

문 및 단행본 등 49건의 결과물을 토대로 분석해 보고자 한다

〈표2) 시대별 도 내외 연구 상황 단위 건

학술지 논문 학위논문

단행본 비고

도내 도외 박사 석사

탐라상고사 2 l 삼국，고려시대 포함

근세-조선 12 9 l 1

근대 4 2 3 3
개화기 1 일제강점기

포함

현대 3 미군정，4，3，6.2，0 포항

기타 3 l 3

<표 2>는 부록에서 제시한 49건의 연구결과불들을 역사적，시대별

그리고 학술지 •학위논문 •단행본의 구분으로 연구 분포를 정리한 것이

다 이를 보면 근세인 조선시대의 연구가 확연히 많은 것을 볼 수 있는데

전체 연구결과물의 약 47% 를 차지하고 었으며 유일한 박사학위논문이

조선시대를 연구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 다음으로 개화기，일제강점기를

포함한 근대의 연구가 약 18%를 차지하고 있고 세 편의 석사논문이 나

왔다

학술지논문이 학위논문이나 단행본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고 도내 학

술지논문이 24건，도외 학술지논문이 13건으로 대략 배 가까이 많았다.

그런가 하면 고대 독립 국가였던 탐라국과 고려시대를 포함한 상고사

연구와 현대교육사에 관한 연구가 상당히 미홉하다는 것을 얄 수 있다

학위논문 가운데서도 석사학위논문은 8면이 나온 데 비해 박사논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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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1편으로 전반적 학위논문의 결과물이 부진한 상황임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단행본의 경우 3건의 연구결괴물 가운데 1건은 사료를 정리한 것으로

순수하게 교육사학적인 연구물은 2건이다 이 두 건의 단행본은 탐라시

대로부터 근대까지의 제주향토교육사와 제주교육행정사로서 모두 통사

류에 속한다고할수 있다

〈표3) 10년 단위 연구 상황 단위 건

↑970년대 190C년대 1잊U년대 =년대 비고

혁슬지논문 7 17 11
l

학위논문 2 3 4
단행본 2 l

할계 3 7 22 16

〈표3>은 이 49건의 연구결괴붙들을 학술지논문，학위논문，단행본

별로 1970년대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10년 단위로 본 건수 분포아다

이를 보면，1970년대와 1980년대는 연구결과물이 적었으며 총 건수가

1990년대의 반도 못 미쳤고 1990년대 이후의 1/3정도밖에 되지 않았다

또한 1980년대에는 학위논문이 나오지 못했고 단행본은 1990년대에 들

어와서야 나오기 시작했음을 알 수 있다

이 연구틀을 내용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교육사상 관련 연구들로 유배인들의 교학활동이나 탐라의 유학/

척사사상 (f랴ß)멍、想)동을다룬 것이 있었다.

둘째 교육행정 관련으로는 교육 관련 중앙의 정책(도서보급정책，제

주도교육사 형성 관련 선상 �유배 •출륙억제 둥 제반 정책)과시취제도

(試取制度)와같은 교육제도，미군정 •제1공화국 .1960년대 이후 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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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행정에 대한 것틀이다

셋째 교육기관에 관련된 내용에는 교육시설 및 향교 �서원 •향사

당 •개량서당 �일제시기 초동교육기관 �신성여학교에 대한 연구 퉁이

있었다，

넷째 향토교육이나 여성교육，우도 교육의 역사，대정지역의 교학적

배경 둥에 대한 연구가 있었다

다섯째 교육에 대한 비교 연구로 제주도와 오키나와의 비교 연구가 있

었다

이러한 연구내용들 증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던 부분은 유배인과 제

주교육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였고 향교나 서원 및 중앙의 각종 정책이

제주교혐 l미치는 영향 퉁 교육행정 관련 연구도 상당한 비증을 차지하

고 있었다 그 외에 교육사를 단독 주제로 저술한 단행본은 아니나 제주

교육사를 비중 있게 다룬 것으로 김종업의 r탐라문화사，(1986)，김태능

의 『제주도사논고(濟州島史論考)，(1982)，김봉옥의 『제주통사，(1987，

2000)，박용후의 『모슬포(흉끓浦)，(1989)，�남제주군지(南濟州那誌)，

(1978)，고병오와 함께 집필한 『원대정군지(元大靜那誌)，(1968) 둥 그

리고 『대정고을，(1988)，�정의고을，(1987)과 갇이 개인별로 집필한 향

토사나 향토지에서도 제주도 교육사에 대해 간략하게나마 서숨을 한 것

을찾아볼수있었다

N. 제주교육사 연구의 과제

1 제주교육샤 연구의 문제정

지금까지 제주교육사의 연구현황을 검토해 보았다 이상 살펴본 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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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사 연구의 현황분석을 토대로 그에 따른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우선，전반적인 연구사의 흐름을 볼 때 관찬연구가 개별연구에 비해

더욱 체계적이고 범위가 넓음을 알 수 있었다 개별연구가 연구의 깊이

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관창연구는 연구의 폭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관찬연구는 물론 개별연구도 통사{通史)류가주들 이루어 단대사나 문

제시중심의 저술이 비교적 적은 편이었다

둘째，자질과 실력을 갖춘 전문연구인력의 절대적 부족이 확연하였다

관찬사나 학교지 및 향토지의 경우 지역 교육청의 연구 인력이나 학교

국사담당 교사 및 지역 사학지들의 도움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태반인

만큼 그들은 순수 교육사의 전문가라고 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따

라서 순수 교육사학자의 연구가 아직은 빈약한 상황이고 교육사 전공의

교육학 학위를 소지한 전문연구인력이 부족한 상황이라 할 수 있다

셋째，현재 제주학회 (1978창립)가제주도에 관련된 학문분야의 연구

열기를 진작시키기 위해 설립되어 인문 사회 �자연과학을 모두 포괄하

고 있으나 보다 내실 있고 구체적인 연구와 지원이 요망된다 또한 학위

논문과 같은 전문연구가 부족하다 특히 교육학적 접근에서의 학위논문

이 매우 부족하다，관찬사의 경우 이상 제시했던 많은 현직 사학 관련

연구진틀의 참여로 교육사의 서술이 대부분 역사학적인 맥락에서 이루

어졌으며 설종사학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교육의 역사적 행위 역시

역사적 사상(事像)의표명에 역점을 두면서 제도권내의 교육사 서술이

위주였다 이러한 작업은 상당한 사료의 확보를 강요하기 때문에 지방교

육사 연구의 기본적 한계인 시료의 부재로 연결 될 수밖에 없는바 지방

교육사를 만들어 왔던 당대의 역사적 실존을 제대로 그려낼 수 없다는

문제점을 안게 된다고 할 수 있다

넷째，연구대상의 시대와 내용면에서 공백이 많았고 분포가 고르지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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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다 특히 사료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탐라장고사와 고려시대의 교육에

관한 연구가 적고 현대 교육사는 그 연구소재와 사료가 풍부함에도 결

과물이 빈약하다 이는 전반적인 제주교육사 연구의 문제점이기도 하다

사료가 었거나 그 가치를 찾지 못하고 연구물이 적은 것은 우리의 제주

교육사 연구에 대한 이해의 시각을 한정시킨다 뿐만 아니라 근세의 조

선시대나 근대의 개화기 및 일제 강점기 교육사 관련 연구 역시 아직도

많은 부분이 면밀히 연구되어야 할 필요성을 안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제주교육은 제주인들에 의해서도 자생적으로 성장하고。l루어져 왔다

는 관점의 연구가 부족하다 특히 조선시대와 개화기의 교육사에 관한

연구 7댄데 대부분이 유배인들에 의한 교학활동이 제주교육에 미친 영

향을 논하는 연구틀로 제주교육사 형성이 제주도 내부적인 동인인 자생

력보다 유배인들에게서 연유된 외부적인 동인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문제점을 찾을 수 있었다.

다섯째，아직까지 충분한 자료축적과 비교연구가 부족한 상태다 그동

안 제주교육사에 관한 연구들은 제주도 내에서 제주교육을 바라보는 비

교적 협소한 안목이었음을 발견할 수 있다.제주교육사의 외연확대에

대한 노력이 부족하며 국내외 타 지역과의 비교연구가 미흡하다 과거부

터 현대까지 착실히 자료와 연구물이 축적되어 같은 시대 타지역의 교육

사와 비교한다연 또 다른 가치와 의미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제주교육사 연구의 질적 성장 현황은 주로 지역별 �국가별 비교연구를

통해 파악할 수 있다 주요 국가 혹은 다른 지역과의 교육사 비교연구는

지방교육사의 상대적인 격치를 확인하여 현재의 위치를 파악하기 좋은

방법이기 때문이다 또한 지방교육사 연구의 주제 및 현황과 연구인력，

연구자 및 시대에 대한 비교 분석은 현재의 제주교육시를 파악하는데

매우 중요한 정보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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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섯째，역사 문헌 속에서 제주교육 관련 사료의 정리가 미홈하다

2003년 제주삼읍 교학사료가 정리된바 있으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제도

권 내의 교육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이었고 좁은 의미에서의 교육을 담고

있다는 한계를 지닌다 특히 중앙 중섬의 관찬사료에 의존하고 있다는

한계점을 나타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2. 향후 연구과제

이상 제시된 제주교육사 연구의 문제점과 한계점을 중심으로 향후 제

주교육사 연구의 방향과 과제를 제시한다면 다음과 같다

우선，꾸준한 관찬연구와 더붙어 개인연구의 폭과 갚이를 넓혀야 할

펼요가 있다 특히 연구결과물이 비교적 적은 탐라상고사나 고려시대

및 현대 제주교육사에 관한 연구들이 속출해야 할 것이다 탐라상고사의

경우 제주도 특유의 문화와 신회를 교육사적 맥락에서 해석하는 작업이

필요하며 아울러 교육에 대한 의미를 보다 넓은 범위에서 재해석할 필요

가 있다 이를테면 한국교육사적 맥락에서 단군신화를 해석하듯 제주도

수많은 신화냐 문화에 대한 교육사적 접근과 해석을 시도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리하여 제도적 교육을 넘어서 생활사/문화사적 맥락에서 교

육을 해석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어 아직 제대로 규명되지 못한 제주교

육사에 대한 연구를 진행해야 한다

툴째 전문연구인력들에 의한 보다 깊이 있는 제주교육사 연구를 위한

준비 중 하나로 교육사 전공의 전문연구자 양성 및 확보라 할 수 있다

각 시대별 •주제별로 관심을 가진 연구자들이 많으면 보다 다양한 연구

불들이 생성될 것이다 이를 위해 제주교육사 연구와 관련하여 이 분야

의 교육사전공출신 학자들에 의한 보다 전문성 있는 연구와 침여가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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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야한다고 할수 있다

현재 제주도의 상황으로 교육사 관련 학위논문이 산출될 수 있는 학

과는 제주대학교 사학과와 교육대학원의 역사교육전공 그리고 일반대학

원의 교육학과라고 할 수 있다 특히 교육학과 교육사전공에서 많은 연

구결과물이 산출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교육시를 연구할 인

력이 부족했음을 감안할 때 이러한 노력이 시급함을 알 수 있다

물론 제주 사람이 타 대학에서 제주 교육사에 대한 연구를 할 수도

있고 타 지역 사람들이 제주도 밖에서 제주교육사에 대한 연구를 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재 상황으로는 그러한 사례가 그리 많지

않은바 앞으로는 연구 인력의 양성 및 발굴에도 힘써야 한다 이러한

노력과 함께 학위논문으로 특히 박사학위논문으로서 보다 다양한 주제

로，전문적인 얀목을 가지고 제주 교육사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제주교육사 자료의 정리와 보존에서 다양한 시각으로 연구되긴

했지만 직접적 경험자들의 생생한 교육현실을 그대로 그릴 수 있는 현대

교육사 구술연구 역시 시급히 진행되어야 한다 한 지역의 역사와 인물，

교육사를 정리하는 의미는 선인의 기록을 남긴다는 데에만 뜻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가는현재의 우리에게 지역의 사료로서，교육자

료의 가치로서도 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를테면 현재 생전이신

역대 교육감들의 재직 당시 제주교육사에 대한 진술을 받아 기록으로

남기고 연구하는 작업이 시급하다 할 수 있겠다 어쩌면 당시 제주교육

의 중심에 있던 그들의 기역과 구술은 빠르면 삐를수록 잊혀지지 않고

정확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넷째，연구대상의 시대나 내용변 분포에 있어 보다 다양화해야 할 필

요가 있다 하나의 예로 재일제주언을 비롯한 도외 제주인들의 교육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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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교육사의 범주에 포함시켜 논의되어야 한다 특히 재일제주인의 경

우 국외의 가장 큰 제주인 커뮤니티로 그 교육의 역사를 제주도와의 상

관관계 속에서 역동적으로 파악하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그리고 조

선시대와 개화기 교육사 연구는 주로 유배인이라는 특정 내도집단의 영

향에 초점을 맞춰 그들의 교학활동을 규명하는 작업이 있어왔다 이와

더불어 이제는 제주인틀의 자생적 교육력도 규명하는 작업을 병행함으

로써 제주교육에 영향을 미친 내재적 요인을 발견해내는 연구도 진행해

야 할 것이다 즉 제주교육에 영향을 미친 제주인들에 대한 연구도 적극

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조선시대 제주교육에 영향을 미친 이기온(李基溫).고득종(高得宗)

동 그리고 개화기를 전후하여 제주교육에 중요한 역할을 한 이응호(주

鷹鎬).홍종사(洪鍾時)등과 일제 강점기 제주교육에 영향을 미친 고순

흠(高)1명款).김문준(金文準)과같은 사람들의 교육적 행적에 대한 연구

를 진행함으로써 제주교육사의 내적인 동언을 규명해야 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국내외 제주관련 문현에서 제주교육사 부분을 추출하여 정리하

는 문헌 정리 작업도 병행하여 후학들에게 연구의 편리를 제공해야 한

다 그리고 일제강점기 이후 제주교육의 역사에 대해서는 아직도 상당히

많은 직간접적 경험을 한 사람들이 생전에 있으므로 보다 빨리 그들을

인터뷰하여 구술 자료로 남기고 또 의식적으로 교육사 관련 기록을 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다섯째，연구방법의 다양화 및 새로운 연구 작업으로 자료 축적과 비

교연구가 요청된다 지방교육사라 하면 -기본적으로중앙중심，왕조중심

의 교육사에 상대되는 말로 중앙집권의 문화를 고집해온 우리는 지방의

사료 보존을 할애하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이에 따라 지방교육사를

연구함에 있어 1차 문헌의 부족이리는 한계에 부딪치게 마련이었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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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한 한계를 극복하JL/Z} 다양한 시도를 해야만 히는 것도 사실이었다.

1차 문헌이 극히 빈곤한 조선시대 이전의 경우 교육의 의미에 대해 보다

넓은 의미의 접근을 시도함으로써 단순한 제도권이나 인물사 중심의 서

술이 아닌 생활사 •문화시에 대한 접근을 통해 파편적인 자료틀을 모으

고 숨겨진 의미를 찾는 작업이 진행되어야 한다 여기서는 당대 사람들

의 생활을 보다 섬세하게 바라보고 이해할 수 있는 안목이 필요하다

그러한 가운데 교육적 현상으로 볼 수 있는 모든 것을 축출해 내는 해석

학적인 접근도 필요하다 따라서 단순한 관찬문헌만이 아니라 당대 사람

들의 시나 시주 당대 제주도를 방문했던 이방인들의 풍토록이나 견문기

둥과 같은 체험문학작품 역시도 중요한 사료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또

한 일부 분야에 관한 연구가 집중되는 것은 디론 분야에 대한 자료가

적기 때문일 수도 있으나，현재의 교육학계에서 진행되는 다양한 연구의

흐름을 인지하여 새로운 대상을 찾고 미진했던 부분의 연구에 대한 보완

이 펼요하다 아울러 저서 및 논문간행과 관련된 지원을 결정해야 할

때에는 해당 분야의 전문7에게 의뢰하여 철저한 심사를 하는 것은 물론

이고，이미 발간된 저서 및 논문과 유사한 내용이 있는 것들은 철저히

배제함으로써 창조적인 연구풍토를 조성해야 한다〈김진호 서태원，

2002; 162) 이러한 사실은 1차 사호하 어느 정도 정리되어 있는 조선시

대나 그 이후의 역사시대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지방교육사의 사료부측

이리는 한계를 근본적으로 극복하기 위해서는 전체사적인 접근이 펼요

하다는 것이다 또한 비교교육사적 접근이 보다 다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앞서 제시했던 49건의 연구물 가운데서 비교교육사적 접근은 단

l건으로 제주도와 오키나와의 교육사에 대한 비교연구가 전부이다 따

라서 국내외 타 지역과 비교교육사적 접근의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

다 이를테면 제주와 유배섬이라는 문화적 환경이 비슷했던 중국의 해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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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와의 비교연구나 재일제주인과 기타 해외 한민족 커뮤니티의 교육에

대한 비교연구를 들 수 있다

마지막으로，역사 문헌 속 제주교육 관련 사료의 정리와 함께 제주교

육사 연구 성과에 대한 홍보와 교육을 진행시킬 필요가 있다 제주교육

사 연구 성과의 대부분이 제주지역 내에서 간행되며 배포도 제주지역에

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다른 지역의 연구지들도 쉽게 접하여

이해 •연구할 수 있도록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또한 제주

지역의 주민들에 대한 제주교육사 교육을 점검 �확대하여 제주인으로서

자긍심과 애향심，더 니ο}가 공동체 의식을 형성시키는 데활용할 필요

가있다

그러한 점에서 향후 제주교육사 연구에 대해 야우구스투스의 말 ‘천천

히서둘러리-(Fes tina Lente)，를되새길 필요가 었다 얼핏 모순되는 말

같지만 천천히 하면서도 동시에 반드시 서둘러야 할 이율배반적인 상황

에 놓여 있음 때 고개가 끄떡여지는 말이다 점검과 성찰이 펼요한 현재

의 제주교육사 연구에 펼요한 말이라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v. 나가며

지속되는 연구가 생산적이고 발전적이기 위해서는 연구결과들에 대

한 정리 작업이 수시로 체계화 되어야 한다 연구결괴를 정기적으로 검

토하고 성찰함으로써 더욱 현실적이고 펼요성 있는 연구의 과제와 방향

을 제시할 수 있게 된다 그러한 의미에서 본 연구는 지방교육사로서

제주교육사에 대한 기존 연구에 대해 귀납적인 검토 했으며 그에 따른

문제점과 과제를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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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교육사 연구는 지방자치제의 시행과 함께 1990년대 크게 활성화

되었다 지방교육사로서 제주교육사에 대한 연구는 디소 미홉한 상황이

긴 하나 연구물들이 지속적으로 축적되고 있어 지방교육사연구의 선두

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지방교육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더욱이 중앙중심의 왕조사에서 벗어나기 위한 교육사적 노력으로 제주

교육사에 관한 선행연구들은 그만큼 의미가 깊다고 할 수 있다

제주교육사 연구에 있어 자료란 단지 문헌으로 된 자료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역사 문화적 유적들과 장소 구술로 전해지는 이야기 동

현장에는아직도 우리가 찾아 그 교육적 의미를 영뼈야 많은 원형 자료들

이 있다 여러 형태로 전해지는 자료들이 사라져가기 전에 생명을 찾을

수 있게 해야 한다 이러한 제주교육사 연구의 노력들은 지방교육사로서

제주교육의 정체생을 살리고 제주교육만의 정신문화적 즉 교육시장사적

독자성을 인정하고 확립하고자 하는 의도로 많은 노력이 있어왔다

그 결과 제주도만의 독특한 정신문화가 잘 구현된 제주교육사의 전체

적인 맥락을 정리해 냈으며 제주교육의 섬층적 동인을 독특한 제주문화

및중앙과의 관계를 규명함으로써 제주도의 정처l성을 교육사 및 교육사
상사의 맥락에서 체계화하였다{양진건，1986; 1991a; 1999; 2001) 뿐만
아니라 전근대시기와 근대의 연속성에 관한 교육사적 논의도 빠뜨리지

않았다는 점에서 여타 지방교육사연구 보다 앞서 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제주교육사는 연구역량의 부족과

다양한 연구방향 및 분야가 개척되어야 하는 과제를 가지고 있다 즉

정체생，독립성 및 특수성을 강조하는 연구경향에서 이제는 통합적인

사관으로 바라보는 제주교육사연구가 시도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제주교육사를 단순히 제주도의 관점으로만 바라불 것이 아

니라 한반도에서의 제주교육샤 동아시아에서의 제주교육샤 나。}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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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의 제주교육사를 바라보는 통합적이고 통섭적인 교육사관을 요구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주문의 혜섬이 재외제주인 교육의 역사;그

가운데서도 일차적으로 해외제주인의 가장 큰 집거지역인 재일제주인

교육의 역사에 대한 조명이 요구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제주교육사를 바르게 보존하고 복원，정리하여 가치와 의미를

찾는 작업은 곧 우리의 자신을 찾는 길이자 제주의 역사를 지키고 가꾸

는 길이라할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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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알표지 제목 내용

학운
자 분야

"J언 구비문학 민속올
金 1982년 중심으로해방후로부터~

탑라문화
빼，:<1& i쩍州lIf究↑1m

1970년대까지의 어문학
경k E칸文장l 民 i!i分野 민속학
외 창간호 연구동향

논운목록 작성

f암 1983년 통사류를비롯해
示{

탑라운화
얘￥放後 11영州liIf究↑1m 상고시대로부터 역사학

'" Ilióæ ，영古分쩡f 조선시대，근대까지의 고고학
외 제2호

연구를정리 옥록정리

1983년 11월 第2띠 ~t編文化웰術會設 엠川빠%의 '!Iι兄과 [맺望

金
역사학적 측연으로

{ 1984년
Ilió史4하며 !MU1Jñ 제주연구의 현황과

역사학71'
탐라문화제 3호 전망을 정리'" (교육사포함)

鄭 1984년 고고학적 접큰으로
水

탑리문화 제3호 考古흰;8<] 1에面
제주연구 동향을정리

고고학
fu

1; 1984년
←삼

탐라문화 2뻐호
民i!i칭;8<] j메 iìJj 민속학

i짧

李 1984년
Jt

탑"!문화제3호 社會장'8<] 11이j面 사회학
쫓

失 1984년F피
탐라문화저 3호 行政횡的얘 j面 행정학

tJl

9당 1984년
J1/lJO\잉F究의 민속학의 경우를들면서

종종 제수도연구
*영本社會로서의 iî약川島 제주무속의 상황에 민속학

tJl 제1집 대해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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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 1984년
제주도 연구의 필요성

榮 제주도연구
민속학적 측면

민속학

흥k 제 l집

~→ 1984년
제주도연구의 필요생 문화

혜 제주도연구

정 제l집
문화인류학적 판정에서 인류학

1986년 제주신문사와 제주도연구회 공동주최 제2회 학술심포지엄 j짝州島史의 再照明

，[" 1986년
새로운빼士史의

￡댐 제주도연구 mJE 용 t象파 方$
향토사학

Jil 제 3집

任 1986년 j찜川쁨J 先史文 j~lif 究의
fj" 제주도연구 역사학

宰 저 3집
'FJ!j兄과 問 l'l!點

jl/; 1986년 Wlf!1:i&期 iJ팀Hli!æ
제주도연구 역사학

Ii$ 제3집
lif究 fj!j兄과 1llIlJl1í

1987년 11월 제주신문사와 제주도연구회 공동주최 저’회 핵술심포지엄

iì앙J+m뮤究의 오늘과 내일

3ε 1987년
댐州鳥方름 옵fJE의 햇껴과

f 제주도연구 언어학

효용 거4집
E었R김

3; 1987년 上古 WJ:짧社쩡의
京 제주도연구

基?듀*~:@:9.}i휠혀h方向
고고학

秀 처4집

I석 1987년 l쩍州社염 lif究의 *'問와￥4← 제주도연구 5밍JI1í
사회학

~I& 제4집

吳 1987년
제주도 imi&lif 究의 1[1)]向과

i왔 제주도연구
뼈빼

합 제4집

'* 1987년 j염州觀光 lif究의 動떠]및
gE 제주도연구

展열
i* 제4집

1988년 11월 제주신문사와 제주도연구회 공동주최 재4회 학술심포지엄

國際化時代의 iì액川島 lif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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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1988년
j齊川영 1에 대한 國際的相 제주도연구

~M 저115집 R잉心과 liIf究

주 1988년
제주도연구 l'.>JflHt'쉬t 의 {짝川I!b 하f'9E

른E 제5집

~ 1990년
B本에서의 뼈州틴핀딛 제주도연구

가{: 제7집 IIf究 lJ!i兄

1989년 제주도사연구회 창립， 1991년 제주도사연구 창간호 발간

1980년대 제주도사 회고와 전망

金
示4→

1991년
業

제주도사연구 1980년대 재주도사 회고와
역사학jf，: 전망 쩌說

Jl;: 창간호

*숲

3f' 19띤1년
考 i션장1 토기연구를rf!f 제주도사연구 고고학

듣E 창간호
중심ξ로

R경 1991년
읍 제주도사연구 古↑t 高짧時代 역사학
fÆ 창간호

↑R 1991년
仁 제주도사연구 영써，f!it' 양 ft 교육사판련연구목록 역사학
líIi 장간호

사 1991년
贊 제주도사연구 한말�일제시대 역사학
제1 창간호

1996년 8월 제주$똥인클럽 학숭세미나 i뺀1)뾰方쩔의 1iJHE와 發展方갖

강
신 地方自/台와J1I!方쩡의 IIf究 지방학
표

쫓
(찍이'1 A 文깎웰의 liIf究와3흠 인문과학

生 ~*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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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영
j휴川 社험 H<퓨의 S규究와

fg*g
5밍i힘

사회과학

Ili! 1996년 지역연구와팩州땅

-띠，t 제주도연구 재주문화 연구의 현황과 제주학

仁 제13집 과제

1997년 제주도연구 제14집 특집 제주학의 과제와 방법

전 제주학 왜 어떻게 할
경 것인가?

제주학
ιT

현 제주학 연구 방법론 문학을
걸 중심으로

제주화

언

1998년 재주도연꾸 제 15징 특집 제주학의 과제와 방업 n

전 J1JlJ!&l1l究로서 j齊川쩡의
경 방법과 전망

제주학
7ι→

。1 사회과학올중심으로

상 제주 연구의 성과와과제 제주연구익 성 :i'f9J. 사회과학

철 과제를 제시

박 제주학 연구의 성과와 과제
인문학적 측면에서

인문학
찬

인문학적 측면에서
제주근현대사 연구를

역사학
시「 중심으로논의

허 2001년
제주문화 연구의 성과와

냥 탐라문화 문화

춘 지31호
과제

2008년
지역연구모델로서의

50→ 제주학의 발전 방향
성 탕라운화

r탕라문화 J의 활성화를
제주학

윤 저:l:l호
중심으로

한 2008년
장 탐라운화 제주학 정립의 방향과 과제 제주학

훈 제33호

김 2뻐8년 지역 득권화와문화

성 탐라문화 화석화를 념어서 타자의 제주학

←4' 제33호 시선으로본제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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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제주교육사 연구 성과 목록

〈탐라상고시대〉

강석규(1978) ，'제주의 향토교육의 사적 고찰 조선조시대 이전의 향토교육」，r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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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세조선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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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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뎌뀔율딘

The State and Tasks of History of J이u Education

Jin，Hai-씨ng* .Kim，Yu-Ri**

This research proposes the future direction and tasks of histoη of
Jeju education as p앙t of the regional history of education in reviewing
and organizing the results of the past studies. First，we inductively
reviewed the existing research on history of Jeju education，and then
exarnined govemment-supported as well as individual studies，the
periodic research ，and every 10 year research state. Our study showed
that there were more govemment-sponsored studies than individual
research，and the most research studied on the Jeju education in the
period of Chosun dynasty. Our finding also presented that there are
more papers from the regiona! joumals than the joumals in outside of
the providence or school theses. And reviews of every 10 year research
condition suggested that the research work after 1990s accounts for
about 2/3 of the total. So along with the constant work it concludes
that the diversification of research topics and methods wiJl be
necessary by extending the depth and breadth of research. We believe
that the identity and uniqueness of Jeju education 、;villbe established
as the regional history of education through more research works，and
eventually it will enable us to conduct more in-depth study

* Professor. Yanbian University
** Ph.D. Candidate，Department of Education，Jeju National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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