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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초 록

본 논문은 수평적이고 민주적인 교육실천의 패러다임적 전환이 요청되

는 오늘날, 자기 자신과 타인을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존중할 수 있는 교

육실천의 형식을 구상하는 데 예술의 특성이 어떻게 활용될 수 있을지를 

철학적으로 탐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과제의 설정은 현재 우

리 교육의 장이 대부분 경쟁의 각축장으로 간주됨으로써, 자기 자신을 한 

사람의 인간으로 존중하는 방식을 배울 수 있는 공간으로 기능하지 못하

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비롯된다. 노력에 부합하는 재화와 지위를 차지하

기 위해 학력을 키워야 한다는 교육을 향한 우리의 오래된 ‘능력주의’ 관

점은 학생들로 하여금 학업성취도에 따라 서열화된 구도로 자신과 타인을 

평가함으로써 ‘우열의 논리’에 입각하여 인간의 존재 가치를 매기는 정신

적 습관을 형성하게 하기 때문이다. 본 논문은 이처럼 교육을 능력주의의 

프레임으로 바라보는 정신적 습관을 형성하는 원인이 입시위주의 교육제

도에 있다는 일반적인 분석과 달리, 교과의 언어를 생생하게 다룰 수 없는 

‘내적’ 원인 또한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한다. 현재 초등학교 교실부

터 대학의 강의실까지 학생들의 함구증(mutism)이 만연한 무기력한 수업

문화는 교육주체들이 교과 혹은 교육적 텍스트를 자신과 밀접하게 연결될 

수 있는 대상으로 여기지 못하는 데서 비롯될 수 있다는 것이다. 본 논문

은 이 현상을 학생들이 교육공간에서 ‘자기표현’을 통해 자기존중을 형성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지 못하는 것으로 진단하면서, 교과의 ‘언어’를 

‘자기표현’을 할 수 있는 언어로 만나기 위해 예술이 어떻게 기여할 수 있

는지를 탐색한다. 

이를 위해 먼저, 각자의 생각과 느낌을 명료화하는 ‘자기표현’이 자기존

중을 위한 인간다움을 형성하는 데 필수적으로 요청된다는 전제의 타당성

을 검토한다. 자기존중은 결코 고립된 개인의 조건에서 형성될 수 있는 것

이 아니며, 자신의 인간다움을 드러낼 수 있도록 ‘표현’하고 그 인간다움

을 인간다움으로 바라보고 존중해줄 수 있는 타인의 시선을 필요로 한다

는 점에서 ‘상호주관적’이고 ‘수행적’으로 형성되면서도, ‘미적’인 판단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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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하는 개념이다. 이러한 ‘자기존중’과 ‘자기표현’ 간의 개념적 관련성을 

바탕으로 구체적으로 인간다움을 드러내는 자기표현이란 어떻게 이해될 

수 있는지, 그리고 예술이 어떻게 우리의 자기존중의 형성에 기여하는 자

기표현을 하는 데 교육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지 밝히는 것이 본 연구에서 

주요하게 해명하고자 하는 바다. 

우선, 가벼운 소회를 밝히는 자기표현이 아닌 사물과 세계를 진지하게 

마주하고 이해하려는 시도로 간주될 수 있는 ‘자기표현’의 특성을 제시하

기 위하여, 찰스 테일러가 낭만주의 시대에 부상한 ‘예술’을 포괄적인 ‘표

현’의 의미로 재해석한 관점을 참조한다. 흔히 서구 낭만주의의 ‘표현’ 개

념이나 ‘예술’의 성격은 미학적 관점에서 볼 때 서정적 자아의 도취나 열

광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이해된 바 있다. 그러나 미학적 관점을 넘어 근대

적 자아가 태동하는 사회·역사적 맥락에서 볼 때 ‘자기표현’은, 계몽주의적 

접근의 기계적이고 차가운 시선으로 자연을 바라보는 것과 다르게 세계의 

‘내적’ 속성을 파악하고 싶은 인간의 실존적 욕구를 포함하는 폭넓은 의미

를 획득할 수 있다. 즉 이때의 자기표현은 더 이상 세계에서 ‘주어진’ 자

신의 존재 의미를 찾을 수 없는 근대의 인식적 조건에 놓인 자아가 다시 

세계와 맺는 내적 관계를 ‘언어적으로 형상화하려는 시도’로 이해될 수 있

다. 이러한 의미에서 ‘예술’은 예술가를 영웅시하는 입장에서 조망되는 것

이 아니라 세계와 실존적으로 연결되고 싶은 근대인에게 원칙적으로 ‘모

두’ 접근 가능한 것, 그러나 ‘일인칭적’으로 자연과 세계를 만날 때에만 고

유한 의미를 생성할 수 있는 ‘표현’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때 각

자가 생성하는 의미는 모두 다를지라도, 기계적으로 파악되는 경험의 한계

를 인식하고 정신적으로 추구할 수 있는 존엄한 삶을 위해 자신의 감각과 

내면에 집중하여 인간다움을 형성하려는 공통의 형식적 구심점을 가졌다

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자아와 세계가 맺는 관계에 주목하는 ‘자기표현’으로서의 예

술언어는, 세계에 대한 내적 앎을 명료화(articulation)하는 것이 어떻게 

우리를 평평하지 않은 존엄한 삶으로 이끄는지에 대한 통찰은 주지만, ‘타

자와의 관계’에서 자기표현을 통해 어떻게 우리 자신을 인간다운 인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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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중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말해줄 수 있는 바는 많지 않다. 그리하여 둘

째, 표현이 물리적인 기호를 의미화하는 운동적 ‘수행’이자 ‘과정’으로 이

해될 수 있다는 메를로-퐁티의 ‘표현’에 관한 관점을 포괄한다. ‘표현’이 

전개되는 ‘현상’에서 우리는 타자 및 세계와 서로 ‘지각되고 지각하는’ 역

동적인 관계로 엮이는 것으로 포착될 수 있으며, 이러한 포착은 현존하는 

타자들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을 드러냄으로써 자기존중을 함양할 수 있다

는 주장을 이해할 수 있는 한 가지 그림을 제공한다. 왜냐하면 예술언어를 

발생시키는 우리의 존재방식 역시 실존적으로 세계 및 타인과의 관계에 

놓이게 되며, 서로가 서로를 ‘지각하면서 지각되어지는’ 관계에서 우리는 

감각적이고 지각적인 방식으로 상호현존을 인정하고 존중하게 되기 때문

이다. 

본 논문은 위의 두 가지 특성을 포함하는 개념을 ‘자기형성적 표현

(self-forming expression)’이라는 이름으로 명명한다. ‘자기형성적 표현’

은 한편으로는 일인칭적으로 세계를 만나는 내밀한 자기인식

(self-knowledge)을 위한 개별적인 ‘언어’의 성격을 가지지만, 여기에 함

몰되지 않고 그것을 가시화하여 표현할 때에는 소통적인 ‘언어’로 발원함

으로써 세계 및 타인과 실존적으로 연결되는 성격을 가진다. 여기서 지각

할 수 있는 언어 본연의 발생적 차원은, 교과의 ‘언어’가 우리가 받아들여

야 할 고정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관습적 사고를 재고하는 데 기여한다. 

일반적으로 ‘언어’는 그것이 발화되는 순간 의미를 전달하며 자신의 존재

를 망각하게 하지만, ‘예술언어’는 질료 및 표현 방식과 분리해서 생성될 

수 없는 의미를 지니며, 감상자가 접근하여 그 대상을 이해하려할 때 비로

소 의미를 드러내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본 논문은 교육 공간에서 ‘자기형

성적 표현’을 통해 형성될 수 있는 자기존중을 위한 ‘인간다움’의 특성을 

다음의 두 가지 측면으로 이해한다. 첫째, 서로의 ‘표현’을 제시하며 지각

적인 방식으로 자신과 타인의 현존을 인정하고 존중하게 됨으로써 ‘수평

적’ 차원에서 인간 공통의 감각을 가진 자신의 몸을 신뢰하게 된다. 둘째, 

자신의 감각과 지각에 근거하여 교과 및 전통으로부터 내려오는 교육 텍

스트의 ‘언어’를 생생하게 만남으로써 ‘수직적’ 차원에서 인간 집단에 속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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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실존적 감각을 두텁게 하게 된다. 

결국 자기존중의 형성을 위해 '자기형성적 표현'으로서 ‘예술언어’를 생

성하는 것이 기여할 수 있다는 주장은, 자연과 세계를 표현하는 인간의 다

양한 교육적 ‘언어'를 자신의 감각과 판단에 의해 해석할 수 있는 '문화적 

감수성'을 함양해야 한다는 것으로 귀결된다. 여기서 문화적 감수성은 세

계를 표현하는 '언어'를 이미 주어진 방식이 아닌 자신의 감각과 지각으로 

다가가 이해하고, 그로부터 이 세계와 관계 맺는 나를 인식하는 것, 나아

가 다른 인간의 표현으로부터 그들이 이해하는 세계가 무엇인지 짐작하고 

소통하려는 것으로 이해된다. 이처럼 예술언어가 수행되는 현상에서 한 사

람의 ’내면‘과 사람들 '간'의 관계에서 일어날 수 있는 교육적 차원을 동시

에 탐색하는 것은, '왜 미적 인간이 더 나은 공동체의 존재방식을 형성할 

수 있는가'의 문제를 조화로운 인격의 함양을 통해 접근하려는 그간의 도

덕교육적 시도와는 달리, '개인'의 형성과 '사회적 인정의 관계망' 사이의 

내적 연관성을 해명하려는 정치적·실존적 교육접근의 시도로서 이해될 수 

있다. 

주요어 : 자기존중, 자기인식, 자기표현, ‘자기형성적 표현’,

예술언어, 실존적 존재방식, 문화적 감수성

학 번 : 2014-30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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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오늘날 우리 교육의 문제는 여러 가지 차원에서 분석될 수 있으나 학교

폭력이나 왕따 문제, 교권의 추락이나 학생과 교사에게 지배적인 무기력과 

우울 등의 문제는 ‘건전하지 못한 자기관계 및 타인과의 관계’로 집약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 문제들의 원인을 추적할 때 주로 심급에서 언

급되는 것은 아마도 입시위주의 교육제도일 것이다. 교육의 본질적인 목적

이라고 할 만한 ‘인간됨’의 사안에 교육주체들이 헌신하지 못하고 있는 까

닭은 교육이 일어나야 할 시공간이 시험점수를 위한 경쟁의 각축장이 되

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최근 학생부종합전형이 확대되면서 내신 점수를 

위한 경쟁은 입시생이 아닌 하급학교의 학생들에게까지 심화되고 있으며, 

평가체계에 대한 첨예한 긴장과 불신도 건강하지 못한 교육문화를 부추기

는 데 한 몫하고 있다. 그렇다면 과연 입시제도의 변혁만이 교육실천을 통

해 건전한 자기관계 및 타인과의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 

될 수 있을까? 더불어 인간됨이나 인격의 함양과 같은 본질적인 교육의 

목적에 이바지하는 교육실천은 교과교육 및 지식교육과 분리되어 이루어

져야 하는 것일까?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의 건강한 자기관계 및 타자와의 관계 형성을 어

렵게 하는 주요한 원인이 우리가 ‘교육’이라는 관념으로 사유하는 것들로

부터 비롯된다고 가정하고, 이 사유방식을 변화시킬 수 있는 한 가지 대안

적 접근을 철학적으로 탐색하는 데 있다. 우리가 현재 ‘교육’이라는 개념

에 부가하여 사유하는 대표적인 것 중 한 가지는, 교육을 경쟁을 통한 선

발의 과정으로 여기는 것이다. 이 관념의 뿌리는 꽤 오래된 것으로, 한국

의 유교적 근대성에 대해 흥미로운 관점을 제시하는 장은주는 교육에 대

한 이러한 관념이 ‘메리토크라시(meritocracy)’라는 이념으로 교육을 재단

해온 우리의 전통과 관련된다고 주장한다.1) 메리토크라시는 부와 명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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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사회적 재화를 타고난 혈통이나 신분이 아닌 ‘능력’에 따라 배분하자는 

근대의 규범적인 이념이다. 그런데 장은주에 따르면(2017), 이 이념에 담

긴 ‘능력주의’ 사상은 근대 이전 조선시대의 ‘과거제도’에서도 엿볼 수 있

다. 과거제도는 ‘입신양명’의 수단이자 신분이나 혈통이 아닌 ‘능력’에 따

라 사회적 지위를 얻을 수 있는, 당시로서는 혁신적인 장치였던 것이다. 

교육과 ‘능력주의’를 연결짓는 이 오래된 관념은, 그것이 공정하게 작동

하건 그렇지 않건 간에 지금의 우리에게도 여전히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

다고 보인다. 그리고 이러한 관념에 토대하여 사회적 지위와 재화의 분배

가 정당화되는 사회에서, 교육의 본질적인 의미는 다소 왜곡될 수밖에 없

을 것이다. 왜냐하면 능력이라는 개념은 매우 자의적이거나 주관적일 수 

있는데, 교육은 비교적 오랜 시간 동안 축적되는 학력과 성적이라는 고정

적인 지표를 만들면서 능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체계’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회에서 교육의 오랜 과정은 기본적으로 ‘능력자

를 추려내는 경연과정’으로 간주된다(장은주, 2017). 검증된 학력과 성적은 

사회의 재화를 정당하게 획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이며 ‘정의로운 수

단’이 되는 것이다. 각자가 겪어온 제도교육의 결과에 따라 사회적인 ‘불

1) 장은주는 메리토크라시라는 개념 자체는 근대 이후의 서구학자가 명명한 것이

지만, 조선시대의 과거제도에서 우리는 이미 근대적 의미의 분배 체제에 관한 

신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의 메리토크라시 개념은 서구에서 발달한 

근대적 개념과 달리 우리 맥락에 맞게 이해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우리나라

에서만 보면, 무엇보다도 ‘과거 제도’를 통해 고려 시대의 ‘음서’ 제도를 혁파

함으로써 유교적 조선 왕조의 정당화 이데올로기로서 기능하기도 했던 이 메

리토크라시 이념은 근대화 과정에서도 아주 강력하게 사회적 주체들의 실천적 

상상력을 사로잡으면서 우리의 근대 사회 형성에 구성적으로 작용한 것처럼 

보인다. 우리의 근대화 과정에서는 ‘입신출세주의’(입신양명)의 이념이 자본주

의의 발전에서 프로테스탄티즘의 에토스가 수행했던 역할을 대신했다고 할 수 

있다. 유교적 메리토크라시 이념은 바로 그런 유의 입신출세주의와 결합하여 

전통적인 유교적 주체들을 아주 효율적이고 적극적인 근대적 주체로 변모시켜

내는 데 기여함으로써 자본주의적 근대화를 성공적으로 완수시키는 데 결정적

인 문화적 원동력으로 작용했다. 그 이념은 무엇보다도 ‘자기계발의 의지’나 

‘교육열’ 같은 것을 강력하게 불러일으키는 방식으로 우리 근대성의 문화적 중

심축의 역할을 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메리토크라시 이념의 지

배가 낳은 어두운 그림자를 놓치면 안 된다. 그 그림자는 무엇보다도 교육과 

관련해서 드리워져 있다”(장은주, 2017: 5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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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등’마저 감수할 만한 것이 되는 이 사회에서, 교육을 바라보는 가장 주

요한 관심이 학력 및 성적에 모아지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사태이다. 

‘능력주의’의 프레임에서 교육을 바라보는 관점을 여기서 문제 삼고자 

하는 까닭은, 학력의 서열화에 따라 사회적 지위나 재화의 분배가 이루어

져야 한다는 이념이 우리 삶 ‘전반’을 평가하고 가치를 부여하는 기준을 

단일하게 만드는 데 기여하고 있다고 보이기 때문이다. 예컨대 우수한 학

력을 가진 이가 사회에서 ‘좋은’ 직업을 가질 뿐만 아니라 존중받을 만한 

삶을 사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예상되고, 그러한 능력을 가지지 못했을 경

우 또 다른 능력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사회·경제적으로 힘든 삶일 뿐 아

니라 존중받지 못하는 삶을 살아갈 것이라는 사실 또한 당연하게 여겨지

고 있다. 얼마 전 뉴스에서, 주말 오후 백화점의 엘리베이터를 고치다가 

사망한 기사의 사건이 보도되자, 이렇게 죽지 않기 위해서, 다시 말해 엘

리베이터를 고치는 일을 하지 않기 위해서 공부는 열심히 해야 하는 것이

라는 말들이 버젓이 댓글들로 게시되어 있었다. 아파트의 입주민이 경비 

아저씨에게 폭언과 폭력을 일삼는 사건들이 속출하는 데는 그들이 ‘무시당

해도 될’ 사회·경제적 위치에 있다는 인식이 암묵적으로 깔려있는 것이다. 

경쟁의 장에서 패배한 이가 무시당하거나 모욕을 느끼는 것은 그가 ‘능력’

을 가지지 못한 데에 따라 나오는 ‘결과’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점차 짙어

지고 있는 것 같다.2)

  우리에게 가능한 교육적 경험이 능력주의라는 이념에 비추어서만 형성

2) 물론 최근에는 학력이라는 능력마저 가정 배경 및 경제적 사정에 따라 점차 

그 차이가 공고히 되어가고 있다는 분석들이 속출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능력

에 의해 재화가 분배된다는 의미의 메리토크라시라는 개념이, 우리 사회에서 

공정하게 적용되고 있는지 자체가 의문이기도 하다. 그러나 학력이 개인의 노

력의 산물이든 주어진 배경에 힘입어 좀 더 유리하게 획득할 수 있는 산물이

든 간에, 제도권 하의 교육 과정 자체가 능력자를 추려내는 각축장이라고 간주

하는 우리의 관념은 쉽게 변하지 않는 것 같다. 특히 최근 우리 젊은이들 중 

이른바 ‘일베’라고 불리는 커뮤니티는 노력에 의한 것이든 배경에 의한 것이든 

자신의 능력에 따라 이득을 취하지 않거나 대가를 기대하는 것을 “무임승차”

로 정의하고 이것을 혐오하는 말과 제스처를 특정인들을 모욕하는 방식으로 

공공연히 드러내고 있다. 굳이 ‘일베’에 속하지 않더라도 능력주의에 따른 삶

의 위계화를 당연시 여기고 배제와 차별까지 받아들일 만한 것으로 여기는 것

은 우리 젊은이들에게 익숙한 사고방식이다(오찬호,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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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면, 결코 능력주의로 환원되지 말아야 할 영역이 무엇인지를 교육을 

통해 배울 수 있는 기회는 사라지게 될 것이다. 이를 테면 삶의 의미나 가

치와 같이 주체적이고 개별적인 판단이 필요한 차원들마저 학력이나 사회·

경제적 지위와 같은 ‘외적’인 기준에 의해 순위 매겨지고 재단되는 것이

다. 외적 기준에 의해 규정되는 이러한 방식의 자기평가는 특히 어린 시절 

학교라는 공동의 공간으로부터 습득되고 있다. 학교 안에서 중시되는 것은 

학업 성취와 관련된 능력이고, 각자가 얼마나 그 능력을 발휘하느냐에 따

라 선생님 및 친구들의 시선과 대우가 달라진다. 스스로의 정체성을 형성

해가기 시작한 아이들이 자기 자신에 대해 평가를 내릴 때, 이 시선과 대

우가 영향을 끼치지 않을 리 없다. 이러한 단순한 방식의 자기평가는 경쟁

에서 실패하는 아이들뿐만 아니라 성공하는 아이들에게도 건전하지 못한 

자기관계를 형성하게 할 가능성이 크다. 왜냐하면 학업능력에 따라 서열화

되는 방식으로 자기 자신의 존재 가치를 매기는 정신적 습관은, 경쟁의 승

자와 패자 모두에게 교육적 경험이 고유하게 제공할 수 있는 ‘인간다움’을 

발견할 수 있는 기회를 차단하고 우열의 논리로 자신과 타인을 판단하게 

하기 때문이다.3)

3) 몇 해 전 나는 <교육의 이해>라는 대학수업의 강의 조교를 하면서 학생들의 

글을 읽고 첨삭하게 되었다. 그때 이제 막 학교에 입학한 신입생이 그간 자신

이 겪어온 초중고의 학교교육에 대해 한 페이지짜리 단상을 써서 낸 글이 매

우 인상적이었는데, 그 글의 제목은 “분노하는 학생들”이었다. 그 학생은 최근 

우리의 공교육이 더 무너진 데에는 자사고 지정 정책이 결정적이었다고 말하

면서, 그 정책이 시행된 이후 일반 인문계 고등학교에서는 수업을 듣는 학생은 

한 반에 10명도 채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보기에 이 절망적

인 현상의 진원이 곧 “분노감”이라고 했다. 그는 학생들의 분노감을 두 종류로 

구분했다. 일단 우등생, 모범생의 분노가 있고, 소위 문제아, 부진아의 분노가 

있다. 문제아의 분노감은 그런 대로 짐작이 가능하다. 경쟁의 장에서 밀려나 

학교를 다니는 것이 무의미한 일상이 된다면 그곳은 분노를 느낄 수 있는 곳

이 될 것이다. 그런데 모범생이 느끼고 있는 분노감은 어떤 것일까? 더불어 그 

학생은 문제아든 모범생이든 대부분의 학생들이 느끼는 분노감이 사교육 시장

의 팽배나 자사고 도입과 같은 교육구조나 제도적 문제 자체와 관련되는 것이

라기보다는 “더 깊은 차원의 것”이라고 진단했다. 나는 그 학생의 분석에 직관

적으로 동의했다. 이 직관이 타당한 것이라면, 제도를 넘어서는 더 깊은 차원

의 것으로서의 분노감의 원천은 무엇일까? 공부를 못하는 학생뿐만 아니라 공

부를 잘 하는 학생들에게도 마음속에 분노감과 불안감이 깔려 있다. 공부를 잘 

하는 학생들은 자신이 성취한 정도에 따라 비교적 높은 자존감을 가지고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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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자기평가의 개념적 분리, 즉 사회적으로 추구되는 ‘외적’ 기

준과 달리 우리 주관의 ‘내적’ 기준에 의한 자기평가는 어떻게 제시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이스라엘의 사회철학자 아비샤이 마갈릿(Avishai 

Margalit)의 견해를 참조할 만하다. 마갈릿은 자신의 저서 『품위있는 사

회』(A Decent Society, 1996/ 신성림(역), 2008, 이하, DS)에서 우리가 

스스로에 대해 내리는 평가를 ‘self-esteem’과 ‘self-respect’로 구별한다. 

마갈릿에 의하면, ‘self-esteem’은 사람들마다 상이하게 가지고 있는 특성

이나 능력에 근거한 자기평가로, 이것과 결부되는 명예는 ‘차등적’으로 분

배되는 것이다. 즉, ‘self-esteem’은 사람을 능력과 성취에 따라서 등급 

매기는 ‘사회적 명예(social honor)’와 관련된다. 이에 비해 

‘self-respect’는 사람들 간의 차이에서 생성되는 상이한 특성이나 능력과

는 무관한, 자신이 ‘인간이라는 집단에 속한다는 사실 그 자체’에서 비롯

되는 자기평가이다. ‘self-respect’는 사회적 명예보다는 ‘존엄성’과 관계

않을까? 그러나 그 학생은 공부를 잘하는 학생 또한 왜 분노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지 생생히 기술했다. 이를 테면, 그동안 많이 인내하고 노력하여 상당부분 

성취한 성적에 관계없이 언제나 공부할 양과 세기는 점점 더 증가하는 숨 막

히는 일상에서 분노가 자라난다는 것이다. 분노를 느낄 때마다 스스로 감정적

으로 통제가 되지 않고 소진되었다고 느끼기도 하지만 이러한 상태와는 별개

로, 주변에서 자신의 경쟁자가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고 또 바

로 줄 세우기식의 평가가 이루어질 때면 공부를 더 잘 하고자 하는 학습 동기

는 결코 줄어들지 않는다고 했다. 이러한 순환 속에 있는 학생들이 달성하는 

학업 성취도의 점수는 점점 더 올라갈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동기가 되

는 부담감이나 불안이 쌓여가는 감정적 상태는 결코 건강하다고 볼 수는 없다. 

이 학생의 글은 나로 하여금 그것이 학력이든 여타의 능력이든 간에 어떠한 

능력으로 이룬 성취가 그것을 이룬 이의 자존감 및 행복감을 보장할 것이라는 

자연스러운 전제를 다시 생각할 것을 요청했다. 일반적으로 교육심리학이나 상

담 영역에서 자존감이 낮은 학생들에게 제안하는 방법은 그들이 성취감을 느

낄 수 있게 하는 과업을 제시하고 그것을 이루는 경험을 하게 하는 것이다. 이

런 식으로 성취감과 자존감은 정적인 상관관계에 있는 것으로 흔히 말해진다. 

그런데 학업 성취를 통해 만족감, 혹은 자존감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은 우

리가 교육을 통해 스스로를 존중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하게 하는 것이 어

떻게 가능할 수 있을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진다. 더불어 경쟁의 각축장

으로서만 교육의 장이 경험된다면, 여기서는 경쟁의 패자뿐만 아니라 승자도, 

다시 말해 학생들 ‘대부분’이 자기 자신과 건강한 관계를 맺기 어려울 것이라

는 것이기 때문에, 경쟁형식만이 지배적인 교육경험은 그 누구에게도 바람직하

지 않다는 것을 새삼 확인하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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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맺으며 이것은 사람을 능력이나 특성에 따라 등급 매기거나 차등적으

로 분배하지 않는 성질의 것이다(DS: 60-61).4)

마갈릿이 구분한 ‘self-respect’를 ‘자기존중’이라고 번역하여 사용할 수 

있다면, 이 개념은 경쟁과 서열화에 따라 편협하게 인간을 평가하는 방식

을 배우고 있는 우리의 교육현실에서 주목할 만하다. 왜냐하면 이 개념은 

스스로와 타인을 인간다운 인간으로 바라보고 존중할 수 있는 ‘다른’ 방식

의 자기평가나 자기관계가 존재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하기 때문이

다.5) 예컨대 마갈릿의 개념 구분을 따를 때 학력이나 학업성취도 등 사회

적으로 추구되고 있는 가치를 획득했는지의 여부는 ‘자존감(self-esteem)’

을 형성하는 것과는 관련될 수 있어도 ‘자기존중(self-respect)’을 형성하

는 것과는 필연적인 관계를 맺지 않을 수 있다. 다시 말해, 마갈릿에 따르

면 학업성취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이 속한 사회에서 객관적인 가치라고 

여겨지는 것을 획득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성취가 꼭 스스로를 인간다운 

인간으로 ‘존중’받을 만한 존재로 여기는 것과 연결되는 것은 아님을 도출

해낼 수 있다. 

이러한 자기관계의 구분이 시사하는 것은, 능력주의의 프레임으로 교육

4) 우리나라에서 자존감, 혹은 자아존중감으로 주로 통용되는 말은 ‘self-esteem’

이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self-respect’라는 용어도 번역하면 자아존중, 혹

은 자기존중으로 쓰일 수 있어 혼돈을 줄 수 있다. 아비샤이 마갈릿의 A 
Decent Society(1996)를 『품위있는 사회』로 번역한 신성림은 ‘self-esteem’은 

자부심으로, ‘self-respect’는 자존감, 혹은 자아존중감으로 명기하여 임의적이

더라도 확실하게 두 개념을 구분하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우리사회에

서 ‘self-esteem’은 자부심보다는 자존감이나 자아존중감이라는 용어로서 꽤 

오랜 기간 통용되었다. 그리하여 본 연구에서는 우리의 학문적 용어 사용을 따

라 ‘self-esteem’은 ‘자존감’으로 명명하고 ‘self-respect’는 ‘자기존중’으로 기

입하되 때에 따라 번역어 대신 원어를 사용하거나 병기하고자 한다. 

5) 자기존중이 자존감과 날카롭게 구별될 수 있는 개념인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추후 설명하겠지만, 본래 심리학적으로 고안된 자존감의 개념은 

자기존중의 요소를 포함하고 있었다고 보이며, 자기존중과 자존감의 구분을 다

른 방식으로 정식화하는 악셀 호네트에 따르면 마갈릿의 이러한 관점은 인간

의 정체성 형성과 사회적 인정의 상호작용을 섬세하고 민감하게 반영했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나 마갈릿의 논의는 실제 현실에서 작동되는 두 

개념 간의 복합성을 간과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스스로를 평가할 수 있는 개

념적이고 규범적인 ‘관점’을 분리하여 사유할 수 있는 ‘구도’를 제공한다는 점

에서 교육적으로 주목할 만하다고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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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사유하면서 교육문제를 처방하고자 한다면 그것은 ‘자존감’을 높이려는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일 수는 있지만,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형성할 수 

있는 ‘자기존중’을 위한 교육적 접근과는 큰 관련을 맺기 어려울 수 있다

는 것이다. 다시 말해 우리가 스스로와 타인을 존엄성을 가진 한 사람의 

인간으로 존중하는 방식을 배우는 문제는, 입시제도의 개혁이나 경쟁과정 

및 평가의 절차적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과는 다른 접근을 요구한다고 할 

수 있다. 공정한 절차의 실행과 균등한 기회의 분배는 마땅히 추구되어야 

할 사회적 규범이자 ‘정의(justice)’의 원리이지만, 이것이 강화된다고 해서 

자기 자신과 타인을 존중할 수 있는 교육실천의 문화가 저절로 마련된다

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바로 이 지점, 즉 차등적이고 서열화될 수 있는 능력의 발현

과는 다른 맥락에서, 우리가 스스로를 한 사람의 인간으로 존중하고 그로

부터 타인을 존중하는 능력을 함양할 수 있는 과정으로 교육을 사유할 수 

있는 접근 방식을 탐색하는 것에 주요한 관심을 두고자 한다. 그리고 인간

다움이나 존엄성을 형성할 수 있는 교육적 관계의 변화는 제도적 개혁이

나 평가의 절차적 공정성을 확보하는 ‘외적’ 접근 외에, 교육매체와 이를 

둘러싼 ‘교육주체들 간의 관계’에 변화를 일으키는 ‘내적’ 접근 방식으로부

터 촉진되어야 한다고 제안하고자 한다. 즉 교육실천 문화의 변화란 제도

적 변화 외에 교육주체들이 맺고 있는 ‘관계’의 변화로부터 시작되어야 한

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현재 교육주체들의 관계에서 문제 삼을 만한 양상

은 무엇인가?

오늘날 우리의 수업상황은 무기력하고 수동적인 모습으로 자주 묘사된

다.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이어지는 일반적인 수업상황에서 학생들의 

모습은 ‘함구증(mutism)’을 앓고 있다고 표현되기도 한다. 그러나 학교 바

깥에서나 수업상황 이후에도 학생들이 여전히 함구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즉 학생들을 침묵하게 만드는 것은 바로 ‘교실 안의 상황’이라고 할 수 있

다. 구체적으로 이 교실 안의 상황이란, 학생과 ‘교과’와의 관계, 그리고 

그 ‘교과’를 제시하는 교사와의 관계가 얽힌 하나의 장(場)으로 특징지어질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교실이라는 공간이 형성하는 특정한 교육실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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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에서 공동의 주제로서 공유되는 것은 주로 ‘교과’와 관련될 것이기 때

문이다. 물론 우리가 그간 익숙하게 경험해온 가르침과 배움의 방식은 교

사가 일방적으로 교과의 지식을 전달하고 학생은 그 지식을 잘 받아들이

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방식이 평가를 위한 지식을 축적하는 데에도 

효율적이라고 간주되기 때문에 침묵으로 일관하는 학생들의 태도가 큰 문

제는 아니라고 생각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수업상황은 평가나 학업성취도를 위한 지식 습득의 측면

이 아니라 ‘교육적 관계 형성’의 측면에서 볼 때 크게 두 가지 관계 맺기

에 실패하고 있다고 보인다. 첫째, 학생들은 교과, 혹은 교과로 대변되는 

지식의 세계와 ‘일인칭적’으로 관계 맺는 방식을 배우고 있지 못하고 있

다. 여기서 일인칭적 관계란 자신과 단절된 대상으로 교과를 보는 것이 아

니라 자신을 투영하고 이해할 수 있는 매개체로서 지식을 바라보는 태도

와 관련된다. 즉 현재 교과의 언어는 모두 외우거나 풀어야 할 일종의 기

호들로 다루어질 뿐, 우리 자신을 설명할 수 있는 생생한 언어들로 간주되

지 않는다는 것이다. 둘째, 교과와 맺는 관계의 단절은 교육주체들 간에 

교과의 언어를 토대로 ‘소통할 수 있는’ 관계를 차단하게 된다. 이러한 소

통 관계의 차단은, 효율적 학업성취를 도모하는 것에 실패하여 문제가 된

다기보다는 학생들로 하여금 공적인 공간에서 무언가를 표현하고 말할 수 

있는 존재로서 자신을 인식하고 타인 또한 그러한 존재로 인식하는 것을 

경험하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교과의 언어를 나의 삶과 내가 살고 있는 세계에 

대한 이해를 넓혀줄 ‘언어’들로 바라보지 못하고, 외적으로 다룰 지식의 

더미들로 간주하는 것일까? 이 현상의 일차적 원인은, 교과의 언어를 자

신과 밀접하게 연결될 수 있고 다가갈 수 있는 ‘열린’ 존재로 간주하지 않

기 때문이라고 보인다. 학생들은 교과의 내용과 관련하여 “말하고, 쓰고, 

읽고, 표현하면서 지향할 수 있는 세계”, 즉 자신과 연결될 수 있는 세계

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다(배지현, 2015: 342). 이렇게 본다면 교과의 

‘언어’가 우리 자신과 연결되지 않는다고 느낄 때, 그 언어를 가지고 무언

가 표현하고 싶은 욕구를 가지지 않는 것은 당연할지도 모른다. 실제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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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처럼 교실 ‘밖’과 교실 ‘안’에서 사용되는 ‘언어’의 괴리가 큰 적은 없었

을 것이다. 청소년들이 또래집단에서 자신들만의 은어를 사용하는 문화는 

늘 있어왔지만, 과거 이 문화는 일시적인 양상을 보인 것에 비해 최근 디

지털 문화는 청소년 문화뿐 아니라 우리의 대중적인 언어생활의 패러다임

을 급속히 바꾸고 있다. 이 패러다임은 어느 때보다 더 많이 토론 사이트

에 의견을 올리고 블로그에 자신의 일상을 기록하며 SNS에서 글로 소통

하는 등 유례없이 많은 글을 ‘쓰고’ 있는 것으로 특징화된다. 

그러나 이로써 ‘문자문화’가 강화되는 것은 아니라는 지적에 주목할 필

요가 있다(진중권, 2007: 211). 현재 우리에게 지배적인 글쓰기는 오히려 

구술문화에 가깝다는 것이다. 오랜 사색으로 정제해낸 생각을 ‘언어’에 담

으려고 애쓰는 글쓰기가 아니라, 반응이 오가는 상황에서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곧바로 옮겨 적는 글쓰기가 주를 이루고 있다. 그리하여 “글쓰기의 

범람 속에서도 글쓰기는 위기에 빠진” 것처럼 보인다. 여기에 더해 온라인

에 나타나는 문자언어는 줄임말을 사용하여 말소리의 재미를 추구하거나 

문자의 시각적인 이미지를 강화하고 있다. 아예 문자가 아닌 이모티콘의 

사용 또한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 다시 말해 현재 우리가 언어를 사용

하는 방식은, ‘기표(signifier)’와 ‘의미’가 결합될 시간을 두고 그 관계를 

숙고한 뒤 표현하기보다는 기표를 ‘말 그대로(literal)’의 의미로 사용하거

나 물리적 차원에서 기표를 변형하여 시각적이고 감각적인 자극을 추구하

고 있다.

이처럼 감각적이고 피상적인 이미지 중심의 언어 활용에 익숙한 학생들

에게 교과에서 제시되는 언어, 그리고 이 언어를 전달하는 방식은 낯설게 

느껴질 것이다. 대부분의 학생들에게 교과의 언어는 자신의 삶과 관련된 

내용을 표현할 수 없는 언어이자, 이해하거나 외워야 할 ‘기표’의 더미로 

다루어지는 것이 이상한 일은 아니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기존의 교과 언

어를 디지털 문화에 최적화된 영상 이미지로 바꾸거나 물질적이고 생생한 

기표 중심으로 교과 전달 방식을 바꾸어야 할까? 물론 지식의 전달 방식

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는 매체에 적응할 필요가 있고, 이미 우리의 

교육현장에서도 그러한 움직임에 상당부분 대응하고 있다고 보인다. 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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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문자나 기호의 나열을 통해 제시된 교과의 서술 방식은 단순히 교과가 

가지고 있는 내용적 차원을 전달하는 것 이상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교과

의 언어를 대부분 시각 이미지화한다면 특정한 교육적 차원을 잃어버리게 

될 수 있다. 왜냐하면 문자‘언어’가 서술되어 있는 방식은 그 서술된 문법

을 파악하는 이로 하여금 자연과 세계에 대한 인간의 정신적 문법을 익히

게 하는 교육적 차원을 함의하고 있다고 보이기 때문이다(김용규, 2014). 

즉 교과의 ‘언어’가 가진 낯섦의 성격은 그간 경험하지 않은 ‘다른 정신의 

세계’들을 맞닥뜨렸을 때의 낯섦으로 이해되어 접근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 교육적 텍스트의 ‘언어’를 이해하는 것은, 교육이라는 세계에 집약되

어있는 인간의 다양한 정신적 패턴을 배우고 익히는 과정으로 접근될 필

요가 있다는 것이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이 교육 텍스트에 제시된 ‘언어’를 대하는 우리의 태

도를 변화시킬 때, 수업상황에서 우리가 살아있는 교육적 관계를 맺게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가정에서 시작한다. 교실상황에서 사용하는 언어, 즉 교

육 텍스트와 관련된 언어를 교사와 학생들이 자신의 삶과 세계를 이해할 

수 있는 언어들로 느끼고 그 언어를 통해 자신을 표현하게 될 수 있게 될 

때, 교과를 둘러싼 교육적 관계의 형성을 통해 교육실천 문화의 ‘내적’ 변

화가 시작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접근은 특정한 ‘상황’에서 

자신의 감각과 판단을 통해 무언가를 표현하고 말할 수 있는 주체적인 존

재로 스스로를 인식하고 타인 또한 마찬가지로 인식하게 됨으로써 상호관

계의 변화를 기대하는 것으로도 이해될 수 있다. 즉 여기서의 관심은 한 

사람의 주체성의 발현보다는 상호간에 이루어지는 주체성의 ‘형성’에 있으

며, 이것을 형성할 수 있는 교육적 상황은 교과의 ‘언어’를 자신의 이해를 

표현할 수 있는 ‘존재’로 인식하고 다가갈 수 있는 환경의 변화로부터 가

능하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기표의 더미’로만 느껴지는 교육 텍스트의 언어를 어떻게 우

리 자신과 밀접하게 연결된 ‘언어’로 바라보게 될 수 있을까? 본 연구는 

바로 여기에 ‘예술언어’를 하나의 ‘언어’로 경험하는 것이 언어 자체에 대

한 우리의 생각과 태도를 변화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제안하고자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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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우리가 음악적 요소나 시각적 요소, 혹은 움직임의 요소를 통해 특정

한 아이디어를 표현하는 것을 ‘예술표현’이라고 말할 수 있다면, 이때의 

표현은 내가 직관적으로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를 하나의 ‘언어적 형식’으

로 구성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언어적 형식’을 구성해보는 

교육적 접근을 고안한다면, 우리는 창작교육이든 감상교육이든 언어적 형

식으로 이루어진 예술표현물을 통해 물리적 질료와 아이디어 사이의 역동

을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로부터 ‘기표’와 ‘기의’의 결합으로 

존재하는 ‘언어’의 존재방식이 본래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생성’되

는 차원이 있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언어의 의미란 물리적

으로 표현된 기호와 동떨어져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의미

를 읽어내려는 사람이 기표와 기의 사이의 고유한 통일성을 파악할 때 ‘발

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예술표현이 제시하는 언어의 발생적 차원은, 표현을 하고 있는 

‘주체’와 표현의 ‘대상’, 그리고 그 표현을 지각할 ‘타인’의 관계를 통합적

으로 성찰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교육적 관계의 형성을 위

한 논의에 유의미할 수 있다. 예술표현을 하고 있는 나의 제스처나 산물이 

타인에게 보이는 ‘상황’은 타인 앞에서 표현할 수 있는 ‘나’를 경험하고 또 

그런 나를 지각하는 타인을 경험하는 것, 그리고 서로 지각할 수 있는 동

일한 ‘대상’을 사이에 두고 소통하는 하나의 ‘현상’으로 이해될 수 있기 때

문이다. 이 현상은 나의 존재감을 느끼는 상황이 타인의 존재감을 느끼는 

상황과 분리되지 않을 수 있음을 말해준다. 실제로 현대의 미학적 담론이 

‘표현’에 대하여 제시하는 바는, 표현이 일어나는 현상에서 발생할 수 있

는 배움의 다층적인 차원을 짐작해볼 수 있게 한다. 이제 ‘표현’은 인간의 

내면과 외부, 주체와 객체, 마음과 세계 등의 이원론적 인식론을 해체하는 

하나의 ‘현상학적 현상(phenomenological phenomenon)’이라고 이해되

고 있기 때문이다(Sukla, 2011). 즉 ‘표현’은 고립된 개인의 독백적인 행

위가 아니라 사물 및 타자와의 관계, 그리고 세계와의 관계 ‘사이’에서 행

해지는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 

이와 같이 표현 개념의 지각적(perceptive)이고 수행적(performative)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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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에 주목할 때, 우리는 후기 근대의 교육적 맥락에서 자기관계나 타자

와의 관계의 양상을 사유할 수 있는 유효적절한 참조점을 획득할 수 있을 

것이다. 오늘날 우리가 사상적으로 상정하는 자아관은 완결된 하나의 통합

체로 존재하는 고립된 자아가 아니라 상호주관적이고 상황의존적으로 존

재하는 탈중심화된 자아에 가깝다. 그러나 교육적 관심은 상황 속의 자아

가 어떻게 더 나은 인격으로 형성될 수 있는가 하는 ‘발달’의 문제에 관여

하기 때문에 여전히 자아의 ‘내면’ 및 그것이 형성되는 과정에 주목할 수

밖에 없다. 그런데 ‘표현’은 자아와 자아 바깥의 연결을 설명할 수 있는 

하나의 ‘존재방식’을 예시하기 때문에, ‘타자와의 관계 속에서, 그리고 세

계와의 관계 속에서 발달하는 자아’의 개념과 관련한 교육적 질문을 다루

는 데 상당부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하여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표현의 개념에 착안하여, 임의적이고 자유로운 의사를 가볍게 표명하거나 

감정을 분출하는 것이 아닌 ‘세계와 관계 맺고 있는 자아’가 자신의 내면

을 바라보고 그것을 명료화(articulation)하는 과정, 그리고 그것을 타인에

게 가시화하는 과정을 ‘자기형성적 표현(self-forming expression)’이라는 

새로운 개념으로 명명하고 이것이 교육적 관계 형성에 기여하는 바를 구

체화하고자 한다.  

이 과제를 위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자존감에서 간과된 자기존중 개념은 자기표현과 연결될 때 어떠한 

교육적 의의를 가지는가?

둘째, 근대인에게 자기표현으로서의 예술언어는 어떠한 ‘자기형성적’ 특

징을 가지는가?  

셋째, 실존적 표현으로서의 ‘예술언어’가 자기존중 형성을 위한 교육적 

‘현상’에 기여하는 바는 어떻게 제시될 수 있는가? 

넷째, ‘자기형성적 표현’으로서의 예술언어가 교육공동체의 형성에 함의

하는 바는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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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행연구 개관

  

본 연구에서 ‘자기형성적 표현’이라는 개념을 제안하고 이것의 교육적 

의미를 예술의 특성을 통해 설명하려고 하는 시도는, 범박하게 말해 ‘예술

의 교육적 가치’를 탐색하는 학문적 지형에 속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 학문적 지형 중 이 연구가 위치하는 지점이나 차별화되는 지점을 드러

내기 위하여 첫째, 교육문화의 패러다임적 변화를 위해 예술교육이 확대되

고 있는 최근의 움직임과 본 연구와의 관련성을 검토할 것이다. 둘째, ‘미

적 자기형성(aesthetic Bildung, 이하 미적 빌둥)’이 ‘타자와의 관계 속에

서 존재하는 방식을 형성(political Bildung, 이하 정치적 빌둥)’하는 것과 

밀접하게 관련된다는 기존의 철학적 논의 중 본 연구에서 교육적으로 주

목할 만한 부분을 포착하면서, 기존에 예술의 교육적 가치를 주장하는 논

의와 본 연구가 어떻게 차별화될 수 있을지 살펴볼 것이다.       

  1) 교육실천 문화의 패러다임적 변화에 요청되는 예술교육

예술에 대한 교육적 관심과 지원의 증가는 전세계적인 교육문화의 동향

이다(곽덕주 외, 2018). 이 동향의 한 가지 특성은 예술교육을 단순히 하

나의 교과교육으로 바라보는 것을 넘어, 다른 모든 교과에 접근할 수 있는 

기초교과로 간주하는 것이다. 예술교육을 ‘기초교육’으로 간주하는 것은 

문화선진국이라고 일컬어지는 유럽에서 최근 정책적으로 지원하여 실행되

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 프랑스 교육부는 2015년부터 중학교 교육과정에 

공통 기초과목을 강화하고 여기에 예술교과를 접목시켜 타교과와 통합할 

수 있는 방안을 고안함으로써 학생들의 ‘표현, 참여, 창의성’을 함양하는 

것을 통해 ‘문화역량’을 강화하고자 한다. 그리하여 음악과 미술교과를 가

장 기본이 되는 교과로 보고 이를 통한 통합 교육과정이 전개되도록 지원

하고 있다. 아일랜드에서도 ‘Arts Education’과 ‘Arts-in Education’을 

구분하여, 후자 즉 ‘교육에서의 예술’을 학생들이 배워야 할 가장 핵심적

인 교과로 인식하고, 예술을 단순히 즐기는 수준이 아닌 깊게 경험하는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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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비롯될 수 있는 교육적 가치에 중점을 둠으로써 2013년부터 본격적인 

교육과정으로 추진하고 있다(이경언 외, 2016). 이처럼 기초교과로서 예술

교과의 역할을 상정하는 움직임의 기본적인 방향성은, 단지 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교양을 함양해야 한다는 신념에 기인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다. 

그보다는 예술이 일깨우는 감수성이 다른 형태의 지식을 습득하는 데 기

여할 수 있고 공동체로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것과도 무관하지 않을 것이

라는, ‘교육일반’에 걸쳐 폭넓은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예술의 힘을 신

뢰하는 데 토대하고 있다고 보인다. 

국내에서도 교육문화의 변화를 위해 예술교육을 강조하는 움직임은 문

화연대에서 ‘문화교육’의 이름으로 시작된 바 있다(심광현, 2003). 이때의 

문화교육은 신자유주의에서 가속화되어온 경쟁문화 및 주지주의에 편중된 

교육실천을 비판적으로 성찰하는 것에서 그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여기서 

강조된 예술교육은 개별 교과목과 같은 좁은 의미를 넘어 인간 능력의 복

합성과 그 능력들 간에 역동적 상호작용을 중시하는 비전을 가지고 있었

다. 이러한 문화교육의 비전에 따른 정책적 움직임은 기본적으로 일반인들

의 문화적 감수성과 창의성을 신장할 수 있도록 문화예술교육의 체험 기

회를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고, 궁극적으로는 예술을 통해 성숙한 시

민으로 성장하기를 기대하는 시민운동의 성격을 띠었다고 할 수 있다(신승

환, 2008). 이로부터 우리나라의 예술교육에 대한 연구는 2003년 문화예

술교육지원법의 시행 이후, 대폭 확대된 문화예술교육의 현장만큼이나 다

원화된 주체들에 의해 진행되어왔고 점차 확장되어왔다고 할 수 있다(전경

란, 2017). 

특히 2008년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 사이에 체결된 업무협약에 따라  

‘창의성’과 ‘인성함양’을 위한 예술교육 정책들이 확대되면서 관련 연구들

이 상당수 증가하였다(정연희, 2014). 그러나 문화예술교육의 연구는 고유

의 교육철학과 교육과정 등에 대한 연구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국가 정책

적 움직임으로 먼저 실행되면서 학문적 연구와의 접점을 찾는 시도들이 

폭넓게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예컨대 앞서 살펴본 것처럼 기초교과

로서 예술교과를 다루고 문화역량을 함양해야 한다는 등의 뚜렷한 방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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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 관점 없이 실천부터 산발적으로 이루어져온 것이다. 교육현장에 미치

는 파급력에 있어서도 교육문화 전반에 반향을 일으킨다기보다 상당수가 

이벤트성에 머물거나 단발적인 체험 위주로 실행되어왔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문화예술교육의 연구 동향 또한 ‘예술의 어떠한 성격을 

통해 어떠한 시민성을 함양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를 통해 어떻게 문화사

회로 나아갈 수 있는지’ 등 예술과 문화사회 간의 내적 관련성을 충분히 

성찰하는 양상을 보이지 못해왔다. 즉 문화교육의 성격을 띠는 예술교육의 

연구들은 학문적 정체성이 모호하거나 그 이론적 토대가 취약한 편이다(황

연주, 정연희, 2004; 정연희, 2014; 전경란, 2017; 신승환, 2008; 주성혜 

2018, 최혜자 2010). 문화예술교육의 학문적 정체성의 모호함과 경계의 

혼란이 계속 되자, 차라리 ‘문화예술교육’을 새로운 학문적 차원에서 바라

보기보다 ‘예술교육’의 학문적 논의 속에 환원시킬 필요가 있다는 견해도 

등장하고 있다(정연희, 2014; 주성혜, 2018).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문화예술교육이든 예술교육이든 현재 교육문화의 

패러다임적 전환을 위해 전폭적으로 지원되고 있는 예술교육 정책의 실행

은 ‘왜, 혹은 어떻게 예술이 교육문화의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가?’의 

질문에 슬로건 수준의 답변만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신자유주의의 영

향력 하에 경쟁문화 및 주지주의 교육이 심화될 때 ‘문화교육’으로서 ‘예

술교육’을 강조하면서 동반되어야 했던 것은, 예술의 어떠한 힘이 신자유

주의에 맞서 인간다움을 회복하는 교육적 힘으로 작동할 수 있을지에 대

한 치밀한 분석과 여기에 근거한 교육과정의 원리나 핵심 가치를 도출하

는 일이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현재, 전세계적 동향은 왜 미래사회에 요구

되는 ‘인간됨’이나 ‘존재방식’의 형성이라는 본질적인 교육적 목적을 겨냥

하며 ‘문화역량’의 함양을 제시하고 있는가? 그리고 이러한 문화역량의 함

양을 위해 어떻게 기초교육으로서의 예술교육이 주요한 역할을 할 수 있

다고 믿는가? 이러한 질문들은 우리의 고유한 교육적 맥락이 요청하는 교

육실천의 변화와 더불어, 기초교육으로서의 예술교육이 강조되는 전세계적 

흐름에서 공통적으로 도출할 수 있는 예술의 교육적 힘이 무엇인지 맞물

려 성찰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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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방식으로 예술의 교육적 힘을 성찰하는 시도는 그간 대부분

의 국내연구에서 자존감이나 자아정체성 개념과 예술교육 간의 관련성을 

다루었던 접근 방식과도 차별화될 것이다. 자존감과 예술교육 간의 관련성

을 다루는 연구는 주로 양적 연구를 통해 이루어져왔다(정득 외, 2017; 정

희자, 2018; 박성우 외, 2015; 한민서, 2017; 이에스더 외, 2012; 홍성희 

외, 2017; 이경률 외, 2014 외 다수). 이 연구들은 상당수가 심리학 연구

에서 고안된 자존감 측정 도구를 활용하여 특정한 교육적 처치를 하기 전

과 후를 측정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그리고 그 결과로서 유의미한 수

치에 근거하여 자존감이 향상되었다거나 자아정체성 형성에 긍정적인 영

향을 끼쳤다는 것을 제시하는 형식을 띠었다. 이때 설문문항은 대체로 이

전보다 자신감이 향상되었는지, 타인과의 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는

지를 묻는 것으로 구성되었고, 이 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예술교육의 실행

이 가지는 효용을 입증하면서 실천이 확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러

한 방식의 연구는 예술교육이 자아의 긍정적인 자기인식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전반적인 의의를 도출하는 데 기여할 수 있으나, 자존감이라는 개

념 자체를 긍정적인 느낌이나 자신감 정도로 가정하고 뭉뚱그려 활용하는 

데 그치고 있다. 그리하여 인간다움을 자각하는 것이나 존엄성을 형성하는 

것과 예술교육이 어떤 관련을 맺을 수 있을지에 대한 내적 연관을 밝혀내

기에는 한계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국내에서 예술교육과 자존감 사이의 관계를 밝히는 연구

들은 인간의 존엄성을 ‘형성’할 수 있는 교육문화 전반에 예술이 왜, 그리

고 어떻게 영향을 끼치는지 밝히는 것에 관심을 두기보다는 주로 치료나 

처방의 관점에서 그 효용을 입증하는 방식으로 시도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단순히 예술체험의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거나 치료 및 

처방과 관련하여 예술의 교육적 가치를 밝히는 것이 아닌 더 근본적인 차

원에서 말할 수 있는 예술의 교육적 힘은, 우리의 ‘인간됨’, 혹은 ‘존재방

식의 형성’과 관련하여 설명되어야 할 것이다. 이것이 명료화될 때, 관련 

교육주체들은 사회에서 ‘주어진’ 역할을 수행하는 방식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닌 다른 존재방식의 가능성을 상상하고 실행하는 시도를 감행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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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것이며, 여기서 촉진되는 관계의 변화가 바로 교육실천 문화의 변화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본 연구는 예술의 교육적 가치

를 강조하기 위해 개별적인 예술교과나 이미 실행되고 있는 예술교육 실

천의 확대를 정당화하는 것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왜 예술이 우리의 

존재방식의 형성과 관련된 교육적 힘을 가질 수 있는지 그 개념적 원리를 

탐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미적 빌둥’과 ‘정치적 빌둥’의 관계에 주목하는 교육적 접근 

개인의 ‘인간됨’이나 ‘인간성’을 회복함으로써 사회·문화를 변혁하기 위

해 예술이 인간에게 끼치는 영향력을 주목해야 한다는 주장은 결코 새로

운 것이 아니다. 이 주장의 오래된 철학적 연원은 프랑스 혁명 이후, 미적 

인간의 형성을 통해 정치적 혁명이 이루어져야 함을 주장한 프리드리히 

쉴러(Friedrich Schiller)의 예술교육론과, 계몽주의의 비인간성을 고발하

고 인간의 존엄성을 회복해야 한다는 신인문주의자들의 사상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권정임, 2011: 11). 이들의 논의는 지금까지도 인간다운 

삶을 위해 예술이 교육적으로 다루어져야 한다는 주장을 정당화하는 핵심

적인 근거가 되고 있다. 

그렇다면 본 연구에서 새로운 교육실천의 문화적 패러다임에 예술이 기

여할 수 있는 까닭으로서, 우리의 ‘인간됨’, 혹은 ‘존재방식’의 형성과 예

술의 관련성을 제안하는 것은 쉴러 이후 인간성 회복을 위해 예술교육을 

강조하는 주장들과 어떠한 차별점을 가지는가? 우선적으로 본 연구는 19

세기 중반 낭만주의 시대의 종언 이후, 쉴러나 신인문주의자들이 강조한 

인간성의 통합적 성격 중 ‘일부’만을 제도적 학교교육이 차용해왔다는 것

을 지적하고자 한다. 미적 기획을 통해 정치적 혁명을 꿈꾼 쉴러의 통합적 

인간상은 관습적이고 형식적인 인간상을 타파하고 개별적이고 자유로운 

인간이 되어야 한다는 ‘정치·사회적’ 측면을 포함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

고, 이 측면은 간과된 채 이성과 감성의 조화로움이나 감각 및 감성화의 

필요성만이 강조되어 제도적 학교교육으로 옮겨져 왔다고 볼 수 있기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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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이다(조상식, 2004). 즉 쉴러의 정치적 기획으로서의 미적 교육을 ‘교육

학적’으로 변용하면서 우리가 주목한 지점은, 미적 자아가 정치적인 방식

으로 존재할 때 함의할 수 있는 교육적 의미가 아닌 이성과 감성이 조화

로운 이상적 인간상과 도덕적 완성을 향한 인격도야를 관련짓는 측면이라

고 할 수 있다. 물론 어떤 의미에서 각 개인의 고유한 인간다움을 발휘하

는 것을 목적으로 삼는 ‘미적 빌둥’과 ‘정치적 빌둥’간의 관련성은, 기본적

으로 국가 체제에 유용한 시민을 양성하는 목적과 함께 등장한 근대적 교

육(Erziehung)의 관점에서는 주요한 관심영역이 아니었을 수 있다(조상식, 

2004: 175; 2011: 53-60). 

그러나 점점 더 복합적이고 다층적으로 변해가는 오늘날에 요청되는 교

육실천의 패러다임은, 단일하고 표준적인 기준을 제시하는 근대적 ‘교육

(Erziehung)’의 특성이 아닌 각 개인의 ‘자아관계 및 세계관계를 통한 자

기형성’, 즉 ‘빌둥’의 관점을 필요로 한다고 할 수 있다. 이때, 자아의 감

각과 개념 사이를 매개하는 활동으로서 ‘미적인 것(the aesthetic)’이 강조

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주의 깊게 살펴볼 만하다(조상식, 2011; Rucker, 

2014). 왜냐하면 본 연구는 국가에서 요구되는 인력을 키우는 교육공학적 

프레임이 아닌 인간의 존엄성과 품위를 형성하기 위한 교육적 프레임으로

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의

식에 비추어볼 때 미적 빌둥, 즉 개인의 주관에서 세계와 관계 맺을 때 마

주하는 타자성을 성찰함으로써 점차 보편성을 획득해나가는 과정에 대한 

관심은 시의적절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그간 교육학 담론에서 미적 빌

둥은 그것이 가진 사회·정치적인 힘보다는 이성과 감성의 조화나 정서적 

순화, 혹은 감성화의 필요성에 의존함으로써 한 개인의 인성 함양의 관점

에서 주로 논의되었다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그동안 인간됨의 형성에 

예술교육이 기여한다고 믿어온 방식은, 자아 ‘안’에서 조화로운 정서를 함

양하는 것에 집중했을 뿐 자아 ‘바깥’에 있는 타인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존재할 수 있을지 등 정치적 존재방식에 관한 논점들은 간과해왔다는 것

이다. 그러므로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각자가 자신의 고유한 인간다움을 

표현함으로써 상호존중하는 문화를 형성하는 데 예술이 기여할 수 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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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을 명료화하기 위해서는 그간 간과되었던 미적인 자아의 ‘정치적’ 존

재방식이 함의할 수 있는 교육적 의의에 천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6)

그러나 교육 담론이 아닌 철학 담론에서 ‘미적인 것’과 ‘정치적인 것(the 

political)’의 개념적 관련성을 연구하는 것은 포스트 모던의 사상적 흐름

이 지니는 미적 전회(aesthetical turn)와 더불어 전면적으로 확대되어왔

다고 볼 수 있다. 현대의 정치 담론은 이제 이데올로기보다는 이해지향으

로, 갈등보다는 타협을 중심으로 이끌어지면서 ‘정치적인 것’이란 제도적 

차원에 제한되지 않고 인간 사회에 본래적인 실천적 차원 및 우리 존재방

식의 조건을 결정하는 존재론적 차원으로 이해되고 있기 때문이다(김지영, 

6) 미국의 교육철학자 타이슨 루이스(Tyson E. Lewis, 2013)나 영국의 교육철학

자 제인 맥더넬(Jane McDonnell, 2014a, 2014b, 2017)은 미적인 자아가 형

성할 수 있는 정치적 존재방식의 교육적 가치와 의의에 주목하는 대표적인 학

자라고 할 수 있다. 그들은 예술을 다루는 수업 장면을 통해 학생들이 타인과

의 ‘관계 속’에서 자신을 표현하고 스스로의 존재를 경험함으로써 ‘정치적’ 주

체성을 경험하게 된다고 주장한다. 특히 맥더넬(McDonnell, 2014a)은 학생들

이 하나의 예술작품을 대상으로 각자의 의견을 내어 과제를 완성하거나 서로 

협업하여 작품을 만들었던 경험을 사례로 삼아, 학생들의 ‘주체화

(subjectification)’ 과정의 특성을 분석한다. 맥더넬에 따르면, 학생들은 협업

과정에서 자신의 ‘고유한 인간됨(own person)’을 경험했다고 말한다. 이 경험

은 자신의 의견이 의사결정을 위한 주요한 의제로서 관철되지 않을 수도 있고 

타인과의 조율 속에서 사라질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들과 ‘동등한 

기회’를 부여받고 원한다면 타인들 앞에 자신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들로부터 존중받았다는 느낌을 가지는 것을 포함한다. 그리하여 인간의 ‘자

기됨’이나 ‘주체성’이라는 것은 타인과 고립된 상황에서 획득하고 소유할 수 

있는 종류의 것이 아니라 하나의 상호작용적 질성(a quality of interaction)

으로 이해된다. 즉 우리 스스로가 ‘자기 자신이 되는 것’은 ‘수행적

(performative)’이고 ‘집단적/공동적(collective)’인 과정에서 형성되는 것이다

(McDonnell, 2014b: 53). 타이슨 루이스나 제인 맥더넬의 미적 자아와 정치적 

자아의 관련성에 대한 철학적 토대는 한나 아렌트(Hannah Arendt)나 자끄 

랑시에르(Jacques Rancière)의 정치학 및 미학이론에 기대고 있다. 이들이 아

렌트와 랑시에르의 논의에 기댄 까닭은 이 두 학자 모두 칸트 미학을 정치적

으로 해석하여 자신의 논의를 전개한 학자들이기 때문일 것이다. 즉 미적인 자

아의 형성을 통한 한 개인으로서의 인격함양을 기획한 것이 아니라 개인들 

‘간’에 동등하게 ‘존재할 수 있는 능력’을 주체성(subjectivity)의 의미를 강조

하고자 한 것이다. 이러한 논의는 우리가 왜 근대적 의미의 ‘미적인 것’이 함

의할 수 있는 정치적 자아의 형성이라는 교육적 가능성을 간과하게 되었는지, 

그 내적 요인을 설명해준다. 그것은 우리가 ‘칸트 미학’이 가질 수 있는 정치

적 의미에 교육적인 관심을 두지 않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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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100). 이제 ‘정치적인 것’은 각 개인들의 고유함이 유지될 수 있도

록 개별성이 존중되면서도 공동체를 외면하지 않을 수 있는 미적인 사유

방식과 밀접한 연관을 맺는 것으로 이해된다. 이 미적인 사유방식의 핵심

은 바로 칸트가 말한 ‘미적 판단’의 개념적 특성에서 기인한다고 할 수 있

다. 미적 판단은 우리의 사적인 취미판단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내적 관계

에만 머무르지 않고 타인과의 ‘소통 가능성’에 관계하는 ‘긴장’을 주요한 

특징으로 한다. 즉 ‘미적인 것’이 ‘정치적인 것’이 될 수 있는 주요한 요인

은 칸트 미학에 내재해 있는 이 ‘긴장’을 토대로 한다고 볼 수 있다.

칸트 미학의 이러한 긴장은 역설적으로 근대 이후 세계를 이해하는 분

절된 방식을 재연결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 칸트는 자

신의 판단 기획을 통해 인간 정신능력의 가능성과 한계를 보이면서 ‘인지

적’, ‘실천적’ 능력과 ‘미적’ 판단 능력을 분리하여 형이상학적 총체성을 

종결짓는 모더니티 기획의 토대를 마련했음에도 불구하고, 미적 능력이 인

지적 능력 및 실천의 능력과 무관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 또한 그 자신이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Bernstein, 1992). 이러한 ‘재연결’의 가능성은 일

반적인 개념이나 원리가 명확하게 주어져 있고 이에 입각하여 개별적인 

대상을 판단하는 ‘규정적 판단력’과 달리, 특수하고 구체적인 대상을 직면

하여 이 대상을 포섭할 수 있는 개념이나 원리를 찾지 못했을 때 각자의 

‘주관 안에서’ 그것을 이해하려는 ‘반성적 판단력’7)과 관련을 맺는다고 할 

수 있다. 칸트는 『판단력 비판』에서 반성적 판단력의 전형으로서 ‘미적 판

단’을 제시하고, 이 판단이 외부로부터 촉발된 것에 대한 우리 주관 안의 

반향을 반성함으로써 생기는 만족감과 관련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타인에

게 동의를 구하고자 한다는 점으로부터 보편성을 지향하게 된다는 다소 

7) 반성적 판단력을 이렇게 이해할 경우, 특수자를 포섭할 보편자를 찾는다는 의

미에서 ‘귀납추리’와 같은 것으로 간주할 수도 있다. 그러나 반성적 판단력에

서 ‘반성’의 의미를 고찰해보면, 이때의 반성은 우리가 경험을 통해 확인할 수 

‘없는’ 문제와 관련되는 특수자에 대한 판단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하선규, 

2004: 189-190). 예컨대 개별적인 사건으로부터 이끌어낼 수 있는 삶, 문화, 

역사의 의미와 가치와 관련된 문제나 미적 판단과 같이 단칭적으로 아름답다

고 판단되지만 그 특수한 판단을 귀속시킬 개념이 없는, 그리하여 주관에서 합

목적적으로 느끼는 한에서 판단을 내리는 문제와 관련된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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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순된 것처럼 보이는 주장을 하게 되는 것이다(Kant, B163).

교육적 관심에서 이 모순성을 해석해온 관점은 주로 도덕교육의 맥락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김상섭, 2007: 170). 자연적 존재로서의 인간이 자

신의 경향성을 딛고 스스로 도덕법칙을 지향하는 자유로운 존재가 되는 

매개 단계로서 ‘미적 유희’가 요청된다고 본 것이다. 실제로 칸트의 『판단

력 비판』의 앞부분인 ‘미 분석’을 통해 볼 때, 미적 판단의 자율성을 선취

하고 미적 영역을 진리나 실천의 영역에서 분리하면서 근대적 의미에서의 

예술의 독립을 독려하는 데 기여하는 듯하다. 그러나 그 다음으로 이어지

는 ‘숭고의 분석’을 통해 볼 때, 미 분석은 아무런 외부 목적에 기대지 않

으면서도 그 자체로 합목적적인 선의지를 가질 수 있는 인간의 ‘이념’을 

설명하기 위한 예비 작업이었다고 평해지는 것은 널리 알려져 온 해석이

다(Markell, 2014: 83-84).

그러나 이러한 해석에 토대하여 칸트의 미적 판단에 내재한 긴장을 도

덕적 자아의 형성에 기여하는 것으로만 간주하는 것은, 미적 판단이 지향

하는 ‘보편성’의 성격을 제한적으로 이해한 것이라고 보인다. 다시 말해 

타인에게 자신의 만족감과 판단에 대한 동의를 요청하고 싶은 마음, 즉 

‘공통감각’이 도덕적 자아의 형성하고만 관련을 맺는다면, 이때 미적 판단

에서 떠올려지는 ‘타인’의 존재는 실제로 자신과 함께 살아가는 인간의 존

재라기보다는 하나의 인간 ‘종’으로 다루어짐으로써 도덕적 이념을 뜻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해석은 우리가 ‘사회적’ 존재로서 가질 수 

있는 공통감각의 역할을 축소하는 한편, 공통감각을 ‘함양될 수 있는’ 것

으로 간주하기보다는 인간에게 전제된 것이라고 간주함으로써 미적 판단

으로부터 이끌어낼 수 있는 사회적 차원의 교육적 의미, 이를테면 현존하

는 타인과의 소통가능성과 같은 의미를 상실하게 된다. 즉 공통감각의 보

편성을 향한 지향은 도덕 ‘이념’을 겨냥하기보다 자신과 유사한 존재로서

의 다른 인간에게 다가서려는 ‘수행적 공감(performative sympathy)’의 

성격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다(허유선, 2008). 

이처럼 공통감각의 사회적 성격, 혹은 형성적 성격을 재해석하는 관점으

로부터 미적 자아의 형성을 정치적 자아의 형성과 관련짓는 논의가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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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 수 있을 것이다. 한나 아렌트(Hannah Arendt)는 이와 같은 논의를 위

해 칸트 미학을 정치적으로 전유하는 대표적인 학자라고 할 수 있다. 그녀

는 반성적 판단을 내릴 때 준거로 작동하는 공통감각에서 떠올릴 수 있는 

타인의 존재가 우리가 속한 공동체의 실제 구성원이어야 한다고 주장하면

서, 해당 사안의 당사자들의 견해를 상상 속에서 떠올리는 ‘확장된 마음

(enlarged mentality)’을 강조한다(Arendt, 1982/김선욱(역), 2000: 

189-190). 특히 아렌트는 칸트의 공통감각에서 작동하는 ‘보편성’을 향한 

지향을 독특하게도 ‘현존하는 타인들’의 상상적 의견을 종합함으로써 도출

되는 ‘일반성’으로 해석한다(Arendt, 1982/김선욱(역), 2000: 138). 이러

한 아렌트의 해석이 다소 논쟁적이긴 하지만, 미적 판단을 ‘판단’이라고 

지칭하면서 인간사와 관련된 일 전반을 숙고할 때 공통감각에 호소해야 

한다는 그녀의 주장은 현대인들에게 무게감 있게 다루어질 만하다. 왜냐하

면 인간 사이에 벌어지는 많은 일들은 복합적인 여러 관계들이 중첩된 특

수하고 개별적인 사건들로 구성되는데, 이러한 것들을 논리적인 연역에 의

해 도출되는 결과나 도덕적 원칙을 무조건적으로 따름으로써 해결하려 한

다면 ‘인간다움’이 상실될 수 있기 때문이다. 아렌트가 보기에 ‘반성적 판

단’만이 우리 삶의 특수한 문제들을 그 자체로 바라보고 숙고할 수 있는 

능력과 관계되었기 때문에, 이 능력과 인간다움의 회복 간의 관련성에 천

착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아렌트에게 인간다움은 고립된 인간에게서 발현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보아줄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성립되는 것이다. 즉 각 개인

의 인간다움은 자신의 말과 행위로 각자의 인격적 고유함을 ‘드러낼’ 때 

자각되는데, 아렌트는 이 인간다움이 타인들과 형성하는 ‘공적’ 영역의 빛

을 견뎌낼 수 있을 때 존재할 수 있다고 본다. 아렌트는 특별하게도 말과 

행위를 통해 타인과 함께 거주할 수 있는 공적 영역을 ‘공간’화함으로써 

이 공간을 형성할 수 있는 사람을 시민으로 해석한다(Arendt, 1958/이진

우(역), 1996: 103-118).8) 그러므로 아렌트에게 시민권은 이 장소에 거주

8) 여기서 아렌트의 판단은 예술을 예술로서 판단하는 힘, 그리하여 문화를 지속

시키고 세계를 지속시키는 힘과도 관련된다. 아렌트의 의하면 “관찰자의 판단

은 그것(판단) 없이는 미적 대상이 등장할 수 없는 어떤 공간을 창조”(Arend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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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면서 말과 행위를 통해 타인에게 자신의 고유함과 개성을 드러내며 소

통하는 것과 밀접한 관련을 맺는다. 이때 타인과 소통하기 위해 공통감각

은 필수적이었는데, 그것은 각 개인이 오감을 통해 지각한 특수한 자료들

을, ‘주어진 공동체가 이해하게끔 만드는 감각’으로 이해되었기 때문이다

(Arendt, 1958/이진우(역), 1996: 272). 즉 아렌트는 동일한 대상을 공유

하고 판단해야 하는 ‘현존하는 공동체’를 강조함으로써 칸트의 선험적인 

공통감각을 현실적인 ‘공동체 감각(community sense)’으로 전유하여 해

석한다고 볼 수 있다.  

자끄 랑시에르 역시 칸트의 공통감각이 가질 수 있는 사회적 의미를 자

신의 방식으로 변용한 학자라고 할 수 있다. 랑시에르의 경우, 미적인 것

과 정치적인 것을 관련짓기보다는 아예 ‘미적인 것’ 자체가 ‘정치적인 것’

이라고 규정함으로써 ‘미적인 것’을 ‘감성적인 것’이라는 자신의 용어로 새

롭게 정의한다(Rancière, 2014). 이러한 정의는 우리의 일상적 삶의 질서

1982/김선욱(역), 2000: 125)한다. 왜냐하면, 공동의 대상에 대한 미적 판단은 

하나의 보편적인 진리나 규범으로 수렴되지 않으면서 그 대상을 둘러싼 담론

을 형성시킬 것이기 때문이다. 바로 여기서 공동의 대상은 도덕적인 목적을 위

해 봉사하는 매개나 매체가 아니라 사람들의 다양한 판단을 불러일으키는 대

상이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의 예술은 결코 도덕적인 성숙을 위한 수단이 아니

라 타인과 함께 (in-between) 다름을 유지하면서도 연결되어있는 상황이 무엇

인지를 경험하게 해준다. 즉 아렌트가 판단의 의미를 자신의 방식대로 해석하

면서 실제로 존재하는 타인을 등장시킬 때 생성되는 특별한 점은 ‘공적 영역

(public sphere)’의 구성에 있다고 이해할 수 있다(Zerilli, 2005: 54). 그러므

로 사적인 측면에 거리를 두고 여러 입장을 고려해보며 공적인 사유 활동을 

하는 공통감각의 준칙적 특성은 칸트와 아렌트 모두에게 강조되는 것일 수 있

지만, 칸트에게는 독립된 인간 이성의 공적 ‘사용’으로 특징화되던 것이, 아렌

트에 와서는 특정 사안에 대해 설득을 요구할 수 있는 사람들이 서로 판단을 

주고받으면서 공적 ‘영역’을 구성하는 것으로 특징화된다고 할 수 있다. 즉 공

적인 사유 활동에 ‘공간’적인 의미를 부가함으로써 칸트에게서 ‘전제되었던’ 공

통감각의 무관심성의 성격은, 아렌트에 와서 현실적인 공동체에 대한 고려를 

담아내게 되는 것이다. 미적 판단에서 작동되는 공통감각을 이처럼 특정한 공

동체와 함께 있는 공간적인 의미를 부가하여 해석할 수 있다면, 앞서 맥더넬이 

제기한 예술교육 장면에서의 ‘수행적’이고 ‘공동적’인 주체성의 경험은 공통감

각의 실제 작동과 관련하여 이해될 수 있다. 즉 미적 판단을 구성하여 타인에

게 내놓을 때 스스로가 가지게 되는 자기다움이나 주체성의 감각은 현존하는 

공동체를 고려하는 공통감각이 발휘될 때 획득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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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만드는 것이 결국 감각적인 것의 분할이라는 랑시에르의 매우 현실적

인 이해에 토대한다. 예컨대 랑시에르에게 사회의 위계적 질서가 나누어져 

있는 방식은 곧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는 감각이 나뉜 방식과 일치한다. 

우리는 마치 부르주아가 보고 듣고 느낄 수 있는 일상의 영역과 노동자가 

보고 듣고 느끼는 일상의 영역이 구분되어 있다고 여긴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감각적인 것이 나뉘어져 있는 상태는 결코 자유롭다고 할 수 없으며,  

이 경계를 중립화(neutralization)시킬 때, 즉 인간이라면 누구나 자신이 

인간으로서 가지고 있는 감각 능력으로 ‘인간 공통의 것’들을 보고 듣고 

느낄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실천할 때 우리는 비로소 자유로워지게 된다. 

랑시에르에게는 바로 이 경계를 중립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곧 미적인 능

력이자 감성적인 능력이며, 사회적으로 주어진 자신의 지위나 위계에 거리

를 두고 스스로를 ‘인간다운 인간’으로 자각할 수 있는 상태가 곧 ‘정치적’

인 상태이다. 이렇게 볼 때 랑시에르에게 공통감각은 아렌트의 경우처럼 

타인과의 소통을 강조하기 위해 주목된다기보다는 자기 자신을 타인과 유

사한 존재로 보기 위해, 즉 감각적인 주체로서 스스로를 인정하고 타인들

과의 관계에서 한 사람의 인간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하여 요청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랑시에르가 감각적으로 자유로운 주체가 될 수 있는 방식을 ‘시적

(poetic)’인 방식으로 특징화하는 점은 본 연구의 관심에서 볼 때 주목할 

만하다. 여기서 시적인 방식이란 우리 주변의 대상을 이해할 때 그것에 이

미 ‘주어진’ 이름이 아닌 자신의 감각으로 대상을 이해하고 ‘자신의’ 언어

로 ‘표현’하는 것, 즉 사물과 그것에 부여된 이름의 거리를 깨닫고 그 거

리를 자신의 이해로 메우는 것이다. 랑시에르는 이 거리를 메울 수 있는 

힘, 즉 주어진 사회의 질서를 다시 자신의 힘으로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인간성(humanity)’이라고 이해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랑시에르가 이해하

는 주체는 ‘감각적 주체’인 동시에 자신의 감각으로 대상을 규정하고 이름

짓는 ‘시적인 주체’라고 볼 수 있다. 여기서 대상을 자신의 ‘언어’로 표현

할 때 우리 내면에서 작동하는 것은, 이 언어가 나 자신을 비롯한 타인에

게 ‘감각’되고 ‘지각’됨으로써 자신의 현존을 인정하거나 인정받고, 그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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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스스로의 인간다움을 확인하고 싶은 욕구, 즉 타인과 연결되고 소통함

으로써 ‘영혼을 가진 인간’으로 스스로를 인정하고 싶은 욕구이다

(Ranciere, 1987/ 양창렬(역), 2016: 127-128). 즉 랑시에르에게 공통감

각의 사회적 성격은 스스로를 타인과 같은 인간다운 인간으로 이해하고 

싶은 실존적 욕구의 성격이 짙다고 할 수 있다. 그리하여 그에게 ‘정치적

인 것’은 인간의 ‘다름’으로부터 비롯되는 다원적 상태 못지않게 자신의 

인격과 타인의 인격을 ‘동등한 것’으로 간주하고 싶은 ‘평등’의 이념과도 

깊은 관계를 맺는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각자의 감각에 근거한 이해를 타인이 지각할 수 있도록 ‘표현’함

으로써 현존하는 타자 앞에 나의 존재를 ‘가시화’하게 된다는 ‘미적 빌둥’

과 ‘정치적 빌둥’ 간의 관련성은, 본 연구에서 예술이 우리의 존재방식에 

영향을 끼침으로써 교육실천 문화의 수평적이고 민주적인 변화를 꾀할 수 

있다는 주장의 주요한 철학적 전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공통감각이 

가지고 있는 ‘주관적’ 성격과 ‘보편성’을 지향하는 성격 간의 긴장, 다시 

말해 공통감각이 주관에서 작동하는 감각적인 것이면서도 타인에게 동의

를 요청하는 모순적인 특성은,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고유성이나 개성이라

는 것이 결코 타자의 현존 및 그들과의 관계와 분리되어 설명될 수 없다

는 것을 시사하면서 자기관계의 형성과 관련한 중요한 통찰을 준다. 바로 

이 통찰에 주목한다면, ‘미적 판단’을 행하는 주관 안에 자기 자신의 감정

을 반성하는 ‘사적인 차원’과 ‘공통감각’에 호소할 수 있는 ‘공적인 차원’

의 긴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긴장 자체를 교육적으로 다루지 못해온 

그간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동안 미적 경험이나 미

적 판단의 교육적 의의는 주로 현상학 및 감성화 전략에 치중하여 감각적

이고 감성적인 측면을 부각시키면서 사적인 차원에서 다루어진 경향이 있

기 때문이다(조상식, 2004).

그러나 본 연구의 핵심 질문은 ‘미적인 자아가 어떻게 정치적으로 존재

할 수 있는가’, 혹은 ‘미적인 자아가 정치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왜 바람직

한가’라는 정치적 기획으로만 귀결되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교육적 기획은 

미적 자아가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의 인간다움을 드러내는 수행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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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에 일차적인 관심이 있기보다는 ‘어떻게’ 그러한 인간다움을 ‘형성’하고 

‘표현’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발달적’ 문제에 더 관심이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 자아로 자라날 수 있는가’라는 

발달적 질문은, 교육적 장면에서 자신을 표현함으로써 타인과의 관계 속에 

있는 스스로를 인식하는 정치적 빌둥의 교육적 함의를 여전히 요청하는 

것이기도 하다.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남 앞에 드러낼 수 있는 존

재로서 인식하고 실행하는 것은 성인이 된 어느 시점에 갑자기 할 수 있

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즉 스스로를 ‘표현할 수 있는 존재로서 인식하

는 것’ 또한 경험을 통해 서서히 익히고 ‘배울 수 있는 성격의 것’이다(김

희봉, 2013). 다만, 미적인 방식으로 사물 및 세계를 이해한 것을 표현하

여 가시화(visualization)할 때 정치적으로 존재할 수 있다는 테제와 더불

어 가질 수 있는 교육적 관심은, 우리가 각자의 인간다움을 형성한다고 할 

때, 그리고 그것이 표현을 통해 형성된다고 할 때, ‘과연 어떠한 방식의 

표현이 우리의 인간다움을 형성하게 할 것인가’의 질문을 제기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질문은 바로 여기서 구체화된다. 자신을 ‘표현’할 수 있게 하

는 교육이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존재하는 방식’을 배우는 일인 동시에 

우리의 인간다움을 형성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고 할 때,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표현하도록 가르쳐야 할까? 이 표현이 우리의 실존적 개성과 인간

다움의 현현으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자유롭고 가벼운 소회가 아닌 좀 더 

우리 자신과 밀접한 관련을 맺는 ‘언어’로 표현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바로 이 표현이 ‘자기형성적 표현’이라는 개념으로 그 성격이 규정

될 수 있다고 보고 이 개념의 특성을 구성해보고자 한다. 특히 이 ‘자기 

형성적 표현’의 특성은 ‘언어’의 발생적인 차원을 잘 보여주는 ‘예술언어’

의 특징으로 제시될 수 있다는 것을 밝히면서, 자기형성에 기여하는 예술

표현을 활용하는 교육은 단순히 예술교과 안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언어’

로 제시되는 다른 교과에도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을 보이고자 한다.  

이러한 일련의 주장을 전개하기 위해 II장에서는 ‘자기존중’ 개념의 교육

적 의의를 살펴보고, 이를 형성하기 위한 접근으로 왜 ‘자기표현’이 적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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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을지 다룬다. 그간 통용된 심리학적 개념으로서의 ‘자존감’의 의

미는 철학적인 개념으로서의 ‘자기존중’에 담긴 자기관계의 특성을 포괄하

는 데 한계가 있다고 보인다. 이 점을 밝히기 위해 롤란드와 폭스

(Rolland & Foxx, 2003)가 그동안 심리학적 연구에서 자기존중 개념이 

약화되어온 현상과 원인을 분석한 논문, “자기존중: 간과되어온 개

념”(Self-Respect: A Neglected Concept, 이하 SR)을 참조한다. 다음으

로 현대 철학 담론에서 논의되는 자기존중의 의미를, 사회철학자 악셀 호

네트(Axel Honneth)와 아비샤이 마갈릿을 통해 살펴보면서 자기존중이 

자기평가임에도 불구하고 타인과의 관계에서 ‘형성’될 수 있는 개념이라는 

점을 ‘자기표현’과의 관련성 속에서 살펴본다. 

III장에서는 우리 자신을 ‘인식’하고 ‘형성’하는 차원에서 ‘자기표현’의 의

미를 재구성하며, 이것이 근대인의 고차원적 삶에 대한 실존적 욕구와 어

떻게 관련될 수 있는지 탐색한다. 근대 이후, 세계와 영적·정신적 연결의 

견고한 고리가 끊어진 현대인의 실존에서 가치로운 삶을 영위하기 위한 

한 가지 시도는 ‘표현’을 통한 자기형성으로 제시될 수 있음을, 그리고 이 

시도와 근대의 ‘예술’은 밀접하게 관련될 수 있음을 찰스 테일러(Charles 

Taylor)의 『자아의 원천』(Sources of the  Self, 1989/권기돈 외(역), 

2015); 이하 SS)을 통해 살펴본다.

IV장에서는 ‘자기형성’에 기여하는 ‘표현’이 자아와 세계와의 관계와 더

불어 타인과의 관계에서 드러날 때 함의할 수 있는 교육적 의미를 탐색한

다. 이를 위해 예술언어가 ‘언어’의 발생적인 차원과 실존적인 존재방식을 

잘 보여준다는 점에 주목하여, 예술표현을 할 때의 우리의 존재방식 또한 

실존적인 방식으로 존재하게 됨에 주목한다. 이를 위해 모리스 메를로-퐁

티(Maurice Merleau-Ponty)가 『간접적인 언어와 침묵의 목소리』(Le 

Langage indirect es les voix du silence, 1960/김화자(역), 2005; 이하 

LIVS)에서 다룬 ‘표현’의 개념과 ‘실존하는 몸’의 관계를 살펴보면서 지각

적인 수준에서 타인 및 대상과 연결될 때 일어나는 현상의 특성을 탐색한

다. 그리고 이 현상에서 도출할 수 있는 예술표현의 교육적 양상 및 의의

를 구체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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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V장에서는 III장과 IV장에서 다룬 두 가지 표현의 특성을 포

괄하면서 ‘자기형성적 표현’ 개념을 제시하고, 이것이 어떻게 미적 교육의 

정치적 의의를 설명할 수 있는 한 가지 유의미한 방식이 될 수 있는지를 

‘언어’의 특성을 통해 밝힌다. 이어 ‘자기형성적 표현’이 적용될 수 있는 

수업의 사례를 제시하고, 이러한 수업의 형식이 현존하는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형성되는 자기존중의 차원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 나아가 교

과 및 전통의 ‘언어’를 자신의 ‘언어’로 이해하여 표현하는 것은 어떠한 방

식으로 자기존중을 형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지를 탐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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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자기존중과 자기표현

본 장에서는 오늘날 교육실천에서 일반적으로 자기 자신을 평가하는 관

점으로 통용되는 ‘자존감’에서 간과되고 있는 측면이 무엇인지를 ‘자기존

중’과의 비교를 통해 살펴보고, 왜 지금 우리가 ‘자기존중’ 개념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지를 탐색할 것이다. 이어서 자기존중을 형성하기 위한 유용한 

교육적 접근으로 ‘자기표현’이 제시될 수 있는 까닭을, 자기존중과 자기표

현의 개념적 관련성을 토대로 검토해볼 것이다. 

1. 철학적 ‘자기존중’의 교육적 의의

: 심리학적 개념인 ‘자존감’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자신을 존중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이것은 자신을 좋아하거나 사랑하는 

것과는 어떻게 다른가? 만일 다르다면, 여기서 자신을 존중하는 것을 다

른 자기와의 관계에 비해 특별히 교육적으로 주목하려는 이유는 무엇인

가? 일반적으로 건강한 내면을 가진 자아를 키울 수 있는 방안으로 잘 알

려진 것은 자존감을 높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아이들의 자존감을 높이는 

핵심적인 방법은 주로 그들의 ‘감정적 필요’를 충족시켜주는 것으로 말해

진다. 여기서 감정적 필요란 누군가가 자신을 사랑해주고, 가치를 인정해

주고, 있는 그대로 받아주기를 원하는 것, 그리고 어딘가에 소속되기를 원

하는 것 등으로 정의된다(조세핀 김, 2014: 29). 그래서 아이들의 자존감

을 높이는 방식으로서 주로 제시되는 것은 학부모나 교사들이 그들과 친

밀하고 신뢰감 있는 관계를 형성하는 가운데, 아이들 한명 한명을 남들과 

비교하지 않으면서 인정하고 칭찬하는 말을 자주 하라는 것 등이다. 아이

들의 어린 시절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부모나 교사와 같은 의미있는 타

인들과 이러한 ‘관계’가 잘 형성된다면 아이들은 편안하게 자신의 감정을 

표현할 수 있고, 그럼으로써 건강한 자아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자존감에 

주목하는 연구자들의 주된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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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최근의 흥미로운 연구들은 자존감(self-esteem)이 높은 사람이라

고 해서 그들이 꼭 옳고 그름의 가치판단에 신중하거나 도덕적 행위를 할 

가능성이 많은 것은 아니라고 지적하면서, 이 개념이 개인에게 벌어지는 

많은 일들을 해결할 수 있는 만병통치약처럼 쓰이는 것에 우려를 드러낸

다(Roland & Foxx, 2003; Renger, 2017). 특히 Roland & Foxx(2003)

는 철학적인 관심에서 조망되어오던 자기존중(self-respect)과 자존감

(self-esteem)을 구분하면서, 자존감은 최근까지 심리학에서 활발히 연구

되어 온 개념이지만 개인의 ‘주관적’ 정서의 중요성을 과도하게 강조하는 

경향성을 띤다고 주장한다. 즉 자존감을 북돋으려는 관점에서 중시되는 것

은 개인이 스스로에 대해 ‘좋게 느끼는 것(feeling good)’이기 때문에 여

기에 초점을 둔 교육적 접근이나 상담적 처방들은 자기 자신에 대해 우호

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안내함으로써, 각자가 자신의 행동을 변화시킬 수 

있는 장애물이나 어려움을 직접 대면하고 심각하게 생각해볼 기회를 차단

하는 경향이 있어왔다는 것이다. 

Roland & Foxx(2003)는 이러한 경향성이 ‘자존감’이라는 개념에 ‘자기

존중’의 요소가 약화되었거나 간과되었기 때문이라고 분석한다. ‘자기존중’

은 합리적으로 사유하고 판단할 수 있는 자신에 대한 신뢰 및 자기 기준

의 설정과 그것에 합치되는 삶으로부터 비롯되는 ‘품위’나 ‘명예’와 관련되

기 때문에, 주관적으로 자신에 대해 ‘느끼는 것’ 이상의 객관적인 자기 판

단이나 평가가 동반되는 것으로 이해된다. 특히 ‘명예’라는 개념이 암시하

듯, 지금과 같은 자아개념이 발달하지 않았던 고대라고 할지라도 비극과 

서사시에 등장하는 영웅들이 명예를 잃음으로써 갑작스럽게 불행해지는 

때를 바로 자기존중을 상실한 때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SR: 249). 이

후 사회철학적 관점에서 근대적 개인의 정체성과 관련하여 ‘자기존중’ 개

념이 이해될 때는 신분사회의 명예 대신 주로 보편적인 ‘권리’ 개념과 결

부되어 논의된다고 할 수 있다(Honneth, 1992/문성훈 외(역), 2011: 

233). 그러나 이때의 권리 주장은 누구나 동등한 인격을 가지고 있다는 형

식적인 의미를 넘어 자신이 한 사람의 인격으로서 존중받을 만한 존재라

는 것을 타인에게 ‘보여야’하는 과제를 떠안음으로써 근대 이전의 ‘명예’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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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인격적 가치를 스스로 증명하거나 획득하는 것과 여전히 관련을 맺

는다고 볼 수 있다(Honneth, 1992/문성훈 외(역), 2011: 241-247). 

이렇게 볼 때, 우리가 주로 자아의 건강한 내면을 키우는 것과 관련하여 

사용해온 심리학적 개념인 ‘자존감’은 철학적인 의미의 ‘자기존중’의 특성

을 충분히 포괄하지 못함으로써 간과한 자기 관계의 측면이 있다고 보인

다. 실제로 사회철학자인 악셀 호네트가 긍정적 자기관계의 구성요소로 제

시한 ‘자기믿음(self-confidence), 자기존중(self-respect), 자기가치부여

(self-competence)’라는 세 가지 측면이 그간 통용된 ‘자존감’ 개념에 모

두 포괄되어 있는가에 대해 연구한 한 결과는 ‘자기존중’의 측면을 배제한 

채 ‘자기믿음’ 및 ‘자기 가치부여’의 측면을 부각시켜왔다고 주장하기도 한

다(Renger, 2017: 15). 자존감에서 자기존중의 특성을 약화시켜온 이러한 

경향성은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관점(self-view)을 흐릿하게 

하고, 타인과 자신을 동등한 권리가 있는 존재라고 믿는 신념을 약화시킴

으로써 타인 앞에서 정당하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자신의 권리를 주장

(self-assertiveness)하며 타인과의 갈등을 조정할 수 있는 능력을 감소시

켜 왔다는 것이다. 즉 자기존중의 간과는 자기 자신과의 관계 형성을 넘어 

타인과 동등한 관계를 맺는 것을 어렵게 하는 요인일 수 있다. 

이처럼 합리적인 판단이나 이성 능력이 강조되는 ‘자기존중’의 특성은 

과연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적용가능한 자기 관계인가라는 의구심이 들 수

도 있다. 그러나 자기존중이 형성되는 것은, 혼자만의 힘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며 어느 한 순간에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다(Dillon, 1997: 244). 우리

가 우리 자신을 이해할 수 있는 근본적인 틀은 ‘자아’를 개념적으로 재현

하기 훨씬 이전부터, 즉 자아나 가치라는 개념, 개인이나 제도의 관계 등

을 개념화할 수 있기 이전부터 형성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자기존중의 

‘개념적 특성’은 합리적이고 인지적인 것으로 설명될 수 있지만, 자기존중

의 ‘형성’은 우리가 미처 우리 자신에 대해 개념적 스키마를 가지기 이전

부터 ‘자아, 타인 그리고 제도의 상호 작용’에 부과된 복잡성 속에서 구성

되기 시작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자기존중을 할 수 있는 자아를 기르기 위

해서는 그것이 ‘형성’되는 특성이 있다는 것에 교육적으로 주목할 필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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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9) 특히 자기존중이 타자와의 ‘관계’ 속에서 형성될 수 있다고 할 때, 

이 관계를 설정해주거나 우리가 타인과의 관계에서 어디에 주목해야 할지 

그 관점을 제시해주는 것은 교육적으로 요청될 수 있는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자기존중은 앞서 사회적으로 가치있게 여겨지는 명

예나 지위, 등급화되고 서열화되는 능력에 의해 스스로를 평가하는 것과 

다른 의미에서의 자기 자신을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을 형성하는 것과 관련

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자기존중의 개념적 특성은 어떻게 구체화될 수 

있을까?

Roland & Foxx(2003)는 철학적 개념으로서의 ‘자기존중’이 현재 통용

되는 ‘자존감’과 구별되는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스스로에 대한 객관적인 

자기평가라고 말한다. 이 객관적 자기 평가는 근대 이전에도 찾아볼 수 있

는 인간의 ‘명예’ 개념과 관계된다. 예컨대 고대인이 목숨과 맞바꿀 정도

로 지키고자 했던 명예는 자신을 가치로운 것에 헌신함으로써 ‘암묵적으

로’ 스스로를 존중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것을 암묵적이라

고 말하는 까닭은 근대 이전에 나타나는 자기존중은 스스로에게 가지는 

우호적 감정이라기보다는 가문 혹은 사회적 명예 등 보다 공적이고 객관

적인 가치에 헌신하는 것과 결부되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Roland & 

Foxx, 2003: 248, 이하 SR). 즉 개인으로서의 자신에 대한 존재 가치와 

자신을 넘어선 고귀한 목적에의 헌신이 구별되지 않는 시대였다고 이해하

는 것이 차라리 적절할 것이다.

자기존중을 개인의 차원에서 정식화할 수 있게 된 것은 칸트에 와서라

고 볼 수 있다(SR: 249-250; Kant, 1786/백종현(역), 2018, 이하 GM) 칸

9) 박해용(2013)은 “존중의 도덕적 가치에 대하여”라는 글에서 존중이라는 감정에 대해 흄

과 칸트의 관점을 비교하면서, 이것을 감정이나 경향성이 지배적인 것으로 해석해야하

는지 혹은 지적(intellectual)인 감정으로 해석해야하는지를 주요한 질문으로 설정하고 

탐색한다. 결과적으로 그는 칸트의 논의에 따라 존중은 규범적인 감정, 즉 사회적으로 

형성되고 문화화된 감정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본다. 이 글의 논의 역시 

존중은 형성되고 발달될 수 있는 지적인 감정이라는 해석에 동의하면서 그 형성과정에 

어떠한 교육 양상이 기여할 수 있을지를 탐색하는 중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칸트

의 존중에 관한 아이디어를 받아들일 때, 칸트는 존중의 주체와 대상을 자율적인 것으

로 보고 존중이라는 감정자체를 일종의 자기감정으로 본 것임에 반해, 이후의 투겐트하

트는 존중은 상호존중의 감정이고 상호주체적인 성격을 가진다고 칸트를 보완하는데 이

러한 견해 역시 이 글의 관점에서 동의할 수 있다(고현범, 2013: 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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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에게 자기존중은 거대한 목적에 헌신하는 명예로부터 ‘수여’되는 것이 

아니라 실천적 판단을 할 수 있는 개인이 ‘획득’할 수 있는 것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칸트는 자신의 저서 『윤리형이상학 정초』에서 합리적으로 사

유할 수 있고 그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인간이라면 누구나 

자신과 타인을 ‘존엄성’을 가진 동등한 인격으로 대해야 한다는 것을 의무

로서 규정한다(GM: B77). 그리고 이 의무는 개인들이 특정한 ‘방식’으로 

행위하도록 요청하는 도덕성의 근간이 되었다. 다시 말해 칸트에게 자기를 

존중하는 방식은 도덕적인 존재가 되는 것과 밀접한 관련을 맺었다고 할 

수 있다. 칸트의 이러한 자기존중의 근대적 정식화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인간을 넘어선 세계의 거대한 질서에 헌신함으로써 주어지던 ‘명예’를 매

우 인간적인 성격의 것으로서, 즉 ‘인간다움(humanity)의 품위’로서 전환

시켰다는 것이다. 

여기서 인간다움으로서의 ‘품위’는 인간이 스스로가 지니는 (동물적) 경

향성을 자각하고 있으면서도 지고지순한 도덕적 목적을 끝없이 ‘지향’하고 

‘추구’할 수 있는 데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다. 자신의 사유와 행위 과정 

안에서 사사로운 것을 절제하고 도덕적 원리를 긍정하면서 실천하길 진심

으로 ‘원하는’ 바로 그때, 인간은 스스로를 존중하게 된다는 것이다. 즉 칸

트는 ‘자기존중’이라는 말을 직접 사용하지는 않지만, 순수한 선의지 및 

법칙에 대한 존중으로부터 나오는 행위는 존중받을 만하다고 말한다(GM: 

B15). 이때 행위의 결과는 하나의 의지의 ‘결과’이지 ‘활동’이 아니기 때문

에 존중의 대상이 행위의 결과가 될 수 없다는 칸트의 주장은, 자연스럽게 

존중의 대상이 순전히 의지에 의해 수행하는 우리 자신일 것이라는 점을 

시사한다. 즉 칸트에 의하면, 우리가 인간다운 인간이 된다고 할 때 요청

되는 것은 우선적으로 도덕적 법칙을 존중하는 것이며, 더불어 ‘그것을 존

중하고 있는 자신에 대한 자각으로서 자기를 존중’하게 된다(SR: 250; 

GM: B79).   

칸트가 이러한 품위 혹은 존엄성을 도덕법칙과 자신과의 관계뿐만 아니

라 타인과의 관계에도 적용시켰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칸트는 우리가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을 하나의 인격적인 존재로 볼 수 있을 때 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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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성을 갖출 수 있다고 본다(GM: B84-B85; SR: 266-267). 예컨대 도덕

적 의사결정과 관련하여 자신의 인간다운 행위를 결정하는 데 필연적으로 

요청되는 것은, 타인을 자신의 입장에 두는 것, 혹은 타인 또한 인간으로 

보는 가운데 나의 행위를 결정하는 것이다. 즉 나의 행동을 타당하게 만드

는 것은 ‘내가 이 행동을 했을 경우 저 사람은 어떠한 영향을 받고 어떻게 

느낄 것인가, 저 사람이 나에게 그 행동을 했다면 나는 어떻게 느낄 것인

가?’라는 질문이다. 그러므로 이 질문에서 가정되는 타인은 나와 동등한 

인격을 가진 사람이라고 볼 수 있다. 만일 그가 나보다 우월한 존재이거나 

열등한 존재라면 이러한 종류의 고려가 요청되지 않는 예우나 무시 등 다

른 태도를 가지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때 ‘자신’과 ‘타인’을 목

적 그 자체로 대해야 한다는 칸트의 정언명령은, 추상적인 도덕적 원리이

기 이전에 ‘인간다운 인간이 된다’는 것의 의미를 실현하고 자각하는 바로 

그 과정이며, ‘평등한’ 인간이 자신의 존엄성을 ‘형성’하고 ‘실천’할 수 있

는 절차로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우리가 인간다운 품위를 가지고 있는지의 여부는 ‘외적’ 요인에 

의해 우리의 존엄성이 침해될 때를 통해서 알 수 있다(Roland & Foxx, 

2003: 250; Margalit, 1996/신성림(역), 2008: 64-65). 이를 테면, 자기를 

존중하는 사람이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면 그는 “한 인간이라는 지위가 가

질 수 있는 내적 불가침성을 표출하며, 그 지위에서의 신념을 드러내는 차

분하게 통제된 방식”으로 저항하게 된다. 즉 인간의 침해될 수 없는 내적 

불가침성을 만드는 것은 스스로를 존중할 수 있는지의 여부이며, 인간의 

존엄성 혹은 품위를 지키는 방법은 자신이 존중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존

재라는 것을 타인에게 가시적으로(visibly) 보여주는 것에 의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에 비해 자존감은 타인과의 관계에서 ‘인간으로서의 품위’를 획득하거

나 지켜내면서 자신을 존중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사회적으로 추구되는 업

적이나 성취, 자신을 평가하는 타인의 의견과 관계 등을 통해 주로 스스로

를 긍정적으로 ‘느끼도록’ 추동하는 것으로 이해된다(SR: 258-259). 그러

나 자신에 대해 좋은 느낌을 가지는 것만으로는 스스로가 존엄하다고 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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끼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자존감이라는 용어로서 

‘self-respect’ 대신 ‘self-esteem’을 주로 사용하면서, 스스로에 대해 감

정적으로 ‘좋게 느끼는 것’을 자존감을 결정하는 주요한 요소로 이해하게 

된 것일까? 

Roland & Foxx(2003)의 분석은 이 질문에 답할 수 있는 흥미로운 관

점을 제시한다. 그들에 의하면 우선 ‘self-esteem’은 심리학적 근간을 두

고 제안된 용어이다. 이 용어는 1890년대에 미국의 심리학자이자 철학자

인 윌리엄 제임스(William James, 1842-1910)에 의해 처음 사용되었는

데, ‘자아(self)’ 개념을 심리학적 이론으로 정립한 제임스는 ‘self-esteem’

과 ‘사회적 자아(social selves)’라는 두 가지 개념을 자아를 규정하는 두 

가지 하위요소로 제안하였다(SR: 258). 제임스뿐만 아니라 찰스 쿨리

(Charles Horton Cooley, 1864-1929) 등 자아 이론을 처음으로 발전시

킨 심리학자들은, 우리가 유아기까지 스스로를 세계의 중심으로 간주하다

가 청소년기를 거쳐 점차 성인으로 성장함에 따라 자아를 바라보는 눈의 

객관성을 획득하면서 자신을 총체적으로 보게 되는데, 이때 우리가 스스로

를 바라보는 상태를 ‘자아’ 개념으로 규정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러므로 

초기 자아 개념에 의존하는 ‘self-esteem’의 의미는 스스로에 대한 자기 

평가라고 할지라도, 결국에는 자기를 대상화하여 보고자 하는 총체적 차원

과 관련을 맺었다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본래 자아개념의 구성요소로서 

등장한 ‘self-esteem’의 의미는, 그것이 자아와 맺고 있는 다층적인 관계

를 생각해볼 때 주관적일 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특성 또한 놓치지 않으려

고 했다는 것이다. 

이처럼 자존감이라는 의미로 사용하고 있는 ‘self-esteem’이라는 용어가 

본래 자아의 객관적인 측면을 포괄할 수 있는 개념이라면, 이 개념이 

‘self-respect’의 개념을 대체한다고 하더라도 큰 무리가 없지 않을까? 그

러나 현재 ‘통용’되는 자존감(self-esteem)이라는 용어는 철학적 개념인 

자기존중(self-respect)이 의미할 수 있는 객관적 특성을 충분히 포괄하기

는 어렵다고 보인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self-esteem’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때 상당부분 이것을 도덕성이 탈각된 채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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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Roland & Foxx는 1984년부터 2011년까지 심리학 정보 검색에서 

‘self-respect’은 150번 사용된 반면, ‘self-esteem’은 13,811번 사용되었

다고 밝히면서 이에 대한 원인이 심리학적으로 고안된 ‘self-esteem’이라

는 용어가 ‘self-respect’를 대체하고자 했기 때문만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SR: 267-268). 그들은 1970년대 미국의 특수한 상황에 영향을 받은 심리

학 연구의 경향성으로부터 이 사실을 분석한다. 이 당시 많은 심리학자들

은 ‘도덕적’ 행위의 처방이 심리학자의 역할 ‘바깥’에 있는 것이라고 결정

함으로써 이때부터 자아 개념의 사회적 측면은 개인이 스스로를 어떻게 

느끼는지에 대해 영향을 주는 타인의 의견 정도로 이해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Roland & Foxx는 도덕적 행위의 처방을 심리학의 역할 바깥으로 밀어

내게 된 1970년대의 상황에 대하여, 2차 대전이 끝난 후 급격히 늘어난 

베이비 붐 세대의 청년들이 자기조절(self-control)이나 자기규제

(self-regulation)능력에 관심을 가지기보다는 자신을 드러내고 표현

(self-presentation)하는 것에 치중하면서 각 개인의 능력이나 경력을 발

전시키는 것에서 스스로의 정체성을 찾기 시작했다고 분석한다(SR: 

272-273). 즉 그 시대의 사회·경제적 분위기는 자기 삶의 장애물이나 방

해물을 깊이 숙고할 필요 없이 앞으로 펼쳐진 미래를 향해 전진함으로써 

성취나 성공 속에서 자아 정체성을 찾는 것을 독려했고, 심리학적 연구는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에 대응하면서 ‘self-esteem’을 개인이 ‘스스로를 긍

정적으로 느끼는 것’을 부각시키는 방향으로 조정해왔다는 것이다. 그리하

여 이후의 심리학적 경향이 건강한 자아를 위해 제안하는 처방은 스스로

를 표현하는 것의 필요성이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으로 점차 정향되어 

갔고, 그로부터 개인이 타인 및 사회와 규범적으로 어떠한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 혹은 개인이 어떻게 사회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지 등의 도덕적 

관심들은 ‘self-esteem’을 높이기 위한 관심에서 상당부분 포기되었다고 

볼 수 있다(SR: 273-275). 

이보다 10년 후에 베이비붐 세대가 양산된 우리나라 상황에서도, 그 맥

락이 완전히 동일하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들의 분석은 어느 정도 유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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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적용될 수 있다. 김석수(2015)는 현재 우리나라의 많은 문제점들이 과

거가 안겨준 상처를 벗어나고자 미래에 대해 과도한 환상을 갖고 달려온 

데서 비롯된다고 말한다. 그 상처의 커다란 족적은 식민지 시대에 주권을 

빼앗기고 언어와 문화를 말살당한 역사적 기록과 한민족 간의 전쟁으로 

국토가 분열되고 초토화된 이후 극도의 빈곤의 시대를 겪어온 것이다. 이

러한 현실 속에서 국가와 민족이 우선시되고 개인으로서 ‘나’에 대한 관심

은 비집고 들어갈 겨를이 없이, “반인권적”이고 “반주체적”인 시대가 효율

성과 생산성을 위해 정당화되어왔다. “빼앗김, 빈곤, 억압이라는 단어들로 

가득한 20세기 우리의 과거는 기억하고 싶지 않은 트라우마로 자리하고”

(김석수, 2015: 239)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우리는 과거를 되돌아보려하

지 않고 자신의 “기억을 창조적으로 재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새 

없이 “과다 국가지배” 이후 “과다 시장지배”를 겪으며 주체적으로 사유하

지 못한 채 앞으로 전진하는 데에만 몰두해왔다(김석수, 2015: 235). 이러

한 사회 분위기는 미국의 베이비붐 세대와 마찬가지로, 어쩌면 우리나라의 

국가주도적 발전 계획과 더불어 더욱 극심한 형태로 미래를 향해 도약할 

수 있는 추동력 있는 자아가 되기를, 개인의 성공이나 성취, 승리를 국가

의 발전과 동일시하면서 자신에 대해 긍정적으로 느끼고 그로부터 자신의 

정체성을 찾도록 독려해왔다고 볼 수 있다.  

  국가의 경제발전에 이바지해야 한다는 신념은 물론 개인적 영달을 넘어 

우리 사회의 발전을 목표로 했고 상당부분 눈부신 성과를 이루어왔지만, 

이때의 공동체주의적 신념은 국가주도의 목표에 헌신하는 추상적인 것으

로 우리에게 간직되어 왔을 뿐 실제로 한 개인이 자신의 일상적인 삶에서 

이웃이나 스스로가 속한 집단의 구성원들에게 어떻게 하면 책임감 있고 

도덕적인 행위를 할 수 있을지 숙고하는 구체적인 경험에서 발현되어 왔

다고 보기는 어렵다. 우리의 경제발전 양상의 특성상 자신이 속해있던 지

역을 벗어나 도시로 몰려든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대부분 서로가 낯선 

이방인으로서 익명성을 가지고 주변 사람들을 대하거나 표면적이고 형식

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아마도 빠르게 적응하고 살아갈 수 있는 기제

가 되었을 것이다. 이와 같이 국가주도의 경제발전 이후 현재까지 이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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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자유주의의 전횡에 따른 과도한 경쟁체제는, 더 노골적으로 타인 및 사

회와의 진지한 관계 맺기에 개인의 시간과 노력을 들일 수 없는 구조를 

만들어왔다. 당장 먹고 사는 문제와 관련하여 눈앞에 산재한 일들을 처리

하기에 급급하고 나머지의 일들은 거의 부차적인 것이 된 것이다. 마침내 

사회경제 발전 속도가 둔화된 최근에 와서는 무한경쟁에 지치거나 실패한 

사람들, 혹은 그 경쟁 구도마저 오르지 못한 많은 사람들이 삶의 의미를 

잃거나 박탈감을 느끼면서 여러 정신병리학적인 문제들이 사회전면으로 

노출되고 있다. 

이럴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권유받는 한 가지 주요한 정신적 치유 방안

은 바로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사랑하면서 스스로의 자존감을 높이라는 

것이다. 각종 자기계발서와 심리상담적 접근에서 쏟아내는 주장들, 이를 

테면 스스로에 대해 긍정적인 감정을 가지게 되면 정서적인 건강을 도모

할 수 있고 그로부터 각종 정신적인 기능장애 및 질병을 막을 수 있다는 

주장들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정신적으로 돌보거나 강화하는 대중적인 코

드가 되었다. 이러한 코드는 우리의 도덕교육적 접근에서도 만연하다. 다

음에 제시하는 우리나라 초등학교에 근무하는 한 교사의 견해는 이러한 

교육적 현실을 잘 드러내준다. 

도덕교과서는 교육과정 내용 전반에 걸쳐 자기계발, 정신승리, 긍정

적인 마음가짐을 강조한다. 그 이면에 숨어 있는 인간의 수단화, 불

합리한 구조의 지속, 낙관 편향의 위험성에 대한 고민이 조금도 없

다. 1단원 ‘자긍심과 자기계발’의 주제를 위해 교과서는 ‘닉 부이치

치’의 예를 들고 있다. [...] 교과서는 ‘팔다리가 없는 닉 부이치치도 

노력으로 꿈을 이뤘다’, ‘몸이 불편한 것보다 마음의 상처가 더 불행

하다’고 말하며 학생들에게 용기를 가지고 자기를 계발하라고 말한

다. [...] 그들이 평균에 이르지 못하면 ‘역시 장애인이어서 어쩔 수 

없어’이고 이들이 평균을 넘어서면 ‘위대한 인간승리’의 사례가 된다. 

‘모욕’과 ‘미화’가 아슬아슬하게 갈린다. [...] 교과서에는 나오지 않았

지만 닉 부이치치는 어린 시절 수차례 자살 추동을 느꼈다. 아이들이 

생각 없이 괴물, 외계인이라고 외치는 것에 수없이 상처를 받았기 때

문이다. 10살 때는 욕조에 물을 받은 후 빠져죽겠다는 결심을 한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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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있다고 한다. [...] 몸이 불편해서 마음까지 불편한 장애인들도 분

명히 존재하는 현실에서 우리가 어떻게 함께 살아가야 하는가라는 고

민은 어디에도 없다(김현희, 2018: 182-184).

도덕교과서는 장애인으로서 느끼는 깊은 절망감과 우울함의 가능성은 

회피한 채, 아이들이 “몸은 불편하지만 마음은 행복한 사람”이라는 전망을 

가지기를 요청한다. 교과서의 에피소드들은 대부분 ‘굳은 마음가짐을 가지

면 어떠한 어려움도 다 이겨낼 수 있다’라는 메시지로 일관하며 맹목적으

로 긍정적인 미래를 꿈꾸게 한다. 인간의 조건에 대한 숙고와 미래의 전망

에 대한 무한한 긍정의 접근은, 우리가 타인 및 사회와의 관계에서 합리적

이고 책임감있게 행위하기 위해 심각하고 진지하게 현실에 부딪쳐 사유하

는 것을 필수적인 절차로 동반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다시 말해 우리

에게 권유되는 내적 대화의 성격은 있는 그대로의 현실을 반영하여 타인

과의 갈등을 숙고하거나 자신과 타인의 취약한 점을 생각하게 하는 불편

한 진실에 마주하게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성과와 최적화를 중시하는 오

늘날의 문화는 갈등을 처리하는 작업을 허용하지 않는다. 시간이 많이 소

요되기 때문이다”(한병철, 2017: 41). 그리하여 타인과의 소통은 매끄러워

지고 서로 만족감을 제공하는 형태로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다. Roland & 

Foxx(2003: 271-272)는 감정적인 필요를 충족함으로써 상처를 치유받을 

수 있는 정서적 거처(shelter)를 만드는 것 또한 현대인에게 필요한 것이

지만, 이것만으로는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삶의 목적이나 행위를 변화

시킬 필요성이나 내면적 힘을 촉발시킬 수가 없다고 말한다. 이 내면적 힘

은 합당한 자신만의 가치와 기준을 세우고 그것에 따라 살아가려는 삶의 

통합성 및 정합성을 추구하려는 욕구로부터 비롯되며, 이러한 삶은 자신의 

행위에 대해 보다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인식하는 과정을 통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현재 통용되는 자존감은 자기를 객관적으로 인식하는 것

에 큰 관심을 두지 않음으로써 우리 삶에서 만나는 크고 작은 순간에 자

율적이고 독립적으로, 그리고 공적으로 의미있는 판단을 할 가능성을 보장

해주지 못한다고 볼 수 있다. 스스로를 맹목적으로 좋게 느끼고 싶은 욕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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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성공이나 성취, 혹은 타인과의 원만한 관계나 그들로부터의 호의적 태

도, 원하는 집단으로의 소속과 같은 목적을 달성하도록 추동하기는 하지

만, 성패와 관계없이 자신이 노력하는 과정 자체의 의미를 묻거나 그것의 

가치를 객관적으로 판단하게 하는 사유의 수고로움을 자처할 힘이 되지는 

못하는 것이다. 자존감의 맹점을 연구해온 학자들은 이러한 가정을 설득력

있게 만드는 증거로서, 조직 폭력배에 가담하여 강한 소속감을 느끼는 조

직원이나 무리를 지어 친구를 괴롭히거나 따돌리는 집단에 속한 청소년들

은 자신의 행위가 또 다른 누군가를 존중하지 않는 행위를 하게 되더라도 

꽤 높은 자존감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들기도 한다(Roland & Foxx, 

2003, 268; Massey, 1983: 250).    

이에 비해 자기존중을 가진 사람은 삶의 성공이나 경쟁에서의 승리, 혹

은 원하는 집단에 소속되고 싶은 욕망에 거리를 둔 채 자신이 행하는 행

위 자체의 의미를 묻고 그것의 가치가 무엇인지 탐색할 수 있다. 왜냐하면 

스스로를 존중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자신의 행위가 스스로의 삶과 타

인의 삶, 그리고 이 사회에 어떠한 결과를 가져올지 상상하면서 객관적으

로 인식하고 사유하는 과정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이 사유의 과정을 현실

과 연결하기 위해 모종의 판단을 도출할 때 결정적인 준거가 되는 것은, 

그 행위의 결과뿐만 아니라 그것을 도출하기까지의 자신의 사유의 과정이 

타인에게도 납득될 수 있는지의 여부이다. 칸트에 의하면 이러한 과정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인간의 ‘합리성(rationality)’이다(SR: 267-268). 

즉 자신의 사유과정을 존중할 만한 것으로 승인할 수 있는 내적인 전제조

건은, 타인을 자신의 위치에 놓은 채 검토함으로써 그들을 자신과 동등하

게 대할 수 있는 능력이며,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합리성은 계산적이고 도

구적인 합리성이 아니라 사람들 사이의 동등한 존엄성을 제공할 수 있는 

절차적 사유의 힘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인간다운 덕목

으로서 합리성을 가지게 되는 것은 인간의 필연적인 속성으로부터 자연히 

도출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넘어선 맥락과의 관계를 통해 끊임없이 스

스로의 기준을 검토하고 그 기준과 기대에 합치되도록 살아가려고 노력하

는 절차로부터 도출된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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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자기를 존중하는 자기관계의 교육적 함의를 말할 때 그것은 

필연적으로 스스로를 사랑하거나 좋아하는 것과 관련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자기를 존중하는 사람에게는 아전인수 격으로 판단하거나 행위하

는 것이 스스로에게 납득하기 어려운 것이 되기 때문에, 적어도 자기 자신

을 기만하지 않기 위해 주관의 판단이라고 할지라도 객관성을 획득하기 

위해 노력하게 될 것이다. Roland & Foxx(2003: 271)는 끊임없는 자기의

심과 깊은 불안정으로 평생을 고통받았던 아브라함 링컨이 겉으로 보기에 

낮은 자존감을 가진 것으로 보이더라도 정신병리학적 덫에 빠지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성공에 의존적이지 않은 자신의 ‘존재 가치’에 대한 ‘깊은 

감각’으로서 자신의 신념을 지속적으로 지지할 수 있는 자기존중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이처럼 자신의 사유와 행위를 타자 및 세계 속에 놓

아두고 보다 객관적으로 바라볼 때 납득될 수 있는 자기 자신을, 우리는 

맹목적으로 좋아하지는 않더라도 존중하는 가운데 깊은 감각으로서 긍정

할 수 있을 것이며, 바로 여기에 우리가 스스로 획득할 수 있는 인간적 품

위, 혹은 존엄성이 있을 것이다. 즉 자기존중은 근시안적으로 우리 자신에 

대해 긍정적인 느낌을 가지는 것과 관련되지 않더라도 보다 장기적인 관

점에서 스스로의 존재 가치를 형성해가는 것과 관련을 맺을 수 있다. 그리

고 이러한 존재 가치에 대한 깊은 감각은 자신에게 다가오는 일들을 객관

적으로 받아들이고 마주할 수 있는 정서적 강인함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현재 우리의 교육실천을 떠올릴 때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고 할 

수 있다.

2. ‘형성적’ 자기존중을 위한 자기표현

  

지금까지의 논의를 통해 볼 때, 자기존중은 자기 자신에 대해 긍정적 느

낌을 가지는 것보다 자신이 마주한 문제나 심리의 정황 및 배경을 ‘정확하

게’ 마주할 것을 요청함으로써 보다 ‘객관적’인 자기관계의 성격을 가진다

고 볼 수 있다. 즉 여기서의 객관성은 자기 자신의 이해관계를 ‘넘어서는’ 

기준을 통해, 타인의 이해관계를 고려하는 것이나 나의 선택과 결정이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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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적으로 내 주변과 나아가 세계에 어떠한 영향을 끼칠지를 고려하는 ‘내

적’ 검토에 의해 생성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여기서 도출할 

수 있는 ‘존엄성’의 성격은 상당부분 절차적이고 합리적으로 사유할 수 있

는 우리의 ‘내적 거리두기’의 능력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사회철학적 관점에서 보면, 각 개인의 내적 의식에서 도출되는 

절차적 사유의 합리성이나 정확성을 통해 자기존중 개념을 특징화하는 것

은 충분치 않아 보인다. 왜냐하면 근대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자기존중 개

념이 등장한 역사적 상황을 살펴보면 이것은 실제로 타자와의 ‘관계 속’에

서 각자의 인격적 가치를 드러내고 인정을 요구함으로써 성립하게 된 개

념이기 때문이다(Honneth, 1992/문성훈 외(역), 2011: 231-234). 다시 

말해, 사회철학적 관점은 자기존중 개념이 ‘의식’ 속에서 타인 및 세계와 

관계를 맺는 것 외에, ‘실제로’ 타인과 맺는 관계에서 자신의 인격을 인정

받음으로써 ‘형성’될 수 있다는 점을 조명한다. 이러한 특성은 자기존중이 

타인과 ‘함께 있는 상황’에서 형성되는 것이라는 점을 반영하기 때문에, 

학교 혹은 아이들이 모여있는 교육적 공간이 자기존중을 형성할 수 있는 

중요한 조건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여기서는 이처럼 타인과의 ‘실제적’ 관계가 자기존중을 ‘형성’할 수 있는 

조건이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사회철학자 악셀 호네트와 아

비샤이 마갈릿의 ‘자기존중’에 대한 견해를 살펴보고, 여기서 도출되는 자

기존중의 형성적 특성이 어떻게 ‘자기표현’과 개념적으로 관련될 수 있는

지 살펴볼 것이다. 호네트의 경우에는 근대적 국가의 성립과 ‘개인’의 정

체성 형성 간의 관계에 주목하여 자기존중의 특성을 제시하기 때문에 근

대적 의미에서의 자기존중 개념이 출현하게 된 배경을 잘 보여준다고 보

인다. 마갈릿의 경우는 보다 미시적인 인간의 상호관계에서 이해할 수 있

는 자기존중의 개념을 제안하는데, 여기서 그는 인간의 존엄성이 어떻게 

타인과의 관계에서 형성되는지 그 과정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기 

때문에, 본 연구의 관심에서 볼 때 흥미롭게 주목할 만하다.

1) ‘자기존중’의 형성적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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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악셀 호네트10)가 말하는 자기존중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호네트는 청년 헤겔에게 아이디어를 얻어 그의 저서 『인정투쟁』

(Recognition Struggle, 1992)/문성훈 외(역), 2011, 이하 RS)에서 자신

의 사회이론을 제시하는데, 여기서 인정투쟁은 개인 혹은 집단 간의 ‘상호

인정’이라는 상호주관적 상태를 목표로 하는 것으로 설정된다. 즉, 호네트

의 사회이론의 특별한 점은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려는 방향성이 궁극적으

로 개인의 건전하고 건강한 감정의 상태로 귀결된다는 데 있다. 이러한 상

호인정의 심리적 조건을 마련하기 위해 각 개인의 삶을 실현시킬 수 있는 

사회적 조건을 변화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호네트는 이 상호인정 관계를 

‘사랑, 권리, 연대’의 차원으로 나누며, 이로부터 도출되는 자기관계를 각

기 ‘자기확신(self-confidence)’, ‘자기존중(self-respect)’, ‘자기-가치부여

(self-competence)’로 대응시키고 긍정적인 자기와의 관계를 지속하기 위

해서는 세 가지 측면 모두가 충족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여기서 사랑은 

연인이나 부모 자식 간의 사랑을 포함하며 이들과의 충만한 사랑은 우리

의 본능적인 욕구 속에서 서로에게 의존하고 있고 충족되고 있음을 확인

하면서 정서적으로 일치되고 격려를 얻는 상호인정을 말한다. 이 인정의 

형태는 근대 이전에도 유효하게 말해질 수 있는 상호인정인 반면, ‘자기존

중’과 ‘자기-가치부여’는 비로소 근대에 이르러 형성된 개인의 특성과 밀

접하게 결부된다고 볼 수 있다(RS: 213).11)

10) 독일의 프랑크프루트 학파의 현대 주자인 악셀 호네트는 비판이론의 명맥, 

이를테면 인류의 문명화 과정이 자연과 우리 자신, 타인을 지배하게 된 양상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비판적 구도 대신, ‘인간화’된 우리 삶의 실현조건을 제

안하며 대안적 사회이론을 제시한다(문성훈 외, 2011: 14-15). 이 삶의 실현조

건이 무엇인지는 청년 헤겔에게 아이디어를 얻어 경험전환적인 시도를 겪은 

후 탄생한 그의 “인정투쟁”이론에서 설명된다. 구체적으로 그것은 사회적 투쟁

이라는 것이 개인 혹은 집단 간의 ‘상호인정’이라는 상호주관적 상태를 목표로 

하는데, 이 상호인정의 상태는 인간의 개인적 삶을 실현시킬 수 있는 사회적 

조건이면서 동시에 각 개인이 자기 자신과 맺는 긍정적인 관계의 심리적 조건

이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11) ‘자기존중(self-respect)’은, ‘자기확신(self-confidence)’과 ‘자기 가치부여/

자기효능감(self-competence)’에 비해 타인과 자신이 동등한 인격을 가진 존

재라는 점을 주요한 특성으로 한다. 다시 말해 자기확신은 타인에게 사랑받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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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호네트에 따르면, 자기-가치부여는 자신이 속한 공동체의 구성원

들에게 가치 있는 것으로 인정될 수 있는 능력을 발휘하는 것과 관계 맺

기 때문에, 만일 공동체의 성격이 폐쇄적이고 전통적인 인습에 의존한다

면, 이 자기관계는 근대적 개인의 형성과 밀접한 연관 속에 있다고는 볼 

수 없다. 즉 자기-가치부여가 근대적 의미에서 합리적이기 위해서는 경쟁

적 가치의 위계적 배열이 약하고 각 사회구성원의 다른 개성과 능력을 존

중하는 성숙한 공동체여야 하는 것이다(RS: 237-249)12). 이에 반해 자기

존중은, 앞서 칸트의 경우 살펴보았던 것처럼 근대로 이행함에 따라 인습

을 벗어나는 보편주의적 도덕에 근거하기 때문에 가장 근대적 성격을 강

하게 띤다고 할 수 있다. 예컨대 권리의 담지자로서 우리 자신을 이해하기 

위해 역으로 우리가 타인에 대해 어떤 규범적 의무를 져야하는지를 알아

야 한다는 ‘일반화된 타자’의 관점은 이제 ‘역사적으로’ 정당화될 수밖에 

없는 권리 체계로서 등장하게 된 것이다(RS: 215). 그리하여 보편주의적 

도덕 개념에 맞물리는 것으로서 누구도 예외 없이 동등하게 누릴 수 있는 

‘권리’ 개념은, 이미 인간의 존엄함이 사회적으로 보장되는 상태에서의 형

식적인 의미가 아니라, 개인들을 자유롭고 평등한 존재로서 인정해야 성립

경험을 통해 자신을 신뢰할 수 있는 감정에 토대한 자기 인정(liking-based 

recognition)이며, 자기 가치부여는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는 것을 통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자각하는 데서 오는 자기 인정

(competence-based recognition)이고, 마지막으로 자기존중은 자신이 타인

과 동등한 인격을 가진 인간이라는 점을 자각하고 동등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존재로 간주하는 자기 인정(equality-based recognition)으로 이해될 수 

있다는 것이다(Renger, 2017: 15). 

12) 자기-가치부여는 해당사회의 성숙도에 의존하기 때문에 근대 이후 발생한 개

념이라도 여전히 전근대적 양상을 띨 수 있다. 이하의 내용은 이 양상의 이해

를 돕는다. “사회의 윤리적 목표관이 여전히 실체적으로 주어져 있고, 이에 상

응하여 가치관들이 위계적으로 구조화됨으로써 더 가치있는, 더 무가치한 행위 

형태들의 우선순위를 매기는 잣대가 성립되어 있는 한, 한 개인의 신망 정도는 

신분사회적 명예라는 개념을 통해 특정된다. 즉 이러한 공동체의 관습적 윤리

는 사회적 과제 영역을 중심적 가치의 실현에 대한 예상 가능한 기여에 따라 

수직적으로 계층화함으로써 각 개인에게는 특수한 종류의 삶의 방식이 부여되

며, 각 개인은 이를 준수함으로써 그의 신분에 맞는 명예를 얻게 된다. […] 이

런 조건 아래서 한 개인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정향되어 있는 개인적 속성은 

개인사적 과정을 통해 개성화된 주체의 속성이 아니라 문화적으로 전형화된 

신분집단의 속성이다”(RS:237-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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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는 근대적 국가의 정당화의 명분 때문에 실용적이고 필수적인 것

으로 보장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전통적 권리관계에서 권리 인격체로의 인정은 

사회 구성원의 사회적 ‘지위’에 따르는 사회적 평가와 결부되어있어 ‘등급

화’되어 있던 데 반해, 보편주의적 도덕원칙에 종속된 동등한 권리 인격체

로의 인정은 사회적 가치부여 정도와 ‘무관’해졌는데, 이때 동등한 인격체

로 상호인정하기 위해 개인의 특성을 상정하는 것은 과연 어떻게 이루어

졌는가 하는 점이다. 호네트는 이 근대적 과도기의 애매함을 반영하여 상

이한 두 가지 존중의 형태가 동시에 등장했다고 주장한다(RS: 216-217). 

그것은 첫째, 모든 사람은 칸트적 의미에서 개인의 의지 자유에 의해 ‘보

편적’으로 존중받아야 한다는 권리 규정이며, 그리고 둘째 이 권리 규정

은, 항상 ‘구체적’ 사회의 구성원인 타인이 인격을 지닌 존재라는 사실을 

인지적으로 인정하는 문제를 수반하게 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보편적 

존중의 문제는 무조건적으로 자율적 개인에게 지켜져야만 하는 도덕적 지

식으로 전제되는 동시에, 이것이 실제로 근대적 권리 인정의 경험적 상황

에서 적용될 때 요청되었던 것은 이 권리를 적용해야하는 인간 주체의 범

위가 어디인지, 그리고 어떤 속성을 인격체를 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볼 것

인지 등에 대한 해석이었다. 즉 주체들이 권리 인격체로 인정되어야 할 

때, 주체들이 서로 존중하는 능력이 무엇인가 하는 것도 함께 규정되어야 

했다. 

보편적 권리의 인정에 결부되는 개인의 속성이나 능력을 인정하는 문제

는 자연스럽게 세 번째 자기관계인 ‘자기-가치부여’의 이슈와 연결되지만, 

여기서는 그 논의로 옮겨가기 이전에 호네트가 근대적 권리를 이중적인 

존중의 문제로 말할 때의 긴장에 좀 더 주목하고자 한다. 왜냐하면 모든 

인간을 동등한 인격체로 존중받아야 한다는 보편적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인정하면서도 사회구성원들이 구체적 맥락에서 서로를 권리 인격체로 존

중하는 것은 가변적이라는 사실은, 현재 우리도 겪고 있는 매우 현실적인 

긴장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이 당시 개인을 한 인격체로 

특징지을 수 있는 능력을 확정하는 데 영향을 많이 끼친 것은 바로 자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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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국가 형성에 자유롭게 합의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존재라는 사실을 

‘바깥으로’ 표출하는 것이었다는 점이다(RS: 223). 즉 각자가 타인과 동등

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은 추상적인 원리 수준에서 인식

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을 넘어, 타인에게 자신의 권리가 침해되는지의 여

부를 제기할 수 있는 능력, 즉 ‘능동적으로’ 권리 주장을 하는 능력에 의

해 투쟁하여 획득할 수 있는 있는 가변적인 문제가 된 것이다. 그리하여 

호네트에 따르면, 근대 국가의 형성 시기에 각 개인이 권리를 주장하는 것

은 전통사회처럼 더 이상 등급화된 명예 개념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면서

도 온전히 형식적인 문제가 아니었다. 왜냐하면, 서로 무엇을 인정할 수 

있을지에 대해 상호적으로 제기하고 정교화하면서 결정할 수 있는 개방된 

소통구조를 가졌기 때문이다(RS: 215).  

이와 같이 근대적 권리관계의 보편주의적 원칙이 어떻게 경험적으로 적

용되었는지 살펴봄으로써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타인과 동등한 인격을 

가진 존재이며 그로부터 자기존중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추상적으로 인간

의 평등이라는 가치를 수용하는 것을 넘어서서 ‘능동적으로’ 자신의 판단 

능력을 타인에게 보이고 인정을 요청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호네

트의 논의를 통해 볼 때 자기존중의 형성을 위해 교육적으로 주목해야하

는 지점은 학생들이 한 사람의 인격체로서 인정받기 위해서는 스스로가 

그러한 능력을 가진 존재임을 제시하는 기회가 부여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호네트에게 자기존중은 타자에게 자신의 능력을 표현하고 보임

으로써 획득하는 능동적인 것으로 이해되었다면, 마갈릿에게 자기존중은 

우리가 타인의 자기존중을 훼손하지 않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좀 

더 초점을 둔 개념으로 보인다. 특히 마갈릿은 근대적 개인의 ‘형성’과정

을 중심으로 자기존중을 논의한 호네트와는 달리, 지금 우리에게 절실하고 

급박하게 요구되는 도덕적 필요성에 의해 자기존중의 개념을 제시한다. 이

때 마갈릿이 말하는 도덕은, 누군가 모멸감이나 모욕 등의 학대를 겪으며 

고통을 당하고 있다면 당장 그 현상들을 근절하는 것으로 특징화된다. 그

러므로 마갈릿에게 자기존중은 우리가 스스로를 존중하기 위해 이해해야 

할 적극적(positive)인 개념이라기보다, 타인에게 모욕감과 모멸감을 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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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는 방식으로 학대의 상황을 근절하기 위해 선이해되어야 할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모욕과 대비되는 개념으로 자기존중을 제시함으로써, 호

네트의 자기존중이 기본적으로 도덕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인지적’ 능력

을 전제함에 비해 마갈릿은 정신지체인이라도 ‘인간적인 감정’을 느낀다면 

존중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현대적인 의미에서 볼 때 자기존중 개념의 

적용가능성을 확대하는 것으로 보인다.  

마갈릿(1996)은 이처럼 인간이 왜 인간으로서 존중받아야하는지에 대해 

인간의 본질적인 특성에 의존하지도 않으면서도 회의적인 허무주의 세계

관으로 치닫지 않고, 그저 고통을 감소시키고 학대를 근절해야 한다는 매

우 실천적이고 인본주의적(humanistic)인 정당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여

기서 고통을 감소시키고 학대를 근절하는 것을 인본주의라고 말하는 까닭

은 이때의 고통이 우리가 ‘인간다운 인간으로 대해지지 않을 때 발생하는 

것’으로 전제되고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이때의 고통은 우리가 인간으

로 존중받지 못할 때 느끼곤 하는 모욕이나 모멸감과 같은 것으로 묘사됨

으로써, 동물이나 식물도 인간에 의해 고통을 당하고 학대당한다고 말할 

때 우리가 전제하는 생태학적 관점과는 구별된다. 왜냐하면 동물이나 식물

이 스스로를 어떠한 인격적 주체로 인정할 수 있거나 그것을 훼손하는 데

서 오는 모욕을 당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이다. 

마갈릿의 이러한 인본주의적 자기존중의 정식화 방식은 현대의 교육맥

락에서 적절한 시의성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이때 우리가 인간

을 ‘인간다운 인간’으로 간주하게 되는 방식은 종교적인 관점에서 겸손한 

신앙인이 되었을 때 가지는 숭고함과도 다르고, 회개할 수 있고 미래를 바

꿀 자유의지를 가진 것으로 이해되는 인간의 필연적 속성에 의존하는 것

과도 다르기 때문이다(DS: 48-52). 대신 마갈릿은 자기존중이 스스로가 

‘인간이라는 집단’에 속하는 것을 자각할 때 가지게 되는 자신에 대한 긍

정적인 평가이지만, 이러한 자기 자신에 대한 평가 역시 타인과의 관계 속

에서 형성되어야 하는 개념, 즉 “사회적 자신감”과 관련된다고 말한다. 그

러므로 마갈릿에게도, 호네트에게서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인간다운 인간

으로 우리 자신과 타인을 인정하는 것은 ‘관계 속에서’ 형성해야 하는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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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된다. 

특히 마갈릿이 말하는 사회적 자신감의 의미는 권리나 의무와 같은 보

편적 개념이 아닌 ‘구체적인 인간적 관계’에서 느낄 수 있는 감정으로 이

해되기 때문에 주목할 만하다. 그는 톰 아저씨의 경우, 즉 노예로서 자신

이 신과 맺는 관계에서 스스로에게 존엄성을 느끼고 있지만 사회적으로는 

스스로가 타인과 동등한 인간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점을 예시로 들며 

자신이 말하고자 하는 자기존중의 개념을 특징화한다(DS: 48-52). 노예인 

톰 아저씨는 자신이 주인과 동등한 권리를 가진 인간이라고 보지 않는데

도 불구하고, 즉 사회적으로 타인과 동등한 인간이라고 보지 않음에도 불

구하고, 종교적 세계관 속에서 스스로가 아담의 후예라는 사실 때문에 모

종의 명예를 가지고 있을 수 있으며, 이 세계관에 따라 자신의 신분에 부

여된 질서를 지키는 것을 신적 명령의 복종으로 여긴다. 그에게는 인권으

로서의 권리 개념은 없지만 모종의 존엄성이나 명예는 있다고 볼 수 있는

데, 만일 주인으로부터 신의 자녀라는 명예가 짓밟힐 경우 모욕감을 느낄 

수는 있다.  

다른 한편, 마갈릿은 니체를 인용하며, 이러한 노예의 도덕은 처음부터 

자기 ‘바깥’에 있는 것들, 즉 부정할 수 없는 타인을 부정하는 것일 뿐이

라는 견해를 제기하기도 한다. 노예의 희생과 여기에 따르는 스스로에 대

한 숭고함은 타자로부터 존중받을 수 없는 것에 분노하는 자들이 이를 스

스로에게 감추는 방어기제로 해석될 수 있다는 것이다(DS: 38-39). 즉 노

예의 도덕성은 마치 지금 여기의 세계가 아닌 자신의 ‘내면’에서 독립성을 

성취하려는 경우로 보이지만, 그것은 분노를 타개할 방안이 없는 자들의 

“거짓 독립”이라는 것이다. 이를 통해 마갈릿은 호네트와 달리 권리 개념

으로서 자기존중을 설명하려는 프레임을 벗어나, 누구나 다른 ‘인간과의 

관계’에서 모욕감을 느낄 때 자기존중이 훼손된 경우로 의심해볼 수 있다

고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시 말해, 여기서 도출되는 자기존중의 특성은 

기독교적 세계관이 가정하는, 이를테면 가혹한 상황에서도 존엄성을 지키

기를 요구하는 인간의 ‘내면’세계에서의 존엄이 아니라 다른 인간과의 ‘사

회적’ 관계에서 형성될 수 있는 존엄이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사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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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열등한 지위를 가진 사람이 정말로 외부의 모욕에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은 불가능”(DS: 38)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다른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자기존중을 형성해야 한다는 논점은 

주로 유교 문화권에서 도덕적 개념을 이해해온 우리 사회의 문화적 감수

성에도 시사하는 바가 많다고 보인다. 유교의 인간관은 ‘인성’을 도덕적 

본성으로 파악하고, 인간은 인간들 사이에서보다 ‘하늘과 땅 사이’에 존재

하는 중간자적 존재로서 이해됨으로써 도덕적 수양과 배움을 통해 군자가 

되는 것을 이상적으로 삼았다(이남영 외, 2003). 즉 유교문화권에서는 개

인의 단위에서 도덕적 성품과 ‘예’라는 행동규범이 중시되었기 때문에 우

리는 끊임없이 자신의 성품을 수양하고 갈고닦음으로써 사회 질서를 보존

하는 데 기여한다고 믿었고, 이러한 방식으로 개인과 사회가 연결된다고 

간주했던 것이다(강명구, 2014: 186; 장은주, 2007: 398-399). 

그러므로 우리사회 역시 톰 아저씨와 동일한 기독교적 세계관에 토대한 

것은 아니지만, 전통적인 관점에서 볼 때 ‘사회적’ 관계에서 지켜내야 할 

자신의 존엄이 있다고 여기기보다는 자신과의 ‘내적’ 관계 속에서 도덕적 

성품을 수양하기만 하면 이러한 개인들로 구성된 사회는 자연히 윤리적인 

공동체가 실현된다는 신념이 지배적이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지금도 

그 영향력 하에서 완전히 자유롭다고 볼 수 없을 것이다. 즉 타인과의 관

계에서 모욕에 항거하거나 직접적으로 부딪쳐가며 자기존중을 지키려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외부의 자극에 대해 내적으로 인내하고 수양하는 것을 

미덕으로 여겼을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것처럼, 권력관계에 의한 폭력 및 인권침해의 온상이 공론의 장에서 뜨거

운 이슈가 되는 것을 보면, 아마도 개인 내적으로 수양과 인내를 하는 관

습이 현재 우리의 사회적 감수성에 더 이상 맞지 않음을 방증하는 것일지

도 모른다. 그리하여 모욕에 의해 짓밟힌 스스로의 인간성을 ‘사회적’으로 

회복하려는 투쟁이 우리에게 절실한 문제가 되어가는 중이라고 보인다. 역

으로 타인이 모욕감을 느끼지 않도록 하기 위해 우리가 어떠한 태도를 보

여야하는지에 대한 논의도 보다 활발해지고 있다.  

마갈릿은 이처럼 우리가 타인을 모욕하지 않고 인간으로 존중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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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록 ‘인간을 인간으로 보는 방식’에 대한 내용적인 측면을 제시한다. 마

갈릿은 “어떤 사람을 인간으로 본다는 것은 우리가 그의 육체에서 보게 

되는 것을 정신의 단어를 붙여서(이차적인 의미에서)”(DS: 110) 이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는 비트겐슈타인의 말을 빌려, 인간을 인간으로 본

다는 것은 그 육체가 영혼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보는 것이라고 말한다

(DS: 108). 예컨대 우리가 처진 눈과 입을 보고 그 사람이 ‘슬프거나 낙담

에 빠져있다’고 여기는 것은 우리가 물리적으로 보는 것에 인간적인 시선

을 부가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마갈릿은 우리의 ‘인간적인’ 시선은 그림을 

보는 데서 잘 드러난다고 말한다. 예컨대 피카소가 자신의 청색 시대(blue 

period)에 사람들을 파란 색으로 그렸을 뿐인데, 우리는 파란 그림을 보

고, 슬픈 그림이라고 말한다는 것이다(DS: 107). 그림 자체가 슬플 수는 

없다. 그림은 슬픔을 ‘표현’한다. 즉 우리는 그림에서 말 그대로(literally) 

슬픈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비문자적으로, 즉 직접 슬픔을 읽어낸다. 비

트겐슈타인의 용법에 따른다면 이차적인 의미에서 슬픈 것이다. 어떠한 표

현의 이차적인 의미는 ‘말 그대로(literal)’의 의미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다른 표현으로 환원될 수도 없는 고유한 어떤 것을 말한다(DS: 108). 다

시 말하면, 물리적으로 보이는 외형에서 정신적인 것을 읽어낸다는 것이

다.

다음으로 마갈릿은 ‘인간에게서 인간적인 측면을 본다는 것’을 우리가 

타인을 자기 삶과 관련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존재로 본다는 것으로도 

이해한다(DS: 133). 이것은 호네트의 경우와 유사하게 인간의 지적인 판단

능력을 존중하는 것을 의미할 수 있지만, 마갈릿의 경우 좀 더 실존적인 

의미를 내포한다고 볼 수 있다. 마갈릿은 인간은 자유로운 존재라는 존재

론적 선언처럼, 어떤 사람의 자유를 인정하는 것은 그를 자기통제력이 있

으면서도 자기 삶의 운영을 결정하고 영위할 수 있는 주체로 보는 것이라

고 말하기 때문이다(DS: 132). 이 자기통제력은 외부 환경에 대한 반사적

인 반응이 아니라 반성적이고 지연된 반응으로서 드러나게 된다. 즉 자기

통제력이 의미하는 것은 자극에 의한 반응으로서의 행동이 아니라, 이성을 

가진 자가 ‘내적 충동’을 극복하고 행위하는 것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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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볼 때 이 자기통제력은 앞서 심리학적 개념과 대비된 자기존중의 특성

처럼 자신의 상황에 대해 내적으로 성찰하고 절차적으로 사유한 후 의사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도덕적 능력으로서 간주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마갈릿은 자기통제(self-control)의 의미를 도덕적 능력보다는 

실존적 자유와 연관시킴으로써 자기존중이라는 자기관계가 작동되는 영역

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는 특정한 목표를 위해 

자신을 절제하고 만족을 포기하는 자기규제(self-regulation), 이를 테면 

냉혹한 복수심을 가진 사람이 복수의 순간을 위해 자신을 규제할 수 있는 

것과 자기통제는 다르다고 말한다. 즉 마갈릿에게 자기통제는 구체적인 목

표와 결부되지 않는 자족적인 특성을 가지는 것으로 자기 운명에 대한 통

제력에 더 가깝다(DS: 132). 그는 샤르트르의 견해에 기대어 인간의 단일

한 삶을 규정하는 성격이나 특성이 없다는 점에서 인간의 본성이 없다는 

것일 뿐, 모든 인간은 과거에 관계없이 어느 순간 자기 자신의 삶을 시작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즉 자신의 삶을 형성(shape)할 자유

가 있다는 점에서 인간적 본성을 지닌다고 주장한다(DS: 117). 다시 말해 

마갈릿에게 자기존중의 특성은 도덕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도덕적 자

유보다는, 이를테면 웨이터라는 자신의 직업이 유일한 역할인 양, 그리하

여 마치 그 역할이 자신의 영혼의 자리를 차지한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인간다움의 측면에서 자유로움을 보일 수 있는 것과 관련된다. 

이처럼 마갈릿에게 자기존중은 인간을 실존적 주체로서 인정하는 문제

와 밀접히 관련을 맺으면서 우리가 우리 자신과 타인을 ‘어떻게 인간다운 

인간으로 볼 것인가’라는 질문에 내용적(substantial)인 방향성을 제시한

다.13) 그것은 첫째, 입꼬리와 눈의 처짐을 보고 타인의 마음을 읽어내는 

13) 이러한 구도에 터하여 마갈릿은 자기존중이 철학적으로 ‘구조적인 문제’가 제

기되는 개념이라고 말한다(DS: 141). 이 말의 의미는 어떠한 개념이 외관상으

로는 외부 사태에 기댈 필요가 없어 보이지만, 예를 들어 자기존중은 분명히

자기 자신에 대해 스스로 내리는 평가이긴 하지만, 분석해보면 외부와의 관련

이 필요하다고 판명되는 개념이라는 것이다. 즉 자기존중은 다른 사람들이 ‘보

이는’ 태도에 의존하여 생성된 개념이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자기가 타인

에게 어떻게 보이느냐를 인식하는 것은 타인이 자신에게 보이는 ‘태도’와 밀접

한 관련을 맺을 수밖에 없는데, 이때 마갈릿은 자기존중과 다른 사람들이 보이

는 태도와의 관계가 인과적일 뿐만 아니라 ‘개념적’이라고 주장한다. 왜냐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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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처럼 혹은 타인이 그린 그림을 보고 그의 세계를 상상하는 것처럼, 자신

을 물리적으로 드러내거나 표현하는 방식에서 정신적인 의미를 읽어내고 

영혼적인 차원을 상상하는 것이다. 둘째, 자신과 타인을 자유로운 존재로 

보는 것으로, 여기서의 자유로운 존재는 도덕적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능

력보다 더 근원적인, 이를 테면 외부에서 붙여준 꼬리표가 아닌 자신만의 

방식으로 세계를 느끼고 반응할 수 있는 주체로 보는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호네트와 마갈릿은 자기존중 개념의 ‘형식적’ 측면과 현실

에서 작동될 수 있는 ‘내용적’ 측면을 각기 제시하면서 이 개념을 이해할 

수 있는 상호보완적인 관점을 제공한다고 보인다. 호네트에게 자기존중은 

근대적 개인이 형성되던 시기, 동등한 인격체로의 권리를 획득하기 위해 

규범적이면서도 실용적인 필요에서 등장하게 된다. 이 개념은 형식적이면

서도 경험적인 이중적 존중의 성격을 가지면서, 누구나 자신의 판단 능력

을 타인에게 보임으로써 능동적으로 획득할 수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이

에 비해 마갈릿에게 자기존중은 인본주의적 의미에서 우리 삶의 품위와 

존엄을 지켜낼 수 있는 실존적인 개념으로 이해된다. 자기존중의 훼손을 

모욕감과 모멸감이라는 인간적 고통의 감정으로 특징화함으로써, 자기존중

은 내가 획득하기보다 타인이 나를 인간적으로 바라보는 시선과 태도에 

의해 형성되어지는 것이라는 관점을 강화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마갈릿

은 타인을 인간으로 본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 방식을 구체적으로 제시하

고 그러한 타인의 ‘방식’이 스스로를 바라보는 시선의 ‘방식’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함으로써, 타인의 시선과 자기존중의 관계를 보다 밀접한 내

적 관계로 이해한다.

여기서 교육적으로 주목할 만한 흥미로운 부분은, 호네트에서 마갈릿을 

“인간 존중을 정당화할 수 있는 특성은 모두 인간을 인간으로 받아들이는 우

리의 태도”(DS: 140)에 의존한다는 것은 우리가 누군가를 본다는 사실, 그리고

우리가 누군가를 보는 방식에 의존한다는 것뿐만 아니라 그 누군가가 스스로

에 대해 심리적으로 가지는 태도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즉 인간이 다른

인간에게 보이는 ‘태도’는 인간다움이라는 개념이나 가치를 성립하게 하는 구

성요소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인간다움을 ‘어떻게’ 느낄지를 구성하는 요소이

기도 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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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할 때 우리 스스로를 존중할 수 있는 자기관계를 형성하는 데 요구되

는 핵심적 능력의 성격이 변화된다는 것이다. 이를테면 호네트에게 자기존

중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적인 능력은 보편적인 법의 적용이나 권리를 주

장할 수 있는 능력 혹은 ‘도덕적’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판단능력 등으로 

이해되는 반면, 마갈릿에게 자기존중은 누군가 인간다운 인간으로 대해지

지 않을 때 모욕감을 느끼지 않게 하려는 의식적인 고려나 태도에 의해 

규정되며, 이 태도는 자신과 타인이 한 사람의 인간이라는 것, 예컨대 무

언가를 느끼고 생각하고 기획하는 ‘실존적’ 인격체라는 것을 인정하는 시

선을 보이는 것으로 특징화된다. 다시 말해 호네트는 스스로를 존중하는 

것은 도덕적 판단 능력에 따라 결정된다고 말함으로써 자기존중의 ‘형성’

에 관한 교육적 관심에서 볼 때 자신의 능력을 ‘표현’해야 한다는 형식적

인 도식을 제공하는 반면, 마갈릿은 인간을 인간으로 보는 ‘방식’이 어떻

게 제시될 수 있는지, 즉 누군가 자기존중을 훼손하지 않기 위해 우리가 

어떠한 태도와 시선을 보여야하는지 그 내용적 요소를 제안함으로써 구체

적인 맥락에서 자기존중을 형성하는 데 참조할 수 있는 교육적 관점을 제

공한다고 보인다.

특히 자기존중의 형성적 특성을 ‘도덕적 의무’에 비해 인간의 ‘실존적 

상황’과 관련지을 때,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왜’ 자기존중을 형성하고자 

하며 그것에 가치를 부여하는지 그 동기적 측면을 잘 이해하게 된다. 어쩌

면 자기존중을 도덕적 의무에서 비롯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는 칸트에

게서조차도 실존적 존재로서의 인간의 조건과 자기존중의 상관관계를 엿

볼 수 있는지도 모른다. 칸트는 인간에게 어떻게 정언명령이라는 것이 가

능한가의 물음에 대해 그저 자유의 이념을 제시할 수 있는 우리 자신, 그

리고 이러한 우리 자신의 필연성을 통찰하는 것에 의해서만 답해질 수 있

다고 말할 뿐이다(GM: B124). 다시 말해, 우리의 이성에 의거해서는 ‘왜’ 

우리가 자유를 지향하는 존재인지는 답할 수 없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이라고는 단지 그런 존재라고 필연적으로 느낄 뿐이라는 칸트의 설명은 

다소 무책임해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무기력한 설명은 그 자체로 

우리 자신은 스스로가 결코 파악할 수도 없는 예지계를 꿈꾸는 존재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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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을 긍정하는 인상을 준다. 그리하여 “예지 세계라는 이념 자체가 우리의 

동기일 것이고 바꿔 말하면, 이성이 근원적으로 관심을 갖는 그런 

것”(GM: B126)이라는 칸트의 설명은, 소박한 방식으로 존엄한 삶을 지향

하는 인간의 실존적 욕구 및 조건을 인정한다고 볼 수 있다. 

여기서 나아가 현대적 맥락에서 호네트와 마갈릿은 공통적으로 우리 자

신의 어떠한 특성을 타인에게 ‘표현’하고 그것에 대한 반응과 인정을 획득

하는 것을 자기존중을 형성하는 주요한 과정으로 삼고 있다고 보인다. 물

론 이들이 사회철학자라는 점을 감안할 때, 자기존중은 근대적 개인의 권

리가 형성될 때 타인과의 관계에서 자신의 동등한 인격을 외적으로 주장

함으로써, 또 다른 한편으로는 타인이 나를 인간적인 측면을 가진 존재로 

바라보고 그러한 태도를 취함으로써 성립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발달과정

에 있는 아이들에게는 다소 동떨어진 개념이라고 여겨질 수도 있을 것이

다. 그러나 호네트 자신도 말하듯이 자기존중은 어느 순간 가질 수 있는 

능력이 아니라 어릴 때부터 축적해가는 호혜성(reciprocity)의 발달에 의

해 형성되는 능력이다. 이때 자기존중의 형성을 위해 호혜성 속에서 오가

는 ‘표현’과 ‘반응’의 성격이 무엇일 수 있는지에 대해 마갈릿은 유의미한 

특성을 잘 말해주고 있다고 보인다. 즉 인간다움을 드러내거나 형성하는 

데 기여하는 ‘표현’은, 물리적으로 감각하는 것들에 우리의 정신적인 의미

를 부여하여 이해하는 것과 밀접한 관계를 맺는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

리는 타인의 가시적인 외양 이면에 비가시적인 정신과 영혼적 세계가 있

다는 것을 상상하고 그 존재를 인정하는 태도를 취해봄으로써, 존엄성을 

가진 존재로 서로를 대하는 방법을 익히며 각자의 인간다움을 형성해갈 

수 있을 것이다. 

2) 자기표현과 호혜적 인정관계

지금까지의 논의를 통해 볼 때, 자기존중이 가능한 자기관계는 특정한 

능력이나 자격 등 실체가 있는 것을 소유함에 의해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것을 인간다운 것으로 볼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떨 때 존엄성이 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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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되었다고 느낄 수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에 의해 특징지어진다

고 할 수 있다. 자기존중이 상호적 관계에서 형성되는 판단 능력과 밀접한 

관련을 맺는다는 사실은, 이것이 특정한 지식이나 태도를 홀로 함양함에 

따라 가능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타자의 표현을 보

고 듣거나 혹은 자신의 의견이나 판단을 표현하고 그 판단에 따른 반응을 

획득하는 것에 의존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이해는 자기존중을 형성할 수 있는 개인의 내적 조건뿐만 아니

라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환경적 조건으로서의 ‘상호적 상황’에 주목하게 

한다. 왜냐하면 누군가 존중받고 인정받으려면 누군가는 존중하거나 인정

하는 태도를 보여야 할 것인데,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상황 자체가 교육적

으로 주목되고 권장될 수 있는 상황일 것이기 때문이다. 

인격은 오직 사회화의 방법을 통해서만 개인화되고, 또 이 인격이 의

사소통적으로 산출된 호혜성(혹은 상호성, reciprocity)을 통해 외면

적으로 표현하는 정도에 비례하여 이 인격의 내면적 중심이 형성되기 

때문에, 이 훼손가능성에 저항하는 도덕 속에는 훼손가능한 정체성의 

상호주관적 구조 자체가 반영된다. 따라서 호혜적 인정관계의 사회적 

그물을 동시에 보호하지 않고서는, 모든 사람에 대한 동등한 존중을 

요청하는 개별적 인격의 정체성이 보호될 수 없다(Habermas, 1993/

이진우(역), 1997: 212, 강조는 인용자).

하버마스의 위의 인용은 우리가 인격을 가진 한 사람의 개인으로 성장

하는 데에 자기표현과 이 표현에 의해 형성되는 호혜적/상호적 인정관계

가 필수적일 수 있다는 것을 잘 보여준다. 자기존중의 형성을 위한 자기관

계에 교육적인 관심을 가진다면 우선적으로 ‘상호적 인정관계’를 어떻게 

구축해줄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함께 제기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하

버마스는 기본적으로 개인 혹은 인격(person)으로의 성장에 대한 의사소

통에 토대한 발달론적 관점을 제시하기 위해, 인지적 발달 단계(피아제)와 

도덕적 실천 능력의 발달(콜버그) 단계를 동시적으로 고려하면서 이전 단

계들에서 다음 단계로의 ‘성숙’을 추동하는 것으로서 상징적 상호작용론



- 56 -

(미드)을 복합적으로 고려할 것을 제안한다(Habermas, 1990). 실제로 하

버마스는 개인을 환경에 속한 존재로 보면서, 미드(G. H. Mead)의 ‘내가 

파악하는 선험적인 본래 있는 나(주격 나)’와 ‘타자의 관점을 수용함으로써 

접근하는 나(목격적 나)’ 사이의 긴장과 통합의 역동으로부터 자아정체성

이 형성된다는 데 의견을 같이한다. 특히 이 긴장과 통합을 야기하는 상호

성은 자아 혹은 타인에 대한 분리나 자각이 없는 어린 아이일 때부터 부

모나 그 아이를 주로 대하는 양육자와의 관계에서 형성될 수 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즉 한 개인으로 성숙하면서 거치는 인지발달과 관점인계, 

그리고 이 관계에 개입하는 상호작용 간의 역동성은 통합적으로, 그리고 

연속적으로 파악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하버마스에게 개인화(individualization)되는 과정에 수

행되는 “외면적 표현”은 자아가 자신이 속한 상황에서 타인과 상호작용하

는 가운데 상호성을 발달시키는 과정으로 이해될 수 있다. 특히 여기서 주

목하고 싶은 지점은 특정한 상황 속에서 자아가 행하는 표현은 그 자신과 

함께 있는 타인들과의 관계를 ‘상호적 인정관계’로 만들 수 있는 변증법적 

맥락 속에 있다는 것이다. 즉 하버마스는 미드의 상징적 상호작용론으로부

터 개인의 인격형성에 관한 함의를 얻을 뿐만 아니라, 개인의 발달에 따라 

형성되는 공동체의 성격 또한 변화된다는 것에 주목한다. 다시 말해 하버

마스는 사회 속에 있는 개인을 중시하지만, 사회 안에 종속된 존재로 개인

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발달과정과 여기에 영향을 받는 사회의 

진화과정을 동근원적으로 파악하고 있다는 것이다(김동규, 2010). 그러므

로 훼손가능성에 열려 있는 “호혜적 인정관계의 사회적 그물”이라는 것은 

진공상태에서 어느 순간 주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각자가 스스로를 외

면적으로 표현할 때 만들어진다. 바로 이 ‘관계’로부터 개인의 인격적 중

심이 점차 형성될 수 있다고 보는 하버마스의 논의는, 자기존중을 형성할 

수 있는 자기관계란 이를 가능하게 하는 공동체와의 관계를 형성하는 것

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는 통찰을 제공한다. 

이렇게 볼 때 한 사람의 인격으로서의 성장한다는 것은 그 자아가 속한 

소통적 관계망을 구성하는 것과 함수관계에 놓인다고 볼 수 있으며,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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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관심에서 이러한 소통의 관계망을 어떻게 형성하도록 도울 것인가의 

문제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즉 여러 사람이 참여하고 있는 공간에서 

학생들이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며 소통할 수 있다는 것은 이 과정 자체가 

자기존중을 위한 호혜적 인정관계의 사회적 그물을 만들어가는 것을 학습

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해는 우리가 수업현상에

서 대부분 함구하고 잘 표현하지 않는 문제가 단순히 학업성취도와 관련

하여 효율적이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말해준다. 

함구현상이 만연한 수업현상은 서로 인정할 수 있는 관계의 그물망을 만

드는 교육에 실패하고 있다는 것이며, 자신과 타인이 서로를 드러내도 괜

찮을 만한 안전함과 편안함의 필요성조차 느끼기 못한 채 자라나고 있다

는 것을 뜻할 수 있다. 

특히 자기표현을 통한 호혜적 인정관계의 형성은 우리나라의 독특한 문

화적 관습에 비추어볼 때 타인의 인격을 평가하는 태도를 성찰할 수 있는 

참조점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유의미하다. 최봉영(2006)에 따르면, 우리

문화에는 인간에게 일정한 격식이 본질로서 존재하는 것으로서 ‘인격’을 

이해하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그러한 격식을 갖추고 실천하는 데는 개인

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믿으면서, 이러한 차이에 따라 우열을 매

기곤 한다. 다시 말해 우리는 ‘인격’이라는 말을 통해 인간의 본질을 전제

한 상태에서 그것에 부합하는 격식을 본보기로 설정해 놓고 ‘완전한’ 인간

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이 ‘인격’이라는 전제를 당연

하게 받아들이고, 인격의 완성에 이른 자들이 성인, 현인, 전인, 완인 등의 

경지에 이르렀다며 높은 가치를 부여하는 반면, 그렇지 못한 자를 비인격

자라고 낮추어 불러왔다(최봉영, 2006: 287). 특히 인격을 대하는 사람들

의 태도는 세 가지로 구분되었는데 “인격을 무겁게 여기는 것이 중시, 가

볍게 여기는 것이 경시이고, 아주 없이 여기는 것이 무시”(최봉영, 2006: 

290)이다. 그런데 이 구분이 곧 사람됨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이다 보니 우

리는 ‘나’의 인격이 ‘중시’되는 것을 바라느라 상대의 인격을 인정하는 일

보다는 나의 인격을 지키는 것을 더 우선적으로 여겨왔다는 것이다. 그리

하여 ‘체면을 세우고, 체신을 지키며, 체통을 잃지 않으면서’ 자신의 인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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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지키는 것을 매우 중시해왔다고 볼 수 있다(최봉영, 2006: 290). 

이러한 우리의 문화적 관습은 성인의 문화뿐만 아니라 점차 자의식을 

획득해가는 아이들의 문화에도 스며들 수 있다. 왜냐하면 아이들의 표현에 

대한 반응을 함으로써 인격을 평가하는 암묵적 방식을 가르치고 있는 것

은 바로 기존 문화에 속한 성인들이기 때문이다. 아이들이 정답을 말하는 

것에 긍정적으로 반응하고, 엉뚱한 질문이나 새로운 의견에 어떻게 반응해

야 할지 모르거나 진도와 관련이 없기 때문에 다룰 필요가 없다는 식으로 

반응한다면 그 상황에 아이들은 자기도 모르게 ‘중시’와 ‘무시’의 시선과 

반응을 배우게 된다. 특히 급속한 근대화와 더불어 안정되고 성숙한 공동

체 문화를 형성하는 데 큰 관심을 기울이지 못해온 우리사회에서 타인의 

인격을 지키려고 하기보다 자신의 인격을 지키고자 하는 방식으로 이어져

오는 상호방식의 경향성은 우열의 방식으로 자신과 타인을 평가하는 교육

문화에 한 몫하고 있다고 보인다. 즉 나의 인격을 과시하거나, 혹은 상대

방으로부터 인격적으로 무시당하는 것을 지나치게 두려워하여 상대방보다 

자신의 인격을 우월한 것으로 두고 그 거리를 떨어뜨리는 방식을 취하는 

것(최봉영, 2006: 290)은 교육문화에도 반영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자기표현이 자유롭지 않은 우리의 교실문화는 타인 앞에서 자신

을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임’으로써 스스로를 타인과 마

찬가지로 말할 수 있는 존재로 인정할 때 획득할 수 있는 자기존중 형성

의 가능성을 축소한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 우리가 겪어온 교실상황을 떠

올려볼 때, 모두가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말할 권리가 있는 존재로 여길 

수 있는 경험을 한다고 볼 수 있을까? 우리의 교실상황에서 현실적으로 

목격하고 있는 것은 공적인 공간에서 표현하고 있는 사람, 그리하여 말할 

능력이 있는 사람으로 간주되는 이는 소수라는 사실이다. 즉 모든 사람이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동등한 권리나 능력이 있다는 명제는 추상적으로 

인식되는 것일 뿐 실제로 자기 자신이 타인과 동등한 존재라고 여길 수 

있는 경험이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불평등은 이미 자기 자신을 잘 표현할 수 있는 사람들이 권

리를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 표현하지 않는 이들에게 권리를 찾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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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어야 하는 이분법적 구도로 이해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보인다. 왜

냐하면 표현하는 사람이 아닌 ‘표현하지 않는 사람’도 이 불평등을 조장하

는 데 일조하고 있다고 보이기 때문이다. 더 구체적으로 말해, 우리가 자

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것이 앞서 말한 것처럼 타인에게 자신의 인격을 

경시당하거나 무시당하고 싶지 않은 데서 비롯된 것이라고 해석될 수 있

다면, 역으로 우리는 누군가 서투르게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거나 오류가 

있는 답을 할 때 마음속으로, 어쩌면 자기 자신도 모르는 사이 눈빛이나 

몸짓의 태도로, 그 친구의 인격을 무시하거나 경시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더 노골적으로 말하자면 우리는 실제로 현실에서 그렇게 하지 않

으면서, 타인을 동등한 인격을 가진 것처럼 받아들이는 체하고, 자유로운 

시민이 될 동료라고 믿는 체 하며 살아가는 것이다(Kwak, 2010: 

414-415). 왜냐하면 우리가 침묵을 지키며 타인이 자신을 무시할지도 모

른다고 여기는 두려움에는 내가 현재 타인을 무시하고 있다는 투영이 깔

려 있는 것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타인과 내가 동등한 인격이라고 여기게 되는 것이 환상이 아

닌 실천이 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일까? 그 시작은 내가 먼저 타인을 무시

하지 않는 것일 수 있다. 그런데 ‘어떻게’ 타인을 무시하지 않는 것을 실

천할 수 있을까? 지금까지의 논의에 비추어볼 때 일차적으로는 타인의 발

화를 듣고 발화의 탁월함이나 서투름으로 그 사람의 인격을 평가하지 않

는 것일 수 있다. 즉 내가 타인을 무시하지 않는 데서 곧 누군가 나를 무

시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방법

은 나 스스로가 공동체의 침묵을 깨트리고 자기 자신을 ‘표현’하는 것일 

수 있다. 이 표현 행위가 의미하는 바는 지금 자신이 속한 공동체에서 자

기를 드러냄으로써 자신을 평가할 사람들보다 스스로가 우위에 있지 않다

는 것을 암묵적으로 공표하는 것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미 알고 있는 것을 전달하거나 혹은 자신을 드러내는 것과 

관계없는 말하기가 아닌, 자신의 생각과 느낌이 무엇인지 명료화하려고 탐

색하는 과정을 타인 앞에 드러내어 표현하는 것은, 자신의 불완전한 자아

에 대한 인정일 뿐만 아니라 열린 자아의 상태를 타인에게 공표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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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타인 또한 그러한 열린 자아로 간주하고 있다는 데 대한 암묵적인 방

증일 수 있다. 즉 우리에게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그것

은 모두가 탁월한 답을 내놓을 수 있는 능력을 성취하게 되어서라기보다 

누구나 열린 자아로서 자신을 구성해나갈 수 있는 조건을 만들 수 있기 

때문일 것이다. 이를 통해 볼 때, 자기표현을 통해 자기존중을 형성할 수 

있는 과정은, 타인 또한 스스로를 존중할 수 있는 상호적 인정관계를 만드

는 것과 불가분의 관계에 놓여있다고 할 수 있다. 즉 우리가 자기존중을 

형성할 수 있는 조건은 온전한 표현물을 타인 앞에 내놓고 인정받는 것이

라기보다는 그것의 완전함에 관계없이 물리적으로 공간에 현시되는 표현

의 현상 차원에서부터 확보되며, 각자가 외면적으로 자신을 드러내는 이 

현상으로부터 상호적 인정관계의 그물망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본 장에서는 심리학에서 통용되는 자존감 개념이 개인의 주관적이고 우

호적인 자기관계를 강조하는 경향이 있는 반면, 좀 더 넓은 맥락에서 스스

로를 바라보고 자신의 생각과 행위를 객관화시키고 평가함으로써 자기를 

넘어선 가치에 관여할 수 있게 되는 자기존중의 측면은 약화되어왔다는 

점을 조명하였다. 그리고 우리가 현재 자기존중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로

서, 정서적으로 강인한 자아의 형성이 요청되는 때라는 점을 상기해보았

다. 특히 자기존중을 구성하는 인간다움에 대한 민감성이나 판단력은 타인

의 외적 표현에서 정신적인 의미를 읽어낼 수 있는 태도를 형성하는 것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기 때문에, 교육적인 환경설정이 중요할 수 있음을 제

시하였다. 즉 자기존중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자신을 드러내고 존중받을 만

한 상호인정의 관계망이 요청되며, 이 관계망은 타인 앞에서 각자의 내면

을 표현하는 것에 비례하여 촘촘히 얽혀진다는 것이다. 

한편 이때 요청되는 표현의 성격은 우리가 특정한 사물이나 사태를 보

고 판단하면서 그 판단을 명료화할 말을 찾아가는 과정과도 밀접한 관련

을 가진다고 볼 수 있었다. 우리가 타인의 표현을 통해 인간다움을 발현하

고 또 나 자신의 표현 중에 스스로의 인간다움을 형성해나간다고 할 때, 

이 표현의 존재방식은 매끄럽게 구성된 완성품이 아니라 사물에 대한 이

해를 형성해가는 ‘과정’에 있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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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표현의 특성은 특정 대상을 이해하는 중에 있는 자아의 존재 방식과도 

밀접한 관련을 맺는다고 할 수 있다. 이어지는 III장에서는 이처럼 자기존

중의 형성을 위해 요청되는 표현의 특성을 자아의 형성 측면에서 탐색해

보고자 한다. 사물과의 관계에서, 그리고 세계와의 관계에서 그 대상과 세

계의 이해를 표현하는 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를 형성하는 것으로도 

설명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근대인의 자기이해는 ‘예술’의 새

로운 의미의 획득과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는 점을 짚어가면서, 예술이 어

떻게 우리 스스로를 이해하기 위한 언어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었는지, 그

리고 이것의 교육적 의미는 어떻게 해석될 수 있을지 탐색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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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존엄한 삶과 예술

본 장에서는 자기존중의 형성을 위해 요청되는 ‘표현’의 특성을 탐색하

기 위하여 ‘자기 스스로를 이해하는 것’과 ‘자기표현’은 어떠한 관계를 맺

을 수 있는지 검토해보고자 한다. 특히 근대인의 자기이해와 표현의 관계

는 근대 이후의 ‘예술’이 새로운 의미를 획득한 과정과 밀접한 연관 속에 

있다는 점을 짚어가면서, 예술이 어떻게 우리 스스로를 이해하기 위한 언

어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었는지, 그리고 여기서 도출될 수 있는 교육적 

의미는 무엇인지 탐색해볼 것이다. 이를 위해 먼저 표현을 통해 명료화되

는 자기이해의 성격 및 의의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나 자신의 생각이나 감

정을 대상화하고 그것을 표현하는 것은 다른 대상을 지각하고 표현하는 

것과 어떻게 다를 수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나에 대한 앎을 형성하는 

‘자기인식’(self-knowledge)이 객관적인 대상을 인식하는 것과 다르다면, 

그 구체적인 차이는 나 자신에 대한 감정을 언어로 명료화하는 표현과정

에서 발생한다고 보이기 때문이다.  

1. 자기형성과 자기표현

1) ‘자기인식’을 위한 자기표현

현대 분석철학자 리차드 모란(Richard Moran, 2001)은 자신의 흥미로

운 저서 『특권과 틈: 자기인식에 관한 에세이』(Authority and 

Estrangement: An Essay On Self-knowledge, 2001, 이하 AE)에서 본 

장에서 주요하게 참조할 수 있는 자기인식의 특성을 분석한다. 그는 자기

인식은 기본적으로 일인칭적인 관점에 의해 이행되는 특성 때문에 인식론

적 지위나 가치가 그다지 인정되기 어렵다는 그간의 철학적 관점들에 반

대하면서, 이것은 실제적(substantial)인 인식론적 성취로 간주될 수 있다

고 주장한다(AE: 32). 다만 이 인식은 다른 인식작용과 달리 매우 독특한 

특성을 띠는데, 모란에 의하면 그것은 자기인식이라는 인식론적 성취가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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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의 ‘행위 주체성(agency)’과 ‘책임감(responsibility)’을 구성하는 실천적 

능력(practical ability)과 관련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독특한 특성은 역설

적으로 우리가 스스로를 ‘일인칭적 관점’으로 볼 수 있다는 바로 그 조건 

때문에 가능하다. 

모란은 일인칭적 관점으로 우리 자신을 보는 것은, 타인이나 다른 대상

을 알기 위해서 외적 양상을 관찰하거나 증거 자료에 의해 경험적으로 알

게 되는 것과 달리 ‘직접적’으로 자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비대

칭적인 성격의 앎이라고 말한다. 이 ‘비대칭(asymmetry)적인 접근’은 데

카르트가 의식을 검토하는 우리 자신의 존재를 자각할 때 도출해낸 특성

으로 근대의 사상적 발전에 토대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포

스트 모던 흐름에서 이러한 접근은 정초주의(fundamentalism)에 대한 회

의적 시각 및 내관(introspection)이 가지는 유아적 고립성, 혹은 정신철

학이나 분석심리학에서 무의식을 강조하는 경향성 때문에 외면을 받아오

기도 했다(AE: 1-20). 그러나 모란은 우리 자신에 대해 일인칭적 관점으

로 파악하여 획득하는 자기인식은 일반적인 지식판단이나 진리주장이 가

질 수 있는 경험적 증거의 측면에서는 결함을 가지지만, 모종의 ‘특권

(authority)’을 가지기 때문에 비대칭적인 접근의 유용성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때 비대칭적인 접근에서의 특권은, ‘우리가 정신적 삶

을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를 보여주는 특수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점과 

관련된다. 여기서 특수한 지식으로서의 자기인식은 합리적 행위나 선택, 

자신의 신념에 대한 비판적인 평가, 그리고 반성적인 자기형성과 같은 능

력을 추동한다는 점에서 특별한 인지적 성취를 보이는 것이다.14)

그런데 우리가 자기 자신을 ‘인식’하는 것이 어떻게 우리의 실천적 능력

을 추동할 수 있는 것일까?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모란이 설명하는 

자기인식 과정의 독특한 ‘객관성’의 성격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선 일

14) 모란은 물론 우리가 스스로를 인식하는 것은 일인칭적 관점 외에, 3인칭적 관

점에 의해서도 이행된다고 주장한다. 즉 자신의 행동이나 다른 증거를 통합하

여 스스로의 정신적 태도에 관한 자기귀인(self-attribution)의 형식으로 자기

인식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부인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모란은 기본적으로

‘주체성’이나 ‘책임감’과 관련하여 자기인식의 인지적 성취를 주장하기 때문에,

일인칭적 관점에 특별한 강조가 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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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적으로 무언가를 인식할 때의 객관성은 외부에 있는 대상과 내 의식 안

의 그 대상에 관한 생각을 대응시킴으로써 생성된다. 그런데 모란에 의하

면, 우리가 스스로를 인식하고자 할 때 객관성을 생성하는 것은, 다른 대

상을 파악함으로써 생성하는 객관성과는 확연히 다르다. 다시 말해 자기인

식의 ‘객관성’은, 사태와 진술의 사실적 대응 관계로부터 도출되는 객관성

과는 다르다는 것이다. 예컨대 우리 자신이 아닌 ‘나무’에 대해 인식한다

고 해보자. 우리는 그 나무가 뾰족한 잎의 형태를 가지고 있다는 지각적 

정보를 가지고 그러한 잎의 형태는 사계절 내내 푸른 나무에서 나타나는 

특징이라거나 하는 등 여러 배경지식을 연상하면서 그 나무를 ‘인식’할 수 

있다. 그런데 그 나무를 이런 식으로 나의 의식 속에서 인식한다고 해서, 

지금 나의 의식 밖에서 존재하고 있는 그 나무의 양상에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 즉 나의 인식과 나무의 존재론적 양상은 독립되어 

있다.  

그러나 우리 자신에 대한 인식은 어떠한가? 우리의 내면에 관한 것들, 

이를테면 일상적 삶에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나 특정한 사건들로부터 느꼈

던 직관적 감정이나 정서, 분노나 욕망을 불러내 그것이 어떠한 것인지 인

식하는 과정은 그저 이미 존재하는 대상을 인식하는 메커니즘과는 다르다. 

다시 말해 자기인식은 세분화되지 않았던 내면의 것들이 명료화되면서 이

전에 뭉뚱그려진 형태와는 ‘다른 양상’으로 우리의 의식에 ‘존재’하게 된

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불명료한 내적 대상들을 이렇게 존재하게끔 만드

는 과정이 우리 스스로에게 도덕적이거나 실천적인 영향력을 끼친다는 것

이다. 예컨대 타인을 향해 가지는 막연한 부정적인 감정이 어디서 발원한 

것인지 명료화하며 생각하다보면 그것이 그에 대해 느끼는 부러움이나 질

투였다고 판단할 수 있다. 이때 부러움이나 질투라는 감정으로 자신의 상

태를 명료화하는 순간, 이전의 지배적인 감정적 상태는 그대로 두어야 할 

것이기보다는 극복해야 할 무언가로 느낀다. 이처럼 자기인식은 추상적인 

감정이나 느낌 안에 머물러 있는 상태가 아니라, 그 감정이나 느낌을 대상

화하여 그것의 정체가 무엇인지, 그것을 느끼는 것은 과연 타당한 감정적 

반응이며 다른 사람에게도 이해가능한 것인지, 혹은 자신의 이익에 기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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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기만적인 반응은 아니었는지와 같은 평가적 질문을 제기하면서 우리

의 실천적 지향성에 관여하게 된다.

이를 통해 볼 때 자기인식을 통해 명료화된 우리의 내적 역동이나 감정

은, 처음 촉발된 감정이나 직관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바라보고 사유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존재론적 지향성에서의 변형’이 일어난 상태라고 볼 수 

있다. 즉 우리 자신에 대해 인식한다는 것은 우리 내면의 어떤 것에 변형

을 일으키며 전에는 존재하지 않던 아이디어나 지식을 생산하는 과정이며, 

동시에 이 과정은 스스로에게 도덕적이거나 실천적인 영향력을 끼친다는 

것이다. 모란에 따르면, 이때 우리에게 도덕적이거나 실천적인 태도의 변

화가 일어나는 까닭은, 자기인식과 이 인식의 성취로서 나타나는 존재론적 

지향성에서의 변화 사이에 ‘행위 주체성’과 ‘책임감’이라는 두 가지 개념이 

주요하게 작동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러한 자기인식 과정에 동반되는 행

위 주체성과 책임감이 작동하는 방식에 대한 모란의 설명은 다소 특별하

다는 생각이 든다. 왜냐하면 모란에 따를 때 자기인식에 의한 존재론적 지

향성의 변형에 따라 나의 실천적 태도가 바뀌는 것은, 규범적인 것을 따르

려는 일방향적 실천의지보다 마치 창작활동에서 발휘되는 ‘나’와 ‘나의 생

산물’ 간의 양방향적 ‘소통’과 같은 것을 수반한다는 인상을 주기 때문이

다.

이러한 이해는 모란이 ‘자기인식’과 ‘언명 혹은 공언(avowal)’간의 관계

를 분석하는 것에 의해 뒷받침될 수 있다. 우리가 스스로의 ‘감정과 생각

에’ 대해 사유하면서 새롭게 형성하게 된, 즉 우리 자신에 대해 명료해진 

어떠한 앎을 모란은 ‘언명’이라고 명명한다. 우리는 이 언명을 통해 자신

은 어떠어떠한 사람이기 때문에, 앞으로 어떠한 행동을 하거나 어떠한 행

동은 통제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실천적 의지를 작동시키게 될 것이다. 

그런데 모란은 이러한 언명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의지로 모든 것을 결정

하거나 거부할 수 있다는 의지론(voluntarism)과는 차별화된다고 주장한

다. 왜냐하면 의지론에서 우리의 행동을 조절하는 것은 설사 자신의 의지

라고 할지라도 ‘외적’ 영향력이 가해진 것이며, 그러므로 내적 “능동성

(activity)”의 표현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AE: 117). 자신의 의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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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한 행동의 추동인데, 이것이 왜 “외적” 능동성이란 말인가? 모란은 이러

한 의지론에는 일인칭적 관점의 능동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말한다(AE: 

118). 예컨대 특정한 도덕적 실천 의지는 그 의지를 일인칭적으로 숙고하

는 과정 없이도 발휘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의지론에서의 책임감

은 행위 주체성과 결부되기보다는 그 실천 의지를 작동시킬 ‘수단’이 된

다. 

그러나 어떠한 행위에 앞서 그 행위를 추동할 ‘갈망’에 대해 우리가 ‘일

인칭적’으로 책임감을 가진다는 것은 결코 ‘수단적’이지 않다. 이때의 책임

감은 내가 나의 행위를 통제하거나 조절하려는 책임감으로 환원될 수 있

는 그 무엇이 아니다. 이 책임감은 오히려 단순히 규범을 따라야 하는 의

무감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든 나의 언명이 내 자신의 존재방

식과 맺고 있는 관계, 혹은 내가 존재론적으로 생성시킨 무언가에 대한 나

의 책임감으로 이해할 수 있다. 모란은 의지론에서 작동하는 책임감을 ‘외

적’인 것, 그리고 자기인식의 과정에서 생성되는 책임감을 ‘내적’인 것으로 

특징화하면서, 자기인식과 관계된 책임감의 특성을 ‘투명성

(transparency)’의 아이디어를 통해 설명한다(AE: 101). 즉 자기 자신에 

대한 신념으로서의 자기인식은, 나로부터 발원한 직접성(immediacy)과 저

작권(authorship)을 가진다는 의미에서 나와의 관계로부터 비롯되는 투명

성을 가지며, 그러므로 우리의 책임감은 오히려 이 저작 행위와 관계를 맺

게 된다. 모란은 이러한 이해를 다음과 같이 상술한다. 

여기서 책임감은 나의 감각(sense)이 무언가 좋은 것을 추구하는 데

에 응답할 수 있고 조정할 수 있도록 만들고 싶은, 나의 갈망(desire)

과 관련되어 있다. 이 책임감은 우리의 갈망에 외적인 영향력을 가하

는 능력으로 환원될 수 없다. 그리고 이러한 이유에서 이 맥락에서 

“통제(control)”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다. 그 

갈망이 우리의 이유들에 대한 표현일 때, 거기에는 통제나 외적인 영

향력을 행사할 필요가 없어진다. [...] 우리의 실천적 추론이 시작될 

때, 우리는 결코 우리 안에서 특수한 갈망을 생산하기를 목표로 하지 

않았다. 오히려 우리는 많은 이유들이 어떻게 균형을 이룰 수 있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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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우리의 갈망을 열린 채로 지속시킬 뿐이다(AE: 118-119, 번

역과 강조는 인용자)

   

즉 모란이 말하는 자기인식과 언명 사이에는 일방향적인 의지의 작동이 

아니라 ‘감수성(sensitivity)’과 ‘반응성(responsiveness)’을 통해 사태를 

바라보고 규정하려는 일종의 공간, 즉 ‘틈(estrangement)’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 공간에 존재하거나 이 공간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나

의 감각과 판단이 ‘좋음’을 향하기를 바라는, 혹은 여러 요소를 균형있게 

고려하며 통합적인 판단을 내리기를 바라는, 더 나은 나 자신에 대한 갈망

일지도 모른다. 즉 여기서 말하는 책임감은 실천의지에서 비롯된다기보다

는 우리 자신과 삶 전반을 좋은 것으로 이끌고 싶은 내적 강박과 욕구에

서 비롯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나라는 존재, 그리고 내가 ‘스스로 

만들어 놓은’ 나 자신에 대한 인식 ‘사이’에 작동하는 것은 이러한 실존적 

욕구일지도 모른다. 이러한 해석은 모란이 말하는 일인칭적 자기인식의 

‘균열’ 혹은 ‘틈’이 왜 ‘특권’으로도 이해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즉 자기

인식은 어떠한 경험적 증거 없이 직접적으로 자각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인

식론적 특권을 가지기도 하지만, 더 중요하게는 자기인식의 균열이나 틈이 

나 자신의 존재론적 지향과 관계를 맺으면서 내적으로 추동된 우리의 ‘실

천’을 이끌기 때문에 특권을 가지기도 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볼 때 자기인식을 통해 스스로를 객관적으로 이해하고자 하

는 시도는 우리의 정신적 ‘사실’에 대한 접근이라기보다는 일인칭적 관점

을 통해 삶의 다양한 사건들에 유의미한 연관성을 부여하여 내러티브를 

만들고, 선명한 의미와 가치로서 그것을 언명하는 모종의 ‘창작’과정으로

도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모란이 말하듯 여기서 나의 정신적 상태를 표

현하고 그것에 책임감을 가지는 것은 ‘작가(the author)’로서 가지는 책임

감일 수 있기 때문이다(AE: 113). 여기서 작가로서의 책임감은, 내가 나에

게 부여한 의미와 가치에 실제의 삶이 부합할 수 있을지를 묻는 책임의식

으로 작동하기 때문에 우리의 실천과 관련을 맺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우

리는 내가 언명한 것에 비추어 삶 전반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방

향성을 얻고 그것을 다소 강박적으로 실천하면서 살아가려고 할 것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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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자기인식이 이끄는 자기관계의 성격 및 이것의 

작동 방식에 대한 이해는, 학생들의 자아형성에 관여하는 교육적 접근에서 

유의미한 참조점이 될 수 있다. 자기관계를 성찰하는 일은 세계와 삶에 대

한 태도나 지향성을 구성하는 것과 분리될 수 없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아는 것은 세계를 이해하는 양상을 ‘생성’해내는 일이

며 그러한 이해를 하고 있는 우리 자신 또한 형성하는 일이기 때문에, 자

기인식을 위한 교육은 그 자체로 교육의 본질적 목적에 기여할 수 있는 

요소를 갖추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자아형성을 위한 교육적 접근에서 주목할 만한 지점은, 모란에 

의하면 자기인식의 과정에서 제기되는 질문의 성격이 ‘어떠한 행위가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도덕적 행위인가’와 관련된 규범적 평가와 관련되기보

다는 ‘지금 내가 느끼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어떻게 설명

(articulation)되고 해석(interpretation)될 수 있는가’와 더 관련된다는 것

이다(AE: 59). 즉 자기인식을 통해 우선적으로 ‘형성’되는 것은 규범적 판

단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느낄 것인지 혹은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를 강

화하는 것이며, 이것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외적 자극이나 마주하는 사건에 

대해 어떻게 느끼는지를 일상적으로 숙고하고 ‘명료화’하는 과정을 요청한

다. 다시 말해, 자기인식은 나 자신의 정신적 상황이나 상태 자체를 ‘대상’

으로 하여 바라보고 그것에 대해 숙고하여 매듭짓는 과정을 요청한다고 

볼 수 있다. 이 ‘반성’은 주어진 규범을 따르고자 하는 실천의지에 대한 

강박이나 효율적 생산성을 위해 자기를 닦달하고 다그치는 ‘일방향적’ 과

정과는 다르다. 오히려 이것은 일종의 내적 ‘대화’처럼 보인다. ‘대화’라는 

말이 암시하듯, 내적 대화로서의 반성은 ‘나’와 대화상대자로서 또 다른 

나를 세우고 서로 의견을 주고받는 가운데 이루어진다. 그리고 이러한 대

화가 진행되기 위해서는 대화의 소재, 즉 특정한 제3의 ‘대상’이 필요할 

것이다. 그 특정한 대상이 무엇인지 내가 나에게 물을 때, 비로소 대화가 

시작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여기서 도출되는 자기인식을 통한 자아

형성의 교육적 가능성은 도덕적 접근보다는 나의 내면에 대한 성찰로서의 

미적 접근에서 조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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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기인식의 미적 특성

지금까지의 논의에 비추어볼 때, 자기인식에 요청되는 내적 대화는 기본

적으로 칸트적 의미에서 ‘미적 판단’의 특성을 가진다고 보인다. 칸트는 

『판단력 비판』에서 미적 판단의 의미를, 우리 자신이 어떠한 보편적 개념

으로 규정되지 않은 외부의 어떤 대상을 감각하고 지각한 후, 바로 그 ‘감

각’과 ‘지각’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지를 주관 안에서 ‘반성’하고 모종의 

만족에 이르는 정신의 기능으로 정의하고 있기 때문이다(Kant, B5). 그러

나 칸트에게 이러한 내적 대화의 목적이 ‘자기인식’에 있다고 상정하기는 

어렵다. 칸트가 미적 판단의 원칙들로 지향하는 바는 첫째, 스스로 사유하

고 둘째, 타인의 입장으로 확장하여 사유하며, 셋째 앞의 두 가지가 항상 

일관될 수 있도록 사유하는 “보통의 인간 지성의 준칙들”로서, 우리 자신

에 대한 앎이 아닌 이성적 사유 방식 그 자체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보

이기 때문이다(Kant, B158-160). 그러나 이 준칙들의 내용적 요소를 고려

할 때, 법칙에 맹목적으로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사유하는 과정은 ‘내적 

대화’를 경유하는 자기인식의 과정과 구조적으로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더욱이 칸트가 이 준칙을 미적 판단의 원칙으로 가져온 데서 짐작할 수 

있듯이 우리의 ‘내적 대화’나 스스로의 사유를 ‘촉발’하는 것은, 명료하지 

않지만 쉽게 넘어갈 수 없도록 우리를 붙잡는 각자의 일인칭적인 감각이

나 감정이라는 점은 둘 사이의 유사성을 더 선명하게 한다. 즉 내적 대화

는 기본적으로 자기 자신 안에서 명료화되지 않았던 감정이나 직관 등을 

대상화하여 그것에 형태를 부여하고 언명하는 과정을 구조적으로 포함할 

수 있는데 이것은 칸트가 말하는 미적 판단의 구조와 유사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내적으로 존재하는 어떠한 기분이나 심상, 감정 등이 무

엇인지 스스로 명료화하는 자기인식의 과정은 지금 내가 느끼고 있는 것 

자체가 무엇인지 이해하고 해석하기 위해 스스로 묻고 답하는 자기소통의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자기소통의 과정을 동반하는 자기인식은 ‘예술’과 관련

한 우리 반응의 구조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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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 자체가 우리에게 ‘자기소통’의 계기를 마련하는 인간의 활동 영역이

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Bertram, 2005/ 박정훈(역), 2017: 159). 우리

가 예술작품으로부터 받은 어떠한 인상이나 아이디어에 대해 숙고하거나 

반향을 간직하고자 할 때, 혹은 어떠한 작품을 창작하고자 기획을 할 때 

그 사유의 대상이 되는 것은 외부에 있는 대상자체가 아니라 그 외부대상

과 관계를 맺고 형성된 우리 안의 감정과 생각이다. 왜냐하면 예술작품은 

그 자체가 명백한 개념이나 목적에 봉사하는 자명함(self-evidence)을 결

여하고 있다는 것을 자신의 본질적인 성격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즉 

예술은 물리적으로 지각될 수 있는 사물이나 사태로서 그것을 대면하는 

사람에게 보여지며, 미리 규정된 개념 없이 어떤 느낌이나 생각이 드는지 

타자에게 묻는 것으로부터 그 존재가치를 갖는다. 그러므로 예술작품이 우

리에게 제공하는 반향을 숙고하는 과정은 그 자체가 ‘내적 대화’의 구조를 

갖춘다고 볼 수 있다. 도대체 저 그림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무엇을 표

현하려 한 것일지 등의 질문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일차적으로 무언가를 

지각한 내 안의 심상이나 지각 혹은 감정이고, 이 내적으로 일으켜진 반향

의 정체가 무엇인지 묻는 것도 나 자신이며, 그것에 답하기 위해 다시 그

림을 찬찬히 보며 단서를 지각하고 이해하려는 것도 바로 나이다. 다시 말

해 작품이 질문을 던진다는 것은 그것에 관한 객관적 설명을 요구하는 것

이 아니라 그 대상의 외형이 각자에게 일으키는 모종의 반향이나 느낌이 

있는지, 있다면 그것은 무엇인지 묻는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자기소통은 결국 그 대화를 시작하기 전과 다른 이해에 도달

하면서 궁극에 ‘나에 대한 새로운 이해’로 매듭지어지기 마련이다. 예컨대 

에드워드 호퍼(Edward Hopper)가 그린 미국의 쓸쓸한 주유소 풍경을 바

라보면서 나는 사람들과 함께 있어도 마치 광활한 공간에 혼자 있기를 반

복하는 고독한 현대인의 모습을 떠올린다. 그러나 이내, 바닥에 비치는 실

내공간의 불빛이나 가로등 불빛에서 미세한 따뜻함을 느끼면서 작은 연결

고리를 통해서라도 타인과 연결되고 싶은 우리의 욕망이나 바람을 표현한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는 무언가 위로받는 듯한 느낌을 받는다. 여기서 느

낌을 ‘받았다’고 말하지만, 실은 이 느낌의 발원지는 나의 주목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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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된 내적 반향이다. 그림은 우리에게 말을 건네는 데서 자신의 역할을 

거둘 뿐 내가 정립한 어떤 반향에 구체적으로 지시를 내리거나 책임지지 

않는다. 나의 반향은 호퍼의 그림을 통해 내가 사는 세계를 떠올리고, 그

러한 세계를 이해하는 나의 이해로 구성한 것이다. 다만 이 이해를 구성하

기 위해 나는 그림을 ‘통합적’으로 보려고 애쓴다. 그림 속 주유소에 서 

있는 한 남자만을 인식하고 정보를 얻듯이 ‘외로운 남자가 그려져 있다’고 

손쉽게 명제화하지 않는다. 그 사람의 표정과 제스처, 전체 구도에서 사물

들과 배치된 관계, 사물들을 표현하는 색감, 그리고 빛의 표현에서 드러나

는 다소 밝게 표현된 채도까지 확인하면서, 나는 나의 이해가 지닐 타당성

을 그림을 되도록 통합적으로 보려는 데서 확보하려 한다. 그러므로 호퍼

의 그림은 내가 나와 대화할 수 있도록 그간 내 의식에 존재하지 않았던 

제3의 대상으로서 대화의 소재를 제시하지만, 결국 대화의 시작과 끝은 

나의 지각에서 촉발된 질문으로 시작하여 그 그림을 이해하는 나 자신을 

이해하는 과정으로 마무리된다. 이 과정에서 주로 작동하는 것은 그림을 

바라보고 있는 ‘감수성’과 ‘반응성’이며, 나는 나의 감수성과 반응성을 활

용하여 그림 ‘전체’를 통합적으로 지각하고 견주면서 편향되지 않은 이해

를 얻기 위해 노력한다. 즉 나의 반향에 대한 내 책임감은, 그림에 대한 

나의 해석이 실제로 그려진 그 그림에 얼마나 민감하고 균형적인 방식으

로 반응했는지와 밀접한 관련을 맺는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예술경험이 촉발시키는 생각이나 감정을 명료화하는 것은 일상적

인 삶에서 우리가 겪는 정서나 욕망 등을 언명하는 것과 그 실천적 영향

력에서 동일하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일상에서 우리가 스스로의 감정

이나 욕망을 대상화하는 경우는 실제로 나에게 중요한 결정이나 선택을 

하는 경우와 같이 곧바로 실천과 연계되기 때문이다. 이에 비해, 예술작품

이 우리 주관 내에 촉발한 것을 대상화하여 자기를 인식하는 것은 실천해

야 할 행위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기 때문에 좀 더 거리를 둔 사유작용일 

수 있다. 그러나 예술작품이 제기하는 질문은 그 자체로 세계에 대한 우리

의 태도를 묻는 ‘실천적 질문’이며 여기에 우리는 일인칭적으로 답하려고 

하기 때문에, 예술경험에서 비롯되는 우리의 내적 세계에 대한 탐색은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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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에 대한 특정한 태도를 형성하거나 드러내는 것과 분리될 수 없을 것이

다(곽덕주, 최진, 2018: 16-17). 즉 예술은 기본적으로 내 이해의 지평 속

에서 내적 대화의 계기를 마련하며, 여기서 우리는 스스로가 느끼는 것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해석하려는 자기이해의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미적 판

단은 그 자체로 자기인식의 구조적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미적 판단을 통한 자기인식 과정에서 전개되는 ‘나 자신에 대한 

거리두기’는 스스로의 생각과 감정을 보다 객관적으로 마주할 것을 요청하

는 ‘자기존중’의 내적 검토 과정에 부합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자기존중의 형성을 위한 자기관계의 특성은, 

어떠한 행위나 결정을 할 때 도덕적 법칙이나 원칙을 따르는 데서 비롯되

는 것이라기보다는 자신이 마주한 상황과 맥락을 되도록 정확히 보고 그

로부터 균형있는 결정을 ‘생성’해내는 과정과 관련을 맺는다는 것이다. 이 

과정은 내적 대화의 과정으로 특징화될 수 있으며, 대화의 전개는 곧 우리 

자신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형성하는 과정과 다르지 않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이 대화의 과정이 새로운 자기 이해를 형성할 수 있다면, 그 결정적

인 이유는 우리 내면에서 일어난 것들을 ‘명료화’하기 때문일 것이다. 명

료화를 통해 비로소 ‘존재하게 된’ 자신에 대한 이해는 이전에 가진 내면

적 상태에서 변형을 거친 것이기 때문이다.  

바로 여기에 착안할 때 우리 내면의 것들이 변형을 거쳐 이전과 다르게 

존재하게 되는 과정에 주목함으로써 예술과 자기존중을 위한 교육 사이의 

연관성을 도출해볼 수 있을 것이다. 예컨대 작품을 감상하는 경우에는 모

란이 말한 언명처럼 작품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언어로 명료화할 수도 있

고, 창작의 경우에는 내면의 심상이나 아이디어를 문자 언어가 아닌 다른 

언어적 형식, 예컨대 소리나 리듬, 선율, 색, 선이나 색, 몸의 움직임 등의 

물리적 형태로서 가시화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유념해야 할 

것은, 우리가 표현을 통해 자기 자신을 느끼고 인식할 수 있는 교육적 기

회를 마련하려면, 그 표현의 산물에서 자신의 ‘행위 주체성’과 ‘책임감’을 

느낄 수 있는 자기표현을 이끌어야 한다는 것이다. 독일의 작가 막스 프리

쉬(Max Frisch, 1911~1991)는 글을 쓰지 않는 사람은 자신이 어떤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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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 아닌지조차 알지 못한다고 주장하면서, 글이든 혹은 어떠한 언어적 

형식이든 자기가 누구인지 ‘표현’하지 않는 사람은 자신이 누구인지 알 수 

있는 기회를 갖지 못한다고 강조한다(Bieri, 2011/문항심(역), 2015: 55). 

이 말은 자칫 작가만이, 혹은 예술가만이 자신이 누구인지 잘 알 수 있다

는 말처럼 들릴 수도 있겠지만, 내적 생각과 느낌을 신중하게 ‘표현’할 때

만이 자기인식을 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역으로 글을 쓰거나 작품을 만

들어내는 과정은 모종의 자기인식을 거칠 수밖에 없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자기인식을 도모할 수 있는 ‘자기표현’이 자신에 대한 사

실적인 기술이 아니라 오히려 각자의 지향이 무엇인지를 검토해보고 형성

하게 한다는 점은 자기존중의 형성을 위한 유의미한 교육적 접근이 미적 

판단의 과정을 포함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앞서 모란의 표현에 따르면, 

자신의 생각이나 상황을 언명하거나 물질화하는 과정은 스스로의 감수성

이나 반응성이 ‘더 좋은 것, 혹은 균형적이고 타당한 것’을 감각하기를 바

라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검토를 촉발하는 것은, 나 

자신에 대하여 명료화하고 표현하고자 할 때 그 기저에 깔려있는 자신을 

더 나은 존재로 인식하기를 바라는 우리의 근본적인 실존적 욕구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실존적 욕구에 토대한 자기존중의 형성은 도덕적 

원리나 법칙을 즉각적으로 따름으로써 자기 자신을 존중할 만한 존재로 

보는 것보다 훨씬 더 내적 동력으로서의 힘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이때 

우리를 추동하는 것은 ‘의무’보다 더 자연스럽게 작동하는 우리의 ‘욕망’이

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자기인식의 과정에 요청되는 자기표현은 나 자신에 

대한 인식의 존재론적 지향성을 변화시킴으로써 특정한 방식, 혹은 특정한 

방향으로 우리의 욕망을 이끄는 ‘자기형성적’ 특성을 가진다고 볼 수 있

다. 다음으로는 이처럼 내적 추동의 힘에 의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것으로서의 ‘자기표현’이 낭만주의 예술의 ‘표현’개념과 밀접한 관련이 있

다는 것을 밝히면서, 예술이 근대인의 자기이해와 자기형성에 어떠한 영향

을 끼쳐왔는지 탐색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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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근대인의 자기형성과 예술

현재 미학이나 예술학에서 ‘자기표현’이라는 개념은 ‘표현’이 뜻할 수 있

는 여러 가지 의미 가운데 주로 ‘작가’의 감정이나 느낌을 표현하는 것을 

나타내는 용어이다.15) 재현 혹은 모방의 개념이 대상과 작품 간의 관계에 

중점을 두는 것에 비해, 표현은 작품과 그것을 창조하는 예술가의 관계에 

중점을 둔 것으로 이 개념이 미학사에서 주목받게 된 것은 18세기 후반 

서구의 낭만주의 사상으로부터 예술가가 더 이상 외부세계가 아닌 예술가 

자신의 내부의 것을 끄집어내어 표현하는 존재라는 사유가 널리 퍼지게 

되면서이다. 자기표현을 예술의 규정으로 간주하는 가장 극단적인 유형은 

크로체와 콜링우드 등의 관념론적 입장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들은 작품

이 밖으로 외화될 필요도 없이 이미 예술가의 내적 경험이 명료하게 객관

화되어 직관으로 형성된다면 그것을 우리의 정신적 활동의 측면에서 표현

이라고 볼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입장은 ‘매체’로서 표현되는 산물 

또한 중요하다고 보는 전반적인 미학사 내에서 크게 설득력 있는 입장이

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표현’ 개념은 모더니즘 이후 재

현이나 모방으로 설명되지 않는 작가의 고유한 기획을 시사할 수 있는 것

으로서 현대 예술을 이해할 수 있는 주요 개념으로 이해되어왔다(임혜은, 

2007).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학사 안에서 ‘자기표현’이라는 개념은 예술가

에 편향된 ‘주관적’ 표현의 의미로 통용되는 경향이 있다.

미학적 담론이 아닌 우리의 일상적인 삶에서도 ‘자기표현’의 의미는 주

로 주관적인 인상이 지배적인 것 같다. 찰스 테일러(Charles Taylor, 

15) 표현이 미학적 개념으로서 가장 많이 거론되는 지점에 따라 구분해보면, 예

술작품과 예술가의 관계에 주목하는 1) 자기-표현으로서의 표현, 예술가의 감

정이나 감성이 수신자에게 전달된다는 의미에 주목하여 상호소통의 의미를 부

각시키는 2) 전달로서의 표현, 작품자체가 표현적인 성질을 구조적으로 가지고 

있다는, 즉 예술가나 관객이 표현과 관련된 주체가 아니라 작품 자체가 가진 

표현적 성질은 알아봐야 한다는 3) 예술작품의 내재적 속성으로서의 표현성이

라는 세 가지 구별을 참조할 수 있다(임혜은, 2007: 241-255). 이 중 어떤 것

도 예술의 중심 개념으로서의 표현의 의미를 보편적이고 충족적인 것으로 설

명한다고 볼 수는 없지만, 현대 예술을 이해하는 데 이 세 가지 표현의 구분이 

서로 보완적인 기능을 한다고 이해할 수는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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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1~ )는 『현대 종교의 다양성』(Varieties of Religion Today, 2002)이

라는 저서에서, 일상적인 자기표현의 의미에 대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직

관을 해명할 수 있는 한 가지 설명을 제공한다. 그는 이 책에서 1960년 

대 미국에서 2차 대전 이후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지면서 자신만의 삶에 집

중하게 된 개별화된 삶의 방식을 “표현적 개인주의”라고 특징화한다(김선

욱, 2002: 348). 테일러에 의하면 경제적 부흥은 사람들이 사적 공간을 형

성하여 자신만의 취향을 표현하고 즐기려는 경향을 더욱 부추겼고, 특히 

상품시장은 개인의 인간성을 실현하는 자기만의 방법이 있다는 의미에서 

‘진정성(authenticity)’에 몰두하기 시작한 청소년 문화를 십분 활용하는 

방식으로 확대되었다. 테일러는 흥미롭게도 이러한 문화가 두드러진 곳이 

패션의 영역이라고 제시한다(김선욱, 2002: 349). 패션의 세계는 나와 상

대가 모두 자기를 현시하면서 상호 존중하는 수평적인 관계를 맺는 곳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오늘날 우리가 자기표현으로서 패션이나 취향의 

다양성을 추구하면서 개인의 개성을 강조하는 경향은(물론 상업적 기획에 의

해 최근 패션은 일시적 유행에 따른 일률적 코드의 지배가 가속화되는 것 같지

만), 미학적 담론에서 자기표현을 예술가의 주관적 표현으로 이해하면서 

개인의 고유함이나 독창성을 강조하게 된 것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자기표현의 가치를 개성적 삶, 혹은 다양성의 추구에 한정하는 

것은 표현을 통해 자아를 형성해야 한다는 제안의 규범성이나 방향성에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예컨대 자신에게 진정성 있는 방식이라면 모든 표

현은 우리 자신을 인식하고 형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가 하는 식으로 

말이다. 현대 철학자 해리 프랭크퍼트(Harry G. Frankfurt)는 그의 짧고

도 명쾌한 저서인 『개소리에 대하여』(On Bullshit, 2005)에서 진정성을 강

조하는 현대인의 태도에 날카로운 비판을 가한다. 다수의 현대 철학이 말

하듯 실재(현실)에 ‘사물에 대한 진리’로 간주할 만한 본래적 속성이 없다

는 확신이나 회의주의적 경향은, 우리로 하여금 자신에 대해 충실하는 것

이 차라리 의미있는 것처럼 여기게끔 이끌어왔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스스

로의 생각을 밝힌다고 할 때 ‘공동세계를 정확하게 묘사하는 데’ 관심을 

두기보다는 주로 ‘자기 자신을 정직하게 전달해보겠다는 방향’으로 전환해



- 76 -

왔다고 주장하면서, 이러한 경향성이 정확성(correctness)에 대한 이념을 

후퇴시켜왔다고 비판한다(Frankfurt, 2005/이윤(역), 2017: 66-67). 더 노

골적으로는, 자기 자신을 표현한다고 생각하며 내놓는 말들이 결국 자기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도 모른 채 내뱉는 우리의 의미 없는 자기표현들, 

즉 개소리(bullshit)라는 것이다. 

가치 상대주의의 위험을 고려할 때 자아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다양성이

나 개성만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는 염려가 타당하게 느껴진다면, 자신의 

진정성에만 초점을 둔 표현을 비판하는 프랑크퍼트의 관점은 수긍할 만할 

것이다. 그러나 그가 이러한 자기표현으로 인해 상실된다고 말하는 “사물

에 대한 진리”란 무엇이며, 공동세계를 정확히 묘사할 때의 “정확성”이란 

또 무엇인가? 이 시대에 우리가 찾아야 할 사물의 진리가 의심된다는 회

의주의적 경향이 오히려 더 우리의 상식에 부합하지 않은가? 프랑크퍼트

는 자신이 말하는 정확성에 대한 이해를 도울 수 있는 다음의 우려를 덧

붙인다. 우리가 개소리, 즉 말하는 사람의 입맛에 맞는 것 외에 어떤 것에

도 신경 쓰지 않고 ‘무분별한’ 말하기에 탐닉하다보면, 사태의 참모습에 

주의를 기울이려고 하는 정상적 습관은 약화되거나 잃어버리게 되어, 세계

를 정확히 보는 우리의 감각이 무뎌진다는 것이다(Frankfurt, 2005/이윤

(역), 2017: 62). 

여기서 자기표현의 주관성을 비판하면서 사태의 참모습에 주의를 기울

이고 세계를 정확히 보는 것을 중시하는 것은, 분명히 과학적인 의미에서 

대상을 수치화하고 계량화하여 정밀함을 추구하는 것과는 다를 것이다. 더

욱이 우리가 사는 “공동세계”를 참되게 보려고 한다는 것은 우리 자신과 

거리를 둔 대상으로서 세계를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속해있는 대

상인 세계를 파악한다는 것으로, 주관적인 조건에 처해있으면서도 주관적 

조건에만 함몰되지 않는 참된 것에 대한 추구의 가능성을 함의한다. 이것

은 어떻게 가능한가? 만일 이것이 가능하다면, 세계를 정확히 보는 것을 

동반하는 우리의 표현은 왜 중요한가? 이 질문에 지금까지 논의해온 수준

에서 할 수 있는 가정은 정확히 세계를 묘사하면서 자신을 표현하는 것은 

객관적인 자기인식을 돕는다는 것일 수 있다. 그리고 앞서 논의한 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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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의 객관성은 우리가 스스로를 가치있게 여기고 싶은 실존적 욕구나 지

향을 반영하여 생성되는 것이었다. 즉 자신의 눈으로 사물과 세계를 정확

히 파악하고자 하면서 그것을 ‘표현’하는 것의 가치 혹은 의의는 본 논의

의 관심에서 볼 때, 좀 더 나은 방식으로 자신을 이해하고 싶은 욕구 및 

지향과 관련을 맺을 수 있다. 

다음으로는 이처럼 실존적 자기인식과 예술표현이 어떠한 관계를 맺는

지 탐색할 수 있는 이론적 근거로서 찰스 테일러(1989)가 설명하는 근대

적 ‘표현’ 개념을 통해 18세기 후반 서구 낭만주의에 부상한 ‘자기표현’의 

의미를 새롭게 조명해보고자 한다. 테일러가 낭만주의 시대에 ‘자기표현’ 

개념이 창안된 정신적 배경을 추적하는 것을 살펴보면, 그것은 최근 다양

성이나 개성을 강조하는 표현적 개인주의의 성격과도 다르고 미학 담론 

내에서 이해하는 예술가의 주관성이나 독창성을 강조하는 경향과도 다르

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테일러는 미학사 내에서 자기표현을 이해하는 것

이 아니라, 인간의 정신적 삶을 역사적으로 접근하는 더 거시적인 안목에

서 ‘표현’ 개념을 분석하면서 자기표현의 의미를 구성해낸다.16) 즉 테일러

에게 근대 이후의 ‘표현’ 개념은 자아의 고유한 개성을 드러내는 것일 뿐

만 아니라 가치로운 삶이나 ‘좋음(the good)’을 추구하고자 하는 개인의 

탐색과 불가분에 있는 것이라고 간주된다. 그리하여 그에게 ‘자기표현’이

라는 용어는 기본적으로 주관적 표현주의의 범주를 넘어서는 것으로 상정

되는 것이다. 더욱이 테일러는 이 자기표현이 낭만주의를 ‘넘어서는’ 이후

의 예술 개념에도 적용될 수 있다고 보면서 기본적으로 예술 영역이 우리

의 자아 탐구와 어떻게 관련을 맺는지에 관심을 가진다. 바로 이점에 착안

하여 여기서는 테일러가 묘사하는 자기표현 개념이, 자기 스스로를 가치로

운 존재로 여기고자 하는 근대인의 실존적 욕망의 충족에 어떻게 기여하

는지, 그리고 이것과 세계를 정확히 보고자 하는 문제는 어떻게 연결되는

지 살펴보고자 한다. 

16) 테일러는 자신이 말하는 표현 개념의 포괄적 의미를 시사하기 위하여, 표현주의에 상

응하는 용어인 ‘expressionism’ 대신 ‘expressivism’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Taylor, 

1975, p. 13ff, 박배형(2011)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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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낭만주의적 ‘자기표현’의 재해석

테일러는 자신의 저서 『자아의 원천』(Sources of the Self, 1989/권기

돈 외(역), 2015, 이하 SS)에서 고대로부터 현대까지 우리가 스스로를 이

해해온 정체성의 역사를 ‘좋음(the good)’의 영역을 설정한 방식의 변화를 

통해 기술한다. 이 방식의 변화란, 우리가 스스로를 의미있는 존재로 여기

고자 하는 실존적 욕구는 고대나 지금이나 변함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한

에서, 그 욕구를 채워줄 원천으로서 전근대에는 인간 ‘밖’의 절대적 존재

자인 이데아나 신을 상정했다면 근대 이후에는 인간 ‘안’의 내면으로 원천

의 거점이 옮겨왔다는 것이다. 테일러는 우리가 ‘좋음’을 추구할 영역을 

우리 ‘안’으로 설정하게 되었다는 역사적 변곡점에 머물러 각 개인이 자신

의 윤리적 직관과 가치로운 것에 대해 ‘분명히 표현하는 것(articulation)’

의 지위가 우리의 도덕적 삶의 질을 결정하는 데에, 그리고 우리 자신을 

가치로운 존재로 여기는 데에 유례없이 중요해졌다는 사실을 강조한다. 

‘표현’이 의미있는 삶을 추구하려는 근대인의 한 가지 시도일 수 있다는 

테일러의 주장을 설득적인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우선적인 조건은 아

마 다음과 같을 것이다. 그것은 전근대의 형이상학적 세계관은 우리에게 

더 이상 타당한 것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형이상학적 세계를 그릴  

당시 스스로를 가치로운 존재로 여기고 싶어하던 ‘인간’의 욕구 자체는 변

함없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테일러의 표현 개념이 근대인의 정체성과 관계 맺는 독특한 지점은 이

러한 형이상학적 욕구를 전근대적이고 극복해야 할 무언가로 간주하는 것

이 아니라, 우리가 질적으로 ‘더 나은 가치’나 ‘고차원적인 삶’을 추구할 

수 있는 관점을 제공할 수 있는 것으로 본다는 데 있다. 특히 질적으로 더 

높고 낮음을 상정하는 근대적 삶의 가치에 대한 테일러의 견해는, 규범이

나 행위의 ‘위계’와 연결되기보다 표현에서 드러나는 인간 내면의 ‘깊이’와 

관련되어 해석될 수 있다고 보이기 때문에 특별히 흥미롭다. 왜냐하면 이

때의 ‘깊이’는 신비스럽고 형이상학적인 관념이 아니라, 개인의 감수성을 

통해 세계를 마주하고 이해하는 느낌과 감정들로 파악될 수 있는 것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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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이다. 즉 내면의 깊이가 존재하는지의 여부는 밖으로 표현되는 것에 

의해 가늠되며, 우리의 표현이 섬세해질수록 우리의 내면과 더불어 세계에 

대한 이해도 더 깊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내면’이 ‘표현’된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테일러에 의하면, 낭만주의 시대에 부상하게 된 인간의 ‘내면세계’란, 각 

개인이 자신의 마음으로만 접근하여 그 의미를 파악할 수 있는 ‘자연’의 

세계다. 이 자연의 세계는 18세기 근대 자연과학의 발달과 더불어 서구 

사회의 문화를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온 계몽주의적 자연주의가, 

인간의 삶을 추동하는 원리를 물리적 욕망으로만 설명하려는 경향성을 반

박하기 위해 ‘정신적’으로, 혹은 ‘영적’으로 만날 수 있는 세계를 상정한 

것이다(SS: 718-719). 다시 말해 테일러는 계몽주의적 자연주의가 인간 

삶의 지향과 가치의 어떤 질적 구별도 부정한 채, 오로지 욕망에 의해 살

아가는 인간으로 평평하게 묘사하는 것을 ‘의지에 대한 일차원적 그림’이

라고 폄하하면서 이에 대한 저항의 주요한 움직임으로서 낭만주의를 제시

한다. 그리고 이 낭만주의의 원천이 된 사상가로서 루소를 내세우고 자연

의 의미를 특징화한다. 루소에게 자연은 선한 본성을 타고난 우리 자신의 

내적 충동으로, 인간의 문화를 타락하게 하는 것은 이 자연에 무관심한 

것, 즉 자기 자신의 내적 충동에 무관심한 것이다. 대신 타인이 나에게 기

대하고 타인이 나에 대해 말하는 것에만 의존한다. 그리하여 루소는 타자

의존성에서 벗어나 각 개인이 자기 자신의 이성의 목소리, 즉 양심에 귀 

기울이면서 ‘자연’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고 주장한다(SS: 722-724). 

이때 내적 충동에 귀를 기울여 자연에 접촉하고자 하는 것은, 오히려 내

적 충동이 무엇인지 ‘밖으로 표현하는 것’을 통해 가능해진다. 테일러는 

우리가 자연에 귀 기울일 때 “보편적 선으로 인식하는 것에 일치하는 감

정이 내게 있을 뿐만 아니라 나의 참된 감정이 말하는 내적인 소리가 선

이 무엇인지를 규정(SS: 730, 강조는 인용자)”하게 된다는 루소의 말에 주

목한다. 여기서 우리의 내적 목소리가 선을 규정한다는 것은, 근대적 도덕 

개념이 ‘일인칭적’으로 이해되어야 한다는 것을 암시하면서도 이후로 이어

질 칸트의 근대적 자율성을 예고함으로써 욕망에 의거한 일차원적 의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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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별되는 고차원적 삶의 성격을 짐작하게 한다. 그것은 낮은 욕구와 본성

에 굴복하지 않고 ‘스스로의 의지’에 의해 보편적 준칙을 적용하여 영위할 

수 있는 삶, 즉 인간의 존엄을 추구할 수 있는 삶이다. 루소는 이러한 삶

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사물의 질서로부터 선한 하느님의 존재를 추론”

하는 것이라고 말한다(SS: 728). 물론 이때의 하느님은 철저히 근대적인 

입장으로 전환된 하느님이며 오히려 자연이 선하다고 믿는 이신론적 경향

으로, 이 선함을 인식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의 감정과 주관적인 내

면의 목소리를 통해 사물의 질서를 파악할 때이다. 즉 사물의 질서를 파악

하려는 행위는 우리가 감정적으로 느끼는 그 무엇을 ‘표현’함으로써 존재

하게 된다. 

이와 같이 우리 내면의 목소리를 통해 선, 혹은 좋음을 규정하는 철학적 

경향을 테일러는 ‘자연을 내적 원천으로 삼는 철학’이라고 명명한다. 테일

러에 의하면, 이 철학은 근대인이 질적으로 더 나은, 혹은 고차원적으로 

의미있는 삶을 추구하는 것과 ‘표현’ 간의 관계를 본격적으로 보여주는 것

이다. 우선 여기서 자연의 의미는 독특한데, 이 자연은 형이상학적 세계관

과 단절하면서도 근대인의 ‘좋음’의 원천이 된다. 이것은 거리를 두고 차

갑게 대상화하여 바라보는 자연과 다르게, 자연과 내적으로 연결되고 싶은 

재통합의 욕구의 반영이다. 그리하여 우리 또한 자연의 일부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안에 가장 자연스러운 것은 감정이기 때문에, 자연과 연결되

는 접점을 우리의 감정으로 삼게 된다. 그러나 이때의 자연은 이미 존재하

는 무엇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의 목소리를 통해 비로소 인식하게 되는 것

이다.

테일러는 이 철학이 낭만주의와 동일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밝

히면서, 오히려 낭만주의는 합리주의와 전통을 강조하는 신고전주의에 맞

서기 위해 개인의 권리와 상상 및 감정의 중요성을 내세우고자 이 ‘자연을 

원천으로 삼는 철학’을 개념적 무기로 사용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처럼 

테일러는 낭만주의와 구분되는 더 근본적인 세계관으로서 ‘자연을 내적 원

천으로 삼는 철학’을 부각시키는데, 이 지점은 본 연구에서 관심을 두는 

‘주관주의로 함몰되지 않는 자기표현’의 ‘자기형성적’ 측면을 이해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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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중요한 부분이다. 왜냐하면 테일러는 자연을 내적 원천으로 삼는 철학

을 통해 우리가 사물의 의미에 ‘내적’으로 접근하는 차원에 천착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전근대적 세계관과 결별하면서도 영혼적 차원의 삶을 잃어버

리지 않는 방안으로 ‘표현’ 개념을 등장시키고 있다고 보이기 때문이다. 

셸링의 자연철학에서 자연은 가시적 정신이다. 이에 따르면 우리 주

변의 물리적 실재 또한 이데아가 구현된 것이다. 변화된 것은 바로 

구현(embodiment)이라는 개념이다. 그것은 더 이상 비인격적 형상의 

흐름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오히려 주체의 자기실현

이라는 모델에 따라 이해되는데, 이것은 자기-드러냄의 과정 속에서 

자신을 완성하고 규정한다. 자연의 질서는 주관주의적인 비틀림의 과

정을 겪는다. 그 결과 자연의 질서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본질적으로 

우리가 가진 표현적 자기-규정 능력(셸링의 예술적 상상력)이 필요하

다(SS: 841, 강조는 인용자). 

더 이상 신적인 세계관에 기댈 수 없는 근대인이 물리적 욕망만으로 살

아가는 것이 아닌 보다 고차원적인 삶을 추구하는 방법을 탐색할 때, 그 

탐색은 자신 안에 있는 내적인 활기나 자연적 충동을 ‘분명하게 드러냄으

로써’ 수행될 수 있었다. 그런데 이때의 ‘드러냄’은 이전에 내 안에서 분명

하지도 또 존재하지도 않았던 것을 밖으로 나타내는 것으로, 표현하는 과

정을 통해 존재하게 된 것은 본래 내 안에 있던 불명료한 직관과는 다른 

것이다. 즉 표현 과정은 이미 내 안에 있던 것을 단순히 바깥으로 외화시

키는 데 그치지 않는다. 그리하여 테일러는 이 ‘표현’을 통해 우리 자신의 

삶의 방식을 규정하면서 스스로의 삶에 명확한 형태를 부여하게 된다고 

말한다(SS: 758-759). 다시 말해 ‘표현’은 이중의 성격을 가지는데 첫째, 

이전에 불분명하던 것을 명료하게 드러내면서도 둘째, 앞으로 실현해야 할 

것을 규정하는, 이전에 없던 ‘존재’를 형성하게 되는 것이다. 이것은 아리

스토텔레스가 말하는 잠재태가 현실태가 되는 것과 구조적으로 유사하나 

분명히 구분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각 개인의 고유한 내적인 

접근에 의해서만 가능한 결과물로서의 표현은, 창조적으로 형성된 새로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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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표현으로서 이전에는 예측할 수 없었던 각자의 삶의 방식과 존재 방

식을 열어 보이는 것이기 때문이다. 

테일러는 바로 이 자기표현의 의미가 18세기 후반 각 개인의 개별화된 

삶을 강화하는 사회적 분위기에 이바지했다고 주장한다. 그는 헤르더의 말

을 빌려 “각각의 사람에게는 자신만의 고유한 척도, 말하자면 서로에 대해 

느끼는 모든 감성적 감정에 대한 자신만의 고유한 느낌이 존재”(SS: 760)

한다는 전제하에,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뿐만 아니라 스스로에게 가치를 부

여할 ‘척도’를 고유하게 구성하는 시대가 도래했음을 강조한다. 이러한 시

대적 배경 속에서 낭만주의에서의 자기표현이 개인의 주관적이고 고유한 

생각과 느낌을 드러내는 것으로 인식된 것은 자연스러울 수 있다. 그러나 

내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자기표현이 근대인의 삶의 방식을 규정하는 것

과 관계 맺게 될 때, 그것은 우리의 내면 자체에 집중하여 그것을 표현하

고자 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과 세계와의 ‘관계’, 즉 세계를 내적으로 

파악하고자 할 때 내면에서 일어나는 일에 주목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테일러가 ‘표현주의적 전회’를 통해 근대인이 추구하는 삶의 방식을 제시

하고자 할 때 그 핵심은 개인의 고유함과 독창성에만 의존해서는 충분히 

설명되지 않는다. 그가 ‘표현’을 통해 말하고자 한 것은 오히려 근대적 내

면성의 깊이, 즉 ‘내적 심연’을 파악할 수 있는, 혹은 ‘구성’하는 방법이라

고 할 수 있다.

이 말은 무슨 뜻인가? 어떻게 표현을 통해 우리 내면의 깊이를 파악하

고 또 구성할 수 있는가? 테일러가 우리의 직관을 ‘표현’하면서 비로소 자

연으로서의 도덕적 원천을 규정하고 존재하게 됨을 주장한다고 하더라도 

이때 ‘표현된 것’은 ‘내적 심연’ 자체에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고 보인다. 

오히려 그의 의도는 ‘표현을 수행함’으로써, 우리는 외적으로 규정된 것 

이면의 배경에 더 깊은 내면이 존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스스로 확인하

게 된다고 말하는 것 같다. 즉 우리가 ‘말로 표현하는 것’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어떤 것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근거이기 때문에, 우

리는 분명히 표현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독창성이나 고유함과 

같이 주관성이 강조되는 측면은 자연을 내적으로 파악하는 작업이 기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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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각 개인의 내면을 통해 일인칭적으로 가능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생겨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테일러에 따를 때 근대인의 삶의 

비전은 개인의 독창성이나 고유함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내면을 통해 사물

과 세계의 참모습을 정확하게 파악하면서 연결되고자 하는 것’에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더 이상 현실의 모방이 아닌 이전에 없던 것을 창조하고

자 했던 낭만주의 예술가들의 작업 역시 개인의 내면 그 자체에 대한 주

목이 아닌 자연을 내적으로 파악하려는 시도 속에서 이해될 수 있다(SS: 

762-763). 테일러는 워즈워스나 횔덜린과 같은 낭만주의 시인을 인용하며 

그들은 “자연을 통해 우리가 아직까지 적절히 기술할 수 있는 언어적 표

현을 찾지 못한 어떤 것을 우리가 의식할 수 있게”(SS: 772) 해주었다고 

말한다. 즉 낭만주의자들이 표현하고자 한 것은 개인의 내면세계 그 자체

가 아니라 개인의 감수성을 통해서만 파악할 수 있는 자연인 것이다. 이때

의 자연은 본래 있는 실체가 아니라 특정한 표현에 의해 비로소 존재하는 

유일무이한 것, 자연을 보려하는 특정 주관과의 관계에서 생겨나는 것이

다. 즉 예술의 형식에서 감정을 표현하는 유일한 방법은 주관과 자연 사이

의 “객관적인 상관관계”를 찾는 것에 의거한다(Sukla, 2011: 10-11). 

이렇게 볼 때 테일러가 근대적 내면성의 중요한 축으로 개별성 및 특수

성을 강조하면서 등장시키는 자기표현의 목소리는 고립된 개별적 자아의 

영역에 갇혀 있지 않다. 그 목소리는 자연 및 만물을 관통하는 공감과 연

결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그리고 이 잠재력을 

실현할 수 있는 방안은 사물 및 자연과 닿아 있는 듯한 느낌을 표현하는 

것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예술은 이러한 표현을 대표적으로 보

여줄 수 있는 인간 행위로 간주되면서 인간의 정신적 삶에서 중심적 지위

를 차지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SS: 762). 왜냐하면 표현을 통해 정신적

으로, 혹은 영적으로 만나는 그 세계란 각 개인의 ‘창조적 상상력’을 통해 

드러남으로써 비로소 존재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창조적 상

상력은, 더 이상 형이상학적 세계의 ‘외적’ 기준이 타당한 것으로 통용될 

수 없는 시대에 세계의 질서를 ‘내적’으로 이해함으로써 우리 자신이 어떻

게 살아야 하는지를 이해하려는 과제와 매우 밀접하게 엮이게 된다. 즉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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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인의 자기표현은, 자율적으로 존재하게 될 예술의 자족적 경계 안에서만

은 설명되지 않는, 깊이 있는 내면을 가지고 싶고 질적으로 더 고차원적인 

삶을 살고 싶은 실존적 욕구를 지닌 우리 모두에게 ‘개별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자기인식의 문제가 되는 것이다. 

2) ‘섬세해진’ 자기표현의 양상

개인의 고유한 감수성으로 ‘자연’을 느끼고 그 느낌을 창조적 상상력을 

통해 표현함으로써 스스로의 삶의 방식을 정식화하려던 낭만주의의 기획

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다. 테일러는 그 원인으로 무엇보다도 19세기 과학

의 진화론과 생물학의 눈부신 발전으로 인해 ‘자연’이 우리가 사는 질서를 

말해줄 수 있는 ‘정신적인 세계’로서 온전히 간주될 수 없었던 지점을 지

적한다(SS: 923; 928). 이 시기 흄은 낭만주의가 종교와 자연이 엄격하게 

분리될 수 있는 경계를 흐릿하게 하는 오류를 저질렀다고 비판한다(SS: 

927). 그리하여 예술은 점차 자연을 궁극적 선이자 도덕적인 의미의 총체

로 간주하던 철학과 단절하게 된다. 예술은 이제 오직 자기충족적인 ‘예술

을 위한 예술’이 되거나(말라르메), 규범적 힘을 사상한 채 그저 힘과 에너

지의 원천인 자연을 표현하거나(쇼펜하우어), 혹은 유물론적 세계관에 영

향을 받아 우리가 마주하는 것 이면에는 그 어떤 존재도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여 평범하고(쿠르베) 진부한 일상(플로베르)을 표현하는 것에서 자신

의 정체성을 발견하려고 했다(SS: 872-898). 테일러는 이처럼 자연을 부

정하거나 세상을 혐오하는 염세주의적 견해 등 낭만주의를 거부하는 예술

관을 관통하는 공통점에 주목하는데, 그것은 예술가들이 무엇을 표현하든 

자신에 의해 ‘표현된 산물’이 ‘표현하려던 대상’을 ‘변형’시키는 것에 의식

적이 되었다는 것이다(SS: 874). 예술가들의 변형 능력이 중시됨으로써 예

술에서 작가의 창조적 상상력과 개인의 감수성은 더욱 강조되는 경향성을 

띠게 된다.  

그러나 낭만주의를 거부하는 작가들에 의해 창조적 상상력이나 개인적 

감수성이 더 부각되었다고 해서, 이때의 예술이 세계를 정확히 보려는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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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을 등한시한 채 개인의 주관으로 침잠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 오

히려 이러한 변화는 더 이상 낭만주의적으로 세계를 보는 것은 ‘진짜’가 

아니라고 느낄 때, 그리하여 자신이 느끼는 진실된 세계를 표현하고자 애

쓸 때, 창조적 상상력에 의해 변형되고 굴절된 세계를 그릴 수밖에 없는 

인간 조건을 발견한 것에 대한 ‘정직한 자각’으로 이해될 수 있을지도 모

른다. 즉 예술의 표현 대상이나 양상의 변화를 이끈 것은 여전히 세계를 

내적으로 ‘정확히’ 파악하려는 노력일 수 있다는 것이다. 테일러는 이러한 

변화를 “섬세해진 언어”로서 특징화한다(SS: 940-941). 다시 말해, 우리가 

사는 세계를 외적으로 파악하려는 과학과 기술의 발전이 더 고도화될 때, 

그리하여 내적으로 세계를 파악하려는 이전의 노력이 설득력이 없는 것으

로 밝혀질 때, 우리의 행보는 그 노력을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내적으로 ‘섬세해진 언어’를 탐색하는 것으로 나아갔다는 것이다. 

나는 이 세계에 대한 내적 접근의 ‘섬세해진 언어’의 특성이 무엇인지 

밝힐 때, 어쩌면 이전보다 더욱 기계적이고 도구적인 세계가 우리의 삶을 

파편화시키는 현대의 물질 기반 사회에서 여전히 ‘자기표현’을 통해 사물

에 새로운 방식으로 다가가고 내적 활기를 느낄 수 있는 가능성을 탐색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즉 우리가 자기표현을 통해 자아를 형성해

간다고 할 때 의존하는 사상적 토대는 낭만주의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

라 이후의 예술 실천의 변화를 통해 겪은 보다 섬세해진 사유에 기초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여기서 “섬세해진”이라는 형용사가 함의하는 것은 

세계와 내적으로 접촉하려 하고 그것을 ‘표현’함으로써 자신의 삶을 정식

화하려던 낭만주의와 단절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획의 측면에서는 여전히 

동일한 선상에 있는 것일 수 있다. 이 관점은 특히 테일러가 말하는 독특

한 “에피파니(epiphany)”의 변화 과정을 따라 구체화되는 ‘섬세한 언어’의 

특성에 의해 해명될 수 있을 것이다. 테일러는 낭만주의에서 시작되었으나 

현대의 예술에도 깃들어 있는 정신적 지향을 에피파니로 특징화함으로써 

보다 포괄적인 의미로 에피파니를 사용하기 때문이다. 우선 그는 낭만주의

에서 모더니즘으로 변화된 예술의 경향성을 다음과 같이 표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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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인가 중요한 것이 변했다. 우리는 낭만파에게로, 우리에게 익숙

한 존재의 에피파니에게로 되돌아 간 것이 아니다. 이 화가(세잔, 고

갱, 반 고흐 등의 후기인상파) 중 일부의 작품에 묘사된 대상과 이 

대상을 통해 드러나는 질적으로 새로운 것 사이에는 간격이 존재한

다. 예컨대 표현주의자들에게서 지각이 아무리 예술에 의해 형성되어 

왔다고 할지라도 그림속의 형상들이 실제 생활에서도 그렇게 보이리

라는 주장은 결코 있을 수 없다. 에피파니는 오직 간접적으로 얻을 

수 있는 것, 다시 말해 가시적 대상이 스스로 말할 수 있는 것이 아

니라 오직 우리가 그것을 향해 나아가도록 만드는 것이다. 비구상적 

예술을 향한 움직임과 더불어 20세기 회화의 이 특징은 결정적이고 

두드러진 것이 된다(SS: 948, 강조는 인용자), 

  

테일러는 낭만주의에서 모더니즘으로의 변화를 ‘존재의 에피파니’에서 

‘간접적으로 얻을 수 있는 에피파니’로 규정한다. 그리고 이 둘을 구분하

는 핵심적인 요소가 ‘묘사된 대상’과 ‘대상을 통해 드러나는 것’ 사이의 

‘간격’이 생긴 것이라고 말한다. 다시 말해 테일러에게 ‘에피파니’는 낭만

주의와 모더니즘 둘 다에서 말해질 수 있는 것으로, 낭만주의 시대에 작품

을 통해 드러내려던 자연의 질서나 본질의 현현으로 이해될 때는 ‘존재의 

에피파니’였던 것이, 이후에는 작품이 묘사하고 있는 ‘대상’을 통해 파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작가가 작업을 통해 간접적인 방식으로 지향하는 무

언가’로 이해되는 에피파니가 된다. 이러한 에피파니의 ‘변화’를 설명하는 

것은 미학사적으로 이해되는 일반적인 에피파니와는 분명히 구분되는 것

으로 보인다. 미학사적으로 말해지는 에피파니는 작가의 영감과 직관을 통

해 ‘작품’에 표현되는 ‘진리나 본질의 현현’이라는 의미에서 테일러가 말하

는 ‘존재의 에피파니’에 가까우며, 이후의 모더니즘에서 간접적으로 얻을 

수 있다고 말하는 에피파니를 포함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그런데 테일러가 근대인의 정체성과 예술을 연결시키는 작업에서 많은 

비판을 받는 지점은 바로 이 ‘에피파니’라는 용어의 사용에서 비롯된다

(Bernstein 1992; Habermas: 1997). 대표적으로 하버마스는 미학사적 이

해에 따르는 ‘에피파니’의 의미를 들어 테일러가 말하는 근대인의 삶의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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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과 미적 표현 간의 관계는 설득력을 잃을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Habermas, 1993/이진우(역), 1997: 222). 하버마스는 그 근거로서 아도

르노나 데리다가 모더니즘 예술작품에는 에피파니의 개념이 적용되는 것

이 타당하지 않다고 한 점을 언급한다. 바야흐로 예술작품은 작가가 본래 

추구하려던 의도로 환원될 수 있는 것이 아니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위의 인용에서 살펴보듯이 테일러는 모더니즘 작품을 낭만주의에서와 같

은 의미의 에피파니로서 이해하지 않았다. 그는 ‘존재의 에피파니’와 ‘간접

적으로 얻을 수 있는 에피파니’를 구분하면서, 모더니즘 작품에서 묘사된 

대상과 대상을 통해 드러나는 것 사이의 ‘차이’ 혹은 간격을 분명히 인정

하고 있다. 즉 ‘간접적인 에피파니’라는 표현을 통해서 테일러가 하고 싶

은 말은, 작품에 드러나는 무엇이라기보다는 작가가 그 작품을 통해 “나아

가도록 만드는” 지향 가운데 있는 ‘무엇’이다. 

나는 이 ‘에피파니’가 작품에 드러나는 물리적 외형을 통해 파악하리라

고 기대되는 어떠한 본질이나 존재가 아니라, 오히려 작가의 표현 ‘과정’

에 스며있는 어떤 것으로, 즉 우리가 예술이라는 인간 행위로서 세계를 이

해하려는 작업을 할 때 궁극적으로 지향하게 되는 지점으로 해석될 수 있

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 지향은 낭만주의에서와 마찬가지로, 내적으로 

세계의 질서를 파악함으로써 우리의 삶의 방식을 이해하고자 했던 것과 

관련될 것이다. 이렇게 볼 때 낭만주의의 작업이 세계를 정확히 보려는 내

적 접근으로 이해될 수 있다면, 모더니즘의 작업도 이 틀을 벗어난다고 보

기는 어려울 것이다. 왜냐하면 모더니스트가 작품을 통해 하려는 작업 역

시 세계와 ‘관계’하고 있는 주관에 대한 자각을 반영하고 그 자각을 드러

내는 것으로 특징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세계와 주관의 관계를 탐

색하려던 시선의 중심축은 이제 세계가 아닌 자아 쪽으로 더 기울었다. 예

컨대 세잔을 시작으로 하여 고흐나 모네 등 신인상파의 작업은 세계를 정

확히 보려는 노력 속에서 사물이 아닌 우리의 ‘시선’을 탐구하기 시작한 

것이다. 즉 우리의 시선에 관한 탐구는 인간에 대한 관심 그 자체가 아니

라, 우리에게 사물이 ‘진짜’ 어떻게 보이는지를 탐색하려는 노력 속에서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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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운드의 은유 개념도 동일한 생각을 분유하고 있다. 진정한 은유는 

단지 ‘장식적’인 것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해석적’이다. 은유에는 

“분명하게 보이는 대상을 정확히 재생해내려는” 노력에서 나오는 “정

확성”이 있다. 그러나 이것 자체가 통상적으로 보이는 세계를 변용하

려는 환몽적 유형(pattern)이다. 은유는 장면에 어떤 이미지나 패턴을 

포갬으로써 세계를 새롭게 이해한다. 어떤 대상을 다른 대상 옆에 나

란히 두는 일본의 하이쿠도 마찬가지이다. 그리고 우리 경험을 조직

하는 소용돌이파[소용돌이로 그림을 구성하는 미래파의 일파]의 기하

학적 형태들에 대해서도 그와 비슷하게 말할 수 있을 것이다(SS: 

960, 강조는 인용자).

테일러는 분명하게 보이는 대상을 정확히 재생해내려는 노력을 모더니

즘 시인인 에즈라 파운드(Ezra Pound, 1885-1972) 의 어휘를 빌려 “은

유”라고 표현한다. 특히 사물을 정확하게 보려는 노력에 대응하는 은유 개

념을 ‘해석적’이라고 묘사하는 것은, 자기표현을 통해 자연의 목소리와 세

계의 질서를 파악할 수 있다고 믿었던 낭만주의의 자신감이 사그라든 것 

같은 느낌을 준다. 이제 작품에 등장하는 것은 자연과 세계의 ‘질서’에 대

한 일인칭적인 표현이 아니라, 세계를 보려고 할 때 마주하게 되는 ‘우리

의 상태’에 대한 일인칭적인 반영이다. 다시 말해 이제 ‘세계’를 정확히 보

려는 것보다 세계를 정확히 보는 ‘방식’에 더 주목하게 된다. 그리하여 우

리가 정확히 보고하려는 현실은 있는 그대로의 장면이 아니라 ‘감정’에 의

해 변용된 장면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태도를 취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때의 감정 또한 단순히 주관적이고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사물을 만날 

때 내면에 주목하면서 관찰하고 발견하게 된 반복된 패턴들에 대한 일종

의 ‘반응’이라고 할 수 있다. 

이 패턴이야말로 “분명히 드러났던 대상”이자 “정확한 해석적 은유”

가 포착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정확하고자” 시도하는 시는 단순

히 모방적인 것이 아니다. 시는 우리를 위축시키는 관습적인 방식의 

관찰에서 벗어나게 해주며, 따라서 우리는 세상을 변용시키는 패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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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이전의 존재의 에피파니처럼 묘사된 

대상이 보다 깊은 현실을 표현하는 방식으로 작용하지는 않는다. 그

것은 표현된 대상이나 이미지 또는 단어 형태로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는다. 오히려 그러한 것들 사이에서 일어난다고 말하는 것이 더 나

을 것이다. 단어나 이미지들은 그것들 사이에 좀 더 강렬한 에너지를 

포착할 수 있는 힘의 장을 설립하는 것처럼 보인다(SS: 962, 강조는 

인용자). 

이처럼 “세상을 변용시키는 패턴”을 만드는 우리의 상태를 의식하고 인

정하게 됨으로써, 우리는 작품이 묘사하고 있는 대상이 지시하고 있을 현

실을 찾아 대응시키려는 관심을 점차 거두어간다. 대신, 우리가 사물을 바

라볼 ‘당시’에 느끼는 우리 시선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작품을 마주하는 

‘현상’을 중시하게 된다. 테일러에 의하면, 이제 작품은 단어나 이미지들이 

모여 가시적인 통일성을 이루지 않은 복합체로 이해되며, 작품을 파악하는 

유일한 방법이란 그 단어나 이미지들의 구성과 짜임이 ‘순간적으로’ 만들

어내는 공간에 주목하는 것이다. 테일러는 이것을 “개념과 에너지를 안으

로 끌어들이는 공간을 만들어”내는 것으로 표현한다(SS: 963). 우리는 이

제 작품 안에 오롯이 표현되어있을 메시지를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작품

이 만들어내는 공간 속에서 그 작품의 구성요소들 ‘사이’에 일어나는 것에 

주목하길 요청받는다. 그러나 이 장력의 공간에서 우리가 무언가 느낀다고 

해도 그것은 작가의 메시지를 그대로 읽어내는 것은 아니며, 이 힘을 감상

자가 느낄 수 있는지의 여부 역시 작가의 의도와 통제를 벗어난다. 테일러

는 이러한 변화를 에즈라 파운드가 시의 단어 ‘사이’에서 ‘자기장’과 같은 

장력이 머문다고 언급한 것에 천착하여, 우리는 “존재의 에피파니 대신 사

이공간(interspatial)의 에피파니 같은 것”을 갖게 되었다고 표현한다(SS: 

963-964). 

그리하여 이제 에피파니는 한 가지 굴절을 더 겪게 된다. 낭만주의에서 

에피파니는 작품에 드러나는 물리적 외형을 통해 파악하리라고 기대되는 

어떠한 본질이나 존재로서의 ‘존재의 에피파니’로 이해된 이후, 모더니즘

에서는 작품에서 드러나는 것이 아닌 작가가 작업이라는 행위로서 지향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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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는 그 무엇을 가리키는 ‘간접적으로만 얻을 수 있는 에피파니’의 의미를 

거쳐, 이제 작품이란 그것을 보아줄 존재와 마주하여 작품에 드러난 것들 

사이의 장력에서 ‘현상’으로서 지향될 수 있는 ‘사이공간의 에피파니’로 나

아가게 된다. 이러한 에피파니의 변화는 우리가 표현을 통해 세계와 관계 

맺는 방식이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말해준다. 그것은 점차 대상을 파악하는 

방법으로서 대상을 바라보는 우리 자신의 시선과 감정을 탐구하는 것으로 

회귀했다는 것이며, 그 회귀의 극적 형태는 내면의 영속성 혹은 독립성을 

해체하는 형태로 나아갔다는 것이다. 특히 이 해체는 두 번째 에피파니에

서 세 번째 에피파니로 전개될 때 나타난다. 단적으로 말해 주관적 관념론

은 표현의 기호학적이고 의미론적인 개념들로 대체되고, 주체-대상/정신-

몸의 이분법이 거부된다(Sukla: 2011, 30-31). 그리하여 예술에서의 자기

표현은 자아이해에 대한 급진적 변화를 반영하였다고 볼 수 있다. 모더니

즘에서 우리의 주관에 대한 탐구가 끝에 다다를 때까지 유지되던 ‘자아’의 

단일함은 사이공간에서만 파악될 수 있는 에피파니를 의식할 때 비로소 

깨트려진 것이다.

그러나 사이공간의 에피파니마저 여전히 ‘자기형성’의 성격을 가지고 있

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을 것 같다. 자연이나 궁극적 본성과 조화를 이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던 단일한 자아, 혹은 통합적인 자아에 대한 아이디

어가 모두 허상이라고 판단되는 때에도, 그 허상을 견딜 수 없고 분열을 

느끼는 것 또한 우리 내면의 일인칭적 자의식이기 때문이다. 이 자의식을 

반영하여 세계에 대한 스스로의 이해를 드러내는 것도 자기이해의 과정이

며 표현을 통한 자기인식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하여 테일러는 후썰이나 

하이데거, 메를로-퐁티로 이어지는 현상학의 철학적 기획을 들어 기계적이

고 도구적인 삶이나 파편화된 삶을 극복하기 위해 복원해야 할 것은 자아

가 아니라 ‘경험’, 즉 경험의 조건들 속에서 억제되고 망각된 것이라는 데 

동의하면서도, 여전히 그 복원의 경로는 일인칭적인 자아의 내면이라는 점

을 강조하는 것 같다(SS: 929). 거꾸로 말하자면, 고립된 자아의 단일함이

나 통합성을 의심하는 시대에도 여전히 세계를 내적으로 이해하려는 우리

의 시도가 ‘자기표현’에 의해 가능하다고 말할 수 있다면, 이때의 자기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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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은 현대적 자아의 한계와 조건을 인정하는 것에 토대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점차 ‘섬세해진 자기표현’의 의미를 테일러가 말하는 포괄적인 

‘에피파니’의 의미로 해석함으로써 특징화할 수 있다면, 이것은 미학사 

‘내’에서 이해되는 희화화된 낭만주의의 자기표현의 의미와는 다르다고 할 

수 있다. 미학사적으로 낭만주의의 자기표현은 주관적 편향이 짙고 단일하

고 선험적인 자아가 있다는 환상에 토대한 철지난 것이기 때문이다

(Sukla, 2011: 9). 그러나 테일러는 예술영역 내부가 아닌 근대적 자아의 

정신적 삶의 관점에서, 점점 더 기계적이고 물리적으로 사물을 파악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당연해져버린 세계 속에 놓여있으면서도 거리를 둔 중립

적 대상 이상으로 우리 주변의 사물과 세계를 이해하고 싶은 욕구를 ‘에피

파니’로 표현하면서 개인의 정체성과 예술의 관계를 끊임없이 연결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예술이 자기형성에 기여하는 표현이자 언어라고 

할 때 예술실천의 변화에 따르는 에피파니의 굴절들은 보다 섬세한 자기

형성의 관점을 제공할 뿐이다. 이제 자기형성에 기여하는 표현으로서의 예

술언어는 고립된 주관의 세계를 표현하는 것도 아니고, 대상에 대한 ‘닫

힌’ 이해를 규정하는 것도 아니다.  

이렇게 볼 때 ‘섬세해진 자기표현’으로서의 예술언어는 다음의 특성들을 

고려하는 것일 수 있다. 첫째, 우리가 세계를 정확히 파악하고자 하면서도 

우리의 내적 반향을 표현한다는 것은, 대상의 특성을 사실적이고 정확하게 

묘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감정에 의해 변용되고 변형된 것, 즉 세계를 

이해하는 인간의 시선은 굴절된 것이라는 점에 대한 인정을 수반한다. 둘

째, 통합적인 자아에 대한 허상을 버려야 하지만 이러한 분열과 탈중심화

된 자아의 필요성을 느끼는 것 또한 자아의 내면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여전히 세계를 이해하는 행위로서의 ‘표현’은 중요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때 표현은 우리의 독립적 자아나 주관 세계를 보여주는 정수의 결과물로

서 이해되기보다는 표현 행위로서 내면과 세계를 연결하려는 열려있는 경

험의 과정으로 이해될 수 있다. 셋째, 두 번째 특성과 연계되는 것으로, 

표현은 그 표현을 구성하는 요소들이 형성하는 장을 통해 이해되는 현상

적인 것이며, 우리의 자기표현은 독백이 아니라 그것을 보고 들어줄 자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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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포함한 타인의 존재에 의존하는 것이라는 점을 의식할 수 있다. 즉 우

리가 세계에 내적으로 접근하여 그것을 표현하고자 하면서 자신의 삶을 

규정하고 기획한다고 할 때, 이제 그 기획의 구성은 타인의 존재를 의존하

는 형태를 띠게 되었다고 이해할 수 있다. 

3) ‘자기표현’의 언어적 공명을 넘어 

지금까지의 논의를 통해 볼 때, 자기형성에 기여하는 예술언어를 통해 

자아를 탐구하고 보다 정확히 자신을 인식하려고 애써온 역사적 과정은 

개인의 내면 안에 침잠하거나 고유성을 강조하기보다는 자신을 둘러싼 세

계와의 관계를 보다 정확히 파악하고자 하고 정련화하는 방향으로 전개되

었다고 볼 수 있다. 이 시도에는 사물과 관계 맺는 우리 시선 자체의 고유

한 특성과 한계를 의식하는 것 또한 포함됨으로써 우리는 보다 열린 구조

로 자기형성에 기여하는 예술의 의미를 이해하게 되었다. 그 열린 구조란 

우리가 표현을 통해 스스로를 탐구하고 형성해가는 것은 ‘사물과의 관계’ 

속에서, 그리고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런데 ‘관계’ 속에서 이러한 자기표현을 구성할 수 있는 영역은 예술언어

가 아니더라도 우리의 인간사 영역 전반에서 활용하는 언어에 의해 가능

할 수도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해 자기형성에 기여하는 표현의 중요성을 의

식하는 교육적 접근은 예술표현이 아니더라도 공동의 대상을 두고 각자의 

반향을 표현할 수 있는 수업이라면 어떤 것이든 원칙적으로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본 연구는 왜 자기형성에 기여하는 표현을 위한 교육적 

접근으로서 예술표현에 주목하고자 하는가?  

이 문제에 답할 수 있는 근거로서 테일러의 견해에 의존해 온 것은 지

금까지의 논의를 통해 볼 때 반은 성공적이고 반은 충분치 않다고 생각한

다. 왜냐하면 테일러는 근대적 자아의 정체성을 탐색하기 위한 탐구가 각 

개인의 일인칭적 사유와 감수성을 거친다는 것, 그리고 창조적 상상력을 

활용하여 삶의 방식을 새롭게 정식화한다는 것에 주목하여 예술실천의 변

천을 탐색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접근은 예술의 편에서 그것의 고유한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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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통해 산출되는 자기표현이 무엇인지를 고민한 것이라기보다는 오히

려 자기인식의 편에서 요청되는 명료화의 능력을 ‘표현’으로 상정하고 예

술창작과 표현 개념 간의 공통점을 이끌어낸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리하

여 지금까지 이해해온 ‘섬세해진 자기표현’의 의미에서 볼 때 예술은 일상

적인 삶과 동떨어진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영역이 아니라, 세계를 정확히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자아에 대한 탐구를 ‘가시적인 물질적 표현’을 통해 

가장 잘 보여주는 인간적 행위로서 이해될 수 있는 것이다. 

이처럼 예술언어의 생성과 자아탐구 간의 밀접한 관련성을 찾으며 근대

인의 정체성을 탐색하는 방식을 미적으로 규정하는 테일러에게 궁극적으

로 중요한 지점은, 자기표현을 통한 예술적 실천이 아니라 개별적으로 ‘좋

음’을 추구할 수 있는 윤리적 자아로의 성장에 있다고 보인다. 이 성장에 

예술적 사유방식이나 자기표현이 기여할 수 있다면, 그것은 사적이고 일인

칭적으로 세계와 만나는 것이 현대인의 도덕적인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일 것이다. 하나의 ‘좋음’이나 ‘옳음’을 

추구할 수 없는 현대 사회를 살아가면서도 “좀 더 깊이 공명하는 인간적 

환경을 가진다는 것, 그리고 그에 더해 시간적 지속성과 책임의 측면에서 

어떤 심층을 가진 귀속 관계를 가진다는 것이 왜 중요하고,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가 하는 문제”(SS: 1036)에 각 개인이 개별적인 감수성을 경

유하며 다가설 때 우리에게 ‘직접’ 다가올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즉 

테일러는 타인의 기준과 공명하면서도 각자의 삶을 규정할 수 있는 언어

를 만들어가는 데 예술적 사유방식 및 창작의 원리를 활용함으로써, 개인

적 감수성에 기초한 윤리적 삶의 기획을 제시하고 있다고 보인다.

윤리적 태도를 예술, 특히 모더니즘 이후의 예술과 밀접하게 연결지으려

는 테일러의 시도는 근대 이후 자율성을 부여받은 예술과 미학 분야에서 

반감을 일으키는 주장일 수 있다. 칸트의 세 비판서에서 대변되는 범주적 

구분에 의해 ‘인식, 올바른 행위와 도덕적 가치, 예술과 미학’의 범주로 이

성의 영역이 구분되고 각 영역의 언어 게임들이라 불리게 된 것들 사이의 

차이를 이해할 수 있는 이론들이 제공됨으로써, 우리는 모더니티, 즉 근대

성(modernity)이 출현하게 된 설득력 있는 근거를 획득하고 있기 때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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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Habermas, 1990: 17-20). 다시 말해 진리와 미, 그리고 선(좋음)이 서

로로부터 자율적이 되고 분리됨으로써 각 영역들이 자기-충족적인 실행 

형식들, 말하자면 ‘현대 과학과 테크놀로지, 사적인 도덕과 현대의 법률 

형식, 현대 예술’로 각기 발전하게 되는 개별적 논리를 품게 되는 중심에 

근대성이 있다. 이러한 영역의 범주적 구분으로써 비로소 근대 이전의 형

이상학적 총체성이 소멸을 고하게 된다면, 테일러가 다시 연결하려는 예술

과 진리, 혹은 도덕과의 연결은 시대착오적인 것이 아닌가?

그러나 예술이 진리와 좋음에 대한 질문들이 처음부터 배제되어 있는 

영역에 있다면, 과연 우리가 예술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것이란 무엇일까? 

미학자 R. M 번스타인(Bernstein)은 예술의 영역을 통해 우리가 무언가 

사유하게 된다고 할 때, 세계가 어떠한지(진리), 그 세계 속에서 어떻게 행

동 내지 처신해야 하는지(도덕), 혹은 무엇이 우리에게 유용하거나 즐거운 

것인지와 관련이 없는 것을 성찰하게 된다고 한다면, 도대체 미는 어떤 종

류의 야수냐고 묻는다(1992: 3). 그는 현대의 예술이 진리로부터 소외되는 

것에 애도를 표하며 테일러가 근대적 자아를, 그것을 넘어서 있는 질서와 

(재)연결시키는 방식들에 동의를 표한다. 그러나 번스타인은 모더니티 이

후 형성된 예술의 자율적 영역 덕분에 미학은 보다 분석적인 방식으로 예

술의 가치와 작품의 의미 또한 명료하게 분석하게 되었음을 인정하면서 

미적 모더니티의 성과 및 그것이 인간의 삶에 영향을 끼치는 관계 사이의 

긴장을 균형있게 파악하려는 것 같다. 이러한 균형적 시각에서 볼 때 번스

타인은 테일러가 예술과 미학 영역 ‘안’이 아닌 곳에서 에피파니를 찾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비판한다.17) 그러나 번스타인은 테일러가 예술을 우리 

17) 번스타인은 자신의 저서 『예술의 운명』(The Fate of Art, 1992)에서 테일러

의 이 책을 들어 다음과 같이 말한다. “(내가 쓴) 책이 테일러의 책에 동조한

다는 점은 곧 분명해질 것이다. 사실, 철학에서의 언어적 혹은 공동체적 전회

가 우리를 얼마나 멀리 데려갈 수 있는지에 대한 나의 회의는, 약속의 언어와 

하버마스의 언어 이론에 대해 경고하고 있는 테일러의 말을 그대로 되풀이하

고 있는 것이다. 내가 테일러로부터 벗어나는 지점은, 그가 예술적 모더니즘의 

담론들을 직접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데 반해, 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말하자

면 철학이 아니라 이들 작품들이 자아와 세계 그리고 공동체에 대한 대안적 

개념화가 싹트고 있는(혹은 내가 믿듯이 동면하고 있는) 지점들일 수 있게 하

는 것은, 이들 작품들의 내용들이 아니라 그것들의 형식이라고 생각한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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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에서’ 울려 퍼지는 언어들을 통해 주체 ‘외부의’ 도덕적 원천들을 찾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 그리하여 개인적인 비전과 결코 분리불가능하게 연동

되는 어떤 ‘질서’를 찾는 방식을 모색하는 것으로 간주한 것에는 전반적으

로 동조한다. 즉 그는 테일러가 예술을 근대인의 삶에 대한 진지한 탐구이

자 개별적 비전을 모색하는 경로로 간주한 것에는 동의하면서도 ‘예술언

어’ 자체의 고유한 특성이나 그 언어 구성 방식이 삶에 끼칠 수 있는 영향

에 대해서는 다소 간과한 측면이 있다고 보는 것이다.

번스타인이 테일러의 견해에 가지는 이러한 이중적 관점은 내가 테일러

의 근대적 표현 개념과 예술의 관계에 대한 관점을 받아들여 ‘자기형성’에 

기여하는 표현의 특성을 개념화하면서도 예술의 고유성에 관하여 테일러

가 답해줄 수 없다고 느끼는 부분을 잘 표현해준다고 생각한다. 테일러는 

분명 예술과 미학 영역 ‘안’에서가 아니라, 시대의 산업, 경제, 과학의 변

화와 맞물리는 지적 지평의 역동 속에서 근대적 자아의 자기인식이 더 정

교해지는 과정을 예술의 변화를 통해 보이고자 했다. 즉 테일러에게 예술 

실천의 변화는 근대적 자아가 스스로를 이해하려는 작업을 어떻게 정련해

나가는지를 보여주는 모종의 발전 과정으로 이해될 수 있다. 예컨대 낭만

주의에 대한 모더니즘의 시각은 주관적 표현주의를 거부하는 것으로 명시

화될 수 있겠지만, 예술 바깥의 더 총체적인 관점에서 볼 때 이러한 거부

는 자신과 세계와의 관계를 더 정확히 보기 위해 등장한 장애물을 극복하

려는 일련의 ‘과정’으로 읽힐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때 예술의 역할

은 무엇인가? 단지 그러한 자아 탐구를 잘 예시하는 대표적인 영역인가? 

즉 세계를 정확히 파악하려고 함으로써 자신의 삶을 규정하고 정식화하는 

데 요청되는 창조적 상상력과 일인칭적 반영이 예술 행위에서 활용되는 

대표적인 행위이기 때문인가? 

나는 예술작품에 대한 견해를 제시하거나 작품을 창작함으로써 자신만

이다. 테일러는 자신이 자아를 넘어선 도덕적 의미의 원천들에 대한 에피파니

를 얻게 되는 것이 예술과 미학 안에서라는 사실을 너무 경시하고 있다. 그럼

으로써, 그는 이러한 직관들이 한낱 상상된 것이요, 인식적 설득력이 없는 가

능성에 불과하다는 비난에 노출되게 된다”(Bernstein, 1992: 275-276, 번역과 

강조는 인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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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아이디어를 구현해내고자 할 때, 즉 예술언어로서 자기표현을 할 때 우

리는 다른 이슈를 가지고 자기표현을 할 때와는 다른 독특한 자기인식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바로 여기에 윤리적인 자아가 되기 위해 공동의 기

준에 공명할 수 있는 언어를 ‘사적인 방식’으로 찾는 데 예술언어를 활용

하는 테일러의 관점을 벗어나는 지점이 있을 것이다. 우리가 작품을 창작

하거나 감상하며 자신의 아이디어를 표현하는 ‘순간’은 다른 목적을 위해 

표현을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이 아닌 ‘표현’ 그 자체를 목적으로 삼는 순

간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순간은 명시화된 문자적 언어를 통해 공명하는 

공동의 기준을 만드는 것과 다르게, 우리가 감각하는 것이나 지각하는 것

을 통해 소통할 수 있는 현상 자체를 지시한다. 

테일러는 바로 이 지점, 즉 예술표현의 감각적이고 지각적인 소통의 차

원에는 큰 관심을 두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그는 우리가 타인과 

공명할 수 있으면서도 스스로를 이해할 수 있는 고유한 지평을 만들어가

는 것은 일상적인 언어사용을 가능하게 하는 ‘언어적 기반’ 때문이라고 주

장하기 때문이다(SS: 87). 다시 말해 테일러에게 예술, 혹은 예술표현의 

의의는 개인의 윤리적 비전을 위한 통로로 이해되며, 결국 공동의 기준인 

언어적 토대를 일인칭적으로 성찰하게 하기 위한 수단이 된다. 그러므로 

개인의 윤리적 삶이 아닌 ‘사이공간의 에피파니’에서 제시된 것과 같이 타

인 및 세계와의 관계 ‘사이’에서 ‘존재하는 방식’과 관련된 예술표현의 현

상적 차원의 교육적 의미는 테일러로부터 충분히 이끌어내기 어렵다고 할 

수 있다. 즉 표현을 통해 자기형성이 가능하다고 할 때 예술언어 자체가 

의미화되는 현상을 반영하면서 지닐 수 있는 고유함은 또 다른 설명이 요

청되는 것이다. 다음으로는 바로 이 지점에 대해 탐색해보고자 한다. 

본 장에서는 ‘자기표현’이 사물과 세계를 이해하는 것을 넘어 그것을 이

해하는 우리 자신을 인식하는 데 기여하는 것일 때, 이때의 내적 앎은 외

부 대상을 인식하는 것과 다르게 우리의 지향을 담은 존재론적인 변형이 

일어난 것이며, 이러한 변형은 곧 자아를 특정한 실천의 방향으로 이끈다

는 점에서 ‘자기형성적’인 특성을 보인다고 이해하였다. 즉 ‘자기인식’에 

요청되는 ‘자기표현’은 우리의 감정과 신념, 그리고 지향을 형성하는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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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밀접한 관련을 맺는다는 것이다. 특히 이 둘 간의 관계에 내재한 미적 

특성에 주목하며, 개인과 세계를 연결하는 큰 질서를 상실한 근대인에게 

의미있는 삶을 살아가는 문제, 그리고 자신을 이해하는 문제에 어떻게 예

술이 주요한 역할을 해왔는지를 근대 예술실천의 변화를 통해 살펴보았다. 

예술은 근대인의 내적 삶의 질서를 끊임없이 정식화하고 정련하려는 시도

를 독특하게 보여주는 영역이었으며, 예술실천의 변화에 따라 간접적으로 

수행되었더라도 여전히 스스로와 세계를 이해하고 싶은 ‘자기형성’의 특성

을 지닌 영역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예술언어를 자기형성적 특성을 가지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은, 자

기존중을 형성하는 데 왜 도덕적 접근에 비해 미적 접근이 유용할 수 있

는지, 그리고 이때 초점화되는 예술의 특성은 무엇인지 보여준다. 예술언

어는 근대인에게 도덕적인 행위를 할 수 있는 동기를 외적 법칙이나 준칙

이 아닌 우리 자신을 더 나은 존재로 여기고 싶은 내적 동기와 연결시킬 

수 있는 방법적 역할을 제시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자

연과 세계를 중립적으로 바라보기 시작한 근대인이, 삶의 질서를 정립하는 

데에 공리적인 이익을 따지는 것을 넘어 고차원적인 가치를 추구하고자 

하는 실존적 욕망을 실현하기 위해 바로 예술언어로서의 ‘표현’을 고안했

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볼 때 자기존중의 형성에 기여하는 

미적 접근은 자유롭고 도취적이며 개성을 강조하는 임의적인 자기표현의 

수준을 넘어서서 조망되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때의 자기표현은 세계

를 내적으로 정확히 보려하고 그럼으로써 자신의 삶의 질서 또한 더 섬세

하게 정련하고 싶은 언어를 마련하려는 책임감 있고 주체적인 자아탐색의 

성격을 가진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통찰은 자기존중에 기여하는 미적 접근의 교육이 단순히 학생들

의 지각적 경험이나 감정을 중시하고 그것을 표현하는 예술교육에 머무르

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표현하는 것과 사물이 맺고 있는 관계 자체를 대

상화하고 그것에 대해 사유하는 것을 포괄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즉 

우리가 건전한 자기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예술을 소재로 하는 교육을 기

획할 때 초점을 두어야 하는 것은, 자유로운 표현 행위를 수행하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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넘어 그 자유로움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자신과 사물이 관계 맺는 방식의 

합당함에 있다는 것을 스스로 정립하고 명료화하는 과정 속에서 느낄 필

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때에야 우리는 이전과 다른 방식으로 사물과 세계

를 이해하면서 그러한 이해를 하고 있는 자기 자신에 대한 내적 앎을 형

성하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이때의 자기표현은 사물 및 

세계와 관계 맺는 우리 자신에 대한 이해와 이를 통한 자기관계는 설명할 

수는 있지만, 타인과의 관계에서 상호적 인정관계의 그물을 형성하는 것을 

보여주는 데에 어려움이 있다고 보인다. 이어지는 IV장에서는 바로 이 점

에 착안하여 자기형성적인 ‘표현’이 이루어지는 현상적 차원에서 사물 및 

타인과 맺는 관계 형성은 어떠한 특징을 가지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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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실존적 예술언어와 문화적 도야

본 장에서는 예술언어가 우리의 지향성을 반영하는 자기인식의 과정을 

반영할 수 있다는 것과 더불어 예술‘표현’이 현상하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독특한 교육적 의미가 있다고 가정하고, 그것이 무엇인지 탐색해보고자 한

다. 이러한 접근은 앞서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자기표현을 제시할 때 상호

적 인정관계의 그물망을 형성할 수 있다는 자기존중 형성의 상황적 조건

을 ‘말로서의 언어’가 아닌 ‘지각적 언어’의 차원에서 살펴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지각적 언어로서의 예술표현이 ‘현상’하는 것에 대한 주목은, 

찰스 테일러가 근대 이후 ‘표현’ 개념을 통해 우리의 삶을 정식화하고 자

기인식을 구성해온 방식의 역사를 살펴본 끝에, 결국 우리가 표현함으로써 

세계를 만나는 것은 지속성의 관점에서 볼 때 순간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

이고 자율성의 관점에서 볼 때 타인의 영향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이해

한 것과 관련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테일러는 예술표현이 현상하는 ‘상황’ 자체에는 큰 관심을 두지 

않은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자아의 ‘미적인 존재방식’이 함의할 수 있는 

교육적 차원을 그의 논의로부터 끌어내기는 어렵다고 보인다. 상술했듯이 

테일러는 근대인의 삶의 조건이 개인의 감수성을 경유하는 일인칭적이고 

사적인 윤리의 정식화를 요청한다는 의미에서, 표현의 개념에 주목하고 예

술에 관심을 두었다고 보이기 때문이다. 물론 테일러는 마지막 에피파니인 

‘사이공간의 에피파니’를 제시하면서, 표현을 통해 인간과 세계와의 관계

를 이해하려는 시도는 ‘표현된 요소들 간의 장력’ 안에서 파악되어야 한다

는 관점을 포괄하고자 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테일러의 논의로부터는 

예술표현을 통해 사물, 세계 및 타인과 관계 맺는 ‘현상’이 어떻게 ‘미적인 

특성’을 반영하고 있는지를 충분히 탐색하기 어려웠다. 다음으로는 우리가 

예술표현을 하는 동안 사물 및 타인과의 관계에서 미적인 존재방식을 취

한다는 것이 어떻게 이해될 수 있는지, 그리고 이 존재방식이 자기존중의 

형성에는 어떠한 기여를 한다고 볼 수 있는지를 탐색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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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실존적 표현으로서의 ‘예술언어’

1) ‘예술언어’의 실존적 존재방식

어디까지가 예술인지, 예술로 정의될 수 있는 것의 특성은 어떻게 규정

될 수 있는지의 질문조차 낡은 것으로 간주되는 지금, 예술은 아도르노

(Adorno. T)의 말처럼 “예술 내적으로든, 아니면 예술과 전체의 관계에 

있어서든 예술에 관한 그 어떤 것도, 예술이 존재할 권리조차도 더 이상 

자명하지 않다는 점만이 자명”(Bertram, 2005/박정훈(역), 2017: 19)할지

도 모른다. 즉 우리가 지금 동의할 수 있는 예술 본연의 특성이란 ‘자명성

(self-evidence)의 결핍’으로서만 말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규정

은 매우 소극적인 방식으로 보이며 예술이 구체적인 특성을 결여하는 모

호한 개념이라는 인상을 주지만, 사실 이 비자명성이라는 특성이야말로 예

술을 ‘일상적인 것과 구분해주는’ 결정적인 특성이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무엇이 예술이고, 무엇이 예술이 아닌지의 질문은 언제나 예술을 감

싸고 있는 질문으로, 예술의 의미에 대한 숙고 자체가 예술의 일부가 되었

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예술로 간주되는 표현이나 사물은 그 자체로 이미 

우리 자신의 이해와 표현을 요청함으로써 존재하게 된다고 할 수 있을 것

이다. 대체 이 작품이 하려고 하는 말이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일 자체가 예술의 의의와 가치를 긍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 

같은 맥락에서, 단지 예술작품이라고 인정되는 고급문화뿐만 아니라 대

중예술이라고 할지라도 단순히 퍼포먼스에서 오는 화려함이나 내러티브의 

극적 구조가 주는 감각적 자극 외에 우리에게 단번에 이해할 수 없는 차

원을 열어 보이고 숙고할 수 있는 질문을 던진다면, 예술경험으로 이해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것이다. 현대 독일 철학자 게오르크 베르트람(Georg 

W. Bertram)은 자신의 저서 『철학이 본 예술』(Kunst: Eine 

philosophische Einführung, 1992/박정훈(역), 2017, 이하 KPE)에서 이

러한 예술의 특성을,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거나 말을 건네는 ‘자기소통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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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으로 정식화한다. 저 형태가 대체 무엇을 의미하느냐고 질문하는 것

도 우리 주관이고, 이러한 작품의 가치가 무엇일지 질문을 하는 것도, 그

리고 그에 대한 답을 하기 위해 작품을 면밀히 살피면서 답할 거리를 마

련하는 것도 관찰하고 있는 우리 자신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는 상담

을 하거나 일기를 쓸 때에도 자신의 이야기를 스스로 내놓으며 자기소통

을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예술이 촉발하는 자기소통의 독특한 점은 무엇인

가?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자기인식에 기여하는 특별한 점은 무엇인가?

우선 예술작품은 문자로 이루어지는 문학을 포함하여 보거나 듣는 것을 

통해 이해해야 하는 일종의 ‘기호’라고 볼 수 있다. 베르트람은 이 기호가 

질료(material)라는 ‘미적 매체’(medium)에 제작의 형식(form)인 ‘미적 

절차’(procedure)를 가하여 만들어진 것으로 이해하자고 제안한다(KPE: 

56). 여기서 ‘미적’(aesthetic)이라는 형용사를 붙이는 것에서 눈치챌 수 

있겠지만, 이 기호가 해명되는 방식은 우리가 통상적인 기호를 보고 그 기

호가 지시하는 내용을 인식하는 것과는 다르다. 우선적으로 미적 기호는 

감각적이고 질료적인 특성을 내세워 호소하려고 하며, 일상적이지 않은 방

식으로 받아들여질 것이 기대된다(KPE: 198). 즉 미적 기호의 이해는 기

본적으로 우리 앞에 놓인 작품 외형을 감각하고 지각한 것을 우리 주관 

안에서 대상화함으로써 이루어진다.

주관 안에서 감각되고 지각된 것에 주목하여 이루어지는 이해를 ‘미적 

이해’라고 할 수 있다면, 이것은 우리가 보통 대상을 ‘이해’한다고 말할 때 

겪게 되는 사유의 과정과는 다소 다르다. 예컨대 우리가 ‘집’이라는 개념

을 ‘이해’하게 되었다고 할 때, 그 이해는 눈 앞에 있는 집과 같이 구체적

인 외형을 지각하는 것만으로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우리는 그 사물의 구

조나 기능을 보고 다른 집들과 공통점이 무엇인지 떠올리면서 오히려 구

체적 형태가 지닌 독특한 특성을 사상한 채 집의 본질적 특성이라고 할 

만한 것을 추구하면서 그 개념을 이해하게 된다. 즉 대상의 이해는 보통 

구체적인 것을 일반적이거나 보편적인 것으로 포함시키면서 행해지기 때

문에 모종의 추상화하는 사유를 거친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예술작품을 

‘이해’하는 것은 지금 대면하고 있는 그 작품과의 개별적 만남 외에 떠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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릴 다른 보편적 포함 범주가 없다. 그리하여 그 특수한 기호와 공통점을 

추출할 무엇을 견주는 것이 아니라 그 기호 자체에 깃든 감각적이고 질료

적인 특성을 통해 이해를 시도해야 한다는 점에서 ‘개별적인 상황’ 그 자

체에 머물러 있을 것이 요청된다. 

여기서 개별적 상황에 머무른다는 말은 ‘미적 이해’가 얼마간의 시간을 

요구하는 ‘과정’을 필요로 한다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예컨대 우리가 

비발디의 『사계』 중 ‘봄’을 듣고 그 음색의 흐름과 템포를 파악한 뒤 이 

곡은 밝고 경쾌하다는 느끼기 위해, 혹은 피카소의 『우는 여인』의 형태와 

색조를 보고 처절하고 절규하는 듯한 슬픔을 느끼기 위해 우리는 예술작

품을 찬찬히 듣거나 보면서, 그것이 가지고 있는 특유한 얼개를 파악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미적 이해의 특성은 이제 글자를 막 

읽기 시작한 어린이가 보들레르의 시를 문자 그대로 읽을 수 있다고 해서 

그것을 이해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에서도 알 수 있다. 즉 미적 이해에 도

달했다는 것은 예술작품을 하나의 얼개를 가진 것으로 보고 그 구조를 이

루고 있는 질료적 요소들을 유기적인 것으로 연결하여 파악한 후에, 어떠

한 심상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을 뜻한다. 다시 말해 작품을 접하고 이해하

려 한다는 것은 개별적 대상이 ‘특정 언어’를 다루는 ‘방식’에서 특별할 수 

있다는 것을 ‘의식’하고 다가서는 것일 수 있다. 

이를 통해 볼 때, ‘미적 이해’는 ‘미적 기호’, 즉 ‘특정 언어’를 다루는 

주관적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베르트람은 움베르트 에코(Umbert Eco)

의 말을 빌려 이 특정 언어를 “개인어(개별어)”라고 명명하면서, 이것은 

공동체의 구성원 전체가 공유하는 언어와 달리 오직 한 개인만이 사용하

는 ‘언어’, 즉 “개별자의 언어”라고 소개한다. 즉,

이런 입장에 따르면 모든 예술작품은 자신만의 고유한 언어를 갖는

다. 개별 작품 본연의 언어로 인해 각 작품은 주변 세계는 물론 다른 

작품들과도 구분될 수 있다. 이 언어는 작품 특유의 미적 매체에 의

거하며 작품 특유의 미적 절차와 밀접한 연관을 갖는다. 그러나 이 

언어는 매체나 절차에 완전히 수렴되지 않고 오히려 작품의 질료나 

형식을 자신의 요소로 삼는다. 말하자면 특정 질료와 형식이 어우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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짐으로써 빚어진 특수한 짜임새가 바로 개별 작품 본연의 언어이다

(KPE: 204, 강조는 인용자).

여기서 흥미로운 부분은 ‘작품으로서의 언어’가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

니라 특수한 ‘짜임새(constellation)’를 이루면서 설핏설핏 드러났다 감추

어졌다 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다. 베르트람은 문학이 여타 일상적 언

어 표현과 어떻게 다른지 말하기 위해 발레리가 한 말을 인용하여 문학은 

“진자”가 운동하듯이 “소리와 의미 사이를 왔다갔다”한다고 표현한다

(KPE: 214). 질료와 의미가 상호 교차하는 이러한 상황은 예술작품을 미

적으로 이해한다는 것이 어떠한 국면에 접어드는 것인지 잘 보여준다. 이

것은 앞서 테일러가 ‘사이공간’의 에피파니에서 제시한 것처럼 “소리”라는 

질료와 이것을 이해함으로써 도출되는 “의미”, 이 양자 사이에 감도는 ‘장

력’을 설명하는 것으로도 보인다. 즉 “왔다 갔다”라는 말은 미적 이해의 

방식이, 대상을 인식의 틀 안에 포획하고 장악하는 방식으로 파악하는 것

이 아니라 감각적인 질료성 자체를 이해할 가능성과 의미의 망에서 ‘벗어

날’ 가능성을 함께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렇다면 질료와 의미 사이에 감도는 장력에서 비롯되는 미적 이해방식

이 우리의 자기인식, 혹은 자기형성에 끼치는 특별한 영향이란 어떻게 이

해될 수 있는가? 나는 이 질문에 답하기 전에 먼저 이러한 이해방식을 촉

구하는 ‘예술작품의 존재론적 특징’을 규명하는 일부터 행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장력이 감도는 대상은 일상적인 사물이 아니라, 자명

성을 결여한 채 자신의 존재론적 지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질문을 던

지고 있는 특정한 ‘존재’이기 때문이다. 예술작품은 바닥을 쓸기 위한 목

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빗자루와 달리, 자신의 존재 목적에 대해 비규정적

인 채로 남아있다. 우리는 이 비규정적인 예술작품이라는 존재에 다가설 

때 그 사물의 외형을 감각하고 지각하며 이해하고자 하면서도, 시각적이고 

음성적이며 촉각적인 고유함이 의미하는 것이 무언가 있을 것이라는 태도

를 ‘가지고’ 다가선다. 이처럼 감각적이고 질료적인 이해를 통해 우리가 

비규정적 존재로부터 획득하는 주관적 의미는 대상의 파악과 관련하여 객

관적이라고 할 재간이 없을 것이다. 우리 각자가 행하는 미적 이해는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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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한’ 해석들로 나아가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작품에 대한 미적 이해를 통해 우리 스스로에 대한 이해를 형성

한다고 할 때 그것의 핵심은 임의적이고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다는 데에 

있는 것 같지 않다. 오히려 그 핵심은 객관적으로 놓여있는 사물로서의 작

품이 제공하는, 감각적이고 질료적인 경험의 차원이 지향하고자 하는 무언

가에 있는 것 같다.18) 베르트람은 예술작품이 가지는 존재론적 차원과 이

것을 이해하기 위해 전개되는 객관적 차원과 주관적 차원 간의 장력을 설

명하기 위하여 하이데거의 ‘세계’ 개념과 ‘대지’ 개념을 인용한다. 

예술작품의 근원에서 하이데거는 철학자에게 어울리지 않을 법한 개

념인 “대지”와 “세계”를 도입했다. 하이데거에 따르면 모든 예술작품

에서 “대지와 세계의 투쟁”이라는 특징이 목격된다. 예술작품은 한편

으로는 “대지를 불러세움”, 즉 대지가 나타나게 함이지만, 다른 한편

으로는 “세계를 열어 세움”이다. 이 말들은 무엇을 뜻하는가? [...] 하

이데거의 논의를 유추해보면 대지는 감각적으로 접근 가능한 질료를, 

세계는 하나의 작품을 통해 이해된 것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KPE: 213). 

베르트람의 시각에 따른다면, 질료가 의미하는 바는 하이데거의 ‘대지’

에 해당하고 ‘세계’가 의미하는 바는 우리의 이해 혹은 의미 차원이라고 

볼 수 있다. 즉 우리가 작품에서 매체를 사용하여 질료의 특성을 제시하는 

것은, 아직 우리의 손길이 닿지 않고 이해되지 않은 영역으로 남아있던 

“대지”를 불러 세우는 일이다. 동시에 이것을 “세계”를 열어 세우는 것으

18) “예술에서의 이해는 질료 특유의 이해가능성과 결부된다는 특징을 갖는다. 

질료 특유의 이러한 이해가능성을 두고 하이데거는 섬광, 육중함 등을 말했던 

것이다. 이제 베르크의 작품에서 이 점을 살펴보자. 이 작품을 듣노라면 클라

리넷의 깊은 숨결과 날카로운 고음이, 그리고 현악의 그윽함과 따스함이 전해

진다. 건축에서든, 음악에서든, 그밖에 어떤 장르에서든 이러한 미적 질료성을 

나타내기 위한 제 나름의 시도가 이루어진다. 각각의 질료성이 특유의 구조를 

통해 전해짐으로써 여기에 나름의 이해가 수반된다. 날카로운 고음 특유의 성

격이 있다. 이 특유의 성격이 특유의 구조를 통해 전해짐으로써 이것이 지닌 

특유성이 이해가능해진다. 이를 질료적 이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KPE: 

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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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도 볼 수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이 대지에 특정한 태도를 가지고 다가

섬으로써 그것을 ‘의미’의 차원으로 불러들인다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즉 예술작품이 제시하는 ‘세계’는 기존에 이해된 것들의 총체가 

아니라 손닿지 않은 미지의 영역을 의미의 ‘세계’로 이끄는 장력의 장에 

존재하게 된다. 이 장력의 장에 형성되는 우리의 이해는 결코 순조롭거나 

지속적이거나 매끈하지 않다. 우리가 인간으로서 지니는 인식의 질서로서

의 ‘세계’는, 질료성을 띠며 드러나 있는 대지와 “투쟁”하는 가운데 있다. 

분명한 것은 이 투쟁에서 우리가 무언가 이해하려고 애쓰는 국면은 질료

적 이해와 결부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질료적 이해는 왜 중요한가?

미적 이해를 통해 이해의 임계점이 드러난다. 통상적이지 않은 새로

운 방식을 위해 단어, 색채, 소리 등이 동원된다. 예술작품들을 접함

으로써 이루어지는 이해는 기존 방식에 의거하지 않는다. 이러한 이

해는 감각적 질료에서 출발함으로써만 가능하다. 예술작품들에 대한 

이해는 기존방식에 따를 경우 쉽사리 허물어질 만큼 가변적이다. 그

렇게 됨으로써 예술을 통해 언제나 이해에 대해 문제가 제기된다. 이

해된 것들을 확증하고 변경하는 일은 이해의 문제제기와 밀접한 연관

을 갖는다(KPE: 145-146).

질료적 이해는 본래 우리가 명시적으로 이해하고 있던 것들의 임계점, 

즉 한계를 보여주기 위해 요청된다. 기존의 이해방식에 문제제기를 한다는 

것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연결시키던 사물과 의미의 관계를 떨어뜨리고 또 

다시 연결하기를 요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의미가 부여되지 않은, 

혹은 의미를 알 수 없는 사물을 제시하고 ‘마치 의미가 있는 것처럼’ 다가

가기를 요청하면서 그 의미를 감상자 스스로 구성해보기를 기대할 때 단

서가 되는 것은, 사물을 이루고 있는 매체와 그 매체가 구성되어 있는 형

식이다. 이 매체와 형식이 함께 만들어내는 ‘언어’는 순간적이지만 존재할 

수 있는 것이고, 주관적인 방식으로 다가서길 요청하지만 객관적인 사물로

서 놓여있는 것이기도 하다. 이 언어는 비규정적인 채로 놓여졌지만, 끊임

없이 그것을 마주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규정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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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존적이다. 그리하여 우리가 이 ‘실존하는 언어’를 규정하는 방식은 주관

적이고 객관적인 장력 안에 놓인다고 할 수 있다. 이 장력 안에는 파악되

는 것과 파악할 수 없는 것이 공존한다. 

이렇게 볼 때 예술작품이 촉발하는 자기소통에 의해 우리 스스로를 이

해하게 되는 독특한 국면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어떠한 목적으로도 규

정되지 않는 존재를 이해하고자 할 때 특정한 태도를 가지게 되는 것과 

밀접한 관련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이 이해방식은 우선적으로 개체를 이

해할 때 구체성을 사상하고 보편적인 개념으로 포섭하는 추상화의 과정이 

아니라, 개별적인 사태 자체에 머물러 그 사태 안의 질료가 구성된 구조와 

짜임을 파악하는 것으로 간주되었다. 이 짜임이 파악될 때 느껴지는 지각

이나 정서는 ‘미적 이해’라고 명명될 수 있는데, 이 미적 이해가 말로 분

명히 할 수 없는 느낌의 차원으로 간직된다고 해서 주관적인 차원에만 머

무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미적 이해는 우리가 이 작품을 이해할 수 있

는 것으로 여기고 다가서는 태도 그 자체로부터 ‘세계’의 객관적 차원을 

획득하기 때문이다. 이 세계는 그간 한 번도 지각한 적 없는 색감, 빛남, 

육중함 등을 느끼게 하는 ‘질료’ 본연의 모습을 확인하게 하며 새롭게 젖

혀지는 세계라고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미적 경험은 동시에 다양한 방식으로 이러한 이해에 저항하며 

이를 교란한다. 이렇듯 예술 경험을 통해 이해를 변경하는 차원이 확

보될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예술은 세계의 ‘개시’가 아니라 세

계의 ‘폐쇄’이다. 이해를 추구하는 우리는 예술이라는 자기소통 형식

을 통해 아주 특별한 방식의 이해를 시도한다. 예술은 우리의 이해에 

새로운 관점을 제공한다. 이해형식이 작동하지 않았다면 예술은 침묵

한다. 그러니까 이해형식에 주목하지 않았다면 예술이 이해에 대한 

우리의 관점을 전개하여 이상향을 전개할 가능성은 애초에 없었을 것

이다. 저 두 측면은 미적 자기소통을 통해 결합된다. 즉 건네진 말을 

통해 우리는 결국 우리 자신에 주목하며 우리 자신에 대한 이해에 도

달한다(KPE: 150, 강조는 인용자). 

즉 작품에서 촉발되는 우리 자신에 대한 이해는 사물과 의미 사이를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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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짓는 우리의 ‘이해형식’ 자체를 대상화하고, 무언가를 이해한다는 것에 

대하여 새로운 관점을 형성하는 것이라고 해석될 수 있다. 예술을 통해 언

제나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형식’에 대한 문제가 제기된다. 그리고 이 문

제제기의 계기 자체는 이미 다른 이해방식의 생성 가능성을 내포한다. 새

로운 이해방식은 기존의 세계를 통해 이해되던 방식 중 일부를 중단시키

는 동시에, 자기만의 방식으로 이해되는 세계의 일부를 전개시킨다. 다시 

말해 예술작품을 이해하는 과정 자체가 구체적인 사태에서 작동하는 우리

자신의 이해과정 자체를 인식하고 변경하는 일이다. 이 새로운 세계는 주

관 안에서 생성되더라도 외부로부터 주어진 단서를 지향하는 가운데 건립

됨으로써 주관적 지향을 벗어난다. 특히 이 외부로부터 주어진 단서가 ‘비

규정적인 채로 있지만 무언가 의미하기를 지향하면서 존재’한다는 사실은 

우리가 실존적 존재를 이해하는 방식이 어떠할 수 있는지를 예시한다. 즉 

실존적인 존재를 이해하는 방식이란, 순간적이고 물질적인 ‘언어’의 드러

남에 의해 파악하는 것이며, 이 파악에 의한 ‘이해’는 언제나 해당 대상이 

나의 주관적 파악에서 벗어날 가능성을 끌어안는 상태에 있다는 것이다. 

2) ‘몸-주체’의 실존적 표현

이처럼 예술작품이 우리의 이해방식 자체를 문제시하고 새로운 이해를 

촉구하는 일은 우선적으로 우리에게 ‘실존하는 방식으로 존재하는 대상’에 

다가서는 ‘태도’를 요청한다. 여기서 실존하는 방식으로 존재한다는 것은, 

비규정적인 상태로 있지만 동시에 어떠한 방식으로든 의미되기를 원하면

서 자신이 가진 질료적 특성을 특정한 방식으로 드러내 보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존재를 이해한다는 것은 객관적인 차원과 주관

적인 차원의 장력 안에서 그 사물을 구성하는 요소들의 짜임을 파악하는 

것으로, 이해의 한계 차원과 시작의 차원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 이때 시작되는 이해는 객관적인 차원도 주관적인 차원도 아닌 제3

의 어떤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대상과 주체의 관계는 예술작품과 맺는 관계에서뿐만 아니라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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람들 사이에서도 가능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태도가 사람들 사이의 관

계 속에서 실천될 수 있다면, 바로 이 지점이 자기존중의 형성과 매우 밀

접한 관련을 맺을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실존적 존재를 이해하려는 

방식으로 우리가 우리 자신과 타인을 인식한다고 할 때, 그것은 이미 세계

로부터 주어진 그 사람의 자격이나 조건을 두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각자가 세계를 향해 지향하고 있다고 여겨지는 새로운 의미의 차원’을 읽

어내려고 함으로써 서로를 미적으로 이해하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 이

해는 타인을 손 안에 넣는 방식으로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그가 

자신의 이해를 벗어날 수 있는 가능성을 간직한다는 점에서 중요해 보인

다. 다시 말해 타인을 미적으로 이해한다는 것은 그가 나의 의미망에서 벗

어날지도 모른다는 가능성을 인정하면서도 그가 표현하는 것들이 무언가

를 의미할 것이라고 다가서서 그 요소들 간의 짜임새를 역동적으로 파악

하는 것이다. 즉 타인이 야생적으로 지니는 불명료한 특성들이 ‘나의 이해

됨’ 안으로 모두 포섭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로 생동하면서 포착되지 않

을 가능성을 언제나 인정하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관계는 우리 자신이 예술작품이 존재하는 방식처럼 ‘실존하

는 방식’으로 존재할 때 가능할 것이다. 다시 말해, 우리가 예술작품과 마

찬가지로 규정될 수 없는 비자명성의 상태에서 무언가를 의미하려는 지향

을 가지고 자신을 ‘표현’할 때, 인간 사이에서도 서로를 미적으로 이해하

는 관계가 성립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예술작품이 존재하는 방식, 

혹은 그것이 생성되는 과정과 우리의 존재방식을 포개어 생각해볼 수 있

는 논의로서 메를로-퐁티(Maurice Merleau-Ponty)의 『간접적인 언어와 

침묵의 목소리』(Le Langage indirect es les voix du silence, 1960/김

화자(역), 2005; 이하 LIVS)에서 제시된 ‘표현론’을 주목할 만하다. 메를로

-퐁티는 우리가 무언가 ‘표현’할 때 ‘실존하는 방식’으로 존재하게 된다고 

말하기 때문이다. 그는 자신이 말하는 ‘실존하는 존재방식으로서의 표현’

을 일상적인 표현과 구분하기 위하여 인습적 표현과 대비시킨다. 인습적 

표현은 이미 세계에서 통용되고 있는 표현을 재사용하거나 전달하는 것으

로 이해할 수 있다. 다시 말해 메를로-퐁티에게 실존적 존재방식으로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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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은 ‘발원적’ 표현, 즉 세계에 대한 새로운 시선을 ‘형성하고 있는’ 우

리의 존재방식과 관련되는 것이다. 

경험적 활용은 창조적 사용의 결과일 뿐이다. 경험적인 언어로서의 

파롤―즉 이미 확립된 기호를 적절히 동원한 파롤―은 진정한 언어의 

입장에서 보면 파롤이 아니다. 말라르메가 말한 것처럼 그러한 파롤

은 손안에 얌전히 놓여 있는 못 쓰게 된 동전과도 같다. 이에 반해 

참다운 파롤은 무엇인가를 의미해서 결국 ‘꽃다발에 부재한 것’을 현

전하게 함으로써 사물 속에 갇혀 있는 의미가 드러나도록 해준다. 따

라서 경험적 활용이라는 관점에서 보자면, 참다운 파롤은 침묵일 뿐

이다. 왜냐하면 이런 파롤은 일상적인 명칭으로까지는 진전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언어란 원래 사유와 직접적으로 맞아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간접적이고 자율적이다(LIVS: 27, 강조는 인용자). 

메를로-퐁티에 의하면 ‘언어’의 ‘경험적 활용’은 과거의 어느 때인가 우

리가 한 때 창조적으로 말했던 것을 익숙하게 사용하게 됨으로써 더 이상 

아무것도 새로울 것이 없는 상태이다. 이 활용에서는 우리가 사용하는 ‘언

어’와 ‘사물’이 붙어있고 맞아떨어지는 것처럼 자연스러워 보인다. 다만 이

러한 표현은 새롭게 의미될 수 있는 차원들을 드러내지 않은 채 침묵한다. 

반면 발원적 표현은 ‘참다운 파롤’로서 사물에 자연스럽게 붙어 있는 것처

럼 보이는 기존의 의미를 반복하여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간접적이고 자율

적인 방식으로 사물의 의미를 새롭게 드러내는 것이다. 그러나 그 의미는 

‘사물 속에 갇혀’ 있던 의미로, 우리 안에서 임의적으로 생성되는 것이 아

니라 사물 속에서 이끌어지는 필연적 속성을 파악하는 것과 관련된다. 이 

새로운 의미를 드러내는 ‘진정한 언어’가 말해지는 것은 ‘참다운 파롤’에 

의해서이다. 여기서 메를로-퐁티가 ‘파롤(parole)’이라는 말로 제시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발화할 때 말하는 행위 자체와 그것의 의미 차원이 결

코 분리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즉 말하는 행위 자체는 의미를 생성하는 중

에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메를로-퐁티가 주목하는 것은 표현하고 있는 당시의 현상적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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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이다. 그리하여 그의 표현에 관한 견해는 산물로서의 작품보다 작품을 

만드는 표현 과정 자체에서 ‘형성되고 있는’ 의미 차원에 집중된다. 따라

서 메를로-퐁티에게 작가의 스타일이란 작품에서 나타나는 경향성이라기

보다 오히려 표현하고 있는 작가의 ‘움직임(gesture)’에서 생성되는 것이

다. 메를로-퐁티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재미있는 에피소드

를 드는데, 그것은 떠나가 버린 여인을 생각하는 남자가 그 여인이 가장 

순수하게 자신을 표현한 몇 마디 단어를 떠올리며 그녀를 그리워하다가 

막상 그녀를 다시 만나게 되면 “뭐라고? 이것이 전부였다는 건가”하며 실

망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LIVS: 51). 마찬가지로 우리가 존경해 마지

않는 작가의 사생활을 알게 되거나 사석에서 그를 만나게 되면, 그가 자신

의 이름을 걸고 작품에서 말했던 본질이나 그야말로 작품을 읽는 동안 느

꼈던 에피파니(물론 메를로 퐁티가 이 맥락에서 에피파니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는 않는다)를 그의 일상적 태도에서 발견할 수 없어 실망하게 되는 경우가 

더러 발생한다. 이를 통해 메를로-퐁티는 작품의 속성을 작가의 속성으로 

환원하는 단순한 시각을 거부하면서, 표현이나 표현을 통해 드러나는 에피

파니는 그 사람의 품성 속에 속성처럼 붙박여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가 

새롭게 세계를 지각하고 표현해내려고 분투하는 ‘순간’에 발원하는 것이라

고 말하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만한 지점은, 표현을 하는 ‘주체’는 표현하는 ‘대

상’과 관계를 맺을 뿐만 아니라 그 표현을 보일 ‘타인’과도 관계를 맺는다

는 것이다. 왜냐하면 메를로-퐁티에 의하면, “표현이 윤곽을 드러내고 진

정으로 의미가 되는 것은 타인들 속”(LIVS: 41)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주

체가 대상을 표현하는 과정이 타인에게 의미로서 지각되는 과정이 된다는 

이해는 메를로-퐁티가 표현 주체를 우리의 의식이 아닌 ‘몸’으로 확장함으

로써 더 적절하게 설명된다. 메를로-퐁티에게 몸의 의미는 아주 특별한데, 

그는 몸을 “탁월한 표현의 공간”이자 “표현 운동 그 자체”로 본다

(Merleau-Ponty, 1945/류의근(역), 2002: 232). 이 공간은 데카르트적 의

미에서 물리적으로 연장되는 삼차원적인 너비나 공간이 아니다. 이 공간은 

‘지각됨’과 ‘지각함’의 얽힘 가운데 ‘외적 공간과 신체적 공간의 이중 지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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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 있는 어떤 것이다. 그러므로 공간성을 형성하는 것으로서 말해지는 

몸은 우리의 물리적인 신체 너머에 생동하는 순간에 외부를 향해 있는, 메

를로-퐁티의 표현으로는 ‘세계-로 향한-존재’이다. 즉 몸은 단순히 나와 

세계의 매개나 ‘중간자’가 아니라 ‘몸을 통해 나타나는 나와 세계’는 ‘분리

될 수 없는 것’이 된다.

이처럼 세계를 향하고 있는 ‘몸-주체(body-subject)’에 대한 이해는 ‘자

기형성’에 기여하는 표현의 특성을 ‘몸’으로 확장하여 해석할 수 있는 토

대를 제공한다. 이제 ‘자기형성’에 기여하는 창조적 표현은 타인들과의 관

계 속에서 ‘몸-주체’가 ‘지각되고 지각하는 과정’을 포함할 수 있게 된다. 

나아가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을 표현함으로써 스스로를 형성해나갈 

수 있다는 제안은, 메를로-퐁티가 해석하는 헤겔의 변증법으로 보완될 수 

있다. 여기서 변증법이란 “스스로 자신의 진행을 창조하고 자기 자신으로 

되돌아가는 운동, 즉 자신의 고유한 자발성 외에는 어떤 안내자도 없고, 

자신을 벗어나지도 않으며, 이따금씩 자신을 검증하고 확인하는 운

동”(LIVS: 80)이다. 메를로-퐁티는 이 운동이 곧 표현 현상으로 간주될 수 

있다고 말하면서, 표현을 통해 우리의 개별성은 보편성을 합류해나가게 된

다고 주장한다. 

헤겔의 변증법이 수백 가지 방식으로 회귀하는 핵심 사안은, 대자 존

재와 대타 존재 사이에서, 그리고 우리 자신에 의한 사고와 타자에 

의한 사고 사이에서 양자택일을 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표현의 순

간에 내가 말을 거는 타인과 나 자신을 표현하고 있는 내가 한 치의 

양보도 없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다. 현재의 있는 그대로의 타

인들이 나의 행위에 대한 유일한 심판자는 아니다. 즉 내가 그들의 

이익을 위해 나 자신을 부정하길 원한다면, 나는 또한 그들을 마치 

‘나’처럼 부정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그들은 정확히 나만큼 가치가 

있으며, 나는 그들에게 부여한 능력을 모두 나 자신에게도 부여하고 

있다(LIVS: 81, 강조는 인용자).

여기서 주목할 만한 것은, 앞서 말한 것처럼 표현을 통해 개별성과 보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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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합류해나갈 수 있다고 할 때 전제된 타자성이 ‘타인’과 ‘사물’ 모두를 

의미할 수 있다는 것이다. 메를로-퐁티는 타자성에 반응하며 나를 드러내 

보일 때 다른 존재와 만날 계기를 다층적이고 총체적인 방식으로 엮는다

는 점에서, ‘예술표현’의 현상이 제공할 수 있는 배움의 차원을 잘 드러내 

보여준다. 즉 무언가 표현하는 나는 창조적으로 발화하기 위해 표현의 ‘대

상’이 되는 것의 타자성을 ‘지각하고 지각된’ 그것을 표현하면서, 그 표현

을 보일 존재로서의 ‘타인’의 타자성 또한 지각하는 가운데 있다. 즉 표현

하는 자의 지각은, 표현의 ‘대상’과 그 표현을 보일 ‘타인’을 동시에 지향

하고 있다. 그 표현을 지각하는 ‘타인’ 역시 표현이 현시되는 것에도, 그리

고 그 현시되는 것이 가리키는 대상에도 자신의 감각과 지각을 열고 있다. 

이처럼 지향들이 서로 얽히면서, ‘지각되고 지각하는 장’이 형성된다. 즉 

보이지 않는 연결을 이루는 것은 ‘지각되고 지각하는 순간의 몸-주체들’인 

것이다. 

‘몸-주체들의 연결’은 ‘인간으로서의 자기존중’이라는 문제를 감각적이고 

지각적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중요한 국면을 제시한다. 왜냐하면 내가 대

상을 지각하고 표현할 때 그것이 타인에게 지각되는 순간이나, 내가 타인

의 표현을 지각하고 그것이 생성하는 의미를 파악하려는 순간은, 내 존재

의 긍정만큼이나 타인의 존재를 긍정하는 순간이기 때문이다. 즉 지금 내

가 타인의 표현을 지각할 수 있음은 그것이 지각되고 있는 나의 몸-주체

를 전제하며, 내 표현이 타인에게 지각될 것이라 믿으면서 어떤 행위를 취

하는 것은 타인의 몸-주체의 현존을 전제하는 것이다. 이러한 이해는 앞

서 논의한 바,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을 표현하는 것이 어떻게 타자와 

자신을 동등한 관계로 설정하는 행위인지를 근본적으로 해명할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한다. 왜냐하면 표현을 하는 동안 나의 표현을 지각할 그들의 

능력을 신뢰하고 전제하는 만큼 나는 나를 드러낼 수 있고, 그러므로 나의 

능력 또한 타인이 지각하는 것에 의존하여 존재하기 때문이다. 즉 여기서

의 동등함은 산술적인 평균치의 능력을 모두 가지고 있는 데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표현을 통해 자신을 드러낼 때 타인을 존중하는 만큼 

자신을 존중하게 된다는 상호대칭성에 의해 생성되는 평등이라고 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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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물론 몸-주체들이 서로 지각하고 지각됨에 의해 연결되는 것과 이로부

터 서로의 능력이 연쇄됨을 통해 평등함이 가능할 수 있는 조건은, 이 몸

-주체들이 침묵하는 세계의 소리를 듣고 그것의 새로운 면모를 포착하려

하는 ‘실존적 투쟁’에 놓일 때일 것이다. 이것이 투쟁인 까닭은 아무 것도 

자명하게 말하고 있지 않은 사물에, 그것의 외양이 지향하는 바가 있을 것

이라는 태도로 다가서며 끊임없이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사이에서 

포착한 것을 의미화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메를로-퐁티는 세잔(Cezanne)

이 풍경화를 그릴 때의 분투에 주목하며, 세잔은 ‘자신이’ 풍경을 파악한 

것을 그리려고 하기보다 ‘풍경이’ 자신을 통해 스스로 사유하도록 애썼다

고 말한다(Merleau-Ponty, 1948/권혁면(역), 1985: 28). 즉 세잔의 그림

은 인간적인 아이디어와 비인간적인 세계 사이에 얼마간 시간을 두고 진

행된 내적 대화에서, 혹은 민감하게 감각을 깨우고 타자성에 능동적으로 

반응하려는 긴장에서 탄생한 것이다. 

세잔느가 겪은 어려움은 최초로 말을 할 때의 그것이었다. 그는 자신

이 전능하거나 신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세계를 그리면서 그것을 

완전히 하나의 광경으로 옮겨, 이 세계가 어떻게 우리와 접촉하는

(toucher)지를 볼(voir) 수 있도록 만들고 싶어 했기 때문에, 자기 자

신을 무능하다고 생각했었다. 물리학에 관한 어떤 새로운 이론이라

면, 그 사상이나 의미들이 계산을 통해 이미 모든 사람들 사이에서 

통용되고 있는 제반 기준들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증명이 가능하

다. 하지만 세잔느를 비롯한 화가나 예술가 혹은 철학자에 있어서는 

어떠한 사상을 창조해서 표현한다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그들

은 또한 그들의 사상이 타인들의 의식 속에 뿌리내릴 수 있게 될 경

험을 환기시켜야만 하는 것이다(Merleau-Ponty, 1948/권혁면(역), 

1985: 31, 강조는 인용자).

이처럼 세잔은 세계와 접촉하는 순간을 표현하기 위해 여러 차례의 깊

은 회의에 빠진다. 이전과 다른 방식으로 색을 통해 깊이를 표현하거나 원

근법을 파괴하는 것, 다시점을 공존하게 하는 것 등 화폭에 담아낸 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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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의 시도들은, 자신이 ‘보는 것’과 ‘보이는 것’ 사이에 인내심 있게 머

무른 실존적 투쟁의 일환이었던 것이다. 그런데 이 투쟁은 단지 그림을 그

리는 문제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계를 보는 ‘시각’ 자체에 문

제를 제기한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자기이해의 사건이 된다. 세잔은 무언가

를 본다는 것에 대한 기존의 조건 전체를 뒤흔드는 근본적인 회의를 드러

냈기 때문이다. 그의 표현은 당대 회화의 표현 방식들을 ‘표현된 표현’으

로 침전시키고, ‘참다운 파롤’로 발화됨으로써 ‘표현하는 표현’이 된다(배

지현, 2015). 메를로-퐁티는 이 ‘실존적 투쟁을 하고 있는 순간’을 세잔의 

‘의식’이 사유하는 순간이 아니라 세잔의 ‘몸-주체’와 세계 사이의 ‘지각되

고 지각하고 있는’ 순간으로 이해한다. 즉 ‘표현하는 표현’은 그의 작품이 

생성되는 과정 자체에서 이루어지며, 대상을 지각하고 그림을 그리고 있는 

몸-주체와 타자성의 상호작용적 움직임 그 자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표현을 통해 나와 타인이 서로의 존재 자체를 긍정하고 동등

한 능력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연쇄의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은, 우리 가

운데 실존하는 방식으로 존재하는 ‘대상’을 사이에 두고 ‘실존적인 존재방

식’을 취하게 될 때라고 할 수 있다. 대상을 장악하는 방식으로 알고자 드

는 것이 아니라 대상이 스스로 말하는 것이라 여겨지는 것을 보려하고 들

으려하면서 이것을 ‘표현’할 때, ‘몸-주체가 만들어내는 언어’는 또 다른 

세계를 탄생시키며 묘사하는 중에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 ‘창조적 발화’

로서 표현하는 몸-주체는 사물과의 관계와 타인과의 관계 모두에서 주관

적 차원과 객관적 차원 사이, 우연과 필연 사이, 그리고 이해의 한계와 이

해의 생성 사이에 놓이면서 그것들과의 연결과 해제를 반복하는 중에 ‘제

3의 의미’를 생성해낸다고 볼 수 있다.

2. 실존적 ‘표현’을 통한 문화적 도야

이렇게 볼 때, ‘자기형성’에 기여할 수 있는 ‘예술표현’, 혹은 ‘창조적 

표현’이 전개되는 상황은 타인 및 사물과 역동적인 방식으로 분기되고 또 

연결되는 순간들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창조적 표현의 과정이 곧 실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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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쟁이고 실존하는 몸으로 세계를 향해있는 과정이며, 이 과정에서 사물 

및 타자들과 관계 맺을 때 자신 및 타인을 동등한 존재로 간주하게 된다

는 지금까지의 논의는, ‘자기형성’에 기여하는 ‘표현’을 위한 교육적 장면

에서 주목해야 할 핵심적 특성이 무엇인지 말해준다. 그것은 우리가 작품

을 만드는 과정에 있든 감상하는 과정에 있든 수업의 시·공간이 ‘몸-주체

들이 표현’하는 시·공간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표현은 한편으로는 

우리가 대상과 관계 맺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생생한 언어를 만드는 과

정으로,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의 언어에서 의미를 읽어줄 타인에게 말을 

건네는 과정으로 간주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표현하는 우리의 ‘언어’는 진공상태에서 생성되

지 않는다. 다시 말해 몸-주체로서 무언가 표현할 수 있는 원천은 그간 

우리가 속한 사회와 문화 안에서 형성된 감각들에서 비롯될 것이다. 그러

므로 실존하는 몸-주체로서 표현을 한다는 것은 한편으로는 나의 문화적 

감수성과 타자의 문화적 감수성이 교차하는 상황으로 묘사될 수 있을 것

이다. 특히 과거에 남겨진 ‘표현된 표현’으로서의 예술작품, 혹은 교육적 

의도로 제시된 예술작품을 학생들로 하여금 감각하고 지각하게 하면서 자

신의 감수성과 이해를 표현하도록 요청한다면, 이것은 ‘문화교육’의 양상

을 띤다고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볼 때 몸-주체들이 표현하는 

상황에서 생성될 수 있는 ‘제3의 의미’란, 그 현상에 참여한 ‘타인들’, 그

리고 ‘과거에 몸-주체로 표현했던 누군가’의 감수성들이 교차하면서 새롭

게 형성될 수 있는 ‘문화적 감수성’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는 

예술표현이 함의할 수 있는 이러한 문화적 교육의 양상이 어떻게 제시될 

수 있을지 구상해보고, 이때 함양될 수 있는 문화적 감수성이란 구체적으

로 어떻게 이해될 수 있을지 탐색해보고자 한다. 

1) ‘플라톤적 삶’ VS ‘시인의 삶’ 

우리 교육실천에서는 ‘자기형성’에 기여하는 ‘표현’이라고 할 만한 것에 

주목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을까? 오늘날 우리는 학생들에게 각자의 생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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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을 요청하는 표현을 권하기는 하지만, 자신의 일인칭적인 경험과 감정

을 대상화하고 표현할 수 있는 교육적 계기를 만드는 것에는 큰 관심이 

없을지도 모른다. 같은 맥락에서 곽덕주(2012)는 오늘날의 교육실천에서 

학생들이 주로 하게 되는 글쓰기는 대부분 형식적이고 논증적인 학술적 

논문의 기준을 충족하도록 요구받고 있다고 지적한다. 즉 작업과 자아 간

에 ‘영적 연결(spiritual connection)’이 일어날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되

어있지 않다는 것이다(Kwak, 2012: 44). 그녀는 이 영적 연결이 끊어진 

글쓰기를 통해서는 자기인식이나 자기형성(self-formation)의 계기를 촉발

시킬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말한다. 그러면서 그녀는 마르크스주의자가 되

기 전인 청년 G. 루카치(György Lukács)가 ‘에세이’의 성격과 형식을 정

식화하면서 구현해낸 ’영혼적 차원의 삶을 탐색하는 방식‘에 천착하여, 우

리의 삶 자체를 철학‘하는’ 하나의 방법으로서 에세이 형식을 제안하고 이

것의 교육적 의미를 조명한다. 

본 연구에서 제시해온 ‘자기형성’에 기여하는 ‘표현’, 즉 ‘자기형성적 표

현’을 곽덕주의 ‘영적 연결이 살아있는 표현’으로 간주할 수 있다면, 여기

서 그녀가 말하는 ‘영적’ 차원, 혹은 영혼적 차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

해하는 것은 ‘자기형성적 표현’이 어떻게 개인의 일인칭적이고 내밀한 문

화적 ‘감수성’을 자극하고 변화시키는지를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곽덕주는 자신이 말하는 ‘영혼(soul)’이 더 이상 형이상학적 범주 안에서 

사용되는 용어가 아니라 우리의 ‘경험적 삶’의 범주 안에서 사용되는 용어

라고 말한다(Kwak, 2012: 57). 그렇다면 경험적 삶의 범주에서 말할 수 

있는 영적 차원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에게 실재의 영역으로서의 형

이상학적 차원은 사라졌지만, 여전히 우리 자아의 ‘내면’에는 남아있는 형

이상학적 차원에 대한 정식화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이해는 앞서 테일러

의 ‘표현’ 개념이 발원할 때 살펴보았던 것처럼, 동물적 욕구에 의해 일차

원적으로 설명되는 삶의 방식을 거부하고 보다 고차원적인 정신적 차원을 

형성해내려던 근대인의 실존적 욕구와 맞물린다. 즉 테일러가 ‘평평해진 

삶’과 ‘고귀함을 추구하는 삶’으로 나누었던 삶의 가치 차원을 청년 루카

치는 우리의 ‘경험적 자아’와 ‘형이상학적 자아’로 나눈다. 이때 ‘경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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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아’는 인간적 조건에 따라 사소한 것들에 얽매여 ‘살아가는(the living)’ 

가운데 존재하고, ‘형이상학적 자아’는 일상을 초월하는 필연적인 진짜 ‘삶

(the life)’을 갈망하며 존재하지만 이 두 가지 자아 모두 떨쳐버릴 수 없

이 ‘한 사람 안’에 내재해있는 것이 현실이다(Kwak, 2012: 48-49). 

곽덕주에 따르면, 청년 루카치의 이 자아의 구분은 현재 우리 삶의 형식

에도 간절히 와 닿을 수 있다. 왜냐하면 청년 루카치는 당대의 부르주아 

사회에서 목격한 위선과 부정직함, 그리고 가치롭지 못한 것들에 대한 헌

신을 혐오하면서 이를 피할 수 있는 진정한 삶, 정말로 가치로운 것에 헌

신하는 삶이 무엇일지 처절히 탐색하는 한 가운데에 있었기 때문이다

(Kwak, 2012: 50). 다시 말해 우리가 더 이상 형이상학적 세계를 그리워

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혐오스럽고 무가치하다고 느끼는, 그리하여 잘못 

정향되었다고 느끼는 왜곡된 삶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욕구, 아니면 어떠한 

적극적인 부정이나 긍정도 하지 않지만 삶이 사소하거나 지루하다고 느끼

는 자각은 좀 더 나은 삶, 혹은 좀 더 생생하게 살아있는 삶을 염원할 수 

있게 하기 때문이다. 즉, 곽덕주가 청년 루카치의 고뇌로부터 이끌어내는 

현대인의 영적 차원은, ‘유한한 인간 삶의 경험적 범주 내’에서 사회적 기

준과 물질적 가치가 우리를 짓누르는 가운데, 필연적인 힘으로 자신의 삶

을 추동하고 싶은 정신적으로 질서화된 진짜 ‘삶(the life)’을 갈구하는 실

존적 욕구와 관련해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19)           

19) 이러한 실존적 욕구와 관련한 ‘영적 차원’에의 갈망은 자라나는 학생들의 경

우 각 연령대에 따라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지 의문을 불러일으킬 수 있을 것

이다. 어린 학생들의 경우는 사회에서 주어진 왜곡된 삶의 방식이나 가치관을 

혐오하거나 무가치하다고 느낄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 사회에 존재하고 있는 

문화적 감수성을 익히고 습득하는 수준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어

린 아이들의 경우에도 예컨대 그림으로 무언가를 표현한다고 할 때, 관습과 놀

이처럼 그림을 그릴 때 관념 속에 있는 집과 사람, 하늘, 혹은 바다의 정형화

된 형태를 표현할 때와, 실제로 바다 앞에 서서 눈과 귀로 보고 듣고 감각하는 

것을 형태로 표현할 때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다. 즉 ‘내’가 실린 

표현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명시적으로 알고 있지는 못한다고 하더라도 ‘실제

로’ 보고 느끼는 것을 표현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표현하는 것을 구분할 

수 있으며 무엇이 더 참인지 구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수준

의 차이는 있더라도 어린 아이의 ‘자기형성적 표현’ 역시 ‘정확히 세상을 보고

자 하는 태도’ 및 세계와 실존적으로 만나는 계기가 적용될 수 있다고 간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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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형이상학적 자아’의 존재방식에 대한 탐구의 여정에서 곽덕주는 

루카치의 에세이 형식에 대한 정식화를 차용하여, 각 개인이 자신의 삶을 

재질서화할 수 있는 교육적 방안으로서 에세이 쓰기를 제안한다(Kwak, 

2012: 53). 특히 그녀는 루카치가, 소크라테스의 삶을 ‘텍스트’로 삼아 자

신의 삶(the life)을 재질서화하고자 한 ‘플라톤의 방식’과 일상적인 삶의 

차원을 백안시하고 자신의 작품 안에서 순수한 삶을 갈구하려는 ‘시인의 

방식’을 구분하고 플라톤적 삶을 더 가치롭게 여긴 것에 주목한다(Kwak, 

2012: 51-52). 왜냐하면 플라톤의 방식은, 영혼을 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소크라테스와 그 삶의 고귀함을 알고 감격해 마지않으면서도 일상적인 사

소함에 얽매이는 자신의 비루함을 자각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알키비아데스

의 모순적 행적을 모두 묘사함으로써, ‘경험적 자아’와 ‘갈망하는 자아’ 사

이의 ‘긴장’이 우리에게 내재해있음을, 그리고 바로 이 긴장이 우리 인간 

삶의 필연적 조건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비해 시인의 방식은 

‘경험적 자아’와 ‘갈망하는 자아’ 사이의 갈등을 망각하거나 회피하고, 마

치 자신이 창작한 작품이 세계가 순수한 삶의 유형인 양 여기며 여기에 

안주하려 하는 것으로 그려진다. 삶에 대한 이러한 시인의 태도는 루카치

가 보기에 오만하거나 자기기만의 위험에 놓인다. 왜냐하면 시인의 삶은 

경험적 자아가 끊임없이 갈망하는 것을 향해 ‘분투’하는 것을 ‘중지’시키고 

오히려 경험적 자아와 갈망하는 자아의 손쉬운 화해를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곽덕주는 청년 루카치의 이러한 구분에 기대어 플라톤적 삶인 

‘에세이스트’의 방식과 시인의 삶인 ‘예술가’의 방식 중 교육적으로 의미있

는 접근으로서 에세이스트의 방식에 좀 더 주의를 기울인다. 특히 에세이

스트가 교육적으로 유의미한 까닭은, ‘진짜 삶’을 포착하려 분투하는 가운

데 만들어진 ‘작품’을 택하여 텍스트로 삼아, 작가의 정신이 구현된 형식

을 자신의 방식으로 파악하고 해석함으로써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작가와 

대화하며 스스로의 삶에 대한 실존적 성찰을 ‘드러내기’ 때문이다. 물론 

에세이스트의 역할은 회화나 책에 대해 설명하면서 독자의 이해를 도와주

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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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의 초점은 비평이 아니라 독자들이 간접적으로 

자연스럽게 삶의 궁극적 문제를 에세이스트의 ‘톤’으로 경험하는 것에 있

다. 에세이스트는 직접적으로 자신이 삶의 진지한 문제를 다루겠다고 시작

하지 않고, 자신이 비평할 작품의 구성이나 요소들을 평하는 가운데 삶의 

본질적인 요소를 건드린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에세이에는 책과 그림

에 대한 에세이스트들의 우연적 관심과 궁극적 질문의 필연적 관심 사이

의, 보이지 않고 유기적인, 그리고 공동적인 혼합이 있다는 것이

다”(Kwak, 2012: 53, 번역은 인용자). 그리하여 에세이스트는 작가가 대

상과의 상호작용에서 포착하려고 한 진실을 구현하기 위해 생성해낸 외양

을 자신의 방식으로 파악하고자 하면서 자신이 세계에 대해 가지고 있는 

시선을 투영한다고 말하지 않은 채, 결국엔 작품을 매개로 일종의 자기인

식에 도달하게 된다. 즉 작품을 감상하며 써내려간 에세이는 ‘실존적으로 

존재하는 하나의 대상’에 다가서서 그것의 지각적이고 감각적인 특성을 통

해 미적으로 이해한 것을 또 다시 자신의 ‘언어’로 ‘표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새로운 것을 창조하기보다 과거로부터 있어왔던 작품을 다시 

생생하게 살아있는 것처럼 느끼는 것만이 본 논의에서 제안될 수 있는 ‘실

존적 예술표현’의 유형인가? 다시 말해 작품 창작의 경우는 청년 루카치

가 말한 것처럼 갈망적 자아와 경험적 자아의 긴장을 제대로 드러낼 수 

없다는 이유로 배제되어야 하는가? 나는 앞서 메를로-퐁티가 주목한 세잔

의 실존적 투쟁에서처럼, 혹은 테일러가 말한 ‘사이 공간’의 에피파니처럼 

우리에게 작품 창작은 더 이상 현실에서 불가능한 이상적 삶을 매끄럽게 

구현하는 작업으로 이해되지 않기 때문에 청년 루카치의 염려를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즉 기존에 존재하는 작품에 대한 이해가 아니라 새롭

게 사물을 만나 작품을 창작하는 과정에서도 우리가 경험적 자아로서 가

지는 인간 삶의 조건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갈망적 자아를 지향하는 시도

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는 ‘창작’을, 그 자체로 진리

가 현현한다고 믿는 ‘존재의 에피파니’를 구현하기 위한 작업으로 이해하

는 것이 아니라, 대지(질료)에 귀 기울이면서 기존의 세계(의미 체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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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를 폐쇄하고 새로운 세계를 개시하는 찰나적 순간과의 만남을 지향하

는 작업으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루카치가 당대에 염려하던 ‘시

인의 삶’은 현실의 부조리함을 떠나 고귀한 영역을 따로 마련하려는 ‘예술

을 위한 예술(art for art’s sake)’의 유미주의적 영향력 하에 있었던 반

면, 지금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예술의 의미는 온전히 현실과 분리된 자

율적인 영역이 아니면서도 현실에 거리를 둘 수 있는 기능을 지닌 더 복

합적인 의미를 띤 것으로 이해된다. 

다시 말해 창작은, 여전히 파악될 수 없는 야생적 상태로 존재하는 질료

의 상태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우리 능력의 한계를 끌어안음으로써, 작가

의 의도에 따라 마음껏 생성할 수 있는 온전한 세계가 가능하다는 관점으

로부터 점차 멀어져왔다. 특히 앞서 살펴본 것처럼 창조적 발화로서의 표

현 행위는 타인에게 말을 건네는 행위이며, 이로써 타인과 내가 서로 ‘지

각하고 지각되는’ 연결 상태에 놓인다는 현상학적 분석을 염두에 두면, 

‘시인의 삶’으로서 이해되는 창작 활동의 교육적 접근은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문화적 감수성’을 형성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에세이스트의 방식으로 작품에 다가서서 그것을 미적으로 

이해하고 자신의 언어로 ‘표현’하는 작업은 지금은 함께 현존하고 있지 않

은 작가가 건네는 말을 짐작하며 자기소통을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고, 

시인의 방식으로 사물이 하는 말을 들으려 애쓰며 질료의 특성을 잘 드러

내는 언어로 ‘표현’하는 작업은 현재 자신과 함께 현존하고 있는 타인들에

게 말을 건네기 위해 자기소통을 하는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에세이스트로서, 꼭 글쓰기의 형식이 아니더라도 특정한 형식의 언어를 

텍스트로 삼아 자신의 이해를 표현하는 것과 창작을 위해 사물과 세계를 

텍스트로 삼아 새롭게 발견하는 순간을 자신만의 언어로 표현하는 유형 

모두 타인과의 소통을 전제한, 혹은 동반한 내적 대화로 간주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두 가지 유형 모두 과거와 현재를 넘나드는 ‘자

기형성적 표현’으로 이해될 수 있으며, ‘세계와 실존적 관계를 맺는 것’을 

학습하는 문화적 교육의 양상으로 간주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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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존적 공통감각

지금까지의 논의를 통해 볼 때, ‘자기형성적 표현’이 문화적 감수성을 

형성하는 계기가 되기 위해서는 사물과의 관계에서든 타인과의 관계에서

든 내적 대화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타자성’을 지각하고 그것에 능동적으

로 반응하는 과정을 거쳐야 할 것이다. 특히 예술이라는 특별한 영역에서 

우리가 감각할 수 있는 ‘타자성’은 기존의 이해 체계 안에 쉽게 포섭되지 

않지만 우리 안에서 형성되는 세계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촉구하는 타자

성이라는 점에서 독특한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본 

논의에서 제안하는 예술표현을 통해 함양하고자 하는 ‘문화적 감수성’이

란, 우리의 주관 안에서 낯선 외양이나 감각을 지각할 때 그것을 그간 한 

번도 경험한 적 없는 생소한 것이라고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의도한’ 산물로 다루면서 그것이 무엇인지 상상하고 짐작할 수 있는 능력

이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낯선 감각에 대한 각 개인의 상상과 해석에 따라 문화적 감수성

을 고양할 수 있다는 주장은 새로운 것이 아니다. 이러한 감수성이 인간 

세계의 문화를 가꾸는 능력이 될 수 있음은 일찍이 칸트가 ‘공통감각’이라

는 개념을 통해 제시한 바 있다. 칸트는 자신의 저서 『판단력 비판』에서 

미적 판단을 통해 주관적인 반성을 하면서도 보편성을 요구하는 지향을 

‘미적 공통감각’으로 개념화했기 때문이다. 이것은 전통적으로 이해되어온 

공통감각의 의미인 ‘상식’, 즉 “공통적인 혹은 건전한 인간지성”과는 다르

다(임성훈, 2011: 24). 칸트는 상식적인 문제가 아닌 바로 문화의 문제가 

건전한 인간지성이 아니라 ‘미적 판단’의 문제에 속한다고 보았기 때문이

다. 즉 상식은 건전한 것일 수는 있어도 여전히 “문화적으로 함양되지 않

은 인간지성”에 속할 수 있기 때문에, 그는 미적 판단에서 요청되는 ‘미적 

공통감각’에 특별히 주의를 기울인 것으로 보인다. 공통감각을 이렇게 구

분하는 칸트의 방식은 본 연구에서 여타의 방식에 비해 예술표현을 통해 

문화적 감수성을 함양하는 것이 특별한 자기형성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제안하는 데 힘을 실어준다. 그리하여 여기서는 칸트가 제안하는 미적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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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감각의 특성이 일반적인 공통감각에 비해 어떠한 점에서 문화적 감수성

을 함양하려는 교육에 적합한지 살펴보고, 이 논의를 메를로-퐁티의 지각

적 차원에서 변주하여 현대적 관점에 보다 적절한 방식으로 이해해보고자 

한다. 

우선 미적 공통감각의 특성은 일반적으로 이해되는 공통감각과 어떻게 

구분되는가? 가다머는 칸트가 공통감각을 해석하는 방식을 비판하는 대표

적인 철학자로, 그가 말하는 (일반적인) 공통감각이란 그야말로 대다수의 

사람들에게 참으로 여겨지는, 구체적 보편성을 가지는 ‘지식’이다(최소인, 

2003: 404). 가다머는 자신의 주저 『진리와 방법』에서 자연과학과 대비되

는 정신과학의 의미와 성격을 밝힘으로써 인문주의적 전통을 회복하고자 

했는데, 여기서 정신과학에 해당되는 것이 바로 구체적인 삶에서 역사적 

앎과 실천적 지혜를 가능하게 하는 공통감각과 같은 것으로 이해된다. 이

러한 관점을 가진 가다머가 보기에, 계몽주의를 대표하는 칸트의 공통감각

은 “내용적으로 공동화”되고 형식적인 판단 작용이 될 뿐이다. 이러한 형

식적 판단 능력으로는 사회의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내용적 지침”

을 제공할 수 없게 된다(최소인, 2003: 406). 그리고 이때의 내용적 지침

은 단지 우리의 삶의 규준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역사적이고 지역적으로 

구성해온 한 민족이나 국가의 정체성을 함의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 그

러므로 가다머는 칸트가 공통감각을 형식적으로 개념화한 이후, 여기에 영

향을 받은 계몽주의 사상이 전개될 때 자연과학적 지식 외에 문화와 역사

에 토대한 인문주의적 전통이나 정신과학적 진리가 토대할 수 있는 지평

이 사라졌다고 비판한다. 

그러나 실제로 칸트는 ‘미적 공통감각’이라는 개념을 제시하면서 옳고 

그름을 판별하기 위한 규범적 내용을 제시하거나 민족이나 국가의 정체성

을 드러내는 윤리적 태도를 다루고자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단적으로 

칸트에게 공통감각은 “이미 형성된” 공통성을 나타내는 감각적 판단이 아

니다(최소인, 2003: 412). 그러므로 칸트가 ‘미적 공통감각’을 따로 구별하

여 말함으로써 의도한 바는, 결코 가다머가 말하는 사회적 규준의 내용으

로 작용할 수 있는 공통감각의 특성이나 장점을 부정하는 것과 관련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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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지는 않는다. 칸트의 공통감각에 대한 관심은 우리가 어떠한 지식을 

얻을 수 있는지, 혹은 어떠한 행위를 규제할 수 있을지에 있다기보다는 오

히려 미적 판단과 같이 아름다움을 느끼는 경우에 자신의 판단이 타인에

게도 타당할 것이라고 전제하는 ‘사회적 감각’, 즉 인간의 사회성이라는 

특성을 통해서 “앞으로” 소통가능하게 될 것을 형성하는 데 있었던 것이

다(최소인, 2003: 423-238; 김종기, 2004: 80-84).20)

그러므로 칸트의 미적 공통감각은 가다머의 해석학적 전통에서 취하는 

문화적이고 역사적인 공통감각과 온전히 다른 것으로 이해되기보다는 전

통적인 ‘공통감각의 성립에 관한 선험적 조건을 명확히 할 수 있는 것’으

로 이해될 수 있다(Makkreel, 1990: 158). 칸트의 미적 공통감각에서 상

호주관성을 읽어내는 맥릴에 의하면, 칸트가 이러한 미적 공통감각을 통해 

말하고자 했던 반성적 판단력은, 규정적 판단력과 달리 경험의 특별한 질

성에 머물러 부분과 전체의 상호 조정을 모색하는 열린 지평을 지니고 있

다. 이 반성적 판단력은 보편적 법칙에 기초하여 굳건히 서있는 이른바 정

초적(foundational) 성격을 지닌 규정적 판단력과는 달리 인간의 취향에

서 선호될 수 있을지 의문을 가지고 소통하려는 ‘지향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 그러므로 미적 공통감각은 전통으로 향할 뿐만 아니라 전통 자체에 

거리를 두고 나와서 보기 위한 ‘조건’들을 개념적으로 명확히 하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다(김석수, 2012: 78). 즉 칸트의 미적 공통감각은 

우리의 감수성과 공동의 인간다움(common humanity)의 선험적 조건으

로서, 우리로 하여금 전통의 권위가 현재 인간적인 방식으로 기능하지 않

는 것은 아닌지 비판적으로 반성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Makkreel, 

1990: 159). 따라서 맥릴에 의해 칸트의 미적 공통감각을 이해하면, 이것

20) 최소인(2003)의 “공통감각: 규범적 보편성인가 보편화 가능성인가?”에서 제시

된 공통감각의 보편성에 대한 논의는 이 글에서 특징화하려는 공통감각의 특

성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최소인은 가다머와 칸트의 공통감을 각기 “강

제된 보편성” 대 “열려진 보편성”으로 특징화한다. 즉 가다머는 역사와 문화의 

권위를 인정하는 공통감/공통감각을 중시함으로써 그것이 우리의 보편적 판단

의 기준으로 작용하는 것을 강조하는 반면, 칸트는 전통적 지평을 넘어서서 다

른 사람의 합의와 동의를 이끌어낼 수도 있는 새로운 가능성을 요구하는 보편

성에 더 관심이 있었다는 것이다. 이 글의 논의 역시 이러한 해석에 동의하면

서 가다머가 주목하지 않았던 칸트의 의도에 더 관심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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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전통과 권위를 맹목적으로 따를 때 발생할 수 있는 억압적 구조에 거

리를 두면서도, 동시에 상상력을 통해 타자의 마음을 방문하여 앞으로 결

정해야 할 것들을 소통을 통해 구성해나가는 지평의 확대로 이해될 수 있

을 것이다. 

  아름다운 예술의 완전성의 최고도가 목표인 한, 모든 미적 기예를 

위한 예비학은 지시규정들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인문적 교

양(humaniora)이라고 부르는 소양에 의해 마음의 능력들을 문화적으

로 도야하는 데 있는 것으로 보인다. 추축하건대 인문성은 한편으로

는 보편적인 참여의 감정을, 다른 한편으로는 자기 자신을 가장 진솔

하게 그리고 보편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Kant, B 262, 강조는 인용자). 

이렇게 볼 때 칸트의 미적 공통감각은, 기존의 전통에 일방적으로 순응

하지 않는 방식으로 문화적 도야를 하기 위해 요청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문화적 도야란 과거로부터 전해오는 것 중 현대에 생생히 살

아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구별함으로써 이 세계에 남겨질 문화를 지

속시켜 나갈 수 있는 감각을 함양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그러므로 

미적 공통감각은 우리에게 예술, 혹은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전해 내려오는 

것 중 여전히 우리의 미적 이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것과 단지 권위에 

근거하여 살아남은 것 사이를 구별할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할 수 있는 것

이다(Makkreel, 1990: 158). 

그러나 칸트가 미적 공통감각을 통해 타인과 소통하고자 하는 ‘사회적’ 

성격을 가진 자아를 상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칸트가 다루는 ‘개인’은 자아

의 중심을 인정하는 근대적 자아관에 터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칸트

의 미적 공통감각은 본 연구에서 말하고자 하는 메를로-퐁티의 자아관, 

즉 구체적인 사태에서 이미 세계와 실존적으로 엮여있는 자아관과 충돌하

기 때문에 칸트의 논의로부터 이끌어내는 ‘문화적 감수성’의 논의는 세계

를 향해 실존하는 존재방식을 반영하여 변주되어 이해될 필요가 있다. 즉 

미적 공통감각을 통해 소통하게 될 타인들에 호소하며 자신의 판단 감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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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보편성을 지향하고자 했던 칸트의 의도는 메를로-퐁티에게는 표현을 

통해 말을 건네며 타인들에게 호소하면서도 그렇게 호소하고 있는 자신을 

다시 지각하는 것까지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칸트의 미적 공통

감각을 메를로-퐁티의 세계를 향한 존재로서의 인간관에 토대하여 변주한

다면, 그것은 ‘실존적 공통감각’으로서 명명되고 또 이해될 수 있을 것이

다. 그렇다면 실존적 공통감각으로서의 문화적 감수성은 구체적으로 어떻

게 이해될 수 있을까?

우선 나의 감각에 토대한 주관적 판단이 타인에게도 소통될 수 있고 동

의를 요청하기를 바라는 ‘의식’적인 의도는 감각적이고 지각적인 ‘조응

(attunement)’의 반응으로 변주될 수 있을 것이다. 메를로-퐁티는 사물에 

곧장 다가서기 위해 분투했던 세잔이 캔버스에 색을 칠하는 자유를 실현

해야 했던 곳은 다름 아닌 이 “세계 안”이며, 자신의 가치를 입증하기 위

해 기다려야했던 것은 “타인의 동의”였다고 말한다(Merleau-Ponty, 

1948/권혁면(역), 1985: 40). 즉 실존적 표현이란 순수하게 독단적인 나와 

세계의 대응이 아니라 ‘타자와 함께 살고 있는 나에 대한 자각’을 전제한

다. 그런데 메를로-퐁티에 따를 때, 이러한 방식으로 타인에게 자신의 지

향을 소통하고 싶은 의도는 특정한 방식으로 ‘전달’하는 것이라기보다 세

계와 감각-운동으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몸-주체의 반응’으로 이해

된다는 점에서 보다 근원적인 열린 대화의 성격을 띤다고 볼 수 있다

(Dreyfus, 2002). 즉 이러한 지향을 표현하는 상황은 실제로 물리적인 우

리 몸의 운동이 자연스럽게 하나의 지향호(intentional arc)를 형성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으며, 이러한 운동들에 감각적으로 조응하는 역동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이해는 앞서 테일러가 ‘표현’을 통해 자아의 내면 ‘안’에서 공명

할 수 있는 일인칭적인 윤리적 가치나 도덕적 의미를 정식화하려는 시도

와 달리, ‘감각적’으로 공명할 수 있는 사람들 ‘간’에 서로의 존재를 지각

하고 인정하는 상황 자체에 더 강조점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테일러의 

시각에 의하면 각자의 윤리적 직관과 가치로운 것에 대해 ‘말로 분명히 표

현하는 것(articulation)’의 지위가 우리의 도덕적 삶의 질을 결정하는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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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례없이 중요하기 때문에 ‘표현’의 개념이 부상하게 된다. 여기서 테일러

가 간주하는 우리가 소통할 수 있는 공통된 토대의 최종 심급은 이미 형

성된 ‘언어’라고 보인다. 그리하여 그가 예술실천의 변천사를 통해 근대적 

자아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 표현이 중요한 역할을 해왔음을 고찰했음에

도 불구하고, 각 개인의 감수성을 통해 자신만의 방식으로 삶의 의미와 가

치를 형성하는 방식은 이미 형성된 ‘언어’에 의존한다. 즉 이때의 언어는 

미적 언어의 존재방식과 이해방식이 제시하듯 언어 자체의 발생적이고 창

발적인 차원을 고려하지 못한 것이라고 보인다. 그리하여 테일러가 상정하

는 ‘언어’는 비트겐슈타인의 ‘토대로서의 일상 언어적 사용방식’에 머물러 

있음으로써 예술언어가 제공할 수 있는 새로운 차원, 즉 실존적인 사물과 

세계와의 관계에서 비롯될 수 있는 인간 이해의 차원을 포함하지 못하는 

한계를 지닌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비해 메를로-퐁티를 통해 보충하여 이해할 수 있는 ‘표현’은 몸-주

체가 세계 속에서 혹은 세계를 향해 실존적인 존재방식을 취할 때의 감각 

및 지각적 이해에 근거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이때의 공통감각은 

실존적 공통감각으로, 자아중심적 세계관에서 벗어나 상호연결 상태에서 

서로에게 감각적으로 조응할 때 작동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Stokas, 

2010: 30-42). 

나는 그 스스로 내가 시도했던 것에 어울리는 타인, 궁극적으로는 나 

자신이 선택한 동료의 판단을 따른다. [...] 화가나 정치가는 타인들을 

추종하기보다는 타인들을 만들어내므로, 화가나 정치가가 목표로 삼

는 대중은 이미 주어져 있는 대중이 아니라 그들의 작품이 선동할 만

한 대중이다. 그들이 생각하는 타인이란, 지금 당장 그들에게는 선회

하는 타인들의 기대를 통해 규정되는 경험적인 ‘타인들’이 아니다. 또 

다른 종들이 딱딱한 등껍질과 부레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인간적 존

엄’이라든가 ‘인간이라는 명예’를 가지고 있는 하나의 종으로서 이해

된 인류도 아니다. 그보다는 화가나 타인이 더불어 살아갈 수 있을 

만한, 타인들인 것이다. [...] 작가가 동참하는 역사는 [...] 각자가 자

신의 자리에서 타인을 반박하거나 긍정하고 재창조하면서, 모든 파롤

과 유효한 행위들 사이에서 계속 이어가는 끊임없는 대화다(LIV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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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82, 강조는 인용자).

위의 인용에 따를 때 메를로-퐁티를 통해 이끌어낼 수 있는 실존적 공

통감각은, 칸트의 미적 공통감각에서 보편성을 지향하며 타인의 동의를 요

청하던 ‘독백적’인 호소를 극복하고, 테일러의 ‘윤리적’ 비전을 위해 요청

되던 개인 내적인 공명을 넘어, 몸-주체들이 형성하는 지향들에 의한 ‘상

호소통적’ 대화에 관계하게 된다. 감각적 차원의 상호소통적 대화는 우선

적으로 미적 공통감각을 통해 타인에게 동의를 요청함으로써 이상적인 동

의의 상황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반박과 긍정과 재창조를 거치는 ‘역동’ 

속에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역동은 앞서 실존하는 대상을 이해할 

때 벌어지는 역동적 상황과 맞물릴 수 있다. 즉, 우리가 무언가를 감각하

고 지각하며 순간의 짜임새에 주목하고 그 전체를 의미화하려고 할 때, 끊

임없이 이 짜임새를 벗어나 야생의 상태로 존재하고자 하는 것들의 가능

성을 염두에 두는 것은 실존적 공통감각의 특성을 정식화하는 데 활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여기서의 문화적 도야, 혹은 문화적 감수성의 함양이란, 전통

을 외면하지 않으면서도 그것에 무조건적으로 종속되지 않고 현재와 미래

에 공통으로 소통할 만한 것을 결정하는 칸트의 방식에서, 타인과 세계를 

매개로 소통하며 서로를 이해하려 하면서도 다시 자기에게 돌아와 자신의 

이해의 한계를 인정하는, ‘실존적인 방식’으로 문화를 대하는 것으로 나아

가게 된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문화를 대하는 실존적

인 방식’이란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해될 수 있을까?

역사철학은 나에게서 어떠한 권리도, 어떠한 주도권도 빼앗아가지 못

한다. 단지, 내 상황과는 다른 상황을 이해함으로써 내 인생과 타인

의 인생에 통로를 만드는, 즉 나 자신을 표현하는 외로운 의무만을 

나에게 부과할 뿐이다. 문화라는 행위를 통해서 나는 나의 삶이 아닌 

삶들 속에서 정착하고, 그 삶들과 대면해 서로를 소개시키며, 그 삶

들을 진리라는 하나의 질서 속에서 공존할 수 있게 만들고, 그 모든 

삶들에 대해 책임 있는 상황에 처해서, 어떤 보편적 삶을 탄생시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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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것은 내 몸의 생생하고 묵직한 현전을 통해 내가 단숨에 공간 

속에 정착하는 것과 같다(LIVS: 84, 강조는 인용자). 

메를로-퐁티가 말하는 위의 인용된 바에 의하면 문화는 ‘행위’가 된다. 

그리고 이 행위는 나의 삶과 타인의 삶 사이의 통로를 서성이면서, 서로가 

자신을 표현함을 통해 각기 다른 삶들 사이에서 감각으로 공명할 수 있는 

진리의 ‘순간’을 만날 때로 특징화된다. 이 순간을 통한 모종의 정착은 내 

몸의 현전하는 묵직함을 느끼는 거부할 수 없는 현실이지만, 늘 명료하지 

않고 애매한 채로 남아있는 몸에 대한 지각처럼 침묵하는 계기 또한 동반

한다. 즉 문화를 실존적인 방식으로 대하는 일이란, 문화를 세계의 문제로 

보는 동시에 ‘나’의 문제,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나의 감각’의 문제로 

놓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리하여 내가 타자를 향해 동의를 호소했던 

‘지향’은 다시 나에게로 향하게 된다. 그러므로 칸트가 말하는 미적 공통

감각은 인간다움을 유지하고 갱신할 수 있는 역할을 하며 세계를 이어갈 

‘문화적 도야’의 핵심이 되었다면, 메를로-퐁티에 와서 실존적으로 변주된 

실존적 공통감각은 세계의 인간다움이 지속될 수 있는 인문성이나 감각을 

발휘하는 것을 넘어 기존에 내가 속한 공동체의 삶의 문법과 세계를 감각

적 차원에서 돌아보면서 ‘보편적 세계’와 ‘개별적 나’ 사이에 진동하는 ‘문

화적 감수성’이 된다. 

이렇게 볼 때 칸트가 말한 인문적(humanistic) 교양, 혹은 마음의 능력

을 문화적으로 도야하는 것은, 메를로-퐁티에 와서 몸-주체의 지각적 차

원으로 소급되어 ‘나’의 인문적 능력, 혹은 인문적 지각이란 나를 둘러싼 

사태 및 맥락과 늘 얽혀서 발휘될 수밖에 없는 것이 된다. 즉 문화적 도야

란 나의 삶이 ‘아닌’ 다른 감수성과 만나 공명하며 시작될 수 있다는 것이

다. 이 만남은 일차적으로 “역사성과 몸성에 깊이 뿌리내린 우리 자신의 

감수성에 대한 자기자각”을 일깨울 수 있다(곽덕주, 최진, 2018: 23). 다시 

말해, 내가 왜 그동안 이렇게 세계를 느끼고 바라보게 되었는지는 나와 다

른 사태와의 만남에서 발생하는 ‘지각됨과 지각함’의 관계에서 일깨워질 

수 있으며, 이때 나는 나의 ‘주어진’ 감수성을 자각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다르게 느낄 가능성을 동시에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기존의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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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과 새로운 감각 사이에 실존하고 있는 나에 대한 자각, 동시에 더 나은 

것을 지향하고 싶은 나에 대한 자각은 감각적 차원으로부터 나의 인문성

을 함양하는 것, 그리하여 스스로를 문화적 존재로 형성해나가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장에서는 자기존중의 형성을 위해 요청되는 자기표현의 두 가지 측

면 중, 두 번째의 특성을 상술했다고 할 수 있다. 첫 번째 특성은 앞서 III

장에서 살펴본 표현의 ‘자기형성적’ 측면에 관한 것으로, 자아가 사물 및 

세계와 맺는 ‘관계’를 ‘명료하게 표현(articulation)’할 때에야 이전과 다른 

방식으로 사물과 세계를 이해하면서 그러한 이해를 하고 있는 ‘자기 자신

에 대한 내적 앎’을 형성하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다는 이해를 도출하였

다. 이때의 자기표현은 사물 및 세계와 관계 맺는 자신에 대한 이해와 이

를 통한 자기관계는 설명할 수는 있지만, 타인과의 관계에서 상호적 인정

관계의 그물을 형성하는 것을 보여주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그리하여 

본 장에서는 ‘표현(expression)’이 이루어지는 현상적 차원에서 타인과의 

관계를 염두에 두는 상황에 주목하고자 하였다. 이것은 구체적으로 ‘예술

언어’의 존재방식으로부터 이 언어를 발화하는 우리의 존재방식을 이해하

는 것으로 특징화되었다. 이를테면 비자명성을 본질적인 특성으로 가지는 

예술언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구성요소들을 통일적으로 의미화하는 순간

의 역동성이 요청되는데, 이로부터 실존적인 방식으로 존재하는 대상을 이

해하는 방식을 이끌어내고 실존적인 인간을 이해할 수 있는 방식을 도출

해내었다. 즉 우리는 창조적으로 무언가 ‘표현’할 때, 현존하는 자신과 타

인이 ‘지각하면서도 지각되는’ 얽힘의 관계에 놓인다는 것을 인정함으로써 

서로가 인간으로 존재한다는 것을 존중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방식으로 ‘얽혀진’ 관계에 놓인 우리가 사회문화적으로 순수한 상태에 있

는 것이 아니라 각자 고유한 문화적 맥락에 처해있다는 것을 상기한다면, 

과거로부터 전해오는 작품이나 대상과 마주할 때나 현재 새로운 것을 창

작하는 때 모두, 타자성에 조응하는 방식으로 문화적 감수성을 새롭게 생

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이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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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자기형성적 표현’과 동등한 교육공동체

여기서는 본 연구의 궁극적 과제인 ‘수평적이고 민주적인 교육실천의 변

화를 모색하는 데 예술이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가’의 질문에 지금까지 탐

색해온 ‘자기형성적 표현’으로서의 ‘예술언어’가 교육공동체를 구성하는 데 

어떠한 함의를 줄 수 있는지를 중심으로 해명해보고자 한다. 이 과제는 철

학적 지형에서 더듬어볼 때, 미적 자아의 형성이 어떻게 정치적 자아의 형

성과 관계 맺을 수 있는지를 해명하는 것 위에 놓일 수 있었다. 동시에 우

리 교육실천에서 맥락화될 때는 타자와의 관계 속에서 스스로를 한 사람

의 인간으로 존중할 수 있는 교육적 방안이 요청되는 때, 예술의 특성이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를 탐색하는 것으로 구조화되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접근을 관통할 수 있는 개념으로 본 연구에서 제안한 개념은 ‘표현’

이었다. 이때 ‘표현’은 한 개인이 세계와 내적으로 만날 수 있는 방법

(articulation)으로 이해되는 동시에, 세계 및 타인과 지각적으로 연결되며 

서로의 존재를 존중할 수 있는 실존적 현상(expression)으로 해석되는 것

이기도 했다. 그러므로 수평적이고 민주적인 교육실천의 변화에 어떻게 예

술이 기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의 답은, ‘표현’의 이러한 두 가지 성

격이 어떻게 우리를 수평적이고 민주적인 공동체의 형성으로 이끄는지를 

밝히는 것으로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    

이 작업을 위해 본 장에서는 ‘자기형성적 표현’이라는 개념이, 쉴러의 

미적 기획에 대한 근대 제도교육의 변용에서 간과된 부분을 어떻게 보완

할 수 있는지를 부분적으로나마 조망해보고자 한다. ‘인간됨’, 혹은 인간의 

‘존재방식’의 변형에 예술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한 쉴러의 

미적 기획에 대한 그간의 교육적 관심은, 앞서 논의한 대로 미적 혁명을 

통해 정치적 혁명을 꿈꾼 쉴러의 통합적 인간상을 균형있게 반영한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우리가 그동안 주목한 쉴러의 미적 빌둥에 대한 

초점은, 한 개인의 인격 형성을 위한 것으로 ‘내면’이 통합에 이르는 조화

로운 인격의 상태, 혹은 이성과 감성이 균형을 이루는 상태에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비해 이러한 개인‘들’로 구성된 공동체가 어떻게 바람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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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적 공동체 및 국가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쉴러의 관심은 교육적으로 

그다지 이목을 끄는 부분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하여 ‘미적 개

인’이 어떻게 ‘미적 공동체’를 구성할 수 있는가에 관한 이슈, 다시 말해 

왜 예술교육이 더 나은 공동체적 존재방식을 배울 수 있는 매개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는 총론이나 슬로건 수준에서 제시되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지속적으로 강조해온 것처럼 우리의 건전한 자기관

계는 타자 및 세계와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존재할 수 있을지에 대한 문

제와 밀접하게 엮여있다. 그러므로 미적 개인과 미적 공동체간의 관련성을 

좀 더 선명하게 해명하는 것은, 각자의 감각과 지각을 통해 세계를 내적으

로 이해함으로써 인간 형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는 ‘미적 빌둥’의 의

미를 현대적 맥락에서 재구성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전의 ‘빌둥’ 개념에서 전제되던 근대적 자아에 대한 이해는, 

이제 그 견고한 테두리에서 벗어나 보다 관계적인 맥락에서 다루어질 필

요가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미적 인간과 미적 공동체의 관계를 현대적으

로 관련지어 생각해볼 수 있는 전거로서, 다음으로는 프랑스의 철학자 자

끄 랑시에르가 쉴러의 미적 교육을 해석하는 방식을 참조해보고자 한다. 

랑시에르는 쉴러가 강령의 수준에서 제시한 미적 개인과 미적 공동체의 

사이를 ‘감각적인 수준’의 재질서화를 통해 이해할 수 있는 관점을 제공한

다고 보이기 때문이다. 특히 랑시에르는 ‘미적인 것’이 우리의 자유로움을 

이끄는 방식과 ‘교육’이 우리를 해방으로 이끄는 방식을 가로지르는 ‘인간 

평등’에 대한 독특한 관점을 가지고 있다고 보이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말하는 ‘자기형성적 표현’이 예술을 넘어 다른 교과교육에 어떠한 함의점

을 줄 수 있을지를 설명하는 데에도 흥미로운 참조점을 제공할 것으로 보

인다.  

1. ‘자기형성적 표현’과 공동체의 존재방식 

1) 쉴러의 ‘유희충동’에 대한 랑시에르의 이중적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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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알려진 것처럼, 쉴러가 말하는 유희충동은 우리의 감각충동과 형식충

동이 양자 어디에도 종속되지 않은 채 자유롭게 상호작용하는 상태이다. 

이 상태는 주로 유희나 ‘놀이’하는 감성의 형태로 말해지지만, 우리의 인

식이 어떠한 개념을 떠올리거나 실천을 위해 작동하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중지’의 상태로 해석될 수도 있다. 랑시에르는 이처럼 유희의 상태를 ‘중

지’의 상태로 보는 입장을 취한다(Rancière, 2004). 특히 그는 유희충동을 

‘이중’의 중지로 해석한다. 본 연구의 맥락에서 이 두 가지 중지가 각각 

무엇을 뜻하는지 파악하는 것은 중요해보인다. 왜냐하면 이중의 중지는 예

술이 인간에게 끼치는 ‘내적’ 변화가 어떻게 동시에 개인들 ‘간’의 변화로

서 이해될 수 있는지를 설명하는 한 가지 설득력 있는 관점을 제공한다고 

보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랑시에르가 말하는 ‘이중’의 중지란 무엇인가? 랑시에르는 자

신의 저서 『미학 안의 불편함』(Malaise dans l’esthetique, 2004/주형일

(역), 2018, 이하, ME)에서 쉴러가 『인간의 미적 교육에 대한 편지』 15권

에 나오는 「주논 루도비시」(Junon Ludovisi) 조각상을 언급하는 부분을 

들고, 이 조각상의 “자유로운 외형”(ME: 58)의 의미에 주목한다. 랑시에르

가 보기에 신상의 두상에 해당하는 이 그리스 조각상은 “자기로의 닫힘” 

상태에 있다. 여기서 자기 안으로 닫혀있다는 것은 이 조각상이 아무런 목

적에도 봉사하지 않고, 기존의 어떤 개념도 지시하지 않은 채 자족적인 상

태로 존재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이 이렇게 존재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이 조각상 앞에 서서 오성의 힘으로 그 외형을 쉽게 포섭시킬 개

념을 떠올리지 않으면서도 감각적인 만족감에만 심취하지 않은 채 ‘그저’ 

바라보게 되기 때문이다. 즉 일상적인 사물들처럼 쉽게 인식하고 지나치려

는 태도가 ‘중지’된다. 이 중지는 일반적으로 상상력과 오성이 유희하는 

상태가 주는 인간 고유의 자유로움 및 해방의 계기와 연결되는 것으로 이

해된다. 이로부터 예술이 인간에게 끼치는 영향력은 놀이 및 미적 경험의 

상태에 놓일 때 우리 내면에서 느끼는 인간다움과 같은 것으로 흔히 언급

되어왔다. 

이렇게 인간다움을 경험하는 ‘미적 개인’이 수적으로 많아질 때 ‘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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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체’가 구성될 수 있다는 것이 아마도 직관적으로 짐작할 수 있는 미적 

인간과 미적 공동체의 관계일 것이다. 그런데 랑시에르는 이러한 짐작보다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일상적으로 받아들이던 감각의 체계를 거리를 두고 

볼 수 있을 때, 그리하여 기존의 감각과 오성의 관습이 중지될 때, 자기 

자신과 다른 인간 ‘간’의 관계 양상 또한 변화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예

컨대 주노비시의 조각상 앞에 있는 나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일은 오성과 

상상력이 유희하는 순간인 동시에, 이때 나는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작품과 

같이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있다(ME: 62-63). 랑시에르는 이렇게 ‘일하지 

않는 우리의 존재방식’을, 쉴러가 말하던 질료와 형식의 관계 사이에 작동

하던 ‘힘’이 ‘중지’되는 상태로 간주한다. 랑시에르가 보기에 쉴러는 칸트

가 말한 물질과 형식 사이의 관계를 인류학적이고 정치학적인 제안들로 

바꾸어, 감성의 계급을 향한 지성 계급의 ‘권력’이 ‘중단’되는 상태로 이해

한다. 즉 유희상태는 지성적 형식이 감각적 물질을 지배하던 기존의 관습

을 감각적으로 거부하는 상태이며, 그러므로 여기서 새로운 공동체가 생성

될 수 있다면 그것은 지배받던 하위 계층이 지식층의 지배를 전복할 수 

있는 ‘감각의 상태’를 경험함으로써 가능해진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미적 개인이 미적 공동체를 구성할 수 있는 것은 ‘물질’

이 ‘형식’에 굴복하는 종속적인 관계에 놓이는 것이 아니라 상호작용할 수 

있는 관계라는 것을 느낌으로써 가능해진다고 볼 수 있다. 즉 ‘정신적인 

계급’이 ‘물질적인 계급’을 지배한다는 기존의 사회적 감각이 중지되는 데

서 미적 공동체가 형성될 수 있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정신성과 물질성, 

형식성과 감각성 등의 ‘위계’가 ‘중립화’되는 순간, 그 위계에 의해 사회적

으로 질서화된 에토스 또한 변화될 것이 요청되기 때문이다. 랑시에르는 

쉴러가 프랑스 혁명 당시 칸트의 인식능력들 간의 유희를 정치적으로 전

유함으로써, 능동적인 자리에 위치해있는 ‘지성의 인간’이 수동적으로 존

재하는 ‘물질의 인간’을 지배하는 위계를 전복시켜야 한다고 주장한 것에 

천착한다(ME: 65). 그러면서 자신의 시대에 ‘노동자의 편지’를 통해 노동

자가 일하지 않는 ‘중지’의 상황이 어떻게 ‘해방’이 순간이 될 수 있었는지

를 제시한다. 일반적으로 노동자의 정체성은 그들이 점유하는 공간과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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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무엇으로 채워지는가에 의해 특징지어진다. 작업공간에서 돌아온 노동

자에게 허락된 여가시간은 보통 다음 날의 노동을 위해 몸과 마음을 충전

하는 것으로 채워질 것이다. 그리고 간혹 그들이 자신의 ‘말’을 타인에게 

들리게 할 필요를 느낀다면, 그것은 주로 피지배계급으로서 지배계급에 대

항할 이유가 있을 때일 것이다. 

그러나 랑시에르는 노동자 혁명을 목표로 발간되는 신문의 한 소목장이

가 아름다운 풍경을 바라보며 기술한 ‘미적 경험’에 대한 에피소드에서 그

의 ‘말’을 듣는다. 다시 말해 랑시에르가 보기에 소목장이가 자신의 ‘목소

리’를 ‘말’로서 들리게 하는 방법은, 노동자의 정체성으로서가 아니라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인간 공통의 능력’을 드러내 보이는 것을 통해서였다. 

여기서 인간 공통의 능력을 드러내는 일이란, 인간 공통의 세계 중 하나인 

‘시와 문학의 세계’에 참여하여 그 세계를 감각하고 있다는 것을 타인에게 

가시화하는 것이다. 이것은 부르디외가 말하듯 자신의 것이 아닌 자본가의 

문화적 취향을 흉내내고 탐미하는 것이 아니다. 랑시에르가 보기에 부르디

외의 주장을 따른다면, 계급별로 감각해야 할 것이 따로 주어져있다는 ‘구

분 자체’를 여전히 전제하고 영속하게 된다. 이 구분은 우리를 더 헤어나

올 수 없는 영역으로 밀어 넣고 계급사이의 구별을 더 공고하게 한다. 랑

시에르에 따르면, 이 경계로부터 자유로워지기 위해 계급 사이를 나누는 

‘경계선’을 ‘임의적인(as if) 것’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기

존에 내가 감각하고 느낄 것으로 규정되었던 것들이 모두 ‘임의적일 수 있

음’을 자각할 수 있도록 기존의 감각 체계를 흔드는 상상의 경험이 필요하

다. 바로 이 상상의 경험은 우리가 감각을 종합하여 만든 ‘이미지’에 능동

적으로 ‘의미’와 ‘개념’을 부여하는 것을 허락하는 ‘시적인 활동’으로 간주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중지의 상황’은 시적으로 세상과 관계 맺고 있는 우리의 존재

방식으로 이해될 수 있으며, 이 존재방식은 ‘인간 공통의 능력’인 시적인 

능력을 발휘함으로써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나의 상황을 통해 인간 공통의 

세계에 처하게 한다. 이 세계에 속한 나의 존재는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타인과 동등하다. 이러한 ‘감각적 질서’의 ‘재구조화’는 타인과의 관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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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타인이 느낄 것이라고 간주하던 감각의 구획과 

나의 것이라고 여겼던 영역 사이의 구분이 모호해진다. 다시 말해, 내가 

그간 당연하게 보던 것이 달라지는 순간은, 내가 속한 세계와 나 자신이 

맺는 관계를 의식하는 순간인 동시에 그 ‘의식된 세계’에 타자들이 새롭게 

기거하게 된 순간이다. 이 의식된 세계란 내가 감각한 것에 능동적으로 질

서를 부여할 수 있는 세계라고 할 수 있다. 이때 이미 주어졌던 질서와 내

가 구성한 질서 사이의 ‘분리’와 ‘연결’을 경험하는 것은, 나를 대상화하는 

동시에 타인의 존재 또한 나와 같은 세계에 살아가는 공통의 ‘인간’으로 

간주할 수 있는 관점을 제공할 것이다. 이러한 관계 양상의 변화에 대하여 

랑시에르는 자신과 타인을 ‘동등한’ 존재로 간주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불

평등’의 공동체에서 벗어나게 된다고 묘사할 것이다. 즉 랑시에르에게 평

등의 의미는 다소 특별한데, 그것은 단적으로 말해 인간의 ‘이해하는 능력

에는 위계가 없다’는 것이다(Rancière, 2014: 264).

랑시에르는 인간의 이해 능력이 차등적이라는 관점 자체가 허상이라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 플라톤 시대에 영혼의 종류(금, 은, 동)에 의해 나뉜 

계급에서부터 현대의 노동자에 이르기까지 인간 공통의 감각적 형식을 나

누지 못할 것으로 ‘간주된’ 불평등한 계급에 대해 논의한다. 특정한 것을 

‘보는’ 눈의 활동, 특정한 것을 ‘감각’하는 손의 활동 등은 사회적 위계에 

따라 다르게 허용된 것 같지만, 사실 우리가 인간으로서 똑같이 보고 듣고 

감각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닌 한 ‘인간 공통의 세계’를 점유하는 것은 누구

에게나 가능하다는 것이다. 다만 우리 사회는 ‘마치(as if)’ 누군가는 공통

의 인간 세계를 감각할 수 없고 누군가는 할 수 있는 것처럼 ‘감각적인 것

의 나눔’의 질서를 ‘불평등’한 방식으로 제시한다. 그런데 ‘미적인 상태’는 

기존의 감각적 질서가 고정된 것이 아니라 임의적인 것이라고 느낄 수 있

도록 새로움의 국면을 마련하면서, 내가 감각하고 느끼는 것을 어떻게 다

시 해석할 수 있을지 능동적으로 재편성하도록 이끈다. 즉 상상을 통해 

‘as if’의 상태로 세계를 바라보고 감각하는 것은, 기존의 감각적 질서 또

한 임의적이라는 것을 자각하게 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평등의 형식’을 경

험하게 한다는 것이다.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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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미적인 것’을 통한 이중의 중지는, 지성과 감성의 위계를 중지

시킬 뿐만 아니라 소위 지성적이라고 간주되는 계급과 물질적이라고 간주

되는 계급의 위계 또한 중지시킨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 후자의 중지

는 물질적인 계급이 지성적인 계급을 전복시키는 혁명을 비전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어떤 계급이든 그들이 인간인 한 가지고 있는 ‘인간 공통의 

능력’을 발휘함으로써 모두가 ‘공통의 세계’에 참여할 수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평등의 형식’으로 작동할 수 있다. 그러므로 미적인 상태가 불러

일으키는 ‘이중의 중지’는, 개인 ‘안’에서 볼 때에는 인식능력들 간의 자유

로움으로 간주될 수 있다면, 개인들 ‘간’에는 인간다움을 드러내는 ‘존재방

식’으로 공통의 인간세계에 참여하는 것으로 특징지어진다. 이러한 이해는 

미적 개인이 먼저 있은 후 이러한 개인들이 모여 미적 공동체를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미적인 상태를 가능하게 하는 ‘대상’이 존재할 수 있도록 하

는 인간 공동체와 미적 개인은 동시적으로 상호작용하는 관계에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즉 예술이라는 영역이 존재할 수 있는 것, 혹은 어떠한 사

물이 미적인 방식으로 존재할 수 있게 되는 것은, 그것의 “행위양식들 속

에서의 구별이 아니라 존재양식들 속에서의 구별에 의거한다”(ME: 61). 

21) 랑시에르는 ‘인간 공통의 세계를 점유’한다고 표현함으로써 자신이 말하는 

‘정치’를 실현하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어떤 사람

의 ‘말’은 들리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목소리’는 있되 그가 내는 소리는 ‘말’

이 아니기 때문에 들리지 않는다. 보이지 않던 것을 보이게 만들고 시끄러운 

동물로만 지각되던 자들을 말하는 자로 만들어 그들의 목소리를 듣게 만드는 

것, 여기에 랑시에르가 말하는 정치가 있으며 이는 공통된 세계로 들어올 수 

있는 새로운 주체의 탄생을 의미한다. “정치는 권력의 행사와 권력을 위한 투

쟁이 아니라 특정 공간의 편성이고, 특수한 경험 영역, 공통된 것으로 놓이며 

공동으로 결정해야 하는 대상, 이 대상을 지칭하고 그것에 관해 논증할 수 있

다고 인정된 주체의 재단이다. [...] 정치가 [...] 공통된 것에 속하는 대상과 공

통된 말을 할 능력을 가진 주체를 지칭하는 것에 관한 투쟁 자체임을 보이려

고 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길, 인간은 정치적이다. 왜냐하면 동물이 쾌락

과 고통을 표시하는 목소리만 가진 데 반해 인간은 정의와 부정의를 공동으로 

다루는 말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모든 문제는 결국 누가 말을 소

유하며 누가 그저 목소리를 소유하는지를 아는 것이다. 예로부터 언제나 어떤 

범주의 사람을 정치적 존재로 간주하길 거부하는 것은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

는 소리를 담화로 듣기를 거부하는 것을 통해 이루어진다. 또는 그 사람이 정

치적인 것들의 시공간을 점유할 수 있는 물질적 능력이 없음을 확인하는 것을 

통해 이루어진다”(Rancière, 2008: 5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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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말해 미적인 방식으로 존재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사물을 생산하는 

행위보다 더 근본적으로, 어떠한 사물을 미적으로 보아줄 수 있는, 그리하

여 미적인 존재방식 자체를 가능하게 하는 공동체의 자율성이 요청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미적인 공동체는 아름다운 이념을 공동적으로 소유하

는 공동체를 뜻하지 않는다. 여기서의 미적 공동체는 각자 자기 삶의 양식

에서 스스로 ‘감각’과 ‘개념’의 분리를 경험하고 다시 그 분리를 연결하고

자 인간 공통의 능력을 발휘하는, 그럼으로써 평등하게 존재하게 된 개인

들의 다른 이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2) 이중의 중지와 ‘자기형성적 표현’

유희충동의 상태나 미적인 경험으로부터 불평등한 계급의식을 벗어날 

수 있다거나 자본가와 노동자 사이의 경계를 넘나들 수 있다는 랑시에르

의 ‘해방’에 대한 관심은, 문자 그대로 해석할 경우 교육실천에서의 ‘자유

로움’과 연계될 때 다소 과격하거나 적절치 않은 것으로 느껴질지도 모른

다. 그러나 본 논의에서 랑시에르의 평등에 관한 견해에 주목하는 이유는, 

그가 말하는 사회적 불평등의 핵심이 경제적 배분이나 차등적인 지위에 

따르는 계급화에 있지 않기 때문이다. 오히려 그가 말하는 불평등은 우리

가 동등하게 감각하고 지각할 수 있는 것들을 가로막는 우리의 게으름이

나 무지와 관련되어 있다. 그러므로 랑시에르가 말하는 평등 또한 계급의 

철폐나 분배의 정의와 관련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감각적이고 정신적인 

능력의 발현 및 인간다움의 성취와 더 밀접하게 관련된다고 할 수 있다. 

즉 랑시에르에게 해방은, 나를 둘러싼 세계를 능동적으로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을 자기 자신과 타인에게 증명하고 인정받는 과정

이라고 볼 수 있다. 

이 증명과 인정의 과정은 자신이 다른 사람과 동등한 인간임을 ‘성취하

는 방식’으로 평등의 형식을 경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자신의 주관

에서 감각하고 느끼고 생각한 것에 머물지 않고 그것을 어떠한 형태로든 

가시화하는 것은, 스스로가 ‘감각할 줄 알고, 느낄 줄 알고, 타인이 알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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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수 있는 형태로 자신의 생각을 전달할 줄 아는’ 인간이라는 것, 그리하

여 ‘인간 공통의 세계에 참여하는’ 한 사람으로서 자신이 셈해질 수 있다

는 것을 스스로와 타인에게 보이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때, 자신의 감각에 

근거한 판단을 타인과의 관계 속에 드러내어 표현함으로써 그 판단의 형

상(그것이 목소리든 물질적 산물이든)이 물리적으로 ‘현상’하게 되는 상황

은, 그것을 지각하는 자신과 타인 모두에게 기존에 배분되었던 감각의 질

서를 변화시키게 된다. 이를테면, 교실에서 주로 보고 들을 것으로 가정되

던 교사나 늘 목소리를 내는 소수의 학생들의 발언이 아니라, 자신 안의 

생각을 밖으로 가시화시켜 ‘말’할 수 있는 누구나의 목소리나 몸짓이 주목

할 만한 것이 될 수 있다. 즉 나는 나 스스로 무엇을 느끼고 들을 것인지

를 결정하는 데 개입하고, 내 목소리를 타인에게 ‘말’로 보이고 들리게 함

으로써 타인과의 관계 양상에서 배분된 감각의 질서들을 재질서화하게 된

다. 이러한 의미에서, 각자가 어떤 대상을 감각하고 느끼고 표현한 것을 

공동체 속에 드러내는 일은 개인에게는 주체화의 과정인 동시에 타인과 

함께 하는 ‘공통의 세계’를 구성하는 일이기도 하다. 즉 타인과의 관계 속

에서 내가 주체로 등장하는 일은 공동체에도 모종의 변화를 일으키는 것

이므로, 주체의 형성과 공동체의 형성은 함수 관계에 놓이는 것이다. 이제 

이 관계를 ‘자기형성적 표현’의 의미에 비추어 생각해보자.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자기형성적 표현’은, ‘표현’이라는 개념을 통해 

‘예술언어’의 의미를 각기 다르게 제시하고자 한 상이한 두 가지 접근을 

포괄함으로써 생성한 복합적인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그 중 첫 번째 특

성은, 낭만주의 시대에 부상한 ‘자기표현으로서의 예술’의 의미를 재해석

하면서 이끌어낸 것으로, 근대적 주체가 세계와 내적으로 관계 맺을 수 있

는 방법적 측면에서 조명되었다. 흔히 서구 낭만주의의 자기표현은 서정적 

자아의 도취나 열광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여기서 재해석한 

낭만주의의 자기표현은 세계와 연결되고 싶은 근대적 자아가 세계와 맺는 

관계를 ‘언어적으로 형상화하려는 시도’로서 폭넓게 이해하고자 하였다. 

그리하여 개별적이고 유일한 ‘예술언어’의 의미는 예술가를 영웅시하는 입

장에서 조망되는 것이 아니라 세계와 실존적으로 연결되고 싶은 근대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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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모두 접근 가능한 것, 그러나 일인칭적으로 자연과 세계를 만날 때 생

성할 수 있는 각 개인에게 고유한 것으로 간주되었다. 이때 각자가 생성하

는 의미는 모두 다를지라도 그것들이 보편적으로 지향하는 한 가지 형식

적 구심점은 존재했다고 할 수 있다. 그것은 기계적으로 파악되는 경험의 

한계를 인식하고, 정신적으로 추구할 수 있는 품위있는 삶, 혹은 존엄한 

삶을 위해 자신의 감각과 내면에 집중하여 인간다움을 형성하는 것이다. 

이때의 표현은, 우리의 감각과 감정을 내면적으로 탐색하는 것으로부터 

비롯되지만 외부의 대상으로부터 촉발되었으며 그 대상의 질료로서의 상

태에 반응하려 한다는 점에 온전히 주관적인 것만은 아니다. 내가 구체적

으로 지각하는 것이 세계와 나의 관계를 어떻게 보여줄 수 있는지는 나의 

심상을 이해가능한 형태로 명료화하는 것을 통해 드러난다. 이러한 명료화

로서의 ‘표현’은 나와 세계와의 관계를 형성하기 위한 노력이 곧 세계에 

대한 나 자신에 대한 이해를 형성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점에서, 자아를 

형성하는 특성을 띠기도 했다. 그러므로 첫 번째 ‘표현’의 성격을 통해 말

하고자 한 것은 ‘우리가 스스로의 인간다움을 드러내는 표현을 한다는 것

이 무슨 뜻인가, 그리고 그것은 우리 삶에 어떤 의의를 갖는가’와 같이 표

현의 ‘내용적’ 측면에 관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자기형성적인 예술언어의 표현성은 자아와 세계가 맺는 관계

의 특성을 보여줄 수는 있지만, 이때의 자아가 근본적으로 세계 및 타인과 

감각적으로 얽혀져있는 ‘실존적인 존재’라는 점을 담아내기에는 한계를 가

졌다. 특히 우리의 자기표현이 어떻게 타자와의 관계에서 그들의 반응을 

통해 우리 자신을 존중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는지에 관해서는 

말해줄 수 있는 바가 없었다. 그리하여 둘째, 정적인 예술작품 자체가 아

니라 예술작품이 의미화되는 ‘과정’을 의미하는 ‘표현’의 의미를 포괄하고

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표현’이 전개되는 현상에서 우리는 타자 및 세계

와 서로 ‘지각되고 지각하는’ 역동적인 존재방식으로 엮이는 것으로 포착

될 수 있으며, 이러한 표현의 ‘현상적’ 측면이 제시할 수 있는 교육적 차

원이 있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서로가 서로를 ‘지각하면서 지각되어지는’ 

관계에 처할 때에는 상호 현존과 각자의 지각 능력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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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암묵적으로 전제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두 번째 표현의 특성은 ‘자

아’와 ‘표현’ 사이의 내적 관계보다는 ‘표현’이 가시화되어 현상하는 ‘상황’

에서 자아와 사물, 그리고 타자들 사이에 발생하는 운동적인 상호관계에 

주목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위의 두 가지 특성을 모두 포함하는 ‘자기형성적 표현’으로서

의 ‘예술언어’는, 한편으로는 일인칭적으로 세계를 만나고 그로부터 내적 

질서를 형성하려는 내밀한 성격을 가지지만 여기에 함몰되지 않고 타인과 

소통하고자 그것을 가시화하여 표현할 때에는 세계 및 타인과 연결되는 

성격을 가질 수 있게 된다. 이 말은 ‘자기형성적 표현’이 개인의 내면을 

경유하지만 그 안에만 머물지 않고, 타인과의 소통을 염두에 둔다는 것, 

그러나 이때의 소통은 공통된 이념을 감각적으로 공유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가 자신의 감각에 근거한 사물과 세계 이해를 표현함으로써 공통의 

세계에 참여한다는 것을 뜻할 수 있다. 이때 우리가 공유하는 감정은 한편

으로는 하나의 대상을 두고 내가 감각하는 것을 타자도 감각한다는 실재

감(sense of reality)일 수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나와 타인이 인간으로

서의 공통 세계에 속할 수 있다는 동질감이나 보편감과 같은 것일 수 있

을 것이다. 

랑시에르의 유희충동이 야기하는 ‘이중의 중지’는 바로 이 ‘자기형성적 

표현’이 가지는 두 가지 특성과 맞물릴 수 있다. 이중의 중지는 한편으로

는 우리 인식에서 작동하는 오성과 상상력의 종속 관계의 중지이다. 이 중

지가 새롭게 여는 가능성은 다시 ‘as if’로 세계를 바라봄으로써 생성되는 

새로운 관점, 혹은 반성적 판단에서 귀결되는 나의 세계에 대한 ‘이해’이

다. 이 세계 이해는 기존에 세계를 설명하던 ‘개념’과 ‘이미지’의 결합을 

해체하고, 다시 나의 힘으로 그 관계를 연결함으로써 성취된다. 이 과정은 

자유로움을 제공할 수 있지만, 이것은 전체와 부분의 관계를 오가며 요소

들 사이의 짜임새를 파악하는 것에 따르는 합당한 판단에 대한 대가로서

의 만족감일 수 있다. 즉 이 자유로움은 모종의 객관성을 요청한다. 그리

고 이처럼 우리의 주관 안에서 객관성을 산출하는 상태를, 바로 미적 경험

이 제공하는 개인 ‘안’의 변화와 관련지어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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랑시에르의 다른 한 가지 중지는 우리의 인식능력이 자유로움을 경험할 

때 취하게 되는 존재방식을 지시할 수 있다. 미적인 상태에 있을 때 우리

는 아무 일도 하지 않은 채 존재한다. 다시 말해 우리는 사회에서 ‘이미’ 

하도록 주어진 것을 수행하는 ‘기능하는’ 방식을 벗어난다. 이때 우리는 

지배계급과 피지배계급의 경계를 중지하고 ‘그저’ 인간 공통의 능력을 발

휘할 뿐인 공통의 세계에 참여할 수 있다. ‘자기형성적 표현’의 두 번째 

특성은 이처럼 공통의 세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가 ‘창조적으로 발화’

할 때의 존재방식에 주목한다. 이때 우리는 사물 및 타인과 지각되고 지각

하는 실존적 관계에 놓이면서 서로의 현존과 지각 능력, 그리고 이해 능력

을 존중하게 된다. 여기서 나와 타인의 동등함은 ‘실존하는 몸으로서의 연

결’에 의해 확보될 수 있었다. 이렇게 볼 때 랑시에르가 말하는 주체의 수

행에 의한 평등의 입증은 ‘자기형성적 표현’이 현상하는 ‘상황’에 적용될 

수 있다. 즉 ‘예술언어’로서 자기형성적 표현을 하도록 이끄는 수업 상황

은, 우리가 동등한 인간으로 존재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참여하는 현상을 

통해 배우도록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랑시에르의 ‘이중의 중지’ 개념과 자기형성적 표현의 ‘두 가지 

특성’을 대응하여 이해해온 과정은, 상당부분 예술의 언어적 차원을 전제

함으로써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즉 여기서 단지 ‘예술’이 아닌 ‘예술언

어’에 주목한 것은 ‘언어’의 존재방식이 가질 수 있는 특별한 교육적 의미

가 있다고 보이기 때문이다. 예술언어는 우리의 감각 세계가 감각에 머물

지 않고 기존에 우리가 이해해온 세계 및 앞으로 이해하게 될 세계를 형

성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물이나 대상을 지각

하고 그 의미를 표현한다고 할 때 ‘지각하는 의미’는 순수 의미가 아니라 

우리의 사유를 가능하게 하는 ‘언어’의 기능에 의존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드러나는 것이 바로 ‘언어’의 ‘감각적인 차원’이 가질 수 있는 교육적 의미

라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언어는 마음속에서건 실제 음성을 통해서건 

물질화되어 존재할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언어가 전하는 의

미에만 주목하여 언어의 존재를 관념적인 것으로 한정하는 경향이 있다. 

다시 말해 언어 자체의 존재양상이나 그것의 물질적인 형식에 주목하기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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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그것이 전하려는 의미를 곧 언어의 존재로 환원하여 다루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언어의 감각적 차원에 대한 망각은 기본적으로 서로 의사를 소통하기 

위해 언어를 수단으로 사용하는 인간 사회에서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가 ‘언어’를 통해 ‘교육’을 한다고 할 때에는, 언어의 

감각적 차원을 망각하는 것이 문제 삼을 만한 것이 될 수 있다. 왜냐하면 

일인칭적으로 다가가 생생하게 살려내야 할 교육 텍스트의 언어를 마치 

고정되어 있는 것처럼 받아들일 때, 그 교육 텍스트의 언어는 우리 자신과 

내적으로 연결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즉 우리의 교실문화에 지배적인 무기

력한 태도와 자신을 표현하기를 어려워하는 현상의 한 가지 근본적인 원

인은 교육 텍스트의 언어가 확고하고 고정된 의미를 가진 것으로 이해되

는 데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타인과의 관계에서 자신의 인

간다움을 가시화하고 드러낼 수 있는 능력은 상당부분 우리 각자가 언어

의 감각적인 차원을 회복하는 것과 관련될 수 있다고 보인다. 즉 미적 빌

둥을 정치적 빌둥으로 연결할 수 있는 핵심적인 단계는 ‘언어’에 대한 우

리 태도의 변화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다음으로는 이 관련성을 살펴보

기 위해 메를로-퐁티와 자끄 랑시에르의 ‘언어’에 대한 견해를 비교하면서 

예술언어가 어떻게 다른 교과교육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지 그리고 이것

이 어떻게 수평적이고 민주적인 교육실천에 기여할 수 있을지를 탐색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한다. 

3) 미적 빌둥과 정치적 빌둥 사이의 ‘언어’

‘예술언어’의 특성을 통해 ‘언어’ 자체의 존재론적 특징을 부각시키고자 

한 것은 메를로-퐁티의 본래적 기획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는 ‘언어’와 

‘회화’를 동일한 작업으로 보면서, 회화라는 예술을 통해 결국 ‘언어’의 발

원적 표현의 특성을 보이고자 했기 때문이다. 메를로-퐁티는 소쉬르가 이

룬 언어학적 성과를 기반으로 ‘기호/기표(signifier)’와 ‘의미/기의

(signified)’를 분리하여 볼 수 있는 데서 나아가 우리가 현재 언어를 관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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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이고 주지적으로 사용하는 방식을 비판하고, 목소리나 제스처의 의미가 

기호(signifier)에 내재한다는 언어의 존재론적 특성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김화자, 2005: 9). 왜냐하면 메를로-퐁티가 보기에 한 단어의 개념적 의

미는 몸의 실존적 의미에서 유래하며, 파롤이나 제스처는 지적 세계가 아

닌 감각 세계와 관련이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그는 지각 체험

에 근거한 언어적 제스처들이 타인과의 소통을 가능하게 해준다는 점에 

착안하여 인간 의식은 본래 표현적이라는 데까지 나아갔다. 그리하여 우리

가 창조적으로 발화할 때 세계 및 타인과 주체적으로 관계 맺을 수 있다

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 것이다. 

랑시에르가 묘사하는 ‘언어’의 감각적 특성은 메를로-퐁티와 마찬가지로 

주체적으로 세계와 연결될 수 있는 자아의 존재방식과 밀접한 관계를 가

진다. 그러나 랑시에르는 언어를 통해 지각적 존재로서의 인간보다 ‘이성’

적 존재로서의 ‘인간성’을 부각시키는 데에 더 관심이 있다고 보인다. 랑

시에르에게 언어는 ‘로고스(logos)’로서 동물과 구별되게 인간을 특징화할 

인간 고유의 것으로 이해된다. 특히 그는 로고스를 통해 정치적 존재가 될 

수 있다는 아리스토텔레스의 견해를 자신의 방식으로 전유한다. 아리스토

텔레스는 동물들의 ‘소리’와 달리, 로고스를 가진 인간은 무엇이 이롭고 

해로운지, 또 무엇이 정의롭고 그렇지 않은지 명시함으로써 좋음과 나쁨, 

정당함과 부당함에 대한 감정을 가지게 되고, 이러한 정서를 공유하는 공

동체를 형성하게 된다. 즉 인간이 특정한 감정을 공유하는 공동체를 형성

할 수 있는 것은 ‘로고스’로서의 ‘언어’를 소유하기 때문이다. 

랑시에르가 자신의 논의 전개를 위해 아리스토텔레스에게 주목한 부분

은, 그가 노예는 ‘언어’를 ‘소유’하지 못한 존재라고 말한 지점이다(ME: 

54-55). 노예는 주인의 언어를 알아듣는다는 점에서 언어 공동체에 속할 

수는 있지만, 주인에게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들려질 수 있는 ‘언어’를 

발화할 수 없다는 점에서 언어를 온전히 소유하지 못한 존재다. 다시 말해 

노예는 명령하거나 창조하는 말을 할 수 없고, 이미 있는 말들을 듣고 순

응할 뿐이다. 그러므로 랑시에르가 보기에, 아리스토텔레스는 로고스를 소

유한 존재보다 그렇지 못한 존재가 ‘이성적’으로 열등하다는 의미에서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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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노예제도를 정당화한다. 여기서 랑시에르는 아리스토텔레스의 견해를 

토대로 언어를 이해하는 것과 달리 언어를 ‘소유’한다는 것, 그리고 언어

를 ‘발화’한다는 것이 왜 정치적인지를 이끌어낸다. 노예의 상태처럼 그저 

존재하는 질서를 수긍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질서가 어떠한 원리에 의

해 성립되는지 파악하고 그 정당성을 따져 물으며 ‘발화’할 때, 우리는 로

고스를 이해하는 것뿐만 아니라 로고스를 소유하고 그것을 말할 수 있는 

‘한 사람’으로서 타자에게 인식될 수 있다. 그러므로 랑시에르에게 발화되

는 언어, 물리적으로 가시화되는 언어가 중요한 것은 일차적으로 공통의 

로고스를 소유하는 인간으로서 셈해지기 위해서, 즉 다른 인간 사이에서 

스스로를 한 사람의 이성적인 인간으로 증명하기 위해서이다. 바로 이 증

명에 의해 정치적인 관계가 이루어진다.

이를 통해 볼 때 메를로-퐁티에게 ‘언어’는 근본적으로 세계 및 타인과 

얽혀있는 실존하는 몸의 존재방식을 보이기 위해 주체를 ‘탈주체화’하는 

가운데 주목된다. 그러나 랑시에르에게 ‘언어’는 오히려 망각된 인간 공통

의 능력을 회복하면서 다시 ‘주체가 되는’ 방식에서 요청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두 사상가가 처한 다른 사회적인 배경에 기인한 것일 수 있

다. 메를로-퐁티는 20세기 활발했던 현대 미학이 주목하는 ‘개념’과 ‘이미

지’ 사이의 분리에 동참하며, 이미지의 탐구를 끝까지 몰고 간 세잔의 작

업에 주목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그는 언어를 발화하는 ‘현상’의 실존적 

차원으로부터 우리 경험의 지각적 차원의 중요성을 회복할 것을 촉구한다. 

이에 비해 랑시에르는 20세기 노동자의 해방을 위해 엘리트가 계몽의 계

기를 전수할 수 있다는 구도를 급진적으로 뒤집는다. 그는 계급의 해방보

다 우리의 인간다움을 향한 실존적 욕망과 이에 대한 성취가 더 근본적인 

욕구이며 내적 동력일 수 있다는 인문적인 관점에서 미적인 차원에 주목

한다. 이 미적인 차원은 그간 당연하게 여겨진 개념과 이미지 사이의 결합

을 ‘중지’하고 우리가 다시 사물을 명명할 것을 요청한다. 즉 메를로-퐁티

의 ‘언어’에 대한 관점이 ‘탈주체와’의 논의와 관련을 맺는다면, 랑시에르

에게 ‘언어’는 다시 ‘주체화’의 과정을 위해 소환된다. 

이처럼 두 학자가 ‘언어’를 통해 궁극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인간 삶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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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아젠다는 다소 차이가 있지만, 두 학자 모두 ‘언어’의 발원적 특성에 

내재한 창조적이고 시적인 과정에 주목하여 인간의 존재방식을 말하고자 

한 것에는 공통점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둘은 모두 언어를 감각적으로 

다루고 시적으로 발화하는 우리의 존재방식이 지각적인 방식으로 타인 및 

세계와 소통하는 차원을 회복할 것이라고 본다. 그리하여 두 학자 모두에

게 미학적 관심은 정치적인 관심을 향해 나아간다고 볼 수 있으며, 이 방

향성에는 마르크스 사상과의 만남에 이어 결별을 택한 이들만의 독특한 

전유과정이 작용했다고 할 수 있다. 그것은 아마도 우리가 놓인 실제 현실

에서 주체적인 삶의 양상은 감성적이고 지각적인 차원에서 논의되어야 한

다는 것, 그리하여 주체화 과정의 핵심적 특성은 창조적이고 시적인 방식

으로 세계를 만나고 이를 통해 감각하고 지각하는 방식을 재질서화하는 

것과 관련되어야 한다는 것일 수 있다. 

다만 메를로-퐁티에게는 그의 ‘몸-주체’에 대한 사유를 통해 짐작할 수 

있듯이 주체와 탈주체의 끊임없는 변증법이 일어나는 ‘초월론적인 장’의 

형성에 더 강조점이 있다고 보인다. 이 현상에 대한 강조는 언어의 생명력

을 되살리기 위해 ‘회화’의 표현 과정을 주목하는 메를로-퐁티의 시선에서 

엿보인다. 그는 주체의 움직임과 제스처에 의해 완성되어가는 ‘회화’와 주

체의 목소리와 제스처를 통해 발화되는 ‘언어’를 병렬적으로 놓는다. 즉 

회화를 구성하는 붓 터치는 작가의 몸의 움직임과 엮여 이해될 수밖에 없

고, 우리가 발화하는 말은 우리의 목소리 및 제스처와 분리하여 의미화될 

수 없다. 그러므로 우리가 메를로-퐁티로부터 획득할 수 있는 ‘언어’의 감

각적 차원을 회복하는 것에 대한 통찰은, 내가 마주하는 구체적인 언어 이

면에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관념이나 의미가 고정적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것은 허상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비해 랑시에르는 언어를 사용하는 인

간의 이성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데서 알 수 있듯이, 초월론적인 장에서 전

개될 수 있는 통일적 의미나 인간성을 다시 인간 ‘안’으로 불러들일 것을 

요청한다. 랑시에르의 이러한 태도는 현대미학이 강조하는 탈주체의 윤리

적 차원, 즉 우리가 파악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한 겸허한 태도를 거부한다

는 뜻이 아니다. 오히려 그러한 탈주체가 강조되는 상호주관적이고 초월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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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장이 강조될 때에도 여전히 자아의 내면에서는 어떠한 일이 일어나

고 있는지에 랑시에르는 특별한 관심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지

점은 자아의 내면에 지속적으로 주목할 수밖에 없는 교육적 연구의 맥락

에서 볼 때, 흥미롭게 지켜볼 만한 부분이다. 

이렇게 볼 때 메를로-퐁티와 랑시에르의 언어에 대한 견해는 각기 다른 

방식으로 ‘교육공동체’에 의미있는 그림을 제공할 수 있다. 언어의 발생적 

관점을 통해 타인 및 세계와 얽혀있는 독특한 ‘발생적 주체’ 개념을 생성

하는 메를로-퐁티의 관점은, 우리가 창조적으로 발화하는 것이 어떻게 지

각적으로 연결되는 ‘실존적 몸들의 공동체’가 될 수 있는지 잘 묘사해준

다. 한편 랑시에르는 한 사람이 시적으로 발화할 때 일어나는 공동체의 감

각적 질서의 변화에 주목한다. 타인에게 들리는 목소리와 보이는 몸짓으로 

셈해지는 일은 자신의 인간적인 능력을 스스로 증명함으로써 ‘한 사람의 

인간’으로 인정받는 일이다. 이러한 관점은 특히 우리의 교육실천에서 ‘이

성적 능력’의 의미가 확대되어 해석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왜냐

하면 랑시에르에게 ‘이성적 능력’이란, 시적으로 발화하는 존재방식을 취

할 때 자기와 세계가 어떠한 관계에 놓이는지 이해하게 되는 것을 포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랑시에르의 언어에 대한 견해를 통해 이끌어낼 수 

있는 교육적 함의는, 이성적 능력을 우리 자신이 영혼이 있는 한 사람이라

는 것을 드러내 보이는 능력과 관련지어 생각해볼 수 있다는 것이다. 왜냐

하면 랑시에르에게 이성적 인간이란, 스스로가 ‘인간 공통’의 능력이 있음

을 가시화하면서 자신이 타인과 소통하고 싶은 영혼이 있는 존재라는 것

을 증명해 보이는 것과 관련되기 때문이다(Rancière, 1987/양창렬(역), 

2016).

지금까지의 논의는 미적인 자아가 정치적으로 존재하게 되는 한 가지 

방식이 ‘언어’를 창조적으로, 혹은 시적으로 발화하는 것에 의해 가능할 

수 있음을 해명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각자의 감각에 근거한 판단을 타

인이 지각할 수 있도록 ‘표현’함으로써 현존하는 타자 앞에 나의 존재를 

‘가시화’하는 과정이 바로 ‘미적 빌둥’을 ‘정치적 빌둥’의 방식과 연계할 

수 있는 지점이라는 것이다. 창조적 언어 혹은 언어적 형상화의 산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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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러내 보이는’ 우리의 수행 자체는 다른 목적에 봉사하는 것이 아닌 자

신의 느낌과 생각을 드러내는 바로 그 목적을 위해 존재하게 된다. 이 존

재방식은 각자의 인간다움을 형성하고 드러내 보이게 되는데, 이것이 ‘인

간다움’으로 읽히기 위해서는 그 수행을 파악하고 인간다운 것으로 느낄 

수 있는 현존하는 타인들의 존재가 요청된다. 그러므로 예술이 교육실천의 

수평적이고 민주적인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는 주장에 설득적인 힘을 실

을 수 있는 유력한 방안은, 한 아이의 창조적인 발화를 독립적으로 촉구하

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의 발화를 지각하고 읽어내려는 태도를 함께 형성

할 수 있는 ‘공동체’의 구성에 대한 주목으로부터 비롯될 수 있을 것이다. 

2. ‘예술언어’로부터 ‘교육언어’로의 확장으로

지금까지는 언어가 가진 감각적 차원을 회복하여 다시 물질적으로 가시

화할 때 취할 수 있는 존재방식의 정치적 함의에 주목해왔다고 할 수 있

다. 여기에 토대하여 다음으로는 언어가 가진 감각적 차원을 되살림으로써 

교육 텍스트의 언어를 받아들이는 우리의 태도를 어떻게 변경할 수 있을

지 살펴보면서, ‘자기형성적 표현’이 다른 교과의 언어를 경험하는 데 어

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지 가늠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자기형성

적 표현이 가능하기 위한 교육의 실제를 그려보고, 이로부터 교과의 ‘언

어’를 감각적으로 경험하는 것의 필요성과 의의를 짚어보고자 한다.  

   

1) ‘몸’의 능력을 신뢰하는 방법을 배우는 교육공동체

몇 해 전 가을, 학회에서 듣게 된 덴마크의 자유교육에 대한 연구에서 

평민(people)을 대상으로 하는 ‘삶을 위한 교육’의 핵심이 되는 것이 바로 

“시와 문학, 예술”이라는 점은 매우 인상적이었다.22) 이러한 교육 방식의 

22) 이 발표문은 정해진(2015)의 박사논문 『그룬트비의 평민교육사상』 중 일부를 

요약한 것이며, 그 중 본 연구는 “살아있는 말을 통한 교육”, “살아있는 상호

작용을 통한 교육”이 시와 문학과 예술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에 주목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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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가지 사례는 덴마크의 오덴서 프리스콜레(Odense Free School)의 1

학년 ‘이야기’ 수업에서 볼 수 있다.23) 이 수업에서 학생들은 그 어떤 이

미지나 시각 매체, 혹은 글자로 이루어진 책도 활용하지 않고 단지 교사의 

말로 구연되는 이야기, 예컨대 북유럽의 신화를 듣게 된다. 아이들 각각은 

선생님과 눈을 마주치고 귀로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상상되는 이미지를 머

릿속에 그려 각자의 내러티브를 구성해나간다. 이 단조로운 방식의 구성이 

수업의 전부이다. 신화의 내용은 교사의 ‘말’을 통해 몇 주간 전해지면서 

완성된다. 교사는 수업의 시작과 끝에 아이들에게 지난 시간까지 다룬 신

화의 내용을 묻고 아이들은 각자 머릿속에 그린 내용을 떠올려가며 대답

한다. 여기서 주목할 만한 사실은 ‘교사가 그동안 진행되어온 이야기의 내

용을 아이들에게 왜 묻는가?’ 하는 것이다. 교사는 아이들이 얼마나 이야

기의 내용을 잘 기억하는지 검토하고 평가하기 위해 질문하는 것이 아니

다. 오히려 이 질문의 목적은 그간 아이들 각자가 머릿속에 상상해온 이야

기를 재구성하고 재생하여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한 것이다. 그런

데 이러한 기회들이 어떻게 삶을 위한 힘이 되는 교육이 될 수 있을까? 

그들은 왜 이러한 방식의 수업을 통해 삶을 위한 힘을 키울 수 있다고 믿

고 실천하고 있을까?24) 여기서는 그들에게 ‘삶을 위한 힘’이라고 지시되는 

23) Q채널, 교육개혁 프로젝트 “이것이 미래교육이다”- 6부 대화하는 교육 공동

체 덴마트 그룬트비 학교에서 제시된 사례이다.

24) 덴마크의 교육과 삶의 방식의 연관관계를 살펴보는 것은 매우 흥미로울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많다. 덴마크는 국민들의 행복지수가 가장 높

은 나라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행복지수가 매우 낮은 우리나라에서도 한 때 

큰 관심을 보였는데, 우선 그들의 삶의 방식에서 무엇보다 눈에 띄는 것은 다

양한 직업군에 대한 균형적인 시각이다. 청소부인 남편과 의사인 부인으로 꾸

려진 덴마크의 한 가정의 모습에 의아해하는 것은 그들이 아닌 우리의 시각이

다. 이들은 각자가 다 사회에 필요한 일을 하며 기여하고 있다고 여기는 한, 

모두가 당당하다. 물론 직업군에 따른 소득의 격차가 크지 않다는 것이 그들이 

다양한 직업을 균형적인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중요하고 현실적인 요소이

기도 할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국가의 임금 체계를 만든 정치권과 사회 여러 

분야에 속한 구성원들의 합의가 있기 위해서는 서로를 평등하게 여기면서 다

원적인 직업군의 가치를 인정할 수 있는 성숙한 시민성이 전제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이러한 시민성을 형성하는 데에 그룬트비의 영향을 받은 덴마크의 

근대 교육제도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이 주목할 만하다. 다시 말해 다원적

인 삶의 양상이 동등하게 인정받는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교육의 영역을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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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수업의 특성을 본 연구의 관심에 따라 자기존중의 형성을 위해 요청되

는 상황 및 개념들로 이해해보고자 한다. 

  첫째, 이 수업의 사례에서는 보고 듣고 느낄 수 있는 감각이 있는 사람

이라면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소재를 ‘공동의 대상’으로 삼고 자신

의 말을 표현할 수 있는 ‘동등한 기회’를 제공한다. 여기서는 선생님의 신

화 이야기가 아이들이 공유하는 공동의 대상이다. 이때 쉽게 접근할 수 있

다는 것은 이 이야기를 듣는 누구라도 공유하는 대상에 대해 이야기할 만

한 것을 생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미리 가지고 있는 어떠한 지

식이나 권위 없이도 그저 보고 듣고 생각할 수 있다면 표현의 대상이 되

는 것은 동일하게 주어지기 때문이다. 즉 특별히 인지적인 교과지식이나 

답을 알지 못해도 지금 이 순간 모두가 선생님의 말을 주목하여 듣고 자

신의 생각을 말할 수 있다면 공적으로 말할 수 있는 기회는 누구에게나 

똑같이 주어진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기회가 자신의 것이 될 수 있다

고 ‘실제로’ 믿는 것에서 궁극적으로 내가 남들과 마찬가지로 보고 듣고 

생각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 동등한 인간으로서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암묵적으로 전제할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 교사는 북유럽의 신화를 자신의 언어로 ‘표현’하고 있다. 이때 표

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단지 쓰여진 책을 읽는 것이 아니라 메를로-퐁

티가 말한 ‘창조적 발화’로서 이해될 수 있기 때문이다. 교사는 물론 신화

의 내용을 순수하게 창작하는 것은 아니지만, 자신이 알고 있던 이야기를 

현재 마주하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즉흥적으로 풀어낼 때는 이전에 없던 

새로운 현상을 만들어내는 중이라고 할 수 있다. 이 표현에 깔린 교사의 

지향성은 예전부터 내려오는 신화를 아이들이 지금 우리와 관련 있는 이

야기로서 가깝고 생생하게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아이들

은 이야기의 줄거리나 요약을 압축하여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에

선 사회 전반의 역할이 요구되지만, 그러한 사회를 구성하는 시민으로 성장하

기 위해 교육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교육의 모토

가 공부를 위한 교육이 아닌 ‘삶’을 위한 교육이라는 것, 거기에 시와 문학과 

예술을 소재로 모국어로 토론하고 소통하는 것이 그들이 서로를 평등하게 존

중할 수 있는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데 중요한 한 가지 교육 방식이었다는 것

은 본 연구의 논지와 매우 부합되는 지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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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생생하게 들려오는 선생님의 목소리와 제스처를 ‘듣고’ ‘보는’ 동안, 자

신의 눈을 바라보는 선생님의 눈, 그리고 그 눈을 지각하는 자기 자신을 

느끼며 말들의 연결을 통해 이야기를 이해해간다. 실제로 이들의 교사 교

육에서 왜 이야기 수업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공유하고, 그 방식을 

배우고 훈련하는 절차가 존재한다. 어디에 강조를 할지, 목소리의 톤은 어

떠해야 하는지, 제스처나 감정을 실을 부분은 어디인지, 아이들의 눈을 바

라보는 것은 어떠해야 하는지 등 이야기의 내용뿐만 아니라 흥미진진하고 

호기심을 유발하는 방식으로 표현하는 방법을 직접 훈련해보는 것이 교사 

교육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진다.  

셋째, 아이들 역시 자신과 생각과 느낌을 ‘표현’하고 타인의 표현을 이

해하는 태도를 익힌다. 그 수업 장면에 참여한 아이들 모두 선생님으로부

터 동일한 이야기를 들었지만, 각자에게 상상되는 방식이나 이해되는 방식

은 일인칭적이다. 그리하여 모두 자신의 감각에 토대하여 이해한 것들을 

토대로 선생님의 질문에 생각을 표현한다. 여기서의 표현은 단순한 의견이

나 느낌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머릿속에서 상상한 것을 재생해내는 과

정에서 생성되는 언어로 현상한다. 그리하여 아이들은 아무렇게나 자유롭

게 말해도 되는 가벼운 소회가 아니라 보고 듣고 지각한 것을 토대로 구

성하여 다른 사람이 감각하고 이해할 수 있을 만한 형태로 만들어내는 과

정을 겪는다. 즉 자신의 몸의 감각에 토대한 언어, ‘몸-언어’를 발화하게 

되는 것이다. 만일 누군가가 상대적으로 단순한 의견이나 느낌을 말하는 

것에 그친다면 그 아이의 의견은, 상상하고 구성한 것을 표현하려고 애쓴 

다른 이의 산출물과 동등한 지위를 가질 수는 없을 것이다. 이럴 때 아이

들은 서로의 표현을 듣고 표현의 방식을 배울 수도 있고, 교사가 개입하여 

더 발전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도울 수도 있을 것이다. 다시 말

해 예술을 소재로 대화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접근을 허용한다고 

할지라도 여기서 아이들에게 ‘표현’하게 함으로써 함양하고자 것은 자신의 

생각을 모종의 형식으로 구성하면서 여러 사람 앞에 이해가능하게 제시할 

수 있는 능력일 것이다. 이것은 각 개인의 있는 그대로의 차이를 존중해야 

한다는 소극적 인정을 넘어 각자의 ‘고유함’ 또한 형성될 수 있는 것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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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개성의 형성은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하는 것과 밀접한 관련

이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넷째, 그리하여 아이들은 동일한 대상을 보고도 ‘다르게’ 표현될 수 있

는 것을 자연스럽게 인식할 수 있게 된다. 오덴세 프리스콜레의 1학년 아

이들이 인터뷰를 통해 제시한 답변 중 인상적인 것은 자신이 신화의 장면

을 상상하여 마음껏 머릿속으로 그릴 수 있고, 다른 친구의 머릿속에는 또 

그 친구가 그려낸 다른 그림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책이나 매체가 없는 

것이 더 재미있다고 말하는 부분이다. 이미 아이들은 자신이 상상하고 표

현하는 것만큼이나 다른 친구들이 다르게 상상할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표현할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자연스럽게 터득해간다. 1학년의 아이들

의 상호성(reciprocity)에 대한 수준이 온전히 자기중심적 단계에서 벗어

난다고 할 수는 없지만, 동일한 것을 보고 듣고도 다르게 표현될 수 있다

는 것을 직접 경험함으로써 아이들은 자신과 마찬가지로 타인 또한 느끼

고 생각하는 존재라는 것을 명제적 사실이 아닌 ‘지각’을 통해 배워나가는 

중에 있는 것이다. 

다섯째, 여기서 아이들은 ‘신화’라는 매체를 중심으로 교사 및 친구들과 

지각적인 방식으로 연결될 수 있다. 신화는 자신과 아무 관련도 없는 다른 

존재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아주 먼 시간 전으로부터 전해 내려오지만 

결국엔 자신과 ‘유사한’ 사람들의 삶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을 선생님의 표

현을 통해 이해하게 된다. 왜냐하면 그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지금 우리의 

삶에서와 같이 사랑과 욕망, 질투가 있고, 동정심이 있고, 또 용기가 있는 

신화 속의 인물들을 만나면서 나 자신이 두려움을 느끼기도 하고 연민을 

느끼기도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그 이야기를 

만들어낸 옛날 사람들의 상상력과 그 이후로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오는 

동안 거쳐 온 수많은 사람들의 상상력들이, 선생님의 상상력을 거쳐 현재 

그 공간에 있는 학생들의 상상력과 공명하여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도 

감각적으로 되살려진다. 이렇게 되살려지는 이해를 위해 수업이 이루어지

는 공간에서 각자 머릿속에 자신이 그려낸 그림을 ‘표현’해보는 과정은, 

나의 목소리가 내 목과 몸을 울려 내 귀에 들리면서도 타인에게도 들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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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는 것을 지각하는 경험이라고 할 수 있다. 즉 감각과 지각을 통해 자

신의 몸-주체와 타인의 몸-주체가 연결됨으로써 서로의 현존을 느끼는 방

식으로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존재하는 나를 느끼게 되는 것이다. 

여기서 아이들은 자신이 타인 앞에서 자신의 감각에 근거하여 판단한 

것을 표현할 수 있는 존재, 그리하여 타인에게 지각되고 이해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학습하게 된다. 보고 듣고 느끼는 스스로의 능력이 발휘되

는 경험을 토대로, 자기 자신을 다른 사람과 동등한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지각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자각은 타인의 능력을 인정하는 데에도 마

찬가지로 적용될 수 있다. 아이들은 다른 사람들이 표현하는 것을 지각하

고 이해하면서 타인의 생각이 어떻게 구성되어 말로 표현되는지 그 방식

과 내용을 인식하게 되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지각하는 다른 사람들과

의 관계 속에서 서로를 존중하는 태도를 자연스럽게 보고 익히게 된다. 즉 

존중의 태도나 반응의 문제를 익히는 것은 타인의 생각과 느낌을 지각하

는 가운데 그의 ‘현존’을 인정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처럼 타인이 

구성한 생각의 표현을 듣는 습관은 그것을 옳고 그름의 척도로 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보는 동일한 대상을 다른 친구의 상상력과 사유는 어떻게 

보았는지를 짐작해보고 이해하려는 태도와 반응으로 나타날 것이기 때문

에, 9학년이 된 이들은 자신의 표현이 타인에게 평가받을 것이란 두려움

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러한 학습과정에서 맹목적으로 자유로운 자기표

현을 권장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가 어떻게 대상을 신중하게 이해하고 

있는지 그 ‘관계’를 보여줄 수 있는 자기표현, 즉 ‘자기형성적 표현’을 권

장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자기형성적 표현은 되도

록 정확하게 대상을 감각하고 전체와 부분을 오가며 통합적으로 파악하려 

하면서도, 머릿속에 이미지로 떠오르는 것들을 타인과 소통하기 위해 특정

한 형식으로 객관화하여 표현할 것을 요청한다. 여기에는 상당한 의지와 

노력이 요청된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그들이 수업에서 배우고 있

는 것은, 이러한 ‘의지와 노력을 발휘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1학년

뿐만 아니라 9학년에 이르기까지 각 단계에 따라 ‘공동의 대상’을 두고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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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하고, 자기를 표현하는 방식을 배우면서 점차 의지와 노력을 발휘하는 

방법도 정련해나가는 것이다. 즉 같은 대상을 두고도 서로의 관점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을 경험함으로써 차이가 있다는 것에 낙담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오히려 자연스럽다는 것을 배우게 되고, 서로의 좀 더 미세한 차이

를 짚어내고 그 차이를 명료화하여 소통하면서 사물을 바라보는 자신의 

관점도 더 예리하게 단련해간다. 이때 이들이 경험하는 것은, 타인에게 자

신의 이해를 설득시키기를 추동하는 ‘소통하고 싶고 서로 연결되고 싶은 

욕구’의 발현과 이것이 충족되는 인정의 과정들일지도 모른다. 즉 우리가 

타인과 ‘함께’ 존재할 수 있기 위해 먼저 체득하는 것은 나와 동일한 대상

을 공유하는 누군가들을 통해 ‘실재감’을 느끼면서, ‘우리’는 보고 듣고 생

각하며 그것을 소통할 수 있는 동일한 인간 존재에 속한다는 암묵적인 자

각일 수 있다. 

  이처럼 시와 문학과 예술을 소재로 스스로 구성한 사유와 그것의 표현 

이 타인에게 받아들여지고 존중받는 경험은 서로 소통하는 방식과 태도를 

배우는 것인 동시에, 공적인 공간에서 다른 어떤 권위에 의존하지 않은 자

기 내면의 생각이나 느낌을 표현한 것이 특정한 시간과 공간을 차지했었

다는 현실적인 감각과 기억을 제공할 것이다. 이때 느꼈던 감정과 자신감

은 외적인 기준에 부합하기 때문에 주어지는, 예컨대 높은 학업성취를 통

해 획득할 수 있는 자신감과는 다른 종류의 것일 수 있다. 이러한 자신감

은 대상을 이해하는 ‘자신의 감각과 지각, 그리고 사유와 표현 능력이 신

뢰할 만한 것’이라는 점을 느끼는 경험일 수 있다. 이렇게 형성된 내적 힘

은 사물과 세계를 파악하는 자기 자신의 관점을 구성하는 데 기여하며, 선

택과 결정이 필요한 일상의 순간마다 자신의 기준과 가치에 따라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는 힘으로 작동한다는 점에서, 삶을 살아내는 결정

적인 힘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덴마크의 그룬트비 프리스콜레

에서 시와 문학, 그리고 예술을 통해 삶을 위한 힘을 기르는 교육이 가능

하다고 믿어온 까닭은, 자신의 삶에 스스로 의미와 가치를 부여할 수 있는 

개인의 내면적 힘을 키우는 데에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의 생각을 구

성하고 표현하면서 인정받고 인정하는 경험이 필요할 것이라는 통찰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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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기 때문일 것이다. 그들은 자기표현을 통해 상호적 인정관계의 그물을 

만들어가면서 그 그물망 안에서 각자가 자신의 몸을 통해 감각하고 지각

하고 판단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점차 신뢰하게 되는 것이다.25)

2) 존재론적 능력의 함양을 위한 수업

수업을 통해 향상되는 능력이 각자의 감각을 통해 공동의 대상을 이해

하고 표현하는 것이라고 할 때, 교사가 신화의 이야기를 자신의 살아있는 

말로 전달하는 ‘수업’의 존재 이유는 ‘하나의 단위 수업에서 파악가능한 

설정된 성취 기준의 인식론적 달성’이라는 틀 안에서는 충분히 설명될 수 

없는 것일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상황을 공동으로 접근할 수 있

는 대상을 두고 몸-주체들이 모여있는 하나의 ‘현상’으로 바라볼 때, 그 

현상이 함의할 수 있는 배움의 양상은 기존과는 다른 방식으로 서술될 수 

있기 때문이다. 만일 교사가 신화를 관습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자

신의 ‘언어’로 생생하게 ‘발화’할 수 있다면, 이때 교사 또한 이 신화에 실

25) 이처럼 자신의 몸의 감각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이로부터 행위를 이끄는 판단

을 할 수 있는 능력은 세계에 대한 주체적인 이해뿐만 아니라 삶에 닥친 문제 

상황을 해결해가는 능동적인 힘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필수적이기도 

하다. 감각에 터한 판단 능력은 주지주의적인 교육의 부가적이고 보완적인 역

할이 아니라 삶을 살아내고 각자에게 닥치는 일들을 스스로 판단하여 실천할 

수 있는 데 기여하는 매우 필수적로 요청되기 때문이다. 우리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와 안일한 정신의 습관에 대해 큰 경각심을 일으킨 세월호 참사 사건은 

오늘날 우리의 교육의 방향성과 관련해서도 무거운 질문들을 제기해왔다. 그 

중 본 연구에서 공감하는 교육적 성찰은 타인의 판단이 아닌 자신의 몸이 감

각하는 것을 통해 주변을 생생하게 느끼고 판단할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과(양은주, 2015), 형식적인 말하기가 아니라 몸을 통한 말하기, 즉 몸으로 

기억하고 느끼고 상상하며 그것을 공유할 수 있는 이야기 공동체의 교육이 요

청된다는(김석수, 2015) 논의이다. 이 두 연구 모두 각자의 몸을 통해 감각하

고 판단하며, 그 판단을 제시할 수 있도록 ‘공동체’ 속에서의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는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고찰하고 있다. 즉 각자의 몸의 감각을 신뢰할 

수 있도록 타인들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의 감각에 기초한 판단을 제시하고 존

중받는 경험은 오늘날 우리 교육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생존 능력과 관련된 삶

의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판단을 키우는 수준부터 자신 및 타인의 고통과 아픔 

등을 생생하게 떠올리고 인간사와 관련된 일들을 결정하는 행위까지 걸쳐져 

있는 시급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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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적인 방식으로 다가간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이들은 이야기 수

업의 교사가 감정을 끌어올리고 상상력을 자극하는 ‘시인’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표현하기도 한다. 이때 교사는 발화하면서 자신의 언어를 이해할 

학생을 염두에 두고 표현한다. 메를로-퐁티에 의하면 대상과의 관계에 몰

두하며 그 관계를 의미화하는 중에 있는 ‘언어’는 그 언어를 이해할 타인, 

즉 제스처와 물리적 목소리를 통해 의미화되는 것들을 지각할 존재들을 

이해의 능력을 지닌 대상으로 존중하고 인정하는 것을 수반한다. 다시 말

해 교사가 신화의 인물들과 줄거리를 생생하게 살아있는 ‘언어’로 발화할 

때, 교사의 몸-주체는 학생들의 몸-주체와 지각을 통해 엮임으로써 학생

들을 실존적인 주체로 대하는 데까지 나아간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학생들을 몸-주체로 간주하거나 그들을 실존적인 존재로 대하려는 교사

의 태도에 대한 스케치는, 결코 고도로 이상화된 교과와 교사의 관계, 혹

은 교사와 학생의 관계를 설정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이러한 태도는 교사

가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태도, 즉 학생들의 머릿속에서 각자의 상상력

이 신화의 그림을 간직하는 양상들을 침범하지 않으려는, 혹은 침범할 수 

없다는 자세로 이해될 수 있을지 모른다. 이러한 의미에서 교사는 학생 각

자가 간직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교육이론으로 미리 설정할 수도 없

고 명확한 학업성취의 결과로서 파악할 수도 없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정할 수 있는 유능한 교사의 모습에서 빗겨나 있을 수도 있

다. 물론 이러한 태도로서 교사가 교과수업과 별개로 학생들의 처지를 배

려하고 개인적인 어려움에 마음을 쏟는 친절한 교사가 되어야 한다고 말

하는 것은 아니다. 여기서 중요한 교사의 역할은 신화를 매개로 자신의 언

어를 발화하며 학생들과 함께 현상할 수 있는 ‘공간’을 형성하는 것에 있

다. 

이러한 공간을 형성하는 교사와, 그 안에 거주하는 학생이 ‘텍스트’를 

매개로 관계 맺는다고 할 때 기존의 학업성취도에 비견될 만한 것을 측정

하는 것은 어울리지 않을 수 있다. 다만 수업을 통해 학생의 내면에 무언

가 일어났다면 이러한 종류의 학습은 “경험과정의 양적인 축적이 아니라 

경험의 지평 자체를 일순간 파괴”하고 새로이 생성하면서, 과거지향과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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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지향으로 연결되는 의식의 연속성 속에 놓이는 것일 수 있다(조상식, 

2010: 196). 다시 말해 이 수업을 통해 학생에게 배움이 일어나고 있다고 

해도 그것은 수업 당시 교사의 역량이나 지도를 벗어나 벌어지는 일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자발성을 북돋는 교사의 안내와 학생의 개별성 

사이에 어긋남이 일어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일지도 모른다(곽덕주, 

2013: 21). 그러나 교사는 학생들 각자의 배움의 순간을 예상할 수는 없

지만 배움의 조건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할 수는 있는데, 그것은 학생들의 

“존재론적 능력(ontological capacity)”을 함양하기 위해 애쓰는 것으로 

표현될 수 있을지도 모른다(Hudak, 2018: 3). 미국의 교육철학자 글렌 후

닥(Glenn Hudak, 2018)은 학생들의 깨달음이 오는 ‘아하(a-ha)’의 순간

을 교사가 계획하고 통제할 수 없다고 말하면서 이러한 한계를 인식하는 

교사임에도 불구하고 그 교사는 수업에서 학생들과 함께 있는 ‘성숙한’ 

‘존재론적인 능력’을 가질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 능력은 기존의 교육학

적(pedagogical) 관점과는 다른 각도에서 조망되는 것으로, 후닥은 이것이 

타인과 함께 있으면서도 “비소통적인 방식(non-communicative 

relationship)”으로 존재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말한다. 즉 우리가 타인의 

현존과 더불어 있으면서도 ‘홀로’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곧 

우리의 성숙한 존재방식과 관련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수업이 전개되고 있는 공간에서 ‘비소통적인 방식’으로 존재한다

는 것, 그리고 타인과 함께 있으면서도 ‘홀로’ 있을 수 있다는 말의 의미

는 한 번에 잘 다가오지는 않는다. 후닥(2018: 3)도 언급하듯이, 보통 교

육학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수업 상황은 오히려 교사와 학생 간에, 명시적

으로든 암묵적으로든 소통이 지속되는 관계로 기술될 수 있을 것이기 때

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공간에 함께 있으면서도 홀로 존재할 수 

있고 비소통적인 방식으로 존재한다는 것은 어떻게 이해될 수 있으며, 이

것은 어떠한 교육적 의미를 가질 수 있을까? 나는 이 존재론적 능력이, 

지금까지 논의해온 것처럼 한 공간에서 타인과 함께 있을 때 서로를 이해

하고자 하면서도 이해할 수 없는 차원이 있다는 것 또한 인정할 때 발휘

되고 또 함양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즉 이것은 공동의 대상인 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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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와 그것을 둘러싼 나를 포함한 사람들 각각을 모두 ‘미적인 존재’로 

대하면서 그들이 가진 실존의 가능성을 존중하는 것이다. 이 가능성은 그 

공간에 있는 각각의 사람들이 텍스트 및 자기 자신을 제외한 사람들과 연

결되어, 나름의 지각과 느낌을 통해 그 순간을 감각하고 이해하고 있다고 

짐작하는 것과 관련된다. 타인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일을 우리는 모두 알 

수 없지만, 그러한 무지가 그들에게 관심이 없다거나 단절되어 있음을 의

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앞서, 되도록 정확히 대상을 이해하고자 하

지만 자신의 이해가 온전하지 않을 수 있는 가능성을 인정하는 것, 그리하

여 자신의 이해 바깥으로 끊임없이 생동하는 대상의 생생함을 인정하는 

것은 늘 이해함과 더불어 요청되는 것이었다. 이러한 의미에서 인간다움이

나 존엄성의 형성은 한 사람을 손쉽게 파악할 수 없는 하나의 ‘세계’로 볼 

수 있는 데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곽덕주 외, 2018). 즉 비소통

적으로 함께 있을 수 있는 능력을 존재론적 능력이라고 할 수 있다면, 이 

능력은 우리로 하여금 모두가 닿을 수 없는 타인의 내면세계를 존중하는 

방식을 상기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존재론적인 능력은 교육적 관계를 맺고 있는 상황과 별도

의 영역에서 함양되는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오히려 ‘존재론적 능력’

은 ‘교육적 관계’를 바라보는 ‘다른 차원의 이해’에서 비롯된다. 존재론적 

방식으로 학습자를 바라보는 것은 일반적인 교육적 실제가 가정하듯이 주

체 중심의 활동을 통해 스스로 의미를 추구하고 구성하는 행위들로 결코 

환원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존재론적 능력을 함양하기 위한 

교육적 접근으로서, 학생들의 표현활동을 활발하게 이끌고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존재감을 느끼게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으로는 충분치 않다. 단

지 표현하고 마는 피상적인 활동이 아니라 표현하려는 대상에 대한 진지

한 몰입과 더불어, 자신의 발화와 표현을 지각할 타자의 현존을 자각하고 

‘미적’ 혹은 ‘실존적’ 공통감각을 발휘하는 것이, 결정적이고 중요한 과정

으로 요청된다는 것이다. 이 과정이 발생하는 수업 상황은 표면적으로는 

교과와 관련된 내용이나 개념을 매개로 의사소통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겠지만, 그 매개를 중심으로 우리가 ‘연결’되는 방식은 인지적이라기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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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감각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자기형성적 표현을 통해 인간으로서의 자신의 능력을 신뢰하

고 존엄성을 형성할 수 있다는 제안은, 결코 학생들이 자신을 활발하게 표

현할 수 있도록 편안하고 허용적인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는 결론으로 

귀결되지는 않는다. 이러한 분위기 조성의 중요성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

라, 자기가 실리지 않은 표현 자체는 자기인식이나 자기형성을 돕기 위한 

본질적인 처방이 될 수 없다는 뜻이다. 오히려 단위 수업 안에서 무엇이든 

성취되고 완료될 수 있다는 생각에서 벗어나, 표면적으로는 아무것도 일어

나고 있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고 할지라도 학생들 자신이 스스로의 감각

과 지각으로 대상을 보고 듣고 느끼고 판단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느

끼게끔 해주는 ‘인정’ 과정이 중요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인정은 명시적인 

수준과 더불어 지각적 수준에서도 끊임없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유념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므로 교사의 몫은 학생 모두가 자신의 감각을 활용하

여 탐색하는 것의 중요성과 타당성을 의심하지 않고 지속할 수 있도록 하

는 지각적 공간을 형성하는 데 있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은 “지루한 인지적 

학습과정 중의 짧은 위안거리나 흥미 유발의 자극제”로서의 감각이 아니

라 감각을 통해 교과의 내용과 자신의 상황 등을 통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의 가교작용을 돕는 것으로서 고안되어야 할 것이다(양은주, 

2015: 262).

이러한 의미에서 교사가 자신이 이해한 교과를 학생의 감각과 연계시키

려는 차원에서도 미적 공통감각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교사는 교과의 

내용과 관련하여 지금까지는 학생의 세계 ‘바깥’에 놓여있는 어떤 것이었

지만 이제 곧 학생에게 중요한 무엇이 “될지도 모르는 것”을 제공하는 역

할을 할 수 있는 것이다(Hudak, 2018: 4). 즉 학생의 세계 바깥에 있는 

것을 자신의 언어로 소개하면서, 내가 느끼는 것을 학생도 유사하게 느낄 

수 있을지, 혹은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이 학생에게도 잘 이해될 수 있을

지 끊임없이 짐작해보고 상상하는 것이 중요해진다. 이러한 의미에서 교사

와 학생 모두에게서 ‘공통감각’이라는 것이 함양될 수 있다면, 그것은 교

과 외의 특정한 시민교육이나 도덕교육 등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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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교과를 전달하려는 교사의 미적 공통감각에 의해 ‘되살려진 언어’를 통

하여 특정한 정신적 습관이나 질성을 획득하는 가운데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Pring, 1977: 67). 

3) 자기형성적 표현의 확대와 ‘교육언어’

이제 교실상황에서 자기형성적 표현을 통해, 자신이 속한 공동체의 ‘현

존하는 인간들과 실존적으로 연결’되는 것의 교육적 의의를 넘어, 세대가 

거듭되어도 교육 텍스트의 언어로 전해지는 더 넓은 범주에 속한 인간과

의 만남에서 비롯되는 교육적 의의에 대하여 생각해보자. 물론 제도교육이 

인위적으로 분할해놓은 분과적 체계는 교과가 가질 수 있는 인류 문명의 

‘언어’가 생동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로막고 있는 측면이 있을 것이다. 그

러나 이전부터 이어져 오는 ‘세계를 보는 다양한 형식으로서의 교과’가 지

금까지 남겨질 수 있었던 생명력이 말해주는 것은, 거기에는 현재에도 되

살려질 수 있는 교육적 가치나 의미가 풍부히 잠재해있다는 것일 수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교과와의 연결이, 현존하는 타인들과의 실존적 연결을 

넘어 ‘현존하지 않는 타인들과의 실존적 연결’, 즉 과거로부터 미래까지 

이어지는 세계와 그 세계에 있는 이들과의 실존적 연결로서 이해될 수 있

다고 본다. 그리고 교과의 언어가 가진 생명력을 회복하는 한 가지 유용한 

방식은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언어가 발원하는 상황을 경험하는 것에 

있다고 제안하고자 한다. 언어가 이미 자율적으로 순수하게 존재하는 의미

를 담는 그릇이 아니라는 점은, 의미가 발생하는 차원이 실존하는 기표의 

존재방식과 분리되지 않는다는 점을 구체적 맥락에서 경험할 때 비로소 

자각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언어’ 자체의 실존적 특성에 대한 이러

한 이해는, 자기형성적 표현이 단지 예술을 다루는 교과에서 뿐만 아니라 

다른 교과 학습 일반에서도 활용될 수 있는 하나의 ‘교육언어’가 될 수 있

다는 점을 시사한다. 다음으로는 이처럼 교과를 ‘언어’로서 생생하게 경험

해야 할 필요성이 왜 우리에게 절박하게 요청되는지를 현재 학생들의 교

과에 대한 태도를 통해 검토해보고, 이러한 태도를 전환하는 데에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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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형성적 표현이 기여할 수 있을지 탐색해보고자 한다. 

현재 우리 청소년들의 언어사용 방식은 이전보다 더 언어 표현의 ‘외양

(appearance)’에 치중하는 것처럼 보인다. 다시 말해 언어가 그 언어에 

담긴 뜻을 지칭하는 기의(signified)와 기표(signifier)의 결합으로 이루어

져있다면, 현재 우리의 디지털 언어 사용의 양상은 기표에 더 많은 주목을 

하고 기표 차원에서 다양한 변형을 이루면서 즉각적으로 의미를 파악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언어 사용의 경향성은 많은 사람

들이 컴퓨터나 스마트폰 등 디지털 기기의 화면을 통해 정보를 접하는 이 

시대에 와서 더욱 심화되었다고 보이지만, 사실 포스트모더니즘의 사상적 

물결과 결부된 소비사회가 부흥을 이루던 몇 십 년 이전에 이미 진단되었

다고 보인다. 미국의 저명한 문화 비평가인 프레드릭 제임슨(Fredric 

Jameson)은 1982년 “Postmodernism and Consumer Society”라는 제

목의 연설문에서 이미 우리의 피상적인 언어 사용 양상을 진단하고 예견

한 바 있다. 

내가 여기서 정확하게 강조하고 싶은 것은 고립된 기표(the 

signifier)가 점점 더 물질적(material)이 되는 그 방식이다. 그 방식

은 훨씬 더 문자 그대로(literal)의 의미가 강해지고, 보다 감각적인 

방식으로 생생해(vivid)진다. 우리는 언어 영역에서도 동일한 것을 볼 

수 있다. 언어의 분열적 붕괴(schizophrenic breakdown)는 주체나 

발화자가 더더욱 문자 그대로의 것에 주목하게 한다. 다시 말해 일상

적인 말하기에서 우리는 보통 단어의 물질성(단어들의 낯선 소리나 

인쇄된 외양, 목소리의 떨림, 사투리나 방언 등)을 통과하여 단어의 

의미를 향하려고 한다. (그러나) 의미는 사라지고 단어의 물질성만이 

강박적이 되며, 아이들은 단어의 의미를 잃어버릴 때까지 그리하여 

이해할 수 없는 주문이 될 때까지 그 말을 반복하고 반복한다. 기의

를 잃어버린 기표는 그러므로 이미지로 변형된다(Jameson, 1982: 8, 

번역과 강조는 인용자). 

현대인의 언어 사용방식에 관한 제임슨의 진단은 지금 우리의 언어 사

용 양상을 떠올릴 때 놀랍도록 정확하다. 기표로부터 촉발하여 그것에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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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있는 기의는 무엇일지, 즉 기표를 통해 말하고자 하는 의미가 무엇인지 

신중하게 상상하고 연결 지으려는 노력들은 점차 사라지고, 기표를 가지고 

즉각적으로 소통하는 현상이 증가하고 있다. 요즘 젊은이들이 ‘나 지금 궁

서체야’라는 말을 하거나 실제로 자신이 할 말을 궁서체로 표현하면서 장

난 섞인 말투로 짐짓 자신이 현재 진지한 태도라는 것을 보이는 것, ‘헐’, 

‘대박’ 등의 감탄사에 섞인 소리나 어감으로 자신의 반응을 즉각적으로 전

달하는 것 등은 ‘감각적인’ 방식으로 물질적 특성을 부각하는 기표의 차원

을 잘 보여준다. 기의와의 끈끈한 연결을 잃어버린 기표들은 이제 점차 기

의를 품을 부담을 던지고 가볍게 ‘이미지’처럼 활용되는 것이다. 물론 이

러한 언어 사용이 주는 위트와 소통하는 사람들 사이에 머무는 경쾌함이 

있다는 것은 인정될 수 있고, 그리하여 이러한 언어 사용의 문화 전체를 

부정하고 싶은 생각은 없다. 다만 우리의 언어 사용 전반이 기표에만 주목

할 때, 우리가 잃어버리는 차원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차원을 지시

하는 것으로서 제임슨이 말하는 현대인의 언어사용 양상과 이로부터 비롯

되는 일종의 ‘분열증(schizophrenia)’에 주목해보자.

기표들 사이의 관계가 붕괴되는 것을 분열증이라고 해보자. 라캉에 

의하면, 몇 달이나 몇 년에 걸친 인간의 시간, 과거, 현재, 기억, 인

격적 정체성의 지속 등의 시간적 경험, 즉 시간 자체에 대한 존재론

적이거나 경험적인 느낌은 언어의 효과다. 우리가 시간 속에서 구체

적이고 일상적인 경험과 같은 것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언어가 과거와 

미래를 가지고 있고, 문장(sentence)이 시간에 걸쳐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분열증은 시간에 걸친 언어 접합(language articulation)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시간적인 지속성의 경험을 가질 수 없고, 과거와 

관련을 가지지 못하거나 지평 속에서 미래를 인식하지 못한 채 다양

한 순간, 순간으로서의 영속적인 현재를 살아가도록 요구받을 뿐이

다. 다시 말해 분열적 경험은 고립되고, 단절되고, 불연속적인 물질적 

기표들의 경험이며, 이 경험은 일관성 있는 연속적 사건(coherent 

sequence)들로 연결되는 데 실패한다. 그러므로 분열증은 우리의 의

미에서 인격적 정체성(personal identity)을 알지 못한다. 왜냐하면 

정체성에 대한 우리의 느낌은 시간에 따르는 “나”의 지속성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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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낌에 의존하기 때문이다(Jameson, 1982: 7, 번역과 강조는 인용

자). 

제임슨의 분석을 통해 주목하고 싶은 점은, 기표들의 변형이 난무하고 

기의와의 조응을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는 현재의 언어 사용 양상이 우리 

자신의 분열증적인 시간 경험으로 이어지고, 이것은 곧 정체성에 대한 분

열적 느낌으로도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언어의 형식은 주어, 술어가 있

고 시제가 있으며, 단어와 단어들의 연결에 의해 합쳐지면서 시간의 흐름 

걸친 문장으로 이루어진다. 그리하여 문장으로 자신의 경험을 서술한다는 

것은 과거에서 현재로, 그리고 미래로 이어질 자신에 대한 느낌을 형성해

간다는 것을 뜻할 수 있다. 한편 이 말은 단어나 줄임말, 이모티콘 등으로 

자신의 반응을 나타내는 것에 익숙해질 때, 그리하여 단어들의 연결, 구의 

연결, 절의 연결 등을 통해 의미를 산출하는 과정을 상당부분 생략할 때 

나의 연속성에 관한 경험을 하는 것이 어려워진다는 것을 뜻하기도 한다. 

지금도 새로운 기표들끼리의 조합이나 변형은 계속 되고 있고 그 기표들

을 알아보고 사용하는 사람들과는 빠르고 일시적인 방식으로 소통할 수 

있지만, 더 먼 과거나 미래의 나 혹은 타인과 ‘언어’를 통해 소통할 수 있

는 통로들은 점차 사라져가는 것 같다. 제임슨의 말대로 우리가 주목하고 

집중하게 되는 것들은 현재의 순간들인 것이다. 

현재의 수축은 현재를 비워내거나 희석시키지 않는다. 현재의 역설은 

바로 모든 것이 다 현재가 된다는 데 있다. 즉, 모든 것이 지금이 될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모든 것이 현재 속으로 몰려 들어온다. [...] 

그 결과 이미지, 사건, 정보들이 밀집한 더미가 생겨나고, 이는 사색 

속의 머무름을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만든다. 현재는 단축되고 조금

의 지속성도 지니지 못하게 된다. 현재의 시간 창문은 점점 작아진

다. [...] 시간 연속체의 해체로 인해 실존은 극단적으로 취약해진다

(한병철, 2014: 74-92, 강조는 인용자). 

현재에 주목한다는 것은 위의 인용에서처럼 과거와 미래와의 연결이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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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진 우리 삶의 ‘수축’으로 표현될지도 모른다. 주목할 만한 이미지, 사건, 

정보들은 유례없이 많아졌지만 과거와 미래의 지평 내에서 자신을 인식할 

지속성은 사라져가는 것이다. 그리하여 실존은 과거와 미래와의 단절 속에

서 취약해진다. 취약해진 실존에 따르는 허무함을 메우려는 듯 그 어느 때

보다 자신을 보이기 위한 디지털 상의 플랫폼이 거대해지고 있다. 그러나 

이 플랫폼에서도 실존적 감각을 회복할 기회를 얻기는 어려워 보인다. 왜

냐하면, 나의 존재론적 방식을 자각하기 위해서는 지금의 나를 거리를 두

고 바라볼 수 있는 매개가 필요한데 ‘현재’와 관련된 자극을 추동하는 더

미들은 그러한 거리두기를 요구하는 타자성을 담지하는 것 같지 않기 때

문이다. 즉 타자성이 야기하는 낯선 감각과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숙고하고 주저하는 시간이 허락되지 않는다. ‘좋아요’라는 반응과 이분법

적인 찬성 혹은 비방의 방식으로 의견을 표명하는 온라인 소통의 경향성

은 다양성을 직조하는 관계망을 형성하기보다는 매끈하고 틈 없는 자기제

시(self-presentation)들의 중첩만을 만들어낼 뿐이다. 그리하여 우리가 

자기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매개’, 즉 거리를 둘 수 있는 매개는 현재에 

국한됨으로써 우리의 실존은 아주 얄팍해지고 취약해진다. 이러한 취약함

에 반응하는 듯 그 어느 때보다 현재를 즐기라는 모토와 오락적 기획(엔터

테인먼트)은 많아지고 있는 것 같다. 

이처럼 통합적으로 언어를 사용하는 경험을 충분히 하지 못한 채 피상

적인 기표 수준에 머무르는 방식으로 언어를 사용하면서 ‘내가 나인 경험’

을 지속적으로 축적해가지 못하는 것, 그리하여 현재에만 주목함으로써 과

거와 미래의 지평에서 연속적인 존재로서 스스로를 바라볼 수 없는 것은 

‘나’의 영속성뿐만 아니라 우리가 함께 살아가고 있는 ‘세계’의 영속성에 

대한 감각을 약화시킨다는 점에서 공동의 문제를 야기한다. 왜냐하면 세계

를 이루고 있는 구성물, 즉 사물들을 지속시키려면 그 사물들에 대해 관심

을 가지고 그 가치를 알아보는 것이 요청되는데, 이 사물을 ‘이해’하는 작

업이 바로 ‘언어’에 의해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때의 언어

란 사물에 부여된 이름이나 기능을 반복하거나 해독하는 차원에서 사용하

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사물을 가리키는 기호들이 고유한 의미를 갖게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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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그 기호와 우리 사이에는 어떠한 모호함도 남지 않게 되고 우리에게 

생각할 거리조차 주어지지 않는다”고 믿음으로써 특정한 기호 속에 특정

한 의미가 “내재”한다고 믿는 경향이 있다(LIVS: 22). 

그러므로 현재라는 시간 단위에서 발생하는 자극들에 둘러싸인 학생들

에게 기표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피상적이고 이미지적인 언어 사용이 훨씬 

익숙한 것은 당연해 보인다. 즉 학교에서 다루는 교과의 언어, 전통으로부

터 전해오는 언어들은 ‘언어’로서 경험되기보다는 그야말로 정보로 처리하

여 읽고 효율적으로 외우고 문제의 답을 하기 위해 소유하고 있어야 할 

또 다른 ‘기표의 더미’인 것이다. 왜냐하면 그 기표를 통과하여 기의를 만

나는 경험 자체가 그들에게는 우선 낯설고 또 시간이 많이 드는 일일 수 

있기 때문이다. 물질적으로 표현된 기표가 어떠한 의미를 전개하기 위해 

존재하게 되었다는 ‘언어 생성’의 메커니즘을 이해하는 일 자체가 생략되

어 있다. 그저 기표들의 더미를 효율적으로 잘 정돈하고 구획하여 습득할 

것이 요청될 뿐이다. 더불어 최근 교과로서의 기표들은 단어, 구, 절 사이

의 관계를 통해 의미를 습득하는 언어의 방식이 아닌, 시각자료나 영상자

료를 통해 전달하는 방식이 증가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교과를 만나

는 방식은 현재 심화되는 정보의 시각화 현상에 발맞추어 문자언어를 최

소화하고 영상이나 시작 자료에 의지해야 하는 것일까?

앞서 살펴본 바에 따르면 적어도 시간에 따르는 자기인식이나 지속성을 

경험하는 방식으로 자아를 형성할 필요성에 의거할 때, 세계를 설명하고 

있는 ‘언어’의 측면들을 각자가 ‘연결’하여 이해하는 경험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비고츠키 학파의 2인자로 알려진 알렉산더 루리

야(A. R. Luria)가 진행한 1930년대 초 우즈베키스탄의 오지에서의 실험

을 참조해볼 수 있다. 루리야는 이 실험을 통해 ‘읽기’와 ‘쓰기’를 통한 문

자언어를 익히지 못했을 경우, 자아 자체에 대한 인식(self-awareness)이 

발달하지 못한다는 흥미로운 결과를 제시한다. 오지에 살던 문맹인 농부들

은 구술언어는 사용하고 있었지만 문자언어는 사용하지 않았었는데, 루리

야의 연구진이 문맹인들에게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스스로의 장단점이 무

엇인지 등 심리적이거나 주관적 특질에 대한 질문에 대해 그들은 자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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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진 옷이 별로 없다든지 지금까지 일을 했는데 그 양이 얼마 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는 식으로 ‘외적’ 행동으로 보이는 답변만 할 뿐이었다는 것이

다(Luria, 1976/배희철(역), 2013: 246-267). 그리하여 이들은 관찰 등에 

따르는 외적 준거에 의해, 스스로에 대한 특성보다도 오히려 타인의 특성

을 언급하는 데 더 편안함을 느끼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그렇다면 (문자) 언어의 존재는 어떻게 우리가 스스로를 ‘내적’으로 자각

할 수 있는 자기인식에 결정적 영향을 끼치는 것일까? 그것은 아마도 언

어가 우리에게 경험을 ‘개념적’으로 조직하는 일을 가능하게 해주기 때문

일 것이다. 개념은 우리가 만나는 대상과 사건들을 분류하고 하나의 개별

적인 사건을 일반적인 것의 예시 가운데 하나로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준

다. 그리하여 우리는 언어를 통해 우리의 체험을 단순한 느낌 이상의 것으

로 존재하게 할 수 있다. 즉 “우리는 언어적 서술을 통해 사물의 감각이 

주는 단순한 윤곽을 넘어설 수 있”는데, “이것은 오직 언어의 습득을 통해 

대상의 정체를 밝혀주는 체계적 범주화의 방법을 배웠기 때문에 가능”하

다(Bieri, 2011/문항심(역), 2015: 75-76). 그러므로 우리가 ‘나’의 존재와 

주관적 특질을 실체화해나갈 수 있는 것은 우리 자신의 경험을 묶어내어 

언어를 통해 ‘나의 경험’들을 특징화하고 그 자체에 대해 생각해봄으로써 

가능해진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이러한 자기인식은 자신이 속한 공동체의 

언어 사용이 토대하고 있는 규칙에 의거하여 모종의 규범적 성격을 가진

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개념화하거나 범주화하는 작업은 언어 공동체

가 사용하고 있는 기호의 규칙에 따를 수밖에 없고, 이 규칙은 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자신들이 사용하는 기호를 어떻게 쓰면 마땅할지를 정

해놓은 규범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언어를 통한 자기

인식은 그 자신이 속한 공동체의 언어를 공유하는 존재로서 가능한 것이

며, 이때의 자기인식은 내용적이라기보다는 형식적인 의미에서 공동체적 

규범성에 의존한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교과’라는 형식의 ‘언어’는 광범위한 세계의 영역과 인류

로서의 공동체가 집적한 문화 안에서 형성할 수 있는 규범성이나 정체성

을 습득하기 위한 하나의 기획으로 존재한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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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구술언어로서 전달할 수 없을 정도로 방대해지고 정교해진 자연과 사

물, 세계 이해의 구조를 설명하기 위해, 학문의 영역 및 체계를 따라 조직

적으로 구성된 것이기 때문이다. 다만 교과를 학습하는 이에게 이러한 것

들이 모종의 문화적 정체성으로 작동하려면, 교과의 언어를 자신의 언어로 

말할 수 있는 수행이 요청될 것이다. 교과가 학습자의 정체성 형성에 관련

할 수 있기 위해서는 개별 학문적 구조가 가지가 있는 틀이나 렌즈를 통

해 세계를 볼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적용할 수 있을 때 가능할 것인데, 이

것은 교과의 정보를 ‘외적’으로 다룰 때에는 포착되지 않는 특별한 차원이

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차원에 들어설 때 우리는 각 교과의 형식에

서 제시하는 언어의 의미를 우리 자신의 조건 속에서 맥락화시켜서 특정

한 형식과 초점에 의해 세계를 보고 또 그렇게 세계를 인식하는 자기 자

신을 인식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즉 교과를 통한 자기인식은 교과를 구성

하는 언어의 물리적 기표를 뚫고 그것의 의미를 생생하게 살려 그 언어를 

생성해낸 인간의 세계이해를 자신의 이해로 가져오는 것을 뜻할 수 있는 

것이다. 

이처럼 교과를 ‘언어’로서 경험해야 한다는 주장은 자칫 물리적 세계를 

표현하는 과학적 사고가 아닌 문장으로 표현되는 것이 용이한 과목이나 

추상적 세계를 다루는 교과에 해당되는 것이 아닐까 짐작될 수도 있다. 그

러나 오히려 근대교육학은 자연과학의 인식론적 토대 위에 사회과학의 논

리를 건설하려는 시도에서 구성되었으며, 이를 준거로 하여 구성된 교과의 

체계는 인간 삶의 다양하고 깊은 차원을 구현하는 데 몰두하기보다는 한 

단위 시간 내에 성취해야 할 단위 목표와 한 학기를 통해 달성해야하는 

시수 등으로 분절되는 방식으로 구성되면서 교과학습의 질적인 차원을 고

려했다고 보기는 어렵다(한숭희, 2002: 239). 다시 말해 교과의 내용이 각 

학문의 고유함을 담은 언어로 경험되기 어려운 까닭으로서 교과가 본래 

물리적 성격이 강하다거나 개념적 성격이 강하다는 식의 접근을 하는 것

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개념세계든 물리세계든 모

두 인간이 자연과 사물, 세계를 바라보는 질서를 분류하고 개념화하여 모

종의 언어로서 구성해놓은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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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컨대 수식으로 표현된 언어 역시 누군가 특정한 형식으로 세계를 설

명하기 위해 생성해놓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수학적 언어로서 ‘선분’과 

‘직선’이라는 언어를 자신의 ‘언어’로 이해하는 초등학교 2학년 한 학생의 

사례를 떠올려보자. 이 아이는 선분은 한 점과 다른 한 점 사이를 곧게 이

은 선이고 직선은 두 점을 지나는 무한히 뻗어나가는 선이라는 선생님의 

설명을 들은 후, 자신의 생각공책에 이렇게 적었다. ‘어떤 나라에 전쟁이 

벌어졌다. 위에서도 적군이 공격을 해오고, 아래에서도 적군이 공격을 해

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아군이 갇힌 상황은 꼭 ‘선분’ 같다. 

우주에 떠있는 하나의 공이 있다. 이 공은 어떠한 방해물도 없이 한 번 던

져진 후 끝없이 똑바로 날아가는데, 이 공이 그리는 선이 꼭 ‘직선’ 같다.’ 

이 아이는 선생님의 말을 통해 이해하게 된 수학의 한 개념을 자기 나름

대로 생각하고 이해하면서 나름의 심상을 그리고, 또 글로 표현했다. 이러

한 ‘표현’은 단순히 이 수학 개념에 대한 이해일 뿐만 아니라 이 아이의 

고유한 생각과 판단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이처럼 교과의 내용과 형식들을 기표의 더미가 아닌 ‘언어’로서 경험하

는 것은, 당연하게 주어진 ‘굳어진’ 개념이 아니라 세계를 향해, 혹은 세계

에 대해 무언가를 말하고 정식화하고자 했던 누군가의 ‘물렁한’ 의도를 나

의 감각을 통해 되살려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언어가 누군가의 지향의 

산물이라는 것을 자각하게 하는 것은 어떻게 가능할까? 본 연구는 이러한 

언어 자체의 존재론적 특성, 즉 인간과 세계 사이를 매개하는 언어 자체의 

존재를 주목하게 하는 데 예술언어의 원리를 이해하는 것이 유용할 것이

라고 제안했다. 왜냐하면 ‘언어’의 물리적 형태에 대한 주목은 모국어로서 

언어를 습득한 후 단지 의미를 획득할 수 있는 수준의 단계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고 보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말하는 ‘언어’의 경험은 단순한 

말하기 능력에서 활용되던 언어의 수준을 넘어 언어 그 자체에 몰두할 수 

있는 능력을 요구한다. 즉 언어의 구성에는 법칙이 있다는 것, 혹은 다양

한 삶의 문맥에서 적절하게 사용되는 언어가 있다는 것을 알아가면서 우

리는 언어 ‘안’에서가 아니라 언어 그 자체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 단계

에 다다를 수 있다(Bieri, 2011/문항심(역), 2015: 77). 



- 168 -

예술언어는 그 자체가 하나의 개별어로서 기호를 이루는 외양으로서의 

‘기표’와 이를 통해 말하고자 하는 ‘기의’ 간의 생생한 긴장과 역동성을 느

끼게 한다. 즉 예술표현은 우리로 하여금 기표와 기의 사이의 상호작용 그 

자체에 집중하도록 함으로써 ‘언어’의 생성 과정과 그것의 존재론적 가치

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줄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예술

이라는 이름으로 제시되는 언어는 이미 기호 안에 어떤 의미를 내재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하기에는 모종의 뚜렷한 개념이나 목적을 결여한 채 존

재하는 것이며, 그것을 마주하는 누군가에 의해 그 의미가 현상하도록 하

도록 기획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한편 예술언어를 이해하는 활동은 

학생들에게 ‘언어’라는 구성물이 근거하고 있는 통사(syntax)적 구조를 ‘감

각적’으로 체험하는 데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누군가의 작품을 

보고 그것을 언어로 받아들이고 이해한다는 것은, 그 작품을 구성하고 있

는 요소들의 관계나 구조들을 파악하여 부분과 전체를 통합적으로 고려한

다는 것을 뜻하기 때문이다. 즉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부분과 전체와

의 관계를 부단히 오가야 한다. 이것은 문자언어로 쓰여진 글 또한 그것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 단어의 생성부터, 단어들 간의 관계, 구, 절 등의 

연쇄적 접합을 통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유비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즉 단어나 글은 이미 그 안에 붙박여져있는 어떠한 의미들을 각

기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읽혀지고 말해질 

때 그 ‘사이’에서 의미들을 전개하게 된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

다. 

그렇다면 자명성을 결여한 물리적 기표로서의 미적 언어가 아닌 명시적

인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는 교과를 ‘언어’로서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은 어

떻게 제시될 수 있을까?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교과에서 보이는 물리적 기

표들이 그 표현을 통해 무언가를 말하고자 했던 누군가의 의도와 지향을 

통해 생성된 것들이라는 것을 ‘짐작’하는 것이 요구될 것이다. 그리고 이 

짐작은 미적 언어와 마찬가지로 일방적인 정보의 수용이 아닌 그것을 표

현한 이의 의도와 만나려는 일종의 자기소통을 유도할 수 있다. 이 자기소

통은 앞서 살펴본 것처럼 자기 자신과 대화할 수 있는 대상으로서 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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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상대자로 삼아 스스로 묻고 또 스스로 대답함으로써 대화의 방식

을 취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 대화의 양상 중 하나는 교과언어를 이해

하며 자기형성적 표현으로 제시해보는 것일 수 있다. 왜냐하면 교과언어를 

그대로 따라서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이해한 바를 토대로 언어로 

표현해보는 것은, 필연적으로 그 교과의 언어가 가지는 특성이나 텍스트 

안에서 특정 어휘가 맥락화된 방식을 탐구할 것이 요청되는데, 이 탐구가 

임의적인 자신의 해석이 아닌 타당한 것이기 위해서는 자신의 표현과 텍

스트를 오가는 과정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예컨대 철학 텍스트로서 『에밀』을 읽고 루소가 말하는 ‘자연’의 의미가 

무엇인지 ‘자신의 언어’로 표현하기 위해서는, 루소가 서구의 낭만주의 사

상에 영향을 끼친 학자이며 아동중심주의 교육의 선구자라는 등 텍스트 

‘외적’으로 주어지는 정보 차원이 아니라 우선적으로 루소가 쓴 글의 구절

구절을 찬찬히 읽으며 그 ‘안’에서 자연의 의미를 찾는 과정이 요구된다. 

여기서 글 ‘안’에서 의미를 찾는다는 것은 글에 서술된 단어와 단어 사이, 

그리고 단락과 단락 사이에서 흘러나오는 의미, 즉 간격과 개방성을 통해 

나타나는 ‘사이존재’를 포착하는 것일 수 있다(김민정, 2019: 130). 다시 

말해 일인칭적으로 텍스트를 만나는 자기소통이 먼저 요청되는 것이다. 그

런데 텍스트를 일인칭적으로 만남으로써 루소가 제시하는 자연의 의미를 

파악했다고 하더라고 이것을 자신의 언어로 ‘표현’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

이다. 왜냐하면 글을 읽으며 이해된 내용을 또 다시 나의 언어로 표현하는 

과정은 단지 내 안에 있던 것이 외화되는 과정이 아닌, 좀 더 명료한 이해

가 생성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테면, 나는 내가 써놓

은 문장이나 글을 읽는 ‘독자’가 되어 스스로 써놓은 표현들이 루소가 말

하는 의도에 맞을지, 써놓은 것들에 오류는 없는지 검토하게 된다. 그럼으

로써 나는 내 표현을 통해 루소의 의도를 이해하고자 하면서도 나의 이해 

바깥의 가능성을 생각해보고 대화를 지속시키면서 이전보다 신중하고 세

심하게 이해를 도모할 수 있게 될 것이다. 특히 이 표현은 해당 텍스트의 

맥락과 용법을 준수하는 방식으로 어휘를 사용할 것을 요청함으로써 나는 

철학이라는 ‘교과’ 언어의 문법이나 규칙, 혹은 정식의 틀이 무엇인지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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께 이해하게 된다. 그런데 여기서의 문법이나 정식은 단순한 논리적 규칙

일 뿐만 아니라 그 교과에서 자연과 사물을 바라보는 인간 정신의 질서이

기 때문에(김용규, 2014: 309), 우리가 교과의 언어를 이해하고 자신의 언

어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은 교과에 집약되어있는 인간의 정신적 패턴을 

이해하고 적용해보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언어 자체의 구조와 그 기호의 의미 발생적 차원을 경험해보는 

과정은 교육 텍스트를 이루는 언어에 대한 우리의 직관을 변화시킬 수 있

을 것이다. 구체적으로 그 직관은 ‘언어’란 그것이 생성되고 창조될 당시 

인간의 몸이 세계와의 관계 속에서 맺었던 실존적 존재방식을 간직할 수 

있는 것이며, ‘의미’는 이 차원을 생생하게 되살려낼 수 있는 누군가에게 

새롭게 현상할 수 있는 특성을 가진다는 것이다. 언어에 대한 이러한 이해

가 우리의 학습에 제공하는 중요한 통찰은 감각적이고 지각적인 방식으로 

접근해야 하는 학문의 영역과 논리적이고 절차적인 사고로 접근해야 하는 

학문의 영역이 구별되어 존재한다는 것에 대한 이분법적 사고를 무력화시

킨다는 점일 것이다. 다시 말해 교과가 토대하고 있는 학문 영역이 대부분 

‘과거로부터 미래로 이어지는 세계 이해의 지평’을 구조화한 것이라고 이

해할 때, 교육적 텍스트를 자신의 ‘언어’로서 경험할 수 있다면 우리는 시

간의식과 역사의식의 형성하며 세계와 연결되어있는 나에 대한 실존적 감

각(수직적 연결)을 두터워지게 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과거로부터 이어지는 실존적 연결감(수직적 연결)을 느끼면서 인류

의 문화를 연장할 수 있는 교육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현재 내가 속한 

교육공동체에서 자기형성적 표현을 통해 자신의 감각에 토대한 판단을 드

러내고 존중받는 과정이 요청된다고 볼 수 있다. 즉 지각적 차원에서 상호

인정관계의 그물망을 형성함으로써 우리 몸의 감각 능력을 신뢰할 수 있

도록 하는, 실존적 연결(수평적 연결)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미적 개인의 존재 방식을 통해 가능한 미적 공동체의 형성

은, 또 다시 더 넓고 깊은 수준의 문화적 감수성을 가진 미적 개인이 형성

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함으로써 상호변증법적인 관계에 놓인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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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I.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수평적이고 민주적인 교육실천으로의 전환이 요청되는 오늘

날, ‘능력주의’의 관점으로 교육을 바라보는 우리의 낡은 시선이 새로운 

교육실천의 패러다임으로 나아가는 데 장애물로 작용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시작되었다. 노력에 부합하는 재화와 지위를 차지하기 위해 학력을 키워야 

한다는 교육을 향한 능력주의의 관점은, 학생들로 하여금 서열화된 구도로 

자신과 타인을 평가함으로써 ‘우열의 논리’에 입각하여 인간의 존재 가치

를 매기는 정신적 습관을 형성하게 하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본 연구에서

는 교육실천의 실질적인 변화는 교육관련 주체들이 서로를 ‘동등한’ 인간

으로 바라볼 수 있는 ‘존엄성’을 형성하는 데서 비롯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교과를 비롯한 교육 텍스트의 언어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변화시키

는 것이 한 가지 유의미한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하였다. 교육 

텍스트의 언어를 자신의 감각과 사유를 통해 이해하고 ‘표현’할 때 교육실

천에 참여하는 구성원들은 각자의 인간다움을 드러내고 형성할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언어’ 자체에 대한 태도를 변화시킬 수 있는 접근 방식을 탐색하기 위

하여 본 연구에서는 ‘예술’을 하나의 언어로 다룰 때 언어가 가진 발원적

인 특성을 자각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가정하였다. 여기서 예술언어를 통

해 알 수 있는 언어의 발원적인 특성은 크게 두 가지로 이해될 수 있는데, 

한 가지는 ‘우리가 세계와 내적으로 만나는 방식을 가시화’(articulation)

하는 방법적 측면을 가진 것으로 이해되는 동시에, 우리가 ‘발화하거나 제

시하는 순간’(expression)은 세계 및 타인과 실존적으로 연결되면서 자신

과 타인을 지각적으로 인정하고 존중할 수 있는 현상을 제공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었다. 그리하여 ‘예술언어’는 우리가 세계와의 관계에서, 그리

고 타인과의 관계에서 자신의 고유함을 형성하며 존재할 수 있는 방식이 

어떻게 ‘표현’, 혹은 ‘자기표현’을 통해 가능할 수 있을지를 설명할 수 있

는 주요한 개념이 되었다. 이러한 논의는 철학적 지형에서 더듬어볼 때 미

적 자아의 형성이 어떻게 정치적 자아의 형성과 관계 맺을 수 있는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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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언어를 통해 해명하는 구도에 놓일 수 있었다. 한편 우리 교육실천에

서 맥락화될 때에는 수업현상에 참여하는 구성원들이 서로를 한 사람의 

인간으로 존중할 수 있는 교육적 관계를 형성하기 위하여, 소통의 매개가 

되는 교과의 언어를 어떻게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언어로 되살릴 수 있

을 것인가에 대한 답을 모색하는 것으로도 진술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일련의 질문과 가정을 탐색하기 위한 연구문제와 간략한 답변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자존감에서 간과된 ‘자기존중’의 의미는 현재 우리 교육실천에 비

추어볼 때, ‘자기표현’과 관련하여 어떠한 교육적 의의를 가지는가?

심리학적 개념으로 통용되는 자존감과 관련한 교육적 처방은 우리 자신

을 긍정적으로 느끼고 우호적인 자기관계를 형성하게 하는 데 역점을 둔 

반면, 나의 생각과 행위를 직면하게 하고 객관화시킴으로써 좀 더 넓은 맥

락에서 나를 ‘넘어선’ 가치에 관여할 수 있게 되는 ‘자기존중’의 특성은 간

과해온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정서적으로 강인한 자아의 형성이 요청되는 

우리 교육현실에서 ‘자기존중’은 주목할 만한 개념이다. 그런데 자기존중

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타자에게 자기 자신을 표현하고 타자의 표현에서도 

인간다움을 읽어낼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모종의 과정이 요청된다. 즉 자

기존중을 위한 핵심적 특성은 ‘인간다움에 대한 감수성’이라고 할 수 있으

며, 이것은 인간의 외연에서 정신적인 의미를 읽어낼 수 있는 판단력을 형

성하는 것과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 이러한 판단능력은 도덕적 추론능력보

다는 우리의 내적 반향에 대한 반성의 능력과 더 관계된다고 보이기 때문

에, 자기존중의 함양은 미적 거리두기의 능력을 함양하는 것에서 조명될 

수 있었다. 특히 여러 사람이 모인 공간에서 자기표현을 할 때 형성되는 

‘상호인정의 관계망’은 각자의 내면을 표현하는 것에 비례하여 촘촘히 얽

혀지기 때문에, 자기표현을 통해 자기존중을 형성하는 문제는 타자 존중을 

형성하는 문제와 분리될 수 없으므로 자기표현을 할 수 있는 교실문화가 

중요하게 다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이해하였다. 

둘째, 자기존중의 형성에 요청되는 ‘자기표현’은 가벼운 소회나 감정을 

분출하는 주관적인 표출과 달리 어떠한 특징을 가지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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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일에 주목하고 그것을 대상화하여 ‘명료화’하

는 자기표현은 우선적으로 ‘자기인식(self-knowledge)’의 특성을 가진다. 

이 자기인식은 외부 대상을 인식하는 것과 다르게 우리 자신의 지향을 반

영하여 존재론적인 변형을 일으킬 수 있으며, 이러한 변형은 특정한 실천

의 방향으로 자아를 이끈다는 점에서 ‘자기형성적’ 특성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이처럼 ‘자기형성적’ 특성을 가지는 ‘표현’ 개념은 근대인이 삶

의 의미를 탐구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방법적 의의를 가진 것으로 이해될 

수 있었다. 개인과 세계를 연결하는 큰 질서를 상실한 근대인에게 삶의 질

서를 정식화하는 문제는 사물을 향한 내적 앎을 추구하는 ‘표현’의 문제와 

직결되었기 때문이다. 가치로운 삶을 추구하고자 하는 근대적 자아의 실존

적 욕구를 유념할 때, 자기표현으로서의 예술은 ‘자기인식’을 위해 세계와

의 관계를 ‘언어적’으로 형상화한 것으로 이해될 수 있었다. 그리하여 이

때의 ‘자기표현’은 개인의 감정과 영감을 중시하는 작가의 고유한 개성을 

강조하기 위한 개념이 아니라, 자연과 사물의 질서를 일인칭적으로 느끼고 

‘내적’으로 파악하고자 하는 유일무이한 탐색적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해

석될 수 있었다. 이러한 이해를 토대로 ‘자기형성’의 특성을 고려하는 예

술표현의 교육적 가치는, 임의적이고 개성을 중시하는 자유로운 표출에 있

는 것이 아니라 세계를 내적으로 정확히 보고 표현하면서 자신만의 삶의 

질서를 정련하는 언어를 마련하려는 책임감 있고 주체적인 자아탐구에 있

을 수 있다고 간주하였다. 

셋째, 이처럼 자아와 세계의 관계를 형상화하는 ‘예술표현’은 어떻게 타

자와의 관계 및 세계와의 관계에서 자기 자신을 존중할 수 있는 계기로 

작동할 수 있는가? 

이 질문에는 예술표현을 할 때에 우리가 타인 및 사물과 어떠한 관계 

속에 놓이는지 그 ‘현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조명함으로써 해명하고자 

하였다. 이 현상에서 일어나는 일은 ‘예술언어’의 실존적인 성격을 탐색하

는 것으로 구체화될 수 있었다. ‘비자명성’을 특징으로 하는 작품으로서의 

예술언어는 실존적인 방식으로 존재하며, 그것을 대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미적인 이해방식을 요청한다. 이때 미적인 이해방식이란, 대상의 외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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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든 의미할 수 있다는 무한한 가능성을 의식하면서도 이미 물리적으

로 표현된 질료성이 그 의미 작용을 제한하는 것을 인정하면서 대상을 이

해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실존적인 대상을 이해하는 태도는 그 대

상이 보이는 구성요소들의 ‘짜임새’를 역동적으로 포착하면서 제3의 의미

를 읽어내고자 시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었다. 나아가 실존적인 언어를 

이해하고 발화하는 우리의 존재방식은, 한편으로는 실존하는 ‘몸-주체’로 

세계를 향해있는 것으로도 진술될 수 있었다. 이처럼 타인 및 세계와 실존

적인 관계에 놓이는 현상에 대한 조명은, 우리가 무언가를 표현할 때 ‘지

각적’인 방식으로 타인과 얽히고 연결된다는 것이 어떻게 설명될 수 있는

지를 명료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었다. 그리하여 ‘창조적 표현’의 방식으

로 각자의 언어를 가시화하거나 발화하는 교육적 조건을 마련하는 것은, 

타인 및 세계와의 지각적인 연결을 통해 상호현존을 인정하고 존중할 수 

있는 교육실천 문화를 형성하기 위한 한 가지 접근방식이 될 수 있다고 

보았다. 

이러한 일련의 탐색을 통해 본 연구에서는 자기존중을 형성하는 데 기

여할 수 있는 자기표현의 두 가지 특성을 포괄하여, ‘자기형성적 표현’이

라는 개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자기형성적 표현’은 앞서 살펴본 것처럼 

‘표현’이라는 개념에 각기 다르게 접근하여 획득할 수 있는 자아와 예술언

어 간의 관계를 입체적으로 조명한다. 그 첫 번째 특성은 낭만주의 시대에 

부상한 ‘자기표현으로서의 예술’의 의미를 재해석하면서 이끌어낸 것으로, 

근대적 주체가 세계와 ‘내적’으로 관계 맺을 수 있는 방법적 측면에서 이

해되었다. 여기서의 표현이 가지는 주요한 특성은, 우리 경험을 기계적으

로 파악할 때의 한계를 인식하고 정신적으로 추구할 수 있는 품위있는 삶, 

혹은 존엄한 삶을 추구하기 위해 자신의 감각과 내면에 집중하여 그것을 

표현함으로써 인간다움을 형성하는 것과 관련된다. 이 인간다움은 우리의 

감각과 감정을 내면적으로 탐색하는 것으로부터 비롯되지만 외부의 대상

으로부터 촉발되었으며 대상의 객관적인 질료 상태에 반응하려 한다는 점

에 온전히 주관적인 것만은 아니다. 내가 구체적으로 지각하는 것을 통해 

세계와 나의 ‘관계’를 보여주는 것은 나의 심상을 이해가능한 형태로 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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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함으로써 드러난다. 이러한 ‘명료화로서의 표현’은 나와 세계와의 관계

를 형성하기 위한 노력이 곧 세계에 대한 나 자신에 대한 이해를 형성하

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점에서, 자아를 형성하는 특성을 띠기도 했다. 그

러므로 첫 번째 ‘표현’의 성격은 ‘우리가 스스로의 인간다움을 형성하고자 

노력할 때 예술은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으로 

제시될 수 있다. 

그러나 자기형성에 기여하는 예술의 표현성은 자아와 세계가 맺는 관계

의 특성을 보여줄 수는 있지만, 이때의 자아가 근본적으로 세계 및 타인과 

감각적으로 얽혀있는 ‘실존적인 존재’라는 점을 해명하기에는 한계를 가졌

다. 특히 우리의 자기표현이 어떻게 타자와의 관계에서 그들의 반응을 통

해 우리 자신을 존중할 수 있는 계기로서 마련될 수 있는지를 설명하기는 

어려웠다. 그리하여 둘째, 정적인 작품 자체가 아니라 작품이 의미화되는 

‘과정’을 의미하는 ‘표현’의 의미를 포괄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표현’

이 전개되는 현상에서 우리는 타자 및 세계와 서로 ‘지각되고 지각하는’ 

역동적인 존재방식으로 엮이는 것으로 포착될 수 있으며, 이러한 표현의 

‘현상적’ 측면이 제시할 수 있는 중요한 교육적 차원이 있다는 것이다. 왜

냐하면 서로가 서로를 ‘지각하면서 지각되어지는’ 관계에 처할 때에는 각

자의 지각 능력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이 암묵적으로 전제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두 번째 표현의 성격은 ‘자아’와 ‘표현’ 사이의 내적 관계보다는 

‘표현’이 가시화되어 현상하는 ‘상황’에서 자아와 사물, 그리고 타자들 사

이에 발생하는 운동적인 상호관계에 주목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자기형성적 표현’으로서 수행되는 ‘예술언어’는 일인칭적으로 

세계를 만나고 그로부터 내적 질서를 형성하려는 미적 빌둥의 내밀함이 

자기폐쇄적인 존재방식에 머물지 않고 타인 및 세계와 연결되고 소통될 

수 있는 측면을 조명한다. 특히 이 소통의 특성은 이해의 한계와 이해의 

가능성을 정직하게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됨으로써, ‘실존적인 대상’에 대

한 이해방식과 존재방식이 어떻게 제시될 수 있는지 그 한 가지 양상을 

예시한다. 그리하여 ‘자기형성적 표현’은 개인의 내면을 경유하지만 그 안

에만 머물지 않고 타인과의 소통을 염두에 둔다는 것이 무엇인지, 더불어 



- 176 -

공통된 이념을 감각적으로 공유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가 자신의 감각에 

근거한 사물과 세계 이해를 표현함으로써 공통의 세계에 참여한다는 것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는지를 보여줄 수 있다. 즉 이때 우리가 타인과 공유

할 수 있는 감정은 한편으로는 하나의 대상을 두고 내가 감각하는 것을 

타자도 감각한다는 실재감(sense of reality)일 수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

는 나와 타인이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공통 세계에 속한 존재라는 동질감

이나 보편감과 같은 것일 수 있다. 이처럼 ‘자기형성적 표현’이 시사하는 

이중적이고 모순적인 상태의 공존은, 교육실천에서 학생들의 자기존중 형

성을 돕기 위해 접근할 수 있는 방식이 선형적인 과정으로 포착되기 어려

운 다차원적이고 동시다발적인 과정으로 이해되어야 한다는 점을 제안한

다. 즉 교육실천에서 실제로 무엇이 일어나는지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교

사와 학생의 관계 혹은 학생과 텍스트의 관계만을 일방향적으로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교사, 학생들, 그리고 텍스트가 ‘동시’에 지각적인 방식으로 

연결되어 있는 복합적이고 실존적인 상황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실존적 상황을 염두에 둔 자기형성적 표현은 다음의 두 가지 측

면에서 자기존중을 형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한 가지 측면은 

교실상황에서 텍스트의 언어를 지각적인 방식으로 이해하고 표현하는 자

신과 타인의 ‘현존’을 인정하고 존중하게 됨으로써 ‘수평적 차원’에서 스스

로의 인간다움을 형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른 한 가지 측면은 교과 및 

전통으로부터 내려오는 교육 텍스트의 언어를 자신의 감각으로 생생하게 

만남으로써 ‘인간 세계’에 속하는 자신을 자각하며 ‘수직적 차원’에서 실존

적 감각을 두텁게 하는 인간다움을 형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두 가지 특성을 포괄하는 인간다움의 성격이란, 자연과 세계를 표현하는 

인간의 다양한 교육적 ‘언어’를 자신의 감각과 판단에 의해 해석하고 다시 

표현할 수 있는 ‘문화적 감수성’을 지니는 것으로 귀결될 수 있을 것이다. 

문화적 감수성은 세계를 표현하는 ‘언어’를 이미 주어진 방식이 아닌 자신

의 감각과 지각으로 다가가 이해하고 그로부터 이 세계와 관계 맺는 나를 

인식하는 것, 나아가 다른 인간들의 표현들로부터 그들이 이해하는 세계가 

무엇인지 짐작하고 소통하려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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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문화적 존재로서 자신을 이해하게 된다면 궁극적으로는 이 세계를 

이어져 오게 한 ‘보편적 인간 존재’에 ‘개별적이고 특수한 자신’이 속한다

는 것을 느낌으로써 스스로를 한 사람의 ‘인간’으로 존중할 수 있을 것이

다. 그리고 이때 우리는 사회적으로 추구되는 외적 기준이 아닌 자신의 인

간다움이나 존엄성에 의해 스스로를 존중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본 연구는 왜 자기존중이나 존엄성을 형성할 수 있는 교육적 

접근으로 일반적으로 제시될 수 있는 도덕적 자아가 아닌 문화적 자아로

의 성숙에 관심을 둔 것일까?

내가 삶을 살아가며 경험을 쌓아갈 때마다 드는 의문점이 있었다. 왜 

우리는 존엄성이라고 하는 삶의 형태를 만들어냈을까? 존엄성은 과연 

어떤 질문에 대한 답이 되는 것일까? 그러면서 서서히 들었던 생각은 

이런 것이었다. 사유하고 경험하고 행동하는 존재로서 우리의 삶은 

연약하고 무너지기 쉬운 것이다. 그 원인은 안에도 있을 수 있고 밖

에도 있을 수 있다. 존엄을 지키는 삶의 형태는 이런 위험을 견제한

다. 그리고 언제나 그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우리네 삶을 지탱해준

다. 처참한 일이 일어났을 때도 단순히 거기에 찢겨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일들에 도전을 받아들이겠다는 마음으로 맞설 수 있는 특

정한 태도를 부여한다는 점에 의미가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존엄성 

있는 삶은 그냥 이렇게 또는 저렇게 살아라, 하는 지침이 아니라 위

험을 겪은 실존적 경험에 주어지는 실존적 대답이다(Bieri, 2013/문

항심(역), 2014: 15, 강조는 인용자).  

동시대 독일의 철학자이자 작가인 페터 비에리(Peter Bieri)의 ‘존엄성’

에 대한 특별한 관심과 끊임없는 탐구는 지금 우리의 현실에 깊숙이 공명

하는 지점이 있다. 존엄성을 형성하기 위한 교육적 접근으로서 도덕적 접

근보다 문화적 접근, 혹은 인문적 접근을 할 때 가질 수 있는 강력한 힘이 

있다면, 그것은 자신의 삶을 가치롭게 여기고 가꾸고 싶은 우리의 실존적 

욕구에 비해 그것을 충족시킬 수 있는 방법을 가르치는 교육적 상상력이 

매우 빈곤하다는 데서 비롯된다. 즉 자신을 존중하고 싶고 가치로운 존재

로서 타인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구는 우리 모두에게 간직되어 있는 실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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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욕구인 데 비해, 우리 사회에서 현실적으로 스스로를 존중하고 타인에

게 인정받을 수 있는 기준이 얄팍하고 협소한 것이라고 한다면, 교육은 우

리가 이 기준에 거리를 두고 보게 만드는 데 실패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

하여 우리는 어쩌면 매번 자신의 삶을 되도록 괜찮은 것으로 만들어야 하

지 않겠냐는 ‘실존적 질문’의 등장에 비해, ‘실존적 답’을 할 수 있는 정신

적·문화적 원천은 별로 가지고 있지 않을지도 모른다. 그래서 “연약하고 

무너지기 쉬운” 삶의 위험할 견제할 내적 힘을 기르지 못한 채, 우리사회

의 많은 사람들은 자주 “처참한 일이 일어났을 때도 단순히 거기에 찢겨 

흩어지는” 마음이 된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문화적 감수성’과 관련

하여 이해하고 ‘자기형성적 표현’을 통해 세계 및 타인과의 관계를 자신의 

판단에 근거하여 질서화해야 한다고 제안하는 것은, 찰스 테일러가 자연 

및 사물을 파악한 바를 표현함으로써 더 ‘깊은’ 우리 내면의 심연을 지향

할 수 있다고 한 것처럼, 그리고 메를로-퐁티가 세계를 향해 열린 우리의 

지각을 통해 고정되지 않은 방식으로 대상의 ‘깊이’를 역동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고 한 것처럼, 어쩌면 사물의 표면이 아닌 이면의 깊이를 스스로 

느끼고자 하는 우리의 정신적 의지와 이를 통해 단련되는 견고한 내적 힘

을 기르는 문제로 정식화될 수 있을지 모른다. 즉 인간의 존엄성이나 품위

의 형성이란 어떤 목표나 끝이 있는 개념이 아니라 점점 더 미세해지고 

깊어질 수 있는 문제이며, 이것은 우리의 삶을 가치롭게 여기고 싶은 실존

적 욕구나 존재 가치에 대한 열망을 충족시킬 수 있는 내적 추동력을 가

진 문제로 다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내면의 깊이를 더하거나 섬세화하는 것을 통해 우리의 존엄

성이 형성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상당부분 각 개인이 일인칭적으로 

세계를 이해할 수 있는 감수성과 역량에 의존하기 때문에 공적으로 공유 

가능한 기준을 제시하기 어렵다는 한계를 가질지도 모른다. 그러나 우리가 

익히 보아오고 감탄해온 것처럼 세계를 만나는 자신의 스타일과 방식을 

표현한 많은 예술작품과 위대한 저작 등은 사물에 더 밀접히 다가서려는 

누군가의 치열한 노력과 사유 및 지각의 깊이를 ‘공적으로’ 드러내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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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즉 우리는 명백히 세계를 이해한 바를 표현하는 것들에서 ‘깊이’를 느

끼고 인식할 수 있다. 물론 깊이 있는 방식으로 세계를 만나고 표현하는 

고유한 과정을 교육적인 관심에서 구체적으로 지시하기란 불가능하지만, 

이 과정은 각자가 보고 듣고 느낀 것을 토대로 사유하고 판단할 수 자신

의 능력을 신뢰할 수 있을 때 가능한 것이라는 점에 착안할 때, 그리고 그

러한 표현을 행한 사람들의 예시를 통해 세계를 자신의 언어로 표현하는 

방식을 살펴보고 그 언어를 다시 생생히 살려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때, 

교육의 역할은 명백히 요청될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공동의 대상’을 

공유하는 공동체 속에서 자신의 감각으로 보고, 듣고, 사유한 것을 표현하

고 인정받는 경험은, 우리의 인간다운 능력, 즉 몸-주체로서 지각하고 사

유하고 판단하며 행위할 수 있는 능력을 형성하고 신뢰할 수 있게 하는 

기본적인 토대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상의 고찰을 통해 볼 때 수평적이고 민주적인 교육실천의 전환을 이

끌 수 있는 내적 접근 방식은 교실상황에서 교육적 관계의 변화와 형성을 

도모하는 것으로 제시되며, 이 변화의 중심에는 소통의 공동 대상인 교육 

텍스트를 실존적인 ‘언어’로 대할 수 있는 태도가 자리한다고 말할 수 있

을 것이다. 특히 교과의 ‘언어’가 학생뿐만 아니라 교사의 ‘자기형성적 표

현’을 통해 제시될 때, 학생들은 자연스럽게 그 교과의 언어를 대하는 태

도를 학습할 수 있을 것이다. 교사가 텍스트를 실존적인 대상으로 여기고 

다가가 자신의 이해를 표현한다는 것은, 그 표현을 지각할 학생들과 실존

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 그리하여 그들을 실존적 존재로 대하는 것을 

의미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우리가 교육실천에서 동등한 인간으로 서

로를 존중하는 문제는 공동의 대상인 ‘교육언어’를 누구에게나 동등한 것

으로 간주하는 것에서 시작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이러한 교육공동체

에 속한 경험은 우리에게 새로운 방식으로 타인을 배려하고 연대감을 가

지게 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에게 익숙한 공동체는 주로 지역이나 소속에 

의해 ‘주어진 것’으로 받아들여진 측면이 있으나 공동의 대상을 공유하면

서 ‘공동의 기억’을 간직할 수 있는 ‘지각(perception)의 공동체’는 직접 

몸을 통해 느낀 ‘실재감’을 토대로 연결된 경험을 공유할 수 있기 때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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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 연결은 외부로부터 ‘주어진’ 공동의 목표에 의해 피상적으로 결속

하는 공동체에 비해, 타인 또한 자신과 같은 감각과 내면, 혹은 영혼을 가

진 존재라는 것을 실제로 경험하고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인간을 바라보는 

방식을 경험하도록 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교육 텍스트를 ‘언어’로 경험하는 것에 대한 시론적 수준에 

머물러 있는 한계를 가진다. ‘자기형성적 표현’이라는 말 자체가 시사하듯 

이때 표현의 대상이 되는 ‘텍스트’는 ‘사물’이나 ‘세계’, 혹은 그 사물이나 

세계에 대한 인간의 이해를 표현한 ‘예술작품’에 한정되면서 주로 주관의 

심상에 떠오르는 것을 명료화하고 가시화하기에 적합한 영역들을 다루었

기 때문이다. 이 말은 우리의 상상력을 요청하는 교과나 상대적으로 어린 

학생들의 수업 외에 전문적이고 복잡한 층을 이루는 교과의 내용을 학습

하는 데에도 자기형성적 표현이나 창조적 발화가 적절하고 효율적으로 적

용될 수 있을지에 관한 의문을 제기한다. 그러므로 교과를 ‘언어’로 경험

할 수 있는 교수학습 방식을 보다 섬세하고 구체적으로 제시하기 위해서

는 각 교과의 성격에 따르는, 혹은 연령 및 교과의 수준에 따르는 세분화

된 후속 연구가 요청된다. 한편 본 연구는 교육실천에서 인간의 존엄성을 

형성할 수 있는 교육적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예술의 원리를 탐색하면서 

‘기초교육’으로서의 ‘예술교육’의 역할을 이론적 수준에서 탐색한 반면, 예

술교과 등의 구체적인 교과 사례에서 적용할 수 있는 교수학습 실천에의 

시사점을 제시하는 데는 큰 관심을 기울이지 못했다.  

그러나 본 연구는 예술의 교육적 의의를 도덕적 자아의 형성과 관련하

여 다루었던 기존의 접근과는 다르게, 정치적 자아의 형성 측면에서 조망

한 새로운 시도였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미적인 자아가 정

치적으로 존재할 수 있게 되는 한 가지 방식은 ‘언어’를 창조적으로, 혹은 

시적으로 발화하는 것에 의해 가능했다. 각자의 감각에 근거한 판단을 타

인이 지각할 수 있도록 ‘표현’함으로써 타자 앞에 나의 존재를 ‘가시화’하

는 과정이 바로 ‘미적 빌둥’과 ‘정치적 빌둥’이 연계될 수 있는 지점이라는 

것이다. 이때 창조적 언어나 언어적 형상화의 산물을 ‘드러내 보이는’ 우

리의 수행 자체는 다른 목적에 봉사하는 것이 아닌 자신의 느낌과 생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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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러내려는 바로 그 목적을 위해 존재하게 된다. 그러므로 이 존재방식은 

각자의 인간다움을 형성하게 하는데, 이것이 ‘인간다움’으로 읽히기 위해

서는 그 수행을 인간다운 것으로 보고 느낄 수 있는, 현존하는 타인들이 

요청된다. 즉 예술이 수평적이고 민주적인 변화를 일으킬 수 교육주체를 

형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면, 그것은 한 학생의 창조적인 발화를 독립적

으로 촉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학생의 발화를 지각하고 읽어내려는 태도

를 함께 형성할 수 있는 ‘교육공동체’의 구성에 주목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미적 자아의 형성을 통해 정치적 주체로 성장하는 데 교육공동

체의 의미를 강조하는 것은, ‘외적’인 권리를 획득함에 의해 자신을 타인

과 동등한 주체로 간주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의 세계와 관련한 스스로의 

‘인간다움’을 형성함으로써 ‘안’으로부터 자기 자신과 타인을 동류의 인간

으로 느낄 수 있도록 촉구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비대면 방식의 소통이 그 어느 때보다 활발한 오늘날, 타인이 ‘현존’하

는 공간에서 공동의 대상을 두고 ‘몸’을 통해 소통하며 ‘실재감’을 느끼고, 

그로부터 ‘지각적 차원’에서 연결되고 존중할 수 있는 공동체를 중시하는 

본 연구의 기획은 다소 시대에 뒤떨어진 교육적 상호관계를 제안하는 것

으로 느껴질 수 있다. 그러나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그리고 이 세계 속에

서 인간다운 인간으로 존재할 수 있는 ‘존재론적 능력’을 함양하는 일이, 

실제로 몸으로 느끼고 지각하는 ‘상호성’을 경험함에 의해 가능하다고 한

다면 우리의 교육실천은 현재 커다란 질문을 마주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

른다. 존재론적 능력의 함양은 수업이라는 공간 또는 현상에서 ‘무엇을 배

웠다고 볼 것인지, 그리고 가르쳤다고 볼 것인지’에 대한 기존의 관점에 

도전하는 것이며, 이것은 우리가 앞으로 ‘어떠한’ 교육언어를 ‘어떻게’ 제

시할 것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제기하기 때문이다. 분명한 것은 인

지적 성취로 학습의 결과를 파악하는 기존의 평가 구도로는 존재론적 능

력의 함양을 포착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존재론적 능력에 주목하

는 교육적 관계는 ‘한 사람, 한 사람’을 각자의 세계가 있는 미적인 존재

로 대하기를 요청하며,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소통의 가능성과 한계를 동

시에 인정하도록 함으로써 교육적 성과를 파악하는 일을 ‘인식’의 범주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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깥으로 설정하게 하기 때문이다. 이 설정은 그 자체로 우리가 오랫동안 전

제해온 계몽 이후 교육적 관계에 깔린 많은 직관들을 숙고해보도록 요청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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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inquiry seeks to articulate philosophically how the

characteristics of art can be used to envision a form of educational

practice that can help one respect oneself and others as human

beings in the present day that requests a paradigm shift in

horizontal and democratic educational practice. The setting of these

tasks stems from the awareness of problem in Korea's current

educational area where it is regarded as largely a corner of

competition, which consequently causes it to fail to function as a

space where one can learn to respect oneself as one human being.

Our old meritocratic perspective on education-which requires

students to build up their educational background to acquire wealth

and social status that are consistent with their effort-causes

students to form a mental habit of valuing their existence based on

the logic of "superiority and inferiority" by evaluating themselves

and others using an academic achievement-based hierarchy. Unlike

the general analysis that states the college entrance exams focused

education system as the cause of the mental habit of looking at

education as a frame of meritocracy, I also suggest the need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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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y attention to the "internal" cause of not being able to vividly

address the language of the curriculum. The lethargic class culture

characterized by students' mutism that is prevalent from

elementary school classrooms to university classrooms can be

attributed to the inability of educational subjects to regard the

textbook or educational text as an object they can closely relate to.

I diagnose this phenomenon as the inability of students to form

self-respect through self-expression in the educational space and

explore how art can contribute to encounter the curriculum's

'language' as a language for self-expression.

In order to do this, I set the premise that 'self – expression'

clarifying each person 's thoughts and feelings is essential to form

our own humanity, and from this point we will begin to examine

the validity of this premise. Self-respect is not something that can

be formed in the conditions of isolated individuals, but rather it is

an intersubjective, performative and aesthetic concept which means

others' views are needed in order for one to express, to bring out

and to respect one's humanity as it is. Based on the conceptual

relation between self-respect and self-expression, we can see how

self-expression can be understood to reveal humanity in detail, and

how art contributes to the formation of self-respect in terms of

self-expression.

I will refer to Charles Taylor's reinterpretation of 'art' as a

comprehensive 'expression' term in order to present the

characteristic of self-expression that is to be regarded not as a

light subculture, but as an attempt to face and understand the

world seriously. The concept of 'expression' or 'art' of Weste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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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manticism has been understood to originate from the arousal of

narcissism or enthusiasm of the lyrical self in the aesthetics.

Beyond the aesthetics’ view, however, 'self-expression' in the

socio-historical context in which the modern self is born can

acquire a wider range of meanings including human existential

desire to grasp the 'inner' attributes of the worlds (as opposed to

looking at nature through a mechanical and neutral approach of

the Enlightenment). In other words, this self-expression can be

understood as an attempt to verbalize the inner relation that the

self has with the world at this time where one can no longer find

one's own given meaning in the cognitive condition of the modern

world. Thus, the meaning of 'art language' is viewed not from the

perspective of the heroized artist, but its meaning is interpreted as

being accessible to all modern people who want to be connected to

the world in an existential way. In the first-person level, however,

the unique meaning of art language can also be created when

individuals meet the nature and the world. At this point, though

the meanings they produce are all different, there can be seen that

there is a formal center point to which they are all universally

oriented; it is to recognize the limitations of mechanically perceived

experience and to form humanity by concentrating on one's own

sense and inner side for a dignified life that can be pursued

spiritually.

While the art language as a self-expression, which focuse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 and the world, gives us insight into how

the articulation of the inner knowledge of the world leads us to a

dignified life that is not flat, there is not much that can be said

about how we can respect ourselves as human beings throug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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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lf-expression in 'relationship with others.' So secondly, I want to

encompass the view of Merleau-Ponty's 'expression' that the

expression can be understood as gestural 'performance' and

'process', which is a form of expression that means physical sign.

The claim that this study is trying to make is that in 'phenomenon'

in which 'expression' unfolds, we can be captured as being

entangled in a dynamic relationship (with the world and others)

where we 'perceive and are perceived by' each other, and this

capture can provide a picture or visualization to help understand

the argument that we can nurture self-respect by revealing

ourselves in our relationship with the existing others. This is

because our way of being, which generate an art language, is also

realistically placed in relationships with the world and others, and

in relationships where we are 'perceiving and being perceived by'

each other, we are committed to recognizing and respecting our

mutual-existence in a sensible and perceptual way.

In this inquiry, I try to name the concept that includes the above

two characteristics as 'self-forming expression'. ‘Self-forming

expression' on one hand, carries an individualistic linguistic nature

as it is a concept through which one can gain an intimate

self-knowledge when meeting the world in the first-person level.

Yet, on the other hand, when it does not stop here, and when it is

visualized and expressed, this concept also carries a communicative

linguistic nature through which one can existentially be connected

to the world and others. The inherent accrual dimension of

language that can be perceived here may contribute to

reconsideration of the conventional thinking that the curriculum's

'language' has a fixed meaning that we all must accept. Langu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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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nerally conveys meaning the moment it is ignited and forgets its

existence, but art language has meaning that cannot be created by

separating it from the way it is produced, because it reveals

meaning only when the viewer approaches and tries to understand

its object.ﾠ Thus, this research considers the characteristics of

'humanity' for self-respect that can be formed through

'self-forming expression' in educational space as the following two

aspects. First, by using each other's outward expressions to

acknowledge and respect the existence of oneself and others in a

more perceptual way, one can trust one's body with a common

human sense on a 'horizontal' level.ﾠSecond, based on one's sense

and perception, by vividly meeting the 'language' of the educational

texts coming down from the curriculum and tradition, it is possible

to enhance the existential sense of belonging to the human group

on a 'vertical' level.

In the end, it is suggested that creating art language as a

'self-forming expression' to form self-respect could be useful

because it could contribute to fostering 'cultural sensibility' to

interpret and re-express various educational 'language' of nature

and the world by their own senses and judgments. Here, cultural

sensibility is considered to be a way of approaching and

understanding the 'language' of expressing the world not in a given

way, but in one's own sense and perception, by distinguishing

myself from this relationship with the world. Furthermore, cultural

sensibility is also regarded as a way to assume and

communicate-through the expressions of others-their understanding

of the world. Eventually, unlike the previous moral educational

attempts to approach the issue of 'why can an aesthetic individu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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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m a better community,' exploring the educational dimensions of

a person's 'inner' and 'internal' relationships with people through

the phenomenon of the art language will be understood as an

attempt to take a new political and existential approach that

clarifies the inner connection between 'individual' and 'social

recognition' network.

keywords : self-respect, self-knowledge, self-expression,

‘self-forming expression’, art language,

existential way of being, cultural sensi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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