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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Eisner의 교육비평에 전제된 인식이론의 성격을 밝히고, 인식이론과 교육비평의 관련성

을 살피며, 인식이론의 토대 위에서 교육비평의 타당성을 검토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목적 달성을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Eisner가 쓴 논문과 저서들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를 통하여 밝혀진 결과를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교육비평의 인식론적 근거는 Dewey의 자연

주의적 경험이론이며, 교육비평을 구성하는 감식안은 개념형성과 동일한 현상이거나 특정한 목적 아래

개념형성을 바탕으로 구성된다. 교육비평의 주요한 매체가 되는 비평언어는 표현형식을 가리키거나 표

현형식 중의 한 양식을 의미하며, 교육비평이 관점지상주의의 상대론적 함정을 피하기 위해서는

Dewey의 자연주의 경험이론에 천착하거나 Mer leau Pont y의 현상학에 의탁할 필요가 있다.

주요어 :교육비평, 교육감식안, 표현형식, 자연주의 경험이론

Ⅰ. 서 론

최근 교육학 분야의 연구에서 가장 큰 변화의 하나는 질적인 접근을 활용한 연구물이 증대하

고 관심 또한 높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우리 나라의 경우에 질적인 연구는 문화기술지

(ethnography)를 활용한 연구가 대부분을 차지할 정도로, 다양한 형태의 질적 연구 방법이 제대

로 소개되지 않았을 뿐더러 연구 실제에 활용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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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탠포드 대학의 저명한 교육학자 겸 미술교육자인 Eisner는 질적 연구 형태의 한 가지로 교

육비평 쓰기를 소개하였다. 교육비평은 교육과 관련된 사건이나 사태의 의미와 가치를 읽을 줄

아는 감식안을 가진 사람이 자신이 본 것을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언어를 포함한 매체를

통하여 표현하는 기술을 말한다.

교육비평 쓰기와 읽기는 기존의 과학적 방법에 의거한 실증주의적 연구의 한계점을 보완하

고, 분석적이고 측정지향적인 교육평가의 제한점을 해소한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이런 점에

서 미국에서는 Eisner의 지도를 받은 제자들이 교육비평 쓰기의 방법으로 학위 논문을 작성하

였으며1)(Vallance, 1975; Jones, 1982; Flinders, 1987; Hawthorne, 1988), 그 스스로도 교육비평

쓰기를 통하여 교육실제에 기여하고 있다(Eisner, 1991, 1994b).

그러나 국내의 경우에 교육비평을 이용한 학위 논문 작성은 거의 없는 것2)으로 알려져 있으

며, 교육비평의 성격 규명에 관한 연구도 매우 부족한 편이라고 할 수 있다. 외국의 경우에도

앞서 말한 바와 같이, 교육비평을 적용한 사례 연구 논문은 있으나, 교육비평의 성격 자체를 초

점으로 다룬 논문은 거의 없다고 할 수 있으며, 특히 교육비평에 내재된 인식이론을 찾고 그 성

격을 규명하며 타당성을 검토하는 논문은 찾기 어려운 편이다. 물론 질적 연구의 일반적 성격을

찾고 그 방법론의 타당성을 따져 보는 연구들(Eisner & Alan, 1990)은 적지 않지만, 교육비평을

직접적으로 대상으로 삼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다소 거리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교육비평의 인식론적 기반에 대한 선행 연구가 거의 없거나 부족하다고 해서 이러한

주제를 연구해야 할 이유는 없다. Eisner가 자신의 인식론적 기반을 제시하고 그것에 근거해서

교육비평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체계적으로 제시했다면 그것으로 충분할 것이다. 그러나 Eisner

는 교육비평의 성격과 교육적 의의를 논하는 과정에서 신중하게 고안된 체계를 갖추어 자신의

견해를 피력하기보다는 여러 가지 암시와 비유를 통하여 표현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그의 여

러 저서와 논문 속에 산재한 아이디어들의 편린들을 모아서 인식론을 구성하고 그 근거를 밝히

며, 그것을 교육비평과 관련지우고 타당성을 살펴보는 것은 의의가 있는 일로 생각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문제를 탐구하고자 한다. 첫째, Eisner의 인식이론의

성격을 밝힌다. 둘째, 인식이론과 교육비평의 관계를 살펴본다. 셋째, 인식이론과 교육비평의 타

당성을 검토한다.

Ⅱ. Eisner의 인식이론

Eisner의 저서와 논문을 살펴보면, 인식에 대한 그의 견해에 영향을 미친 사람으로 Arnhe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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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wey, Goodman 등을 들 수 있다. 그 중에서 Dewey는 인용된 횟수뿐만 아니라 Eisner 스스

로가 밝히고 있듯이(Eisner, 1991, 1994a) 그의 인식이론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인물이다. 특히,

Dewey의 자연주의적 경험이론3)은 인간유기체와 환경의 전체적 상호작용4)으로 경험이 일어나

며 인식이 발생한다는 것으로, 인간과 환경을 독립된 개체로 보지 않고 인간을 자연의 일부로

봄으로써 인식의 자연주의적 기초를 강조한다. 즉, 인간과 환경을 인식의 주체와 인식의 대상으

로 간주하는 이원론적 관점을 거부하고 인간과 환경이 하나의 전체라는 틀 속에서 기능하는 단

위로 보는 것이다(Dewey & Bentley, 1949 : 103-143).

이러한 Dewey의 자연주의적 경험이론은 Eisner의 인식이론의 바탕이 되고 있는데, Eisner가

경험과 인식의 발생 과정을 설명하기 위하여 제시한 [그림 1]을 그 증거로 삼을 수 있다.

[그림 1] 경험과 인식의 발생

이와 같이, Eisner의 인식이론은 Dewey의 자연주의적 경험이론에 그 바탕을 두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의 인식이론은 Dewey의 자연주의 경험이론과 차이점도 있으므로, 그의 인식

이론의 전모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그의 저서와 논문에 흩어진 관련 내용들을 찾고 모아서

정리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는 그의 인식이론을 ① 인간유기체와 환경의 전체적-상호작용으

로 경험이 생기며, ② 경험 속에서 개념이 생기고(conceptions), ③ 개념들은 표현형식을 통

하여 공적(公的)인 성격을 갖게 되며, ④ 그 결과 개념들의 공유로 새로운 환경이 창조되고,

이러한 과정이 순환되면서 인지가 계발된다고 본다. 이러한 과정을 도식화하면 다음 [그림 2]와

같다.

객관적

주관적

객관적

전체적 상호작용 경험 경험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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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인식의 과정 모형5)

상기한 그의 인식모형을 면밀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인간유기체와 환경의 전체적-상호작용 과정으로 경험이 생긴다는 것이다. Eisner는 경

험의 생성과정을 다음과 같이 말한다.

우리가 세계에 대해 아는 것은 우리의 주관적 삶과 실제로 존재하거나 아니면 의식 속에 존재하

거나 간에 존재한다고 생각되는 객관적 세계의 전체적-상호작용의 결과이기 때문에, 이 세계는 분리

될 수 없다......따라서 우리가 가진 것은 주관적이거나 객관적으로 독립된 실체가 아니라 전체적-상호

작용의 경험이다(Eisner, 1991 : 52-53)(' '은 연구자의 첨언임).

경험 생성의 과정에 대한 Eisner의 이러한 설명이 Dewey의 자연주의적 경험이론과 관련이

있다는 점은 앞에서 밝힌 바와 같다. Dewey는 1946년 이후 Bentley의 도움으로 작용(action)을

자아작용(self-action), 상호작용(inter-action), 전체적 상호작용(trans-action)으로 구분하였다. 자

아작용이란 모든 작용이 오로지 개체의 판단과 의지에 달려있다(모든 행위의 원천이 개체라는

것)는 견해이며, 상호작용이란 모든 작용이 환경을 구성하는 요소들의 운동으로 생긴다는 인과

론적 결정론을 취하고 있다. 이와 달리, 전체적-상호작용은 개체와 환경을 각각 독립적인 존재

로 보는 대신에 이들이 상호작용하는 가운데 행사하는 기능적 단위로 본다(정순복 역, 1995 :

116-125; Dewey & Bentley, 1949 : 103-143). 즉, Dewey는 인식주체와 인식대상을 각각 독립적

인 존재로 보기보다는 전체적-상호작용 속에서 기능하는 단위로 보며, 이러한 과정에서 경험과

개인

경험

전체적

상호작용

개념형성/교육감식안

개인 표상형식의 선택/비평언어

교육비평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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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이 생긴다고 본다. 이와 같은 Dewey의 자연주의적 경험이론은 Eisner의 인식이론의 바탕을

이루고 있다.

둘째, 전체적-상호작용의 한 축을 이루는 인간 유기체는 감각기관을 가졌으며 이를 사용한다

는 것이다. 인간유기체는 감각기관을 통하여 그들이 살고 있는 환경을 구성하는 특질들을 경험

하기 때문에 감각기관이 기능하지 않으면 환경의 특질은 경험할 수 없고 경험이 없다면 반성적

사고의 내용도 없다는 것이다. 또한 감각기관은 다른 감각기관이 복제할 수 없는 고유한 내용을

제공하므로 각각의 감각기관은 환경의 모든 특질이 아니라 일부의 특질에 민감하게 반응하게

된다. 예를 들어, 금강산을 눈으로 볼 수는 있지만 귀로는 볼 수가 없다.

그런데 감각기관을 사용하는 능력은 어느 정도 자연적인 성숙의 결과이지만, 미묘한 것을 보

고 식별이 어려운 맛의 차이를 구분하는 것과 같은 고도의 능력은 학습의 결과인 문화적인 성

취(Eisner, 1985 : 124)로 간주된다. 그러나 감각이 환경에 대한 정보를 포착하는 데 중요한 역할

을 한다는 것은 인간이 세계가 제공하는 정보를 받아들이는 수동적인 존재라는 것을 말하는 것

은 아니며, 감각기관과 더불어 사전학습, 목적의식, 참조체제, 표현형식 사용능력 등의 내적구조

를 지니고 환경과 전체적-상호작용을 하게 된다는 것이다.

셋째, 환경을 가득 채우고 있는 대상들은 감각기관을 사용하여 경험될 수 있는 특질6)들을 가

지고 있다(Eisner, 1994a : 35). 환경을 구성하는 특질이나 교실이나 학교를 감싸고 있는 특질

등의 표현은 이와 같은 의미를 지닌다. 그런데 특질들이 인식의 주체와 독립하여 객관적으로 존

재하는지, 아니면 인식주체와의 관련 속에서만 존재하는 지를 판단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이다.

그러나 질적 특성이 인간유기체의 바깥에 놓인 환경을 구성하는 요소인지, 인간유기체와 환경

의 전체적-상호작용으로 인식적 지위를 부여받으며 구성되는 것인지에 대한 Eisner의 견해는 명

확하지 않은 것 같다.

넷째, 인간 유기체와 환경의 전체적-상호작용으로 경험이 생기며, 경험을 통하여 개념이 생긴

다는 것은 자칫하면 전체적-상호작용 경험의 발생 개념의 생성 순으로 일이 전개되는 것으로

오해를 불러일으키기 쉽다. 그러나 위 문장의 참 뜻은 인간유기체와 환경의 전체적-상호작용이

바로 경험의 과정이며, 동시에 개념이 생성되는 과정이라는 것이다. 왜냐하면, 경험은 개체와

환경의 전체적 상호작용 속에서 세상의 어떤 측면에 대한 의식을 갖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며

일종의 인지적 성취(개념의 생성)이기 때문이다(Eisner, 1985 : 229, 233).

경험에 의한 개념의 생성과 관련하여 다음 두 가지 사실을 말할 필요가 있다. 우선 질적인 특

성을 갖지 않는 개념이 생길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Eisner는 단연코 그렇지 않다고 말한다.

예를 들어, 무한이라는 추상적인 용어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한 사람이 당신에게 이해시켜 달라

는 도움을 요청한다고 하자. 아마 당신은 시각적이거나 시각화가 가능한 재료를 이용하여 그 개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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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를 설명하려고 할 것이다. 사람들은 직접 경험할 수 있거나 상상할 수 있는 내용, 즉 그 용어에

의미를 부여하는 이미지를 제공함으로써 언어적 표현에 의미를 부여하려고 시도한다. 실지로 어떤

용어가 지칭하는 내용이 개념화, 즉 상상될 수 없다면 그 용어로부터 어떠한 의미도 찾아낼 수 없음

은 당연한 일이다(Eisner, 1994a : 34).

이와 같이 마음 속에 어떤 형태로든 오감을 통하여 상상될 수 없다면 어떤 개념도 지각

(awareness)7)되지 않는 것이다. 다음으로 개념 생성의 과정에서 언어나 기호 등을 포함하는 표

현형식(forms of representation)의 역할에 관한 것이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개념 형성은

인간유기체와 환경을 구성하는 특질들과의 전체적-상호작용으로 일어난다. 이 과정에서 표현형

식이 개입된다. 이러한 표현형식의 개입은 인지의 범위를 제한하거나 확장시키는 역할을 한다.

다섯째, 개념들은 표현형식을 통하여 공적(公的)인 성격을 지니게 된다(Eisner, 1994a : 39). 표

현형식이라는 말은 표현내용이라는 말과 대비된다. 예를 들어, 총각은 결혼하지 않은 성인 남

자이다라는 문장과 처녀는 결혼하지 않은 성인 여자이다라는 문장은 표현의 내용은 다르지만,

모두 서술문이라는 형식면에서는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표현형식이란 표현내용들

의 의미와는 관계없이 그 내용을 담고 있는 그릇의 구조적 특징에 따른 구별된다고 할 수 있다.

Eisner에게 있어서 표현형식은 개인적으로 형성된 개념을 공적으로 만들기 위하여 사용하는 도

구로 간주된다. 그러나 Eisner가 말하는 표현형식의 개념에 불명료한 부분들이 있다. 우선, 그는

표상형식(forms of re-presentation)과 표현형식(forms of representation)을 구별하지 않고 있다.

표상형식은 인간유기체의 바깥에 존재하는 실재를 인정하고 그것을 직관이나 매체를 통하여 의

식에 떠올리는(바깥의 실재의 모습을 의식 속에 복제하여 다시 떠올린다는 점에서 re를 붙인다)

수단을 가리킨다8). 이와 달리, 표현형식은 실재의 존재와 무관하게 의식 속에 떠오른 것을 바깥

으로 표현하는 수단을 가리킨다. Eisner가 표현형식을 사적(私的)인 개념을 공적(公的)으로 드러

내는 매체라고 할 때의 표현형식은 표현형식 자체를 가리키지만, 표현형식이 개념 형성에 영향

을 준다고 할 때의 표현형식은 표상형식에 가깝다.

또한 표현형식이 문화적 형식이나 기호체계와 동일한가 하는 점도 명확하지 않다. Eisner는

표현형식을 감각기관의 기능과 관련하여 설명하고 있다.

표현형식은 시각적·청각적·근육운동적·후각적·미각적인 것 등이 있을 수 있다......영화에서는

시각뿐만 아니라 청각적인 표현형식도 사용된다. 무용에서의 표현형식은 시각적·청각적인 것뿐만

아니라 운동근육적인 것도 포함된다(Eisner, 1994a : 45).

이러한 점에서 볼 때, 표현형식은 감각기관과 관련된 정보를 전달하는 방식으로 간주된다. 더

욱이 표현형식이 기호체계와 같은 문화적 형식이라면 Eisner(1994a : 45)의 말처럼 긴 목록을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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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해야할 만큼 무수히 많은 표현형식들을 상정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Eisner(1985)는 다른 글에서 문화적 형식으로서의 기호체계를 표현형식과 같은 의미로

사용한다.

감각기관이 제공하는 것을 공적인 형태로 바꾸는 능력을 기르기 위해서는 문화 속에 퍼져있는 기

호체계를 사용하는 능력이 필요하다. 기호체계, 예를 들어, 수학, 과학, 미술, 음악, 문학, 시 등과 같

은 것들은 실재의 여러 측면들에 대한 아이디어들을 개념화하고 자신이 아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

달하는 수단으로서 기능을 한다(Eisner, 1985 : 124).

위와 같이, Eisner는 회화, 음악, 무용, 시, 영화 등과 같은 기호체계를 표현형식과 동일한 것

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Eisner의 견해에는 표현형식이 기호체계와 구별된다고 하면서, 다른 한

편으로는 기호체계와 동일한 것으로 간주하는 모순점이 있다. 표현형식의 기능은 이중적이다.

표현형식은 개인이 형성한 개념을 타인에게 전달하는 수단일 뿐만 아니라 자신에게도 피이드백

을 해주는 기능을 제공한다. 피이드백의 기능은 특정 표현형식을 사용하는 데 익숙해지면, 이와

같은 형식을 사용하는 경향성이 증가하며, 그 형식에 의해 유도된 관점이 지각과정의 일차적인

참조체제가 되기 쉽다는 것을 말한다. Gombrich가 화가는 볼 수 있는 것을 그리는 것이 아니

라 그릴 수 있는 것을 본다 (Eisner, 1994a : 27)고 한 말은 표현형식이 지각적 인식(개념형성)에

강력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말한다. 이와 같이, 표현형식의 사용은 지각과 지각된 개념의 표

현을 가능하게도 해주고 제한하기도 한다. 표현형식의 선택은 세계를 파악하는 방식의 선택이

며, 또한 세계를 공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방식의 선택(Eisner, 1994a : 42)으로서, 특정의 표현

형식이 사용될 때에는 언제나 그 표현형식에는 담기지 않는 특질들은 간과되게 된다.

그리고 표현형식의 사용이 마치 개념형성에서 표현으로, 즉 지각을 통하여 알게 된 것이 표

현형식을 통하여 공적인 모습을 갖추게 되는 것처럼 생각되지만, 반드시 이러한 과정으로 전개

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앨고리즘과 같은 정해진 절차를 밟아가는 것이 아니라 발견-후퇴-재

발견-정지 등의 변화무쌍한 절차를 보이는 발견학습의 과정(heuristic process)과 유사하다

(Eisner, 1994a : 42-43).

표현형식에는 세 가지 처리방식이 있다. '모방적 양식' (mimetic mode)은 모방을 통하여 전달

하는 것, 즉 세계의 특정 부분이 지니는 표면적 특징의 복제를 통하여 표현하는 것을 말한다. '표

현적 양식' (expressive mode)은 사물이나 사건의 표면적 특징이 아니라 그것들의 심층구조들,

달리 말하면 그것들의 느낌을 바탕으로 하여 특징들을 표현하는 것을 말하며, '인습적 양식

' (conventional mode)은 언어 사용과 같이 사회 속의 인습에 의하여 지시 대상을 표현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세 가지 처리양식은 흔히 결합되어 사용된다. 예를 들어, 문학과 시는 어떤 사건



160 아시아교육연구 3권 2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의 소리를 모방할 때는 모방적 양식을 사용하고, 산문의 구조가 묘사된 사건의 표면적 특징을

묘사할 때는 표현적 양식을 사용하며, 표준화된 방식으로 언어와 상징을 사용할 경우에는 인습

적 양식을 사용한다(Eisner, 1994a : 48-55). 그리고 표현형식은 그 속에 어떤 질서를 가지고 있

는데, 이를 표현형식의 구문론(syntaxes of forms of representation)이라고 부른다. 표현형식의

구문론은 규칙지배적인 것과 비유적인 것의 두 가지로 구별할 수 있으며, 전자는 진위 판별이

가능한 법칙을 지닌 반면에 후자는 그와 같은 명확한 법칙이 없는 것을 가리킨다(Eisner, 1994a

: 55-60).

여섯째, 인간유기체는 환경과의 전체적-상호작용을 통하여 감각체계를 사용하는 능력이 계발

되고 표현형식을 사용하는 능력이 증대되며 그에 따라 환경을 구성하는 질적인 특성을 전보다

다양한 차원에서 경험을 할 수 있게 되고, 이러한 과정이 진보적으로 순환되면서 인지의 능력이

개선되어간다.

요약하면, 인간유기체와 환경의 전체적 상호작용으로 경험이 생기며, 경험 속에서 개념이 형

성되고, 형성된 개념은 표현형식을 통하여 바깥으로 전달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Eisner의 인식

이론은 Dewey의 자연주의적 경험이론에 그 기반을 두고 있으나, 질적인 특성의 존재방식과 표

현형식에 대해서는 명확하지 못한 점이 있다고 할 수 있다.

Ⅲ. 인식이론과 교육비평의 관계

Eisner의 교육비평은 감식안과 비평쓰기의 두 가지 요소로 구성된다. 감식안은 세계를 구성하

는 특질들을 경험하고 그것들을 이해하고 가치를 판단하는 데 도움을 준다(Eisner, 1985 : 92).

사람들은 어느 정도의 감식안을 가지고 있으며, 그것은 교수(tuition)를 통해 개발되며(Eisner,

1991 : 68-69), 직접 관찰, 연습, 본 내용의 분석 등을 통하여 길러진다(Eisner, 1991 : 231-234;

1994b : 217). 감식안은 감식의 상황과 관련된 다양한 선행 지식의 영향을 받는데, 언어와 문화

에 스며있는 기대와 기준들, 학문적 지식이 영향을 미친다. 학문적 지식은 세계에 대한 일관성

있고 지속적인 구조를 제공하기 때문에 감식에 도움을 주기도 하고, 그 때문에 생생한 지각을

방해하기도 한다(Eisner, 1991 : 64-68).

교육감식안은 교육 현실을 구성하는 특질들의 미묘한 차이점을 구별하고 그 가치나 질을 평

가하는 인식(appreciation)9)의 기술이다. 교육감식안은 교실에 퍼져 있는 특질들을 이해하는 수

준을 높임으로써 교사와 학생들이 보다 지적인 능력을 발휘하여 그들 자신의 삶의 질에 대한

의식을 높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비평이란 복잡하고 미묘한 대상이나 사건에 대하여 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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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이해하지 못하고 보지 못했던 것을 이해하고 볼 수 있게 해 주는 이야기이다. 이런 점에서,

비평은 그 자체로 교육적 기능10)을 가진다. 이 때 교육적이라 함은 지각을 높이고 이해를 깊게

하는 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감식안이 사람들이 경험한 것을 인식하는 행위라면, 비평은 감식안을 가진 사람이 대상이나

사건의 질적인 특성을 다른 사람들에게 생생하게 전달하는 기술이다. 비평이 효과적이기 위해

서는 감식안이 필요하지만, 감식안을 갖기 위해서 반드시 비평능력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Eisner, 1985 : 111; 1994b : 215, 219). 비평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경험과학에서 사용하

는 명제의 언어가 아니라 다른 언어를 사용해야 하는데, 환경의 질적 특성을 드러내기에 명제의

언어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다. 질적인 것을 전달할 수 있는 언어는 비평의 언어로서 본질적으

로 비명제적이며, 사실들을 지시함으로써가 아니라 넌지시 비춤으로써 의미를 전달한다. 비평의

언어는 개념이나 느낌을 표상(represent)하기보다는 표현함(present)으로써 의미를 전달하게 된

다(Eisner, 1994b : 223).

교육비평은 교육감식안을 통하여 파악된 것을 비평의 언어로 표현하는 것을 가리킨다. Eisner

는 교육비평의 형식을 기술(descriptive aspect), 해석(interpretive aspect), 평가(evaluative

aspect), 주제(thematics)의 네 가지로 나누었다(Eisner, 1994b : 225-234). 그러나 기술적 비평에

서 평가 활동이 일어나며, 평가적 비평도 어느 정도의 해석 활동을 포함하므로 엄격하게 구분할

수는 없다.

먼저, 기술적 비평은 교육적으로 관련있는 삶의 특질들을 언어로 묘사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

서 묘사(rendering)한다는 것은 눈에 띄는 모든 것을 기술하는 것이 아니라 관심을 가지고 선택

한 것을 그림을 그리는 것처럼 기술하는 것을 의미한다. 해석적 교육비평은 사람들의 행동양식

이 갖는 사회적 의미와 상징성을 이해하려는 노력을 가리킨다. 감정이입을 통하여 다른 사람의

삶에 참여하고 책이나 손짓 등의 문화적 상징의 의미를 파악하는 능력을 필요로 한다. 해석적

교육비평을 하기 위해서는 사회과학을 알고 이를 활용하며 학교에서의 경험을 통하여 얻게된

실천적 지혜가 필요하다. 평가적 교육비평은 교실에서 일어나는 일을 교육적 중요성에 비추어

가치 판단을 하는데, 교육비평이 문화기술자, 심리학자, 사회학자들이 하는 작업과 구별되는 것

은 바로 이 점이다. 교육적 가치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교실에서 일어나는 미묘한 특질들을 파악

하고 그것들의 의미를 해석할 수 있는 능력뿐만 아니라, 교육이론, 교육철학, 교육사 등의 이론

적 배경과 교실생활의 실제를 파악할 수 있는 감각을 지녀야 한다.

이와 같은 교육비평은 앞 절에서 검토한 인식이론에 바탕을 두고 있다. 그러나 인식이론에서

의 개념형성과 표현형식은 교육비평에서의 감식안과 비평의 언어와 어떤 관련성을 지니고 있는

가? 개념형성과 감식안의 획득은 같은 현상인가 아니면 다른 현상인가? 만일 다르다면 그 근거

는 어디서 찾을 수 있는가? 또한 표현형식과 비평의 언어는 동일한 매체인가 아니면 차이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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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가, 있다면 어디에 있는가?

먼저, 개념형성은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인간유기체가 감각기관과 사전학습, 목적의식, 참조

체제, 그리고 표현형식 사용기술을 통하여 환경과 전체적 상호작용하는 가운데 이루어진다. 감

식안도 인간유기체의 감각기관이 바탕이 되고, 사용하는 언어와 문화에 스며있는 기대와 기준

들(목적의식, 참조체제, 표현형식 등), 그리고 학문적 지식의 영향을 받으면서 형성된다. 이런 점

에서, 개념 형성의 과정과 감식안의 획득 과정에서 차이점을 발견하기는 어렵다. 이러한 견해에

대하여 개념의 형성은 인식이 발생하는 일반적인 과정에 대한 설명이며, 감식안의 획득은 인식

의 특수한 사례라고 주장할 수 있다. 이러한 견해는 인식의 진행과정에는 차이점이 없지만, 형

성된 개념들이 특정한 용도로 사용되도록 체계화되었을 때 감식안으로 보자는 입장이다.

이와 달리, 개념 형성은 질적인 특성의 인식에 관한 문제이며, 감식안은 질의 인식을 포함한

판단의 문제라는 점에서 둘을 구분해야 한다는 견해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개념형성에 있어서

인식이란 지각을 통하여 아는 것 (awareness)를 의미하여, 그것은 감각기관을 가지고 환경의 질

적 특성의 가치나 질을 평가하는 활동(appreciation)과 동일하다는 점에서, Eisner가 말한 감식

안과 다르지 않다고 본다. 실지로, Eisner는 감식안을 인식의 기술(the art of appreciation)이라

고 불렀다(Eisner, 1985 : 92; 1994b : 215). 개념의 형성 작용이 순수 인식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은

개념형성 과정에 목적의식, 참조체제, 표현형식 등이 개입한다는 데서 알 수 있다. 개념 형성이

표상이론에서 말하는 것과는 달리 순수 인식을 넘어서 질적인 판단에 관한 인식이라는 점은

Dewey의 견해를 빌어 설명할 수 있다. Eisner가 제시하는 개념형성 이론이 Dewey의 자연주의

적 경험이론11)에 바탕을 두고 있다는 점은 여기서 더욱 분명해진다.

Dewey는 『예술로서의 경험』(Art as experience)에서 미적인 경험(esthetic experience)이란

그때 그 식사 나 그때 그 폭풍우 와 같이 주목할만한 성질과 특징으로 우리에게 감명을 주어서

생각나게 하는 경험12)으로, 그 사건을 구성하는 부분들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전체 경험에 퍼져

있는 어떤 단일한 성질에 의하여 제공되는 통일성을 갖는다(Dewey, 1958 : 34). 그리고 미적인

경험은 좁은 의미의 인지적 측면만을 강조하는 지적인 경험이나 욕망의 충족과 관련되는 실용

적인 경험과는 달리, 욕망과 사고가 지각적 경험(perceptual experience)으로 철저하게 통합되는

특징13)을 지닌다(Dewey, 1958 : 254). 즉, 미적 경험은 성찰과 과학이 개념 형식을 통하여 사물

의 이해를 증진시키는 것과는 달리, 명확하고 일관성이 있으며 강력하거나 감동적인 경험으로

실타래처럼 얽힌 삶의 복잡성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Dewey, 1958 : 290). 이와 같은 Dewey

의 견해는 세계는 질적인 특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질적인 특성은 욕망이나 좁은 의미의 사고

에 의하여 파악되는 것이 아니라, 욕망과 사고 그리고 지각적 경험의 철저한 통합에 의한 사유

(질적인 사유14))에 의하여 이해 가능하고, 이러한 질적인 사유에 의한 이해의 성취를 미적 경험

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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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isner가 말하는 개념 형성이 Dewey의 미적 경험 이론을 어느 정도 철저하게 반영하고 있는

지는 심도있는 연구를 요하지만, 개념 형성이 인간 유기체와 세계의 전체적 상호작용 속에서 이

루어진다는 점과 목적의식과 참조체제 등의 개입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은 세계의 특질이

욕망과 지식 그리고 지각적 경험의 통합으로 파악된다는 Dewey의 견해를 수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Eisner의 개념 형성은 객관적 대상이 의식 속에 투명하게 반영되는 과정이

아니라, 그 자체로 세계를 구성하는 특질과 그 가치를 평가하는 활동이라는 점에서 감식안의 획

득과정과 다르지 않으며, 그것은 둘다 Dewey의 미적 경험 속에서 생기는 인식의 과정에 뿌리

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개념형성과 감식안의 획득은 인식 과정에서의 차이가 아니라 특

정한 용도를 위하여 체계화되었는가 하는 점에서 구별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다음으로 표현형식과 비평적 언어의 관계를 살펴보자. 만일 표현형식이 사적으로 생긴 개념

을 공적으로 전환시키기 위하여 사용하는 도구라고 한다면, 비평의 언어 역시 감식안을 통하여

형성된 인지적 지각을 공적으로 드러내어 표현하는 도구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Eisner가 제시

한 표현형식의 개념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은 이미 지적한 바 있다. 만일 그가 말하는 표현형식

이 감각기관의 기능과 밀접히 관련된 시각적, 청각적, 근육운동적, 후각적, 미각적 그리고 촉각

적인 것인 것들의 형식을 띄고 있다면, 비평의 언어는 언어의 형태를 띄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

가 있다. 물론 여기서 언어가 문자 그대로의 언어(linguistic terms)을 가리키는지 아니면 기호

일반(symbols)를 가리키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Eisner는 교육비평을 숨어있는 것을 언어의 형태

(linguistic terms)를 사용하여 드러내는 기술이라고 말하기도 했지만, 교육비평의 형식에 그림이

나 영화 등을 포함시킴으로써 기호 일반을 지시했다고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15).

표현형식과 비평 언어의 관계를 언어의 두 가지 양식(문자 그대로의 언어와 기호일반) 측면

에서 조명해보면 다음과 같은 관계가 성립된다.

첫째, 표현형식이 기호 일반이나 문자 그대로의 언어와 달리 감각기관의 기능과 밀접한 관련

을 지닌 형식들이라면, 표현형식은 비평적 언어와 구별된다.

둘째, 표현형식이 기호 일반과 같으며, 비평적 언어에서 언어의 의미가 기호 일반을 뜻한다면

표현형식과 비평적 언어를 구별할 필요는 없게 된다.

셋째, 표현형식이 기호 일반과 같지만, 비평적 언어에서 언어의 의미가 문자 그대로의 언어에

국한된다면 비평적 언어는 표현형식 중의 한 양식을 가리킨다고 할 수 있다.

여하튼 표현형식은 비평적 언어와 관련이 있으며, 때로는 비평적 언어의 토대를 제공하는 근

본으로서 교육비평의 필수적인 도구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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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교육비평의 타당성 검토

Eisner가 제시한 교육비평의 인식적 지위는 어떠한가? 교육비평에 담긴 내용은 과학적 주장

과 마찬가지의 진리값을 가지는가? 교육비평의 내용이 믿을만하다고 말할 때 그 근거는 어디에

서 찾을 수 있는가?

Eisner는 교육비평의 타당성은 과학적 주장이 진실되다는 것과는 다른 측면에서 논의되어야

하며, 교육비평의 타당성을 알아보는 준거로 일관성, 합의, 지시적 적절성, 도구적 유용성 등을

제시하였다(Eisner, 1985: 99-101; Eisner, 1991: 53-61, 107-120; Eisner, 1994b: 236-249) .

교육비평의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기 위해서 Eisner의 인식론을 다른 각도에서 살펴볼 필요

가 있다. Eisner는 자신의 인식이론이 구성주의 관점에 토대를 두고 있다고 말한 적이 있다. 그

는 객관주의와 극단적 주관주의(solipsism)을 거부하고, 주관과 객관의 분리가 인식이론과 교육

연구에 해악을 끼쳤다고 말한다.

객관주의는 존재론적 객관성과 절차적 객관성으로 구별되는데, 존재론적 객관성은 인식 주체

의 바깥에 존재하는 사물의 상태를 있는 그대로 지각한다는 입장이며, 절차적 객관성은 사물을

있는 그대로 지각하기 위하여 개인적(personal) 판단의 여지를 제거하거나 제거하고자 하는 방

법을 개발하고 사용하는 것을 가리킨다. Eisner는 존재론적 객관성과 절차적 객관성이 모두 진

리의 대응이론(correspondence theory of truth)에 기초를 두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본

다. 우리가 알게 되는 모든 것은 경험을 통하며, 경험은 사전 경험들에 중재되고, 사전 경험은

유전적 능력, 기질과 태도, 문화, 언어, 요구, 모든 아이디어, 관습과 사태들에 의해 형성된다는

점에서, 사물의 상태를 있는 그대로 (투명하게) 지각한다는 객관주의는 잘못이라는 것이다

(Eisner, 1991 : 43-61). 극단적 주관주의는 자신들의 진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옳다는 것을 증명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점에서 비판의 대상이 된다.

이와 같이, Eisner는 인식에 있어서 객관주의와 극단적 주관주의를 모두 거부하고, 인식은 경험

을 통하며, 경험은 사전 경험들을 바탕으로 성립하게 된다는(Eisner, 1991 : 47) 틀의존적(framework-

dependent) 구성주의 관점을 취한다. 그러나 틀 의존적 구성주의 관점은 Searle이 제시한 관점지

상주의(perspectivism)의 문제점을 어떻게 피해갈 수 있을까?

관점지상주의는 일체의 지식 주장 및 그에 대한 평가는 항상 세계를 기술하고 설명하는 개념

적 수단을 제공하는 틀 내에서 이루어진다고 본다. 관점지상주의에 따르면, 어느 누구도 있는

그대로의 실재를 본 적이 없으며, 오히려 각자는 그 나름의 가정과 선입견을 갖고 그 나름의 관

점에서 실재에 접근한다는 것이다(심철호 역, 2000 : 36, 재인용). 만일 Eisner의 인식이론이 이

러한 관점지상주의와 구별되지 않는다면 누구의 관점도 옳다고 할 수 없는 상대주의 함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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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날 수 없게 된다. Eisner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Dewey의 자연주의적 경험이론에 기

대고 있다. Dewey는 인간유기체와 환경의 전체적-상호작용과 선언어적 인식의 중요성을 강조

하였는데, 이는 인간유기체와 자연의 연속성을 강조하는 것으로 인식의 자연주의적 기초를 제

시한 것이다.

우리가 직접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 세계는 무엇보다도 질적인 세계이며, 우리가 활동하는 바 그

모든 것은 질적으로 결정되는 것들이며(정순복, 1990 :122, 재인용)...... 이러한 상황의 질적인 특성을

가장 명료하게 드러내 보이는 것은 질적인 사유이며, 질적인 사유란 질적으로 경험되는 즉 경험

의 직접성으로서의 질성에 뿌리를 두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근본적으로 상황적인 것이기 때문에 사

유의 충만성과 풍부성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언어적인 기호들보다 앞서 있다(정순복, 1990 : 138,

재인용).

Eisner는 개념과 감식안의 생성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앞에서 Dewey가 말한 전체적-상호작용

의 의의와 선언어적 인식의 중요성을 아래와 같이 강조하고 있다.

경험은 우리들이 환경을 구성하는 특질들과 전체적-상호작용 하는 데서 생긴다. 여기서 내가 말하

는 특질이란 감각기관을 통하여 경험할 수 있는 환경의 질을 가리킨다. 우리가 파랗다, 뜨겁다, 키가

크다, 소란스럽다, 따끔하게 아프다 등과 같은 특질에 이름을 붙이기 전에도 우리는 그러한 질들을

이름 없이 경험한다(Eisner, 1991 : 17)

이와 같이 Eisner의 인식론의 타당성 근거는 인간유기체와 환경의 전체적-상호작용과 이 과

정에서 생기는 질적인 사유(선언어적 인식)를 주장하는 Dewey의 자연주의적 경험이론에 바탕

을 두고 있다. 이러한 Eisner의 인식론은 세계를 있는 그대로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객관주의 인

식론과 세계를 의식에 존재하는 대상으로 간주하는 주관주의 인식론을 거부하고 체험된 신체를

인식의 단초로 보는 Merleau Ponty의 현상학과 관련된다. Merleau Ponty는 객관적인 사고는

근본적으로 우리의 살아있는 경험 현상(the phenomena of our lived experience)을 왜곡시켜서,

우리 자신을 세계로부터 소외시키므로(Langer, 1989 : 149), 신체성에 뿌리를 둔 지각의 세계를

회복해야 한다고 하였다. 즉, 신체는 지각을 매개하는 역할을 하며, 사물이나 현상은 지각의 주

체자인 신체에 의해서 해석된 것이라는 것이다. 또한 언어는 그것이 서술하는 대상과 독립해서

있는 의미의 체계가 아니라 신체를 통한 지각화에 뿌리를 박고 있기 때문에, 지각을 사고로 환

원시킴으로써 우리의 전-과학적(前-科學的) 경험을 묵살하고 그것을 설명하지 못하는 지성주의

(intellectualism)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Langer, 1989 : 91). 따라서 언어의 진정한 의미는 개념

적 성격이 강한 추상적인 과학 언어보다는 덜 추상적이고 지각에 가까운 예술언어이며(박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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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1 : 133-148), '우리의 세계내 존재 방식을 있는 그대로 나타내는 것은 과학이 아니라 예술이

라' (김융희, 1992 : 35, 재인용)는 것이다.

Eisner의 인식론과 Merleau Ponty의 지각의 현상학은 객관주의와 주관주의의 인식이론을 거

부하고 인식의 근원을 신체(감각기관)의 지각에 두며, 인식에 있어서 비평적(예술적) 언어16)를

강조하는 데 공통점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17).

이러한 바탕 위에서 교육비평과 과학언어의 관계, 그리고 교육비평 언어의 타당성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먼저, Eisner가 말하는 언어의 의미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Eisner의 저서를 읽어

갈 때 곤혹스러운 것은 같은 단어를 한 가지의 의미로 일관성있게 사용하기보다는 다른 단어들

과의 비교를 통하여 그 의미를 드러내는 방법을 종종 택한다는 점이다. 언어라는 단어도 이러한

범주에 속한다. 우선 언어라는 말이 문자적 음성이나 문자로 된 표현에 한정되는가 하는 것이

다. 그가 제시한 비평 언어는 대개 문자로 표현되어 있다. 비평가는 감식안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에게 대상이나 사건의 특질을 파악할 수 있도록 자신이 접한 것을 언어(linguistic terms)

를 통하여 제시하는 것이다 (Eisner, 1985 : 105)는 대목에서 언어란 문자를 사용하는 언어를 가

리킨다. 그러나 그가 개념을 공적으로 표현하는 수단으로서 다양한 문화적 양식을 강조하고, 교

육연구와 평가에서 다양한 표현형식의 사용을 권장했다(Eisner, 1994a : 61-89)는 점에서는 문자

적 기호(linguistic symbol)에 한정되지 않는 것 같기도 하다.

그가 비평의 언어와 과학의 언어를 구별한 것은 분명하다. 그는 과학의 언어를 명제적 언어,

비평의 언어를 비명제적 언어로 보았다. 명제적 언어는 원칙상 우리가 경험하는 질의 특성을 드

러내기에는 충분하지 않으며, 사실상 우리가 알고자 하는 현실을 감환(reduction)시킨다. 이와

달리, 비평의 언어는 인간이 경험하는 질적인 특성을 전달할 수 있는 언어로서 사실들을 지시함

으로써가 아니라 넌지시 비춤으로써 전달한다(Eisner, 1985, 93). 비평의 언어(비명제적 언어)는

언어의 표현적 기능을 강조하며 생명의 질을 드러내고 그 질의 느낌이 어떠한지를 제시한다. 문

학은 비평 언어의 전형적인 사례이며, 메타포는 언어의 관습적 사용을 끊어서 숨겨진 의미를 드

러내고 유추의 힘을 발휘한다는 점에서 가장 중요한 도구가 된다(Eisner, 1994b : 220-225).

명제적 언어는 언어의 표상적 기능을 강조하여 명제의 내용과 세계와의 일치를 기준으로 진

리를 확정한다. 비평의 언어는 명제적 언어와 같은 차원의 진리 값을 가진다고 말할 수 없다.

비평의 언어는 보다 낫거나 보다 못하다는 적절성(rightness)의 준거18)에 의하여 타당성을 판단

한다. 이런 점에서, 교육비평의 타당성을 알아보는 준거로는 비평언어의 일관성, 합의, 지시적

적절성, 도구적 유용성 등을 들 수 있다.

우선, 교육비평은 앞뒤가 일치하여 모순이 없다고 느껴질 때 적절하다고 말할 수 있다. 구조

적 확증(structural corroboration)은 일관성을 판단하는 기준으로서 현상 속에 있는 여러 가지

사실들이 자신이 내린 결론을 어떻게 지지하는 지를 보여줌으로써 이야기가 타당하다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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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하는 과정을 가리킨다. 그러나 사기꾼의 이야기는 일관성이 있으므로 설득력이 있지만, 자

신이 내세우는 주장을 합리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증거자료만 모으고 제시하기 때문에 사실이

아닐 수 있다. 따라서 구조적 확증은 개인의 차원을 넘어서서 집단의 합의를 요구하게 되며, 이

를 복합적 확증(multiplicative corroboration)의 양식이라 부른다.

다음으로 교육비평은 지시적 적절성(referential adequacy)을 가진다. 지시적 적절성은 비평의

내용이 - 즉, 비평의 언어가 지시하는 것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것과 일치하는가를 따지는 것

을 말한다(Eisner, 1985 : 114). 만일, 교육비평이 지시적으로 적절하다면 사람들은 비평가가 말한

것을 교육현실에서 발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Eisner, 1985 : 101).

교육비평의 적절성을 판단하는 또 다른 기준은 비평의 유용성이다. 교육비평의 적절성은 비

평을 읽는 사람들이 비평을 통하여 얼마나 많은 도움을 받는가 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

우리가 어떤 아이디어의 생산성을 물을 때는 그것이 사실인가가 아니라 그것이 유용한가, 사람들

로 하여금 자신의 일을 더욱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주는가, 사람들이 현상을 보다 복합적이고

미묘한 방식으로 지각할 수 있도록 하는가, 중요한 문제를 처리할 때 그들의 지능을 개발시키는가를

묻는 것이다(Eisner, 1994b :237).

이러한 점은 교육비평의 일반화 가능성과 관계된다. 일반화란 교육 실제와 관련된 대상이나

사건에 대한 감식안을 개발시키며, 비평을 쓰는 능력을 키워주는가 하는 점을 따진다. 교육비평

은 특정한 대상을 조명하지만, 일단 그것을 파악하고 나면 다음 상황에서 그것을 찾게 되는 일

종의 미래에 대한 향도(嚮導)의 기능을 한다. 예를 들어, 어떤 교실에서 그렇고 그런 일이 일어

난다는 것을 알게 되면, 우리가 방문하는 다른 교실에서 그러한 상황이 일어나는가를 주목하게

된다19). 이와 같이, 비평 언어의 타당성은 진리값이 아니라 적절성에 의거하여 판단되며, 일관

성, 합의, 지시적 적절성, 도구적 유용성 등의 준거를 얼마나 만족시키는가에 달려있다.

그러나 교육비평이 일관성, 합의, 도구적 유용성 등을 지닌다고 하더라도 Searle(심철호 역,

2000)이 말한 관점지상주의가 안고 있는 상대주의적 함정을 면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비평 언어

의 타당성은 상기한 준거들보다는 지시적 적절성을 만족시키는가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관건

이 된다. 지시적 적절성은 비평의 내용이 묘사되고 해석되며 평가의 대상이 되는 현상

(phenomena)에 비추어서 판단하는 것을 말한다(Eisner, 1994b : 240-241). 여기서 말하는 현상이

란 인식주관과 세계의 전체적-상호작용으로 생기는 지각적 경험의 내용을 의미하는 것으로, 교

육비평의 내용이 실재를 얼마나 표상(지시)하는 지를 검증하는 것과는 의미가 다르다. 만일, 그

렇지 않다면 지시적 적절성을 확인하는 방법은 비평을 읽는 사람이 비평 속에 묘사된 것을 현

실 속에서 찾아서 확인을 해야 하는데, 그 확인의 과정이 확인하는 사람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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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할 수밖에 없으므로 상대주의 함정에서 벗어나기 어렵게 된다.

이와 같은 생각은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Eisner의 인식이론이 보다 확고한 근거를 가지기

위해서는 Dewey의 자연주의적 경험이론을 더욱 철저하게 밀고 나가거나, Merleau Ponty의 현

상학을 수용하는 것이 낫다는 뜻이다. 즉, Dewey의 지각적 경험과 Merleau Ponty의 신체지각

의 현상학을 바탕으로 하여 질적 사유(선언어적 지식)과 예술언어를 더욱 강조하는 일이 된다.

이러한 전제 속에서, 명제적 언어와 비명제적 언어는 단순히 구별되는 것이 아니라 그 둘은 연

속적인 관계에 있고, 비명제적 언어가 인식에 있어서 보다 근원적이며, 인식의 근원은 신체 체

험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게 된다. 따라서 Eisner는 은유의 체험적 근거를 더욱 강조할 필요가 있

었다고 생각한다. Lakoff와 Johnson(노양진, 나익주 역, 1995)은 은유의 체험적 근거를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은유의 본질은 한 종류의 사물을 다른 종류의 사물의 관점에서 이해하고 경험하는 것이다...... 은

유는 원칙적으로 한 사물을 다른 사물의 관점에서 생각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은유의 중요한 기능은

이해이다......우리는 실제로 어떤 은유도 그 체험적 근거로부터 독립해서는 이해될 수 없을뿐더러 적

절히 표현될 수조차 없다고 생각한다(노양진, 나익주 역, 1995 : 23, 43).

결론적으로, Eisner의 교육비평이론은 인간유기체와 세계의 전체적 상호작용 , 선언어적 인

식(질적인 사유, 신체화된 지각) 의 중요성, 그리고 표현 도구로서의 은유의 기능을 더욱 철저

하게 밀고 나갈 때 타당성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Ⅴ. 결 론

본 연구에서는 교육비평의 인식론적 근거와 그 타당성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보다 구체

적으로 말하면, Eisner의 교육비평에 전제된 인식이론의 성격을 밝히고, 인식이론과 교육비평의

관련성을 살피며, 인식이론의 토대 위에서 교육비평의 타당성을 검토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목

적 달성을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Eisner가 쓴 논문과 저서들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를 통하여 밝혀진 결과를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첫째, 교육비평의 인식이론은 인간유기체가 세계를 구성하는 특질과 전체적 상호작용하는 가

운데서 개념을 형성하고, 형성된 개념을 표현형식을 통하여 외부로 표현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Eisner의 인식이론은 Dewey의 자연주의적 경험이론을 바탕으로 하고 있으나, 특질의 존재나 표

현형식의 개념이 명확하지 못한 문제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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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교육비평을 구성하는 두 가지 요소인 감식안과 비평쓰기는 각각 인식이론에서의 개념

형성과 표현형식과 관련되어 있다. 감식안은 개념형성과 동일한 현상이거나 특정한 목적 아래

개념형성을 바탕으로 구성되는 것이다. 비평쓰기의 주요한 매체가 되는 비평언어는 표현형식과

같은 의미를 지니거나 표현형식 중의 한 양식을 가리키게 된다.

셋째, 교육비평이 관점지상주의의 상대론적 함정을 피하기 위해서는 지시적 적절성의 준거를

만족시켜야 하며, 그것은 Eisner의 인식이론이 Dewey의 자연주의 경험이론이나 Merleau Ponty

의 지각현상학에 더욱 천착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여, 교육비평의 인식론은 Dewey의 자

연주의 경험이론에 근거하지만, 교육비평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더욱 철저하게 Dewey

의 입장을 따르거나 아니면 현상학적 기초를 굳건히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교육비평은 교육연구와 교육평가를 포함한 교육학

전반에 팽배한 과학주의에 도전하여 그 한계를 지적해내고 대안을 제시하고자 했다는 점에서

가치가 크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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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tudy on the Epistemological Background
of Educational Criticism

Kim, Da e -Hyun*1)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epistemological background of the

educational criticism and to examine its validity. To archive this purpose, three research

questions were asked: 1) What is the epistemological background of Eisner' s educational

thought? 2) What is the relation between the epistemological background of Eisner' s

educational thought and educational criticism? 3) How does it valid the epistemological

background of educational criticism?

The method of this study was to review and analyze the related literature. The main

resources consisted in Eisner's books and articles on education and educational criticism.

And the others' books and articles that argued on Eisner' s educational cricticism theory were

analyzed, too.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it was identified that the epistemological background of Eisner' s educational thought

was based on the naturalistic epistemology of Dewey. But there was something uncertain in

epistemology of Eisner' s educational thought. It was not clear whether the qualities could be

properties attached to environment or could be constructed through the transaction between

human organism and environment. And the forms of representation which human organism

used to transmit what he had got by experiencing had a manifold meaning.

Second, the educational connoisseurship was a kind of conceptualizing that made up with

the intention of evaluating the objects human organism was interested in or was the same

as conceptualizing. And, the language which made up educational criticism was a kind of

forms of representation or was equal to forms of representation. And, the educational

* Department of Education, Pusan National University

Abstra c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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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noisseurship was to conceptualizing what educational criticism was to the forms of

representation in Eisner's educational thought.

Third, to keep the epistemological background of educational criticism from being caught

in trap of the relativism, which is called perspectivism, Eisner' s educational criticism should

be based on the naturalistic epistemology of Dewey or Merleau Ponty' s phenomenology of

perception.

Key Words : educat ional cr i t icism, educat ional connoisseur ship. forms of representat ion,

natural ist ic epistemology of Dewey

1) Eisner는 교육비평을 사용한 총 12편의 박사학위 논문이 Stanford 대학교에서 1985년까지 완성되었음을

밝히고 있다. Eisner, E. W. (1985). The art of educational evaluation: A personal view. Philadelphia: The

Falmer Press, 181.

2) 교육학 분야에서는 남상화의 연구가 있다. 남상화(1993). 교육과정 평가방법으로서의 교육적 비평의 가능

성.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3) Dewey의 자연주의적 경험이론이라는 말은 『고대 희랍부터 현대까지의 미학의 역사』(Aesthetics f rom

classical Greece to the present: A short history)이라는 저서에서 Bearsley가 Dewey의 인식이론을 설명하기

위하여 사용한 것을 따랐다. 이성훈, 안원현 역(1998). 미학사. 서울: 이론과 실천, 392.

4) trans-action이라는 영어 단어의 의미를 전달하는 데 적합한 우리말을 찾는 것은 무척 어렵다. 여기서는

trans-action의 의미가 인간유기체와 환경 사이의 분리를 거부하며 전체라는 장 속에서 서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전체적-상호작용으로 번역하였다.

5) Cognition and curriculum reconsidered 에 소개된 그의 인식 모형을 연구자가 수정한 것이다.

6) 질적 특성에는 환경을 구성하는 특질처럼 주어진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지와 같이 인간이 만들어내

는 것도 있다. Eisner(1985) :160.

7) awareness는 지각을 통하여 앎을 갖게 되는 것을 말한다. 본문에 나오는 지각적 인식은 바로 awareness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8) 이러한 입장을 표상주의라고 할 수 있다.

9) 여기서 인식(appreciation)이란 어떤 것의 가치나 질을 평가하는 활동, 감각기관을 가지고 차이를 알아차리

는 것을 가리킨다.

10) Dewey는 비평이 예술작품에 대한 지각력을 재교육(re-education)하는 기능을 가진다고 하였다. 여기서 재

교육한다는 것은 비평이 그것을 읽는 사람의 지각하는 능력을 향상시킨다는 점을 말한다. Dewey, J.

(1958). Art as experience. New York: G.P. Putnam's sons, 324.

11) 인간유기체의 경우에 있어서 신체와 정신은 질적으로 다른 별개의 사태가 아니라 정신이 신체의 보다 복합적인

활동의 연장 내지 결과를 가리킨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신체화된 정신은 자연주의 인식론의 핵심을 이룬

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Dewey가 이러한 자신의 견해를 체계적으로 진술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노양진

(1997). 로티의 듀이 해석, 김동식 엮음. 로티의 철학과 과학. 서울: 철학과 현실사, 84-85 참조.

12) Dewey가 경험으로서의 예술 에서 말하는 하나의 경험(an experience)는 미적 경험과 같은 의미를 지닌다.

13) 특히, 지적인 경험은 그 자체가 완전한 것이 되기 위해서는 미적인 특징을 가져야 하기 때문에 엄격한 의

미에서 미적인 경험과 분리될 수 없다는 것이다. Ratner, J. (1939). Intelligence in the modern world: John

Dewey's philosophy. New York: The Modern Library, 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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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질적인 사유란 세계는 질적인 특성들로 구성되어 있고, 주어진 현실을 감환(reduction)의 방식을 통하여

파악하고자 하는 과학 등과 같은 학문적 탐구를 통해서는 이러한 질적 특성의 파악에 한계가 있다는 점

에서, 욕망(精意的)과 사고(認知的) 그리고 지각적 경험(身體的)의 통합적 작용으로 세계의 특질을 파악하

는 수단을 가리킨다.

15) 교육비평에서 사용하는 언어가 말 그대로 언어(linguistic terms)라고 볼 수 있는 대목은 많은 곳에서 발견

된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Eisner, E. W. (1985). The art of educational evaluation: A personal view.

Philadelphia: The Falmer Press, 182, 186. Eisner, E. W. (1994). The educational imagination: on the design

and evaluation of school programs. 3rd. New York: Macmillan College Publishing Company, 217, 219, 227.

특히, 그는 언어(words)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을 언어(words)로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하는 비

평의 역설 대목에서는 비평의 언어가 말 그대로의 언어라는 점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Eisner가

비평 언어의 기능을 어떤 것을 translating'이 아니라 rendering'하는 것이라고 하였을 때, rendering이 비

평가가 비평을 읽는 사람에게 비평의 내용을 통하여 자신이 본 것을 볼 수 있도록 하는 작용이라는 점에

서 비평의 언어가 언어적 표현에 머물지 않고 기호 일반으로 확대될 수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 Eisner, E.

W. (1994). The educational imagination: on the design and evaluation of school programs. 3rd. New

York: Macmillan College Publishing Company, 219-220.

16) Eisner는 비평의 언어와 예술 언어를 구별한다. 그는 비평의 언어는 예술의 언어와 마찬가지로 본질적으

로 비명제적이다 (Eisner, 1994b :223)라고 말함으로써 비평의 언어는 예술의 언어와 다르지만 비명제적이

라는 점에서 공통점을 지닌다. 그는 비평의 언어를 예술적(artful)으로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라고 말하며,

시어(詩語)의 사용을 예로 들고 있다.

17) Eisner의 인식론이 현상학과 어떤 관련이 있는가 하는 것을 탐구하는 것은 Pinar 등의 말처럼 탐구되어야

할 과제이다. Pinar, W. F., Reynolds, W. M., Slattery, P., and Taubman, P. M. (1995). Understanding

curriculum: An introduction to the study of historical and contemporary curriculum discourses. New York:

Peter Lang, 412. Dewey의 자연주의적 경험이론이 현상학과 관련이 있다는 점에서, Dewey의 자연주의적

경험이론에 바탕을 두고 있는 Eisner의 인식이론이 현상학과 깊은 관련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Dewey

의 자연주의적 인식론과 현상학의 인식론에는 많은 공통점이 있으며, 이 문제를 탐구하기 위한 노력이 요

구된다. Bernstein(1966)도 이와 같은 견해를 가지고 있다. 정순복 역(1995). 죤 듀이 철학 입문. 서울: 예전

사, 236-237 참조.

18) Eisner는 비평 언어의 타당성의 준거를 적절성 으로 생각하였으며, 이러한 그의 생각은 Goodman의 견해

에 힘입은 바가 크다고 말하고 있다.

19) 그러나 이러한 예견이 지각을 왜곡시키는 경우가 있으므로 예견과 지각 사이의 균형이 요구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