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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예술적 경험의 성격에 비추어 경험에 의한 학습의 의미를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입

시위주의 교육에 익숙한 사람들에게 학습은 문자로 구성된 지식을 있는 그대로 암기하는 것이라는 생각

이 널리 퍼져 있다. 하지만 삶의 경험을 통해서 배운다는 관점에서 보면 학습은 경험을 창조적으로 재

연하기 로서 규정될 수 있다. 경험의 성격이 잘 드러나는 예술적 경험의 성격에 비추어 보면, 학습은

1) 학습자의 능동적 참여, 2 ) 학습자의 전체 마음의 작용, 3 ) 행위적, 지적, 정서적 요소의 통합적 작용

4 ) 학습자가 이미 가지고 있는 마음 전체와 주어진 학습내용이 마주치고 조절되는 이해와 창조의 과정

을 특징으로 한다. 경험의 창조적 재연으로서 학습의 관점에서 보면 학습은 학습자의 마음 전체와 학

습할 내용이 만나는 데에서 시작된다. 학습의 주요 관심사는 전체로서의 마음이 새로운 내용을 어떻게

전체 마음에 의미 있게 포섭하는가 하는 것이 된다. 즉 경험의 창조적 재연으로서 교수-학습은 제시된 내용

그 자체보다 학습자의 마음 전체에 학습의 무게중심을 두는 것이며, 그리고 학습자의 마음과 제시된 내용이

만나서 조절되고 균형을 이루어 나가는 과정에 주된 관심을 두게 된다. 학습에 대한 이러한 생각은 이미 있는

내용, 학습자 밖에 있는 내용에 강조를 두는 교과중심교육과정관이나 학문중심교육과정관과는 전혀 다른 교

육적 패러다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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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20세기 교육학 또는 교육철학의 중요한 과제 중의 하나는 교과의 성격을 밝히는 데에 있었

다고 말해도 좋을 것이다. 교과가 무엇인가 하는 물음은 단순히 교육내용의 성격을 명료화하

는 것만이 아니라 교육내용을 중심으로 교육목적과 교육방법을 재규정하는 것이며, 그런 점에

서 교육의 성격을 재정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1) 교과의 성격을 재규정하려는 움직임의

배경에는 학교에서 행해지는 대부분의 교육이 단순 암기에 의해서 아무짝에도 쓸모 없는 죽

은 지식 을 가르치고 있다는 데에 대한 반성이 있다. 이 문제에 대한 주요 대답은 교과는 경험

이라는 경험중심교육과정관과 교과는 학문이라는 학문중심교육과정관이다.

경험중심교육과정의 아이디어를 가장 체계적으로 제시한 학자는 John Dewey이다. 그런데

Dewey의 경험중심교육과정의 아이디어는 경험 이라는 말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크

게 세 가지 관점으로 해석되어 왔다. Dewey에 대하여 비판적인 입장에 있는 이론가들은 경험

중심교육과정관을 경험의 주체가 학습자라는 사실에 주목할 때에 아동중심주의로, 경험이 일

상적인 사회적 삶의 내용이라는 점에 주목할 때에 생활적응주의나 사회적 순응주의로 이해한

다. 한편 Dewey를 옹호하는 입장에서는 경험개념을 반성적 경험으로 보고 Dewey의 경험중심

교육과정관을 지식을 획득하는 사고능력에 강조를 두는 진정한 의미의 주지주의로 해석한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경험중심교육과정관은 학문중심교육과정관과 크게 다르지 않다. 즉 학문

중심교육과정에서 말하는 탐구방법, 탐구할 줄 아는 능력, 지식의 진위 판별방법은 Dewey가

말하는 반성적 사고와 같다는 것이다. 따라서 경험중심교육과정은 경험에서 교과(학문)로 나아

가는 것이라면, 학문중심교육과정은 교과(학문)에서 경험으로 나아가는 것이 된다. 즉 양자는

어느 것을 출발점으로 삼느냐 하는 것에서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결국 동일한 성격을 띠고 있

는 것으로 간주된다.

그런데 경험에 의한 학습의 의미에 대한 충분한 해명 없이 양자를 동일한 것으로 보게 될

때 학문과 경험의 대립은 교육학적 아이디어의 발전을 위한 생산적인 문제로 활용되기보다는,

어느 한 편의 우열을 따지는 명분을 위한 논쟁으로 끝나고 말거나 그 대립을 어느 한 쪽의 우

열을 판단함으로써 해소되고 마는 결과가 초래된다. 더군다나 Dewey를 주지주의자로 보는 것

은 학문의 입장에서 경험중심교육과정관을 흡수시켜 버리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즉 경험은

탐구하는 경험으로 이해되거나 경험은 학문으로 귀결되어야 한다는 식으로 이해되게 된다(이

1) 20세기에 가장 많이 논의된 교육철학자의 중요 저술과 논문인 Dewey(1916)의 민주주의와 교육 ,

Peters(1966)의 윤리학과 교육 , Hirst(1965)의 자유교육과 지식의 성격 은 이런 문제의식을 잘 보여준다.

그 결과 20세기 후반에 와서 소위 교육과정철학 이 교육철학의 가장 주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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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한 지적은 Dewey를 옹호하는 입장에도 해당된다).2)

필자가 보기에 경험을 반성적 경험과 동일시하고 Dewey를 전통적인 의미의 주지주의자로

규정하려는 생각은 Dewey가 염두에 두고 있는 경험의 아이디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

다. 오히려 그러한 관점은 철학을 재건한다는 Dewey의 생각을 완전히 오해하는 것이며

Dewey의 철학을 전통철학의 아류로 환원시켜 버리는 결과를 낳게 된다. 왜냐하면 전통철학의

관점에서 말하는 주지주의는 바로 Dewey가 극복하려는 대상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 시점

에서 중요한 것은 경험중심교육과정의 아이디어를 그리고 교육학적 논의의 지평을 확대시키기

위한 논의의 방법을 찾는 것이다. 이러한 방법의 하나가 경험에 의해서 학습한다는 것의 의미

를 다시 한번 고찰해 보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본 논문에서는 전통적인 의미의

주지주의를 넘어서려는 Dewey의 경험개념과 Dewey의 경험개념에 대한 확대된 해석에 비추

어서 경험에 의한 학습의 의미를 탐구할 것이다. 여기서 고려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사실은,

Dewey가 직접 언급하고 있듯이, 경험은 일차적으로 인지적인 것이 아니다 라는 점이다(DE :

140).3) 이 점을 보여주기 위해서 본 논문에서는 예술적 경험의 성격을 분석함으로써 이성적

사고를 넘어서는 사고의 가능성과 이성적 사고에 의한 학습을 넘어서는 학습의 가능성이 있음

을 밝히게 될 것이다.4)

2) Dewey를 옹호하면서 Dewey의 경험중심교육과정의 아이디어를 진정한 주지주의자로 보는 국내 연구로는

김규욱(2001), 박준영(1995), 송도선(1998) 등이 있다. 여기에 대하여 학문중심교육과정의 입장에서 경험과

학문의 동일성을 주장하는 대표적인 국내 연구로는 이홍우(1992; 1997)가 있다. 이하의 논의에서 분명해지

겠지만 경험중심교육과정관과 학문중심교육과정관을 유사하거나 동일한 것으로 보는 데에는 경험과 지식

에 대한 Dewey의 생각을 잘못 이해하는 데에서 비롯된다. 이러한 오해의 주요한 원인은 전통적인 지식관

이나 경험관에서 비인지적인 것이라고 생각되는 질적 특성을 경험과 지식의 중요한 요소로 포함하는

Dewey의 철학체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데에 있다.
3) Dewey의 저술은 주로 약칭을 사용한다. 이 글에서 사용되는 약칭은 다음과 같다.

AE : Art as Experience

DE : Democracy and Education

EEL : Essays in Experimental Logic

EN : Experience and Nature

HWT : How We Think

EE : Experience and education

LTI : Logic : The Theory of Inquiry

QC : The Quest for Certainty

QT : Qualitative Thought

RP : Reconstruction in Philosophy
4) 여기서 예술적 경험이라는 것은 일상적 경험이나 학문적 이론적 경험과 별개의 것이 아니다. Dewey의 관

점에서 보면 예술적 경험은 일상적 경험이나 이론적 경험과 연속선상에 있는 것이다(AE : ch. 1). 즉 경험

의 성격은 이론적 경험보다는 예술적 경험에 의해 더 잘 드러난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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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경험과 사고의 두 양태

Dewey의 경험을 반성적 사고의 경험과 동일한 것으로 보는 경향은 교육학뿐만 아니라 철

학에도 널리 퍼져 있는 사실이다. 여기서 반성적 사고의 과정은 흔히 전통철학에서 말하는 이

성을 구사하는 사고의 과정으로 이해된다. Dewey의 경험을 평가할 때에 이성을 구사하는 경

험이라는 관점에서 Dewey를 보게 된다면 Dewey의 생각을 완전히 오해하게 된다. Dewey에

의하면 사고에는 이성적 사고 이외에 질성적 사고가 있으며 질성적 사고도 이성적 사고만큼이

나 삶의 세계를 이해하는 데에 중요한 사고의 양태이다. 그리고 인간 삶에 보다 광범위하게 적

용되며 삶의 의미와 깊은 관련을 맺고 있는 것은 이성적 사고보다 질성적 사고라고 할 수 있

다. 그런 점에서 보면 사실 지금까지 Dewey의 철학과 교육사상에 대한 오해의 근원은 이성중

심주의의 사고에서, 이성이라는 관점에 모든 것을 고정시켜 놓고 Dewey의 경험과 사상을 이

해하고 평가하려고 했다는 데에 있다.

Dewey에 의하면 경험은 일차적으로 인지적인 것이 아니다 (DE : 140). 다시 말하면 경험의

핵심은 지적인 것 이외에 다른 요소가 있으며, 지적인 것이 핵심적인 요소도 아니라고 볼 수 있

다. 이것은 경험에는 이성적인 사고에 의해 포착되는 것 이외에 또 다른 측면이 있으며, 이것은

이성 외적인 사고에 의해서 파악된다고 할 수 있다. 이성 외적인 사고를 가리켜 Dewey는 질

성적 사고 (qualitative thinking)라고 명명한다(QT : 251). 근대의 감각론적 원자론적 경험주의

가 그러했듯이 흔히 경험은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대상을 경험한다는 생각이 널리 퍼져 있다.5)

예를 들어 사람들은 정원 전체를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정원에 있는 나무 하나, 또는 그 나무의

어느 흔들리는 나뭇가지 하나를 경험한다는 식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경험은 감각

적인 요소만을 생각한다 할지라도 언제나 일정한 규모의 상황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다. 그리

고 물리적인 것만이 아니라 사회적이고 심리적인 것까지 포함한다면 상황은 매우 복잡한 것이

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정원에 있는 하나의 나무를 보는 경험은 정원 전체에 있는 한 그루

의 나무를 보는 것이며, 일정한 마음상태를 가지고 보는 것이다. 그것은 그 나무에 대한 그 사

람의 지식이 포함되어 있을 수도 있으며, 그 나무를 그 곳에 심기까지 관계된 과거 경험이 관련

되어 있으며, 그것을 보는 순간의 사회상황—평화로운 시기인가 전쟁 시기인가, 또는 지구 전체

의 위기상황인가 아닌가, 경제적 호황기인가 불황기인가, 나무의 가치가 급등하는 경제적 사태

5) 이러한 생각은 지식을 중심으로 생각한다는 점과 함께 근대 경험론의 가장 기본적인 특징이다. 이 생각은

소위 근대 경험론의 분석주의와 환원주의로 명명되며, 근대 경험론의 치명적인 결함이다(Quine, 1961). 여

기에 대하여 경험은 상황이라는 생각은 분석주의와 환원주의를 넘어선 전체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Dewey의 경험론은 근대 경험론과는 전혀 성격이 다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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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가 환경이 심각한 문제가 되는 사태인가 등등—이 또한 관여되고 있다.

이런 점을 고려해 볼 때, 경험의 구체적 대상은 경험상황 전체이며, 이 전체의 상황을 하나

의 상황으로 인식하게 되는 것은 이 상황 전체를 하나의 상황으로 묶어 주는 상황 전체의 질

적 특성이 있을 때에 가능하다. 따라서 사고의 일차적 대상은 항상 질적 특성을 가진 전체 이

다. 바로 질적 특성을 가진 전체 또는 상황 전체의 질적 특성을 파악하는 사고의 작용이 질성

적 사고라고 할 수 있다. 질성적 사고는 경험 전체의 경험상황을 대면하는 것인 만큼 모든 사

고의 시작이요 기초가 된다. 본격적인 사고, 즉 이성적 반성적 사고는 [반성적] 사고 행위와는

구별되는 그리고 [반성적] 사고 행위 이전에 일차적 경험에서 포착된 무엇, 즉 경험상황에서

직접적으로 포착된 질적 특성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QT : 259). 사고의 결과를 제시하는 진

술(지식)도 직접 경험에서 포착된 원래의 사고자료에 관한 것이며 이 사고자료도 질적 특성

을 가진 전체이다 (QT : 250). 이런 점에서 이성적 사고 또는 반성적 사고는 질적 특성과 이를

파악하는 질성적 사고를 제외하고는 적절히 이해될 수 없다. 이런 점에서 보면, 이돈희 교수도

지적하고 있듯이, 이론적 사고도 원천적으로는 질성적 사고와 단절된 경험이 아니라 그 한 측

면에 지나지 않는다 고 볼 수 있다(이돈희, 1993 : 95).

질성적 사고와 이성적 사고는 두 개의 구분되는 사고이다.6) 그런데 문제는 양자 사이가 완

전히 구별되는 것으로만 볼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검토하기 이전에 경

험개념에 대한 또 하나의 일반적인 오해를 잠시 언급하는 것이 필요하다. 보통 사람들은 인식

론과 관련해서 경험을 일회적이고 순간적인 것으로 보는 경향이 있다. 사실 근대 경험론자들

도 경험을 모든 지식의 원천으로 보기는 했지만 경험을 일회적 순간적인 것으로 보았다는 점

에서는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Dewey는 경험은 일정한 시간을 두고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았다.

이것은 우리가 경험이라는 말을 쓰는 일상적인 의미와 거의 동일한 것이다. 예를 들어 우리는

즐거웠던 학창시절의 경험, 잊을 수 없는 첫사랑의 경험, 괴로웠던 고 3의 경험과 같은 것들이

잘 보여주듯이 경험은 그 전체를 묶어 주는 모종의 질적 특성을 갖고 있으면서 동시에 상당한

시간 간격을 갖고 있는 것이다.

이런 경험들은 전체적인 삶의 흐름 속에서 특정한 관점에서 묶어 낸 것으로 경험의 단위,

즉 하나의 경험 이 된다. 하나의 경험은 시간적 간격을 가지고 있는 만큼 시작과 과정과 끝이

있다. 여기서 시작과 과정과 끝이 있다는 것은 하나의 경험이 연결된 내용을 가지고 있다는 것

6) Dewey는 사고의 두 유형을 구분하고 있다. 두 유형의 통합성 여부는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지는 않다.

Dewey에 의하면 일상적인 경험에는 서로 다른 두 가지 종류가 있으며(EEL : 2), 이것은 각각 일차적 경

험과 반성적 경험으로 구분된다(EN : 3-4). 일차적 경험은 우연적이며 최소한의 반성적 사고의 결과로 경

험된 것 을 말하며, 반성적 경험은 계속적이고 잘 구사된 반성적 경험의 결과로 경험된 것 을 의미한다

(EN : 3-4). 여기서 이 두 가지 경험은 경험의 양태 또는 사고의 양태로 보아도 무방하다(박철홍, 1994a :

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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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의미하며, 따라서 하나의 경험은 그 경험에서 문제가 되는 내용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었

다는 점에서 완결성을 띠고 있다(이런 의미에서 하나의 경험을 완결된 경험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모든 사건이 그러하듯이 시간 간격을 가지고 있는 하나의 경험 은 시간적 추이에 따른

경험내용의 변화와 관련하여 시작단계인 일차적 경험의 단계, 중간단계인 반성적 경험의 단계,

그리고 마무리 단계인 완결단계라는 세 단계로 나누어진다.7)

보통 일차적 경험의 단계는 질성적 경험 양태가 작용하는 단계, 반성적 경험의 단계는 반성

적 사고가 작용하는 단계, 그리고 완결단계는 다시 질성적 사고가 작용하는 단계로 이해된다.

여기서의 언급이 보여주듯이 지금까지 반성적 사고의 단계는 흔히 말하는 언어와 상징을 이용

하는 이성적 사고의 단계로 이해되어 왔다. 그것은 논리적, 이성적 추론에 의해 보편적 결론에

이르는 단계로 보는 것이다. 하지만 앞에서 지적했듯이 이성적 사고가 그 기원을 질성적 사고

에 두고 있다면, 또한 언제나 그러하듯이 반성적 사고도 질적 특성을 가진 상황 전체와 관련해

서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반성적 사고는 순전히 이성적인 사고의 단계라고 볼 수 있는가 하는

의문을 제기하게 된다. 이런 의문제기의 이면에는 반성적 사고의 단계에도 인간의 사고는 단

순히 이성적 사고에 의해서만 전개되는 것이 아니라 질성적 사고를 동시에 활용하면서 사고가

이루어진다는 가정을 하고 있다. 만일 그렇다면 가장 전형적인 인간 사고의 모습은 질성적 이

성적 사고 , 축약해서 질성적 이성 이라고 할 수 있다.8)

7) 세 단계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위해서는 박철홍(1995)을 참고할 것.
8) 여기서 질성적 이성이라는 개념을 보다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것은 이 글의 논의의 근거로서는 중

요하지만 본 논문의 주제는 아니다.

두 가지 인식 능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은 예술에 대한 풍부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학자들에 의해 널리 주장되어

왔다. Cassire는 세상을 파악하는 데에 쌍안경적 시각 , 즉 과학적 시각 과 예술적 시각 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다. 그런데, 그는 이 양자가 상호 보완적이기는 하지만, 서로 독립된 것으로 생각한다. Cassire가 생각하기에

과학과 예술은 완전히 다른 차원에서 활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양자는 서로 대립되지도 방해하지도 않는

다 (Cassirer, 1945 : 170). Langer도 역시 유사한 관점에서 인간의 삶은 서로 구분되는 두 가지 형태의 지식, 사

고, 의사소통의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즉, 지식을 중심으로 말한다면 추론적 이성적 앎의 형식

(discursive form of knowing)과 비추론적 예술적 앎의 형식(non-discursive form of knowing)이 있다는 것이다

(Langer, 1957 : ch. 2). 양자의 통합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모든 종류의 이원론을 극복하

려는 철학적 입장에 비추어 볼 때 Dewey는 단순히 쌍안경적인 시각 이 있다는 것을 넘어서서 두 가지 앎의 형

식의 불가분리성을 보여주려고 했다고 보아도 좋을 것이다. 하지만 이 문제에 대한 Dewey의 입장에 대한 명쾌

한 연구는 없다. Ponty는 심미적 이성 이라는 개념을 제안했으며(Ponty, 1945), 김우창은 이 개념을 인문학과

사회과학의 핵심적 개념으로 제안하고 있다(김우창, 1992). 그러나 이 개념은 심미적 이라는 수식어가 예술적인

의미가 강하다는 점에서 본 연구자가 주장하는 종교적 경험의 양태 를 포섭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고 생각된다.

이 개념과 관련된 문제는 또 하나의 중요한 문제로서 별개의 연구를 통해서 자세히 다룰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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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질성적 사고와 이성적 사고의 통합 가능성

질성적 이성적 사고 또는 질성적 이성이라는 표현은 적지 않은 사람들을 놀라게 만들 가능

성이 있다. 왜냐하면, 이것은 전통철학에서는 물과 기름의 관계로 보는 지적 사유와 비지적 사

유를 하나의 실체로 보는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예술가에 의해 실제로 행해지

는 예술적 경험의 특성을 고려해 보면, 이 두 가지 상반되는 사유의 양태가 통합되어 있다는

생각이 어느 정도 성립 가능하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예술가들이 사고하는 방법은

질성적 이성적 사고의 전형을 보여준다고 말할 수 있다. 여기서 예술가의 사고방식 또는 예술

적 경험의 특성을 이야기한다고 해서 경험에 대한 관심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상적인 경

험, 즉 삶의 세계에서의 경험을 벗어나서 관념적인 경험으로 넘어가는 것은 아니다. Dewey의

생각에 의하면, 경험의 관점에서 보면 예술은 가장 세련되고 밀도 있는 상호작용의 형태로서,

삶의 세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상적인 경험이 가장 풍요롭게 완성된 상태의 대표적인 예이

다(AE : ch . 1, ch . 2).

두 가지 양태의 사고가 통합 가능하다는 생각을 이해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첫번째 사실은

하는 것, 사고하는 것, 감상하는 것, 다시 말하면 실제적인 것, 이론적인 것, 심미적인 것 사이

를 전혀 별개의 영역에 속한 것으로 구분하는 전통철학의 사고방식을 극복하는 것이다. 일반

적으로 예술이라는 말은 주로 창작하는 행위, 즉 하는 것이나 만드는 것을 가리키는 것으로 사

용되어 왔다. 예술가는 사고하는 사람이라기보다는 구체적인 사물을 가지고 무엇인가를 만들

어 내는 쟁이로 취급되어 왔다. 반면에 사고는 만드는 것과는 독립된 것으로서 그 자체를 완전

한 이성 또는 마음의 작용으로 간주되었다. 이성의 작용으로서의 사고는 모든 참된 지식의 원

천이며 참된 실재에 이르는 유일한 길로 보아왔다. 그리고 감상하는 것 또는 심미적인 것은 반

성적 사고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직접적인 지각작용에 의해 주어진 지각내용을 그냥 향유하

는 것을 뜻하는 것으로 생각했다(AE : 46-47). 그리하여 전통적으로 예술가들이 하는 창작행위

로서의 예술적 경험은 사고와 무관한 것일 뿐만 아니라 심미적인 것과도 분리된 것으로 생각

되었다.9)

9) 이러한 전통의 기원은 고대 그리스 시대의 지식과 이성 중심의 철학에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그리스

시대에는 이성만이 인식의 참된 방법으로서 감각을 넘어서서 참된 실재를 인식할 수 있게 해 준다고 생각

하였다. 그리고 경험은 감각과 관련된 것이며 시시각각 변화하는 것만을 포착할 뿐이며, 세계의 진정한 모

습을 알게 하여 주지는 못한다고 생각하였다. 이러한 경험에 대한 경멸적인 관점 은 바로 이론적 활동을

실제적 활동보다 우위에 두는 [경험과 지식에 대한] 지나치게 일방적인 생각을 반영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

다 (EN : 355). 실행적인 것(the practical) 실지로 무엇인가를 하는 것 은 하는 것, 만드는 것으로서의 예

술과 동일시되었고, 이론적인 것은 실행적인 것과는 무관한 아는 것으로 생각하였다. 전자는 바로 경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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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적인 것(예술적인 것 또는 기예적인 것), 사고하는 것, 심미적인 것을 개념상 서로 명

확히 구분하는 것은 이해와 논의를 위해서는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일이며 또한 필요한 일일

것이다. 문제는 그러한 개념적 구분이 개념상의 구분을 넘어서서 실제 삶의 사태를 올바르게

기술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그 세 가지 영역이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생각이

실제 경험의 세계를 공정하게 설명하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Dewey에 의하

면, 이 삼자는 일상의 삶의 세계에서 그렇게 분명히 구분되지 않는다. 우선, 예술가는 예술작

품을 만들 때에 예술작품을 제작하는 행위 에만 종사하는 것이 아니라, 제작하는 일과 동시에

사고하는 일, 엄밀히 말하면 제작행위에 통합된 한 부분으로서 사고하는 일을 한다. 예술적 활

동은 창작의 전과정을 통하여 과학적 사고에 비견할 만한 체계적인 사고를 필요로 한다. 예술

적 활동은 상황을 전체적으로, 그리고 감정적이며 지적인 방식으로 관련을 지각하고 감상하며

이를 표현하는 노력의 한 예일 뿐이다. 예술가는, 예를 들어, 화가는 그림을 그리고 있는 매 순

간에 그의 행위에 대하여 치밀한 사고를 해야만 한다. 한 화가가 그의 화폭 위에 하나의 선이

나 면을 더하거나, 색깔을 칠할 때에 바로 그 직전의 상태와 바로 그 직후에 올 것과의 긴밀한

관련을 파악하고 있어야만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 화가는 그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알지 못할 것이다. 화가들의 작품이 서로 뚜렷이 구별되는 것은 단

순히 그리는 기술이나 기법 또는 선, 면, 색깔 등에 대한 감수성의 차이뿐만 아니라 관련을 지

각하는 방식과 사고과정의 차이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어느 정도 그림에 익숙한 사람은 그림을

볼 때에 피카소의 그림, 밀레의 그림, 고호의 그림 등으로 즉각적으로 구별할 수 있다. 이처럼

서로서로를 구별하게 해 주는 그림의 특성들은 작품을 낳은 문제상황이 화가마다 독특하며,

상황에 대한 관련의 지각방식이 서로 다르고, 창작과정에서 구성요소들간의 관련을 지각하는

능력에 차이가 있기 때문일 것이다. 사실 행하는 것과 겪는 것 사이의 관련을 지각하는 것은

지적 능력의 작용이기 때문에 그리고 예술가는 이미 행해진 것과 그 다음에 해야 할 것 사이

의 관련을 어떻게 파악하느냐에 따라서 그의 창작과정이 영향을 받기 때문에, 예술가는 과학

특징을 나타내는 것으로 참된 실재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 인 데 반하여 학문 즉 이론은 참된 존재를

완전한 형태로 드러내어 주는 것 으로 인정되었다. 특히 Aristotle의 철학 이론에 비추어 보면, 심미적인 것

은 예술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 최고의 앎의 상태로 묘사된다. 앎의 최고 상태인 관조는 참된 실재를 완전

히 파악한 상태, 즉 보편적 지식을 보는 것 을 의미한다. 이리하여 심미적인 것은 질적 특성이나 변화하는

세계에 관한 것이 아니라, 지식에 관한 것으로 대체된다. 즉, 관조는 순수한 지식 을 보는 것이며, 여기서

관조라는 심미적인 것은 지적인 것의 특수한 경우로 환원되어 버리고 만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심미적인

것은 지적인 것과 관련이 없는 것이며, 그다지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지 않는 것으로 간주된다. 결국 심

미적인 것은 단순한 감상적인 것으로 환원된다. 예술은 경험과 관련된 것으로서 변화하는 세계 에 대한 것

이며, 가치와 수준에 있어서 낮은 것이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아는 것과 생각하는 것은 이성의 작용이며

참된 실재와 관련된 것으로서 인간적인 활동의 표본으로 간주되었다. 또한 심미적인 것은 가장 완전한 형

태의 지식을 관조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저 감상적인 것으로 치부되고 말았다. 이리하여 실제적인 것

(기예적인 것), 사고하는 것, 심미적인 것을 별개의 것으로 보는 전통이 확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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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와는 달리 진지하며 치밀한 사고를 하지 않는다는 널리 퍼져 있는 생각은 그릇된 것이

다 (AE : 45).

더 나아가서, 예술가는 창작활동의 전후관계나 실제적인 경험에서 하는 것과 겪는 것 사이

의 관련을 지각하기 위하여 사고를 하되 그 전후관계나 하는 것과 겪는 것 사이의 관련을 단

순히 고립된 것으로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질성적 전체에 비추어서 그러한 관계나 관련에 대

하여 생각한다. 예술가는 하나하나의 활동을 할 때마다 최종적으로 완성된 예술작품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 다시 말하면, 예술가는 완성된 예술작품이 갖는 전체적인 질적 특성을

염두에 두고서 그의 창작과정 하나하나를 수단과 목적의 관계 속에서 파악해야 한다. 창작활

동의 특정 시점에서 이루어진 상태는 다음 창작행위를 위한 기초요 수단이 되며, 동시에 최종

적인 작품을 만드는 수단이 된다. 그림을 그리는 어느 중간단계에서 화폭에 그려 넣는 각각의

선이나 면은 바로 그 다음에 무엇을 그릴 것인지를 결정하는 기초가 될 뿐만 아니라, 그 자체

가 완성된 전체 작품의 일부분을 구성하는 것이다. 어느 한 순간의 창작활동은 그 자체가 표현

해야 할 지각된 관련을 표현하는 것이며 동시에 전체적인 질적 특성을 표현하는 매체가 된다.

바로 이런 점에서, 예술가는 과학자보다도 더 엄밀하고 치밀한 지적 능력을 구사한다고 볼 수

있다. 즉 관련과 질적 특성 모두에 비추어서 잘 사고한다는 것은 언어적 수학적 상징을 사용

하여 사고하는 것 못지 않게 엄격한 사고를 필요로 한다 는 것이다(AE : 46). 사실, 우리가

단어나 상징과 같은 특별한 것을 다룰 때에만 사고를 한다고 생각하는 편견 만 가지지 않는다

면 예술적 활동이 사고작용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생각할 이유는 별로 없는 것 같다

(Zeltner, 1975 : 28).

예술가의 활동에 대한 분석은 하는 것과 사고하는 것, 하는 것과 아는 것 사이의 불가분의

관련을 아주 잘 보여준다. 예술적 활동의 성격에 비추어 보면, 하는 것은 사고하지 않는 단순

한 육체적 움직임이 아니다. 그것은 오히려 사고의 한 양태라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10) 나

아가 그것은 포착된 관련을 표현하려는 구체적인 활동일 뿐만 아니라, 그 활동들의 전후관계

나 완성된 작품과의 관련 속에서 진행 중인 활동의 의미를 쉴 사이 없이 분석하고 평가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런 점에서 예술적 활동은 감상하는 것 이 서로 통합되어 있다는 것을 잘 예

시해 준다. 예술가의 지각행위는 단순히 지적인 측면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까지

이루어진 작품에 대한 감상을 포함한다. 예술작품의 창작과정은 역동적인 활동으로 이루어

져 있다. 예술가의 창작활동은 최종적으로 완성될 작품을 염두에 두고 이루어지며, 최종적인

10) Dewey에 의하면 사고는 행동의 한 양태 이며, 앎은 행위의 일종 이다(QC : 166-167). 여기에 나타난 진

술은 Dewey의 생각을 반대로 말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 필자의 의도는 Dewey의 생각을 부정하는 것

이 아니라 목적을 가진 행동은 생각 없이 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사고와 함께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하는

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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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에 비추어서 창작활동의 하나하나가 진행되며 이 활동 하나하나에 대하여 반응하게 된

다 (Knobler, 1989 : 300). 이때의 반응은 바로 사고와 함께 감상을 포함한다.

예술가는 창작이 진행되는 매 순간마다 그 순간에 표현하는 것을 바로 그 당시까지 이루어

진 전체의 한 부분으로 통합하는 순간을 갖게 된다. 그리고 표현하는 바를 전체 속에 통합시키

는 순간, 예술가는 원래 표현하려고 의도하는 것을 제대로 표현하고 있는가를 감상하게 된다.

그리고 이 감상의 결과를 앞으로 완성하게 될 작품의 최종상태에 비추어 검토하고 판단하고

평가해야 한다. 어떤 예술가든지 순전히 운에 의해서 그리고 마구잡이로 창작하는 것이 아닌

한 예술가는 그때까지 이루어진 창작 결과를 감상하는 일을 하여야 한다. 이 순간은 하는 것,

사고하는 것, 감상하는 것이 동시에 통합적으로 발생하며 서로가 서로를 가능하게 해 준다. 이

순간의 사고는 바로 이성적, 이론적 사고(또는 앎)와 심미적, 감상적 사고(또는 앎)가 통합된

사고이다. 사고와 통합되어 있을 때에 감상하는 것은 그저 감정의 흐름이 아니라 사고의 한 양

태가 된다. 그리고 이처럼 이론적 사고(또는 앎)와 심미적 사고(또는 앎)가 통합적으로 작용하

는 사고가 일상적인 삶의 사태에서의 앎과 사고의 전형이다. 이러한 사고는 사고의 성격을 중

심으로 알기 쉽게 명명한다면 이론적 심미적 사고 또는 추론적 직관적 사고 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이다.

Ⅳ. 창조적 재연으로서 학습

사고와 감상(또는 행위, 사고, 그리고 감상)이 서로 통합되어 있다는 생각은 감상자의 역할

을 살펴볼 때에 더욱더 분명해진다. 예술작품은 예술가가 삶의 사태에서 보고 느끼고 포착한

의미를 다른 사람이 접할 수 있도록 표현해 놓은 것이다. 한 예술가가 주위의 사물들과 상호작

용을 하면서 발견하게 된 의미와 가치는 직접 의사소통할 수 있는 일상적인 언어나 상징으로

표현되지는 않지만 예술이라는 독특한 표현방식에 의하여 은유적으로 표현되거나 제시되어진

다. 이렇게 표현되고 제시된 의미와 가치는 그 예술작품에 접근하는 감상자들과 대화하기 위

하여 기다리고 있는 셈이다. 하나의 창작물로서의 예술품 (an art product)은 그 작품과 의사

소통하는 참여자가 없을 때 진정한 의미의 예술작품 (a work of art)이 되지 못한다(Edman,

1950 : 62-63). 일반적으로, 예술작품은 예술행위의 최종적인 창작물인 예술품과 동일한 의미

로 사용된다. 여기서 예술작품 이라는 말은 창작활동의 최종결과로서의 예술품 이라는 말과는

구별된다. 엄밀하게 구분한다면, 후자는 물질적인 형태를 띠고 있으며, 어떤 행위 또는 경험을

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여기에 반하여 예술작품은 경험 속에 있는 예술품,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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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작용의 한 부분을 이루고 있는 작품을 지칭하는 것이다. 진정한 예술작품은 예술품이 경험

속에서 경험과 더불어 나타나는 것이다 (AE : 13). 따라서 하나의 예술품은 어떤 감상자에 의

해서 경험으로서의 예술—예술가와 환경의 상호작용—이라는 관점에서 고려될 때에야 비로소

진정한 의미의 예술작품이 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의 예술적 창작품이 예술작품이 되

는 것은 그 예술작품과 상호작용하고 있는 감상자가 있고, 그 감상자가 그 작품과 의사소통에

참여하고 있을 때이다.

한 감상자가 예술작품과 대화한다는 것은 단순히 수동적인 활동을 한다는 것을 뜻하지는 않

는다. 흔히 예술작품, 특히 그림이나 음악을 지각하는 감상자의 활동은 수동적인 것으로, 예술

작품에서 주어지는 감각내용을 그냥 받아들이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그런데, 그것은

감상자가 아무런 사고작용을 하지 않고 주어진 지각내용을 재인하기(re-cognition), 즉 주어진

자료를 주어진 그대로 인지하기 이다.11) 그것은 Dewey가 말하는 경험의 개념에 비추어 보면,

하나의 경험이 되지 못하고 중도 정지된 불완전한 경험 (arrested experience)일 뿐이다(AE :

52). 경험이 능동과 수동의 특수한 결합인 것과 마찬가지로 감상하는 행위가 진정한 의미의 경

험이 되려면, 예술작품을 감상하는 사람은 예술가의 활동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활동, 예술작품

을 지각하는 능동적 이고 창조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진정한 의미의 지각작용은 예술가

11) 재인하기(re-cognition)는 주어진 내용을 주어진 그대로 다시 인지하는 것이다. 그것은 영어의 의미상으로

보면 다시 인지하는 것 이지만 주어진 것을 주어진 그대로 다시 인지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이 글의 맥락

에서는 그대로 인지하기 라고 표현하는 것이 보다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그대로 인지하기 는 이 글에서

주장하고 있는 창조적 재연으로서 학습과는 대조되는 학습방법이다. 학습방법으로서 그대로 인지하기는

주어진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의미에서 그대로 인지하기에 의한 학습은 반복학

습 또는 복사학습이라고 부르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이하에서 그대로 인지하기, 반복학습, 복사학습은 동

일한 의미로 사용된다.) 그것은 소위 객관적인 지식은 이미 있는 것—즉 학습자의 마음(또는 삶)과는 동떨

어져서 형성되고, 학습자의 마음(또는 삶)과는 무관하게 존재하는 것—을 배우는 것이다. 암기식 수업은

복사학습의 대표적인 예이다. 예를 들면, 조선은 1392년에 건국되었다. , 콜럼버스는 아메리카를 1492년

에 발견하였다. , 임진왜란은 1592년에 발발하였다. 는 연대기 각각을 그냥 외우는 것은 그대로 인지하

기의 대표적인 경우이다. 그런데 이런 지식을 학습자의 삶과는 무관하게 그냥 받아들인다는 것은 무엇인

지, 그리고 그 연도들을 그냥 안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면 우리는 그 대

답을 찾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동시에 우리는 그대로 인지하기로서 이런 사실이나 지

식을 배우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는 문제를 느끼게 될 것이며, 나아가 도대체 그런 수업이 도대체

가능한가 하는 의문을 품게 될 것이다. 이하에서 다루게 되겠지만 창조적 재연으로서 학습의 아이디어에

비추어 보면 그대로 인지하기로서의 학습이 있을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진정한 의미의 학습이라고 볼 수

없으며, 나아가 진정한 의미의 학습의 조건을 조금이라도 갖추게 된다면 그대로 인지하기는 사실에 있어

서 있을 수 없다. 앞에 나열된 세 개의 연도는 역사적 사실로서 원래 있는 연도를 암기하기 위한 것이 아

니라 서양사회가 역동적으로 변화 발전하고 있을 때의 사회상과 비교하여 우리나라의 사회상을 이해하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이때의 학습은 단순한 연대기를 아는 것을 넘어서서 당시 우리나라 사회 현실에 대

한 모종의 감정(감상)을 갖게 해 준다. 이러한 이해의 이면에는 학습자의 다양한 지식 및 관심과 함께 보

다 근원적으로는 한국인이라는 출생적 사실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이처럼 무엇인가를 학습한다는 것은

전체로서의 학습자의 마음을 배경으로 하여 일어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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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표현해 놓은 의미를 수동적으로 그냥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하지만은 않는다. 엄밀히 말하

여, 지각한다는 것은 새로운 의미의 포착을 포함한다. 이것은 주어진 감상대상에 대한 감상자

의 능동적인 의미 구성작용을 필요로 한다. 즉, 예술작품을 지각한다든가 감상한다는 것은 일

종의 재창조이며, 새로운 경험을 하는 것이다. 감상자가 감상하고 있는 예술작품과 새로운 경

험을 만들기 위해서는 원래의 예술가가 겪었던 것과 유사한 창작의 과정 을 마치 연극을 하

듯이 상상에 의해 재연 할 필요가 있다(AE : 54).

물론 예술품을 감상하는 것은 원래 창작자의 창작행위를 문자 그대로 반복하는 것일 수는

없다. 오히려 그것은 감상자의 새로운 경험이며, 독창적인 창작과정이라고 부르는 것이 보다

타당할 것이다. 한 예술가가 하나의 작품을 창조할 때에 그 예술가가 포착하고 표현하려는 의

미나 관련, 그리고 실제 창작에 사용된 구체적인 활동들은 감상과정에서 그대로 재연되거나

복제될 수는 없다. 왜냐하면 감상자의 활동은 감상활동으로서 예술적 경험(이런 점에서 심미적

경험이라고 부르는 것이 더 타당하다)이지, 예술적 창작활동으로서 예술적 경험이 아니다. 강

조해서 말한다면, 예술작품의 감상은 감상자의 편에서 일어나는 경험이다. 이 경험의 과정에는

불가피하게 감상자 자신의 누적된 지식, 의미, 가치체계 등 마음의 전체—이 마음의 전체는 학

습자에게 독특한 것이다—가 어떤 식으로든지 작용하게 된다.12) 감상하는 행위는 감상자 자신

의 누적된 지식, 의미, 가치를 재구성하는 창조적인 경험의 과정이다. 따라서 예술가가 예술

작품을 창작할 때 경험대상의 의미를 지각하는 자의 태도를 지니고 있어야 하는 것 과 마찬가

지로, 감상자는 흔히 말하는 감상과 함께 새로운 의미를 지각하는 이중의 태도를 가지고 있어

야 하며, 이중의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AE : 48).

경험에 의한 학습은 예술적 창작과정에 비추어 본 감상의 과정으로 살펴볼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감상으로서 학습은 예술창작의 과정과 마찬가지로 하는 것, 아는 것, 감상하는

것이 결합된 활동이 된다. 그것은 예술작품의 고정된 의미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감상자

의 편에서 능동적으로 주어진 작품의 의미를 재구성하는 것이다. 따라서 학습은 객관적인 진

술들을 학습자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며, 경험 주체의 주관적인 요소가 개입될

수밖에 없다. 도대체 단순 암기가 아닌 이해 가 생기려고 하면 학습자의 주관적인 요소들—이

미 있는 앎, 삶의 이상, 자신의 경험, 욕망 등등—이 관여할 수밖에 없다. 즉 학습은 탐구자나

학자가 만들어 낸 진술을 이해하는 과정이기는 하지만 그 과정은 경험 주체의 삶의 맥락과 경

험상황을 중심으로 학습자의 마음을 최대한 활용하여 자신의 삶의 의미를 획득하는 과정이 된

12) 한 개인의 마음은 한 개인의 삶 전체에 의해 형성된 것이다. 그것은 과학적 학문적 지식뿐만 아니라 모든

삶의 경험과 그 과정에서 형성된 욕망, 정서, 삶의 이상 등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다. 이 모든 것의 종합

체로서 각 개인은 다른 개인과는 구별된다. 이 점에서 모든 인간은 개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이기도 하다.

따라서 무엇을 직접 대면할 때에 모든 개인은 동일한 것으로 경험할 수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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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예술에 있어서 이것은 하등 이상할 것이 없는 것으로서 오히려 이 주관적인 요소 때문에

하나의 작품이 독창성을 가진 예술작품으로 성립하게 되는 것이다. 한마디로 경험에 의한 학

습은 학습자 자신의 독특한 마음이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마음은 흔히 정태적인 관점에서 이해되어 왔다. 그것은 어떤 고정된 실체나 신체기관을 의

미하기도 하였으며, 지식이 들어차 있는 상태 그 자체를 가리키기도 하였다. Dewey에게 있어

서 마음은 일차적으로 동사형, 즉 마음을 쓰는 것 또는 주의를 기울이는 것 을 의미한다

(AE : 263; QC : 225). 그것은 활동의 한 양태이다. 그러나 Dewey에게 있어서도 마음은 단순

히 발생하는 사건 으로서의 의식과는 구분된다. 마음의 활동은 이전의 활동의 결과로써 형성

되고 조직된 의미의 체계 없이는 작동하지 않는다. 마음을 사용한다는 것은 의미의 체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며, 그것은 의미를 지각하는 바로 그 순간에 마치 총알이 나가듯

이 작용하여 의식 활동을 촉진시키거나 억제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Hook, 1939 : 116).

동사형으로서 마음은 기존의 의미의 체계를 바탕으로 하기는 하지만 단순한 논리적 사고의

영역에 갇히지 않는다. 의식의 도움을 입어서 그것은 질적 특성들에 주의를 기울이고 마음

을 쓰게 된다. 그것은 행동적, 지적, 정서적 양태들이 통합된 것이다(QC : 225). 이러한 점으

로부터 유추할 수 있는 한 가지 사실은 마음은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수없이 다양한 형태를

띨 수 있는 역동적 구조와 작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마음은 어떤 진술을 대할 때 단순히

정형화된 논리적 부호나 상징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진술이 지칭하는 원래의 대상과 상황

을 마음 속에 떠올리게 된다. 그리고 심지어 언어 자체만 가지고 생각하는 경우에도 각각의 개

성을 가진 학습자는 제시된 단어, 구절, 문장에 대하여 동일한 의미와 이미지를 부여한다고 볼

수 없다. 언어적 표현에 있어 동일한 단어, 구절, 문장에 대하여 각 개인은 양과 질 모두에 있

어서 다른 사람과는 구별되는 그 자신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법이다.13) 그리고 이 모든 과정

은 경험 당시의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변화하게 된다.

이러한 마음의 역동성 때문에 동일한 진술을 학습하는 경우에 여러 학습자들은 그 진술로부

터 동일한 생각을 내면화할 수 없게 된다(이것은 교사가 있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마찬가지

이다). 탐구로서의 학습도 사실에 있어서 감상 에 의해서 보다 잘 설명되며, 일종의 재창조라

고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한 개인을 두고 볼 때 마음은 성장의 매 단계에서 그 자체의 논리

와 구조를 가지고 있다 (HWT : 83). 즉 학습자의 마음의 논리와 구조는 양과 질 모든 면에서

학습할 진술을 탐구한 학자나 그것을 가르치는 교사의 마음의 논리와 구조에 일치할 수 없다.

13) 어머니 라는 말에 대한 우리의 이해 또는 마음 속에 저장된 모습을 상기해 보자. 아마 추측컨대 어머니라

는 말의 사전적인 의미를 넘어설 때 우리는 어머니에 대한 자기자신의 이미지와 감정을 갖고 있을 것이

다. 그리고 어머니 라는 단어가 사전적인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어머니에 대한 이해는 어머니

에 대한 감정과 거의 동일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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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학습자는 학습과정 속에서 원래의 탐구자가 탐구했던 것과 동일한 상황을 맞이할 리

도 없으며, 동일한 상황을 회상해 내거나 설정할 수도 없다. 학습자의 마음의 상태도 원래의

탐구자(학자)의 마음 상태와 비교할 때에 큰 격차가 있을 것이다. 주어진 단어나 진술들로부터

갖게 되는 이미지 또한 다를 것이다. 그 상황 속에 있는 사물들을 다루는 구체적인 방법이나

경험의 과정 또한 원래 탐구자의 것들과 문자 그대로 동일할 수가 없다. 다만 유사한 재연 만

이 가능할 뿐이다. 그러므로 학습자는 무엇을 탐구하거나 이해하려고 할 때에 누구나 그 자신

의 마음을 최대한으로 활용해야만 한다. 학습자는 자신 의 관찰과 자신 의 자료로부터 독자

적으로 추리해야 하며, 자신 의 가설을 개발하고, 자신 의 힘으로 판단을 해야 한다. 그리고

자신 의 최종 진술을 만들어 내야 한다.14)

따라서 경험에 의한 학습의 경우에 학습의 결과로 학습자는, 특히 인도하는 교사가 있는 경우

라면, 적어도 언어적 형태에 있어서는 정해진 교재에 나타난 진술과 일치하거나 유사한 결론에

이를 수는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 있어서 조차도 각각의 학습자가 원래 탐구자나 주위의 다른

학생들과 동일한 의미를 내면화했다고는 볼 수 없다. 내면화된 의미는 개인의 마음의 구조와 작

용에 따라서 얼마든지 다른 형태를 취하게 된다. 질적인 면에서, 내면화된 상태는 미성숙하고

도야되지 않은 마음에서 성숙하고 잘 도야된 마음의 상태에 이르기까지 수없이 다양한 범위에

걸쳐 있게 된다. 성숙의 수준에 있어서 동일한 개인들 사이에서도, 평가할 수 있는 질적 차이가

없는 경우라 할지라도, 그들의 관심에 따라서 서로 다른 형태로 내면화시키게 된다.15)

요약하면 지금까지 예술적 경험의 성격에 비추어 볼 때 경험의 창조적 재연으로서 학습(또

는 경험의 상상적 재연으로서 학습)은 상호 관련된 몇 가지 특징을 지니고 있다.16) 요약하면

14) 학습 결과의 다양성을 주장한다고 해서 지식의 객관적 기준이나 지식 획득의 효과적 방법을 확립할 수

없다거나, 개개인이 믿을 만한 지식을 획득했는지 그리고 타당한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지 평가할 수 있다

는 엄연한 사실들을 부정하려는 의도는 추호도 없다. 하물며, 미성숙한 사람이나 성숙한 사람들 중의 일

부는 원래의 지식에서 벗어나 있다거나, 원래의 지식과는 그릇된 이해를 가지고 있다고 비난하려는 것도

아니다. (사실 이러한 일은 모든 학습에서 발생할 수 있다.) 여기서 필자가 말하려는 것은 학습에 있어서

이러한 다양성 모두는 주어진 지식의 항목에 대하여 일종의 가족 유사성 을 이루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

고 각자가 학습한 것은 그 개인에게는 그 상황에서 최선의 것이었다고 볼 수 있다.
15) 여기서 질적인 면이라는 것은 품질이 좋다 나쁘다라고 말할 때에 사용하는 의미로서 질성적 사고를 의

미할 때의 질적인 것과는 다른 것이다.
16) 경험에 의해 학습한다는 것은 크게 두 가지로 이해할 수 있다. 하나는 실제로 무엇인가를 하면서 배우는 것이다.

이것은 직접적 경험에 의한 학습이다. 여기에 대하여 간접적 경험에 의한 학습이 있을 수 있다. 이것은 어떤 명

제나 개념을 학습할 때에 그 명제나 개념에 해당되는 경험을 마치 직접 경험하듯이 재연하면서 주어진 명제나

개념을 학습하는 것이다. 직접 경험하듯이 재연하는 것은 직접 경험과 관련된 자신의 과거 경험을 최대한 활용

하기는 하지만 결국에는 상상의 작용에 의해 가능하다. 경험을 구성할 때에 상상 이라는 방법을 사용한다는 점

에서 즉 방법적 측면에서 보면, 경험에 의한 학습은 경험의 창조적 재연 에 의한 학습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어떤 경험을 구성한다는 것 자체가 과거에 있는 것을 그대로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학습내용과 관련하여 학습자

가 창조적 으로 새롭게 구성하는 것이며 나아가 학습내용을 새롭게 이해하게 된다는 점에서 즉 내용적 측면에서

보면, 경험에 의한 학습은 경험의 창조적 재연 에 의한 학습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본 논문에서는 경험의

창조적 재연으로서 학습 을 창조적 재연으로서 학습 이라고 줄여서 쓸 수 있다. 또한 이것은 반복학습 이나 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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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의 창조적 재연으로서 학습은 1) 학습자의 능동적 참여, 2) 학습자의 전체 마음의 작용, 3)

행위적, 지적, 정서적(감상적) 요소의 통합적 작용, 4) 마음 전체와 주어진 내용이 마주치고 조

절되는 이해와 창조의 과정을 특징으로 한다. 창조적 재연으로서 학습의 의미를 보다 풍부하

게 밝히기 위하여 예술적 경험의 성격을 논의하는 가운데에 충분히 언급되지 않은 한 두 가지

특징을 더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교수-학습 시간에는 주어진 지식 곧 새로운 지식이 학습의 일차적인 관심 대상

이 된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주어진 지식이 교수-학습의 핵심적인 대상이라고 볼 수는 없

다. 삶에서 이루어지는 경험의 성격에 비추어 보면 모든 경험은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경험

의 결과[즉 지금까지 형성된 마음 전체]를 배경으로 하여 이루어진다(EE : 125). 창조적 재연

으로서 학습의 입장에서 보면 학습의 주요 대상은 외적으로 보기에는 주어진 지식이지만 실제

로는 학습자의 마음 전체이다. 학습자는 공(空)의 상태에서 학습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 속에

무엇인가를 갖고 있는 상태에서 학습하는 것이다. 학습은 이미 마음 속에 있는 내용을 기초로

하며 그것과의 관계 속에서 새로운 지식을 학습하게 된다. 그러므로 어떤 주어진 내용을 학습

할 때에 그 내용이 학습자 자신의 마음과 충돌하면서 그 마음의 체계의 한 부분으로서 의미를

갖게 되는 과정이 필요하게 된다. 창조적 재연으로서 학습 즉 창조학습은 학습자의 마음 전체

를 배경으로 하며 학습자의 새로운 마음 전체를 형성하는 데에서 끝난다. 결국 창조학습에서

중심이 되는 것은 학습자의 마음 전체이며, 이 마음이 새로운 내용을 어떻게 전체 마음에 의미

있게 포섭하며 균형잡힌 새로운 마음 전체를 형성하느냐 하는 것이 학습의 중요한 과제가 된

다. 그러므로 학습의 결과 갖게 되는 앎은 원래 주어진 지식에 의해서 설명되기보다는 학습의

결과로서 갖게 되는 마음 전체에 의해서 적절히 설명된다. 창조학습에서는 원래 주어진 학습

내용은 학습의 결과로 형성되는 마음 전체의 한 구성요소로 변화하게 된다. 창조학습의 결과,

주어진 내용은 원래 갖고 있던 그 자체로서의 의미와 성격을 지니고 있다기보다는 전체 마음

의 한 부분으로서 갖는 새로운 의미체로서의 성격을 띠게 된다. 이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는 과

정이 바로 이해의 과정이며 창조의 과정이다. 따라서 어떤 지식을 배우는 최종 상태는 학습자

의 마음(또는 삶)과는 무관한 지식이 아니라 학습자의 마음(또는 삶)에 의미 있는 내용으로 배

우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학습은 객관적 지식을 받아들이는 과정이 아니라 자신의 삶의 의미

를 탐구하고 획득하는 개성적 앎 을 추구하는 과정이다.

복사학습과 대조되는 창조학습의 또 하나의 특징은 학습이 항상 정적인 방향으로만 일어나

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것은 학습이란 정적인 방향으로 일어나는 것이 반드시 바람직한 것은

아니며, 경우에 따라서는 부적인 방향으로 일어나는 것이 정적인 방향의 학습보다 훨씬 더 바

사학습 과 대비시켜서 상상학습 또는 창조학습 이라고 명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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람직한 것일 수도 있다는 것을 함의한다. 보통 학습은 학습자의 마음 속에 새로운 지식을 벽돌

을 쌓듯이 차곡차곡, 정적 방향으로 더하거나 쌓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즉 학

습은 학습자가 모르는 새로운 내용을 알게 되는 것이다. 이런 생각은 하나하나의 학습내용을

학습자가 지금까지 갖고 있는 마음의 전체와는 관계없이 그 자체로 독립된 것으로 볼 때에 그

리고 독립된 것으로 학습된다는 생각을 전제로 할 때에는 타당한 것이다. 하지만 전체로서의

마음을 학습의 주요 대상으로 할 때는 사정이 다르다.

경험의 창조적 재연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학습이라는 말이 의미 있게 쓰이려면 이미 자신

에게 있는 앎의 요소와 새로이 학습할 내용이 서로 부딪치는 과정이 있어야 하며, 이전에 있던

것을 그대로 다시 인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내용이 학습자의 삶에서 갖는 의미를 찾아가

는 탐구의 과정이 되어야 한다. 이 과정에서 학습이 어떤 방식으로 일어나며 어떤 결과에 이르

게 될지는 아무도 완벽하게 예측할 수 없다. 이 과정은 반드시 무엇인가를 확실하게 아는 상태

즉 정적인 학습상태로만 끝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학습과정에서 학습자는 마음 전체와 새

로운 사실이나 지식과 부딪치면서 지금까지 알고 있던 것에 대해 회의를 갖게 되는 애매한 상

태나 아는 것이 모르는 것으로 되는 무지의 상태에 이를 수도 있으며, 어떤 경우는 지금까지

알고 있던 것이 틀린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이런 학습은 결국 확실히

아는 것이 적어진다는 의미에서 부적 학습이라고 부를 수 있다. 이런 상태는 얼핏 보기에는 바

람직하지 못한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전체 마음의 체계라는 관점에서 보면 전체 마음의 체

계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드러내어 준다는 점에서 그리고 전체 마음의 체계를 보다 확실하고

풍부한 것으로 만드는 길이 된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것이다. 어쨌든 이해란 바로 학습자의 마

음 전체와 새로운 내용이 부딪치고 조절되는 과정을 통해서 생겨나는 것이다. 그리고 이때의

앎은 단순히 인지적인 것이 아니라 감정적인 측면을 포함하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학습은 마

음 전체를 들여다보는 질성적 사고 또는 질성적 이성의 작용에 의해 가능하게 된다. 그리고 역

으로 보면 이러한 학습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질성적 사고 또는 질성적 이성이 작용한다는 것

을 시사해 주는 것이 된다.

창조적 재연으로서 학습에 비추어 보면 복사학습의 문제가 더욱더 분명해진다. 입시위주 교

육의 경우에 잘 드러나듯이 복사학습은 교과서에 정답이 있고 그 정답에 해당되는 내용을 모

두가 동일하게 배워야 한다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다. 이러한 학습은 진정한 의미의 학

습이라기보다 그대로 인지하기 이며, 왜곡된 또는 중도 정지된 불완전한 학습일 뿐이다(각주

11번을 참고할 것). 학습의 한 형태로서 그대로 인지하기 는 주어진 내용을 확인하고 있는 그

대로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한다. 주어진 내용을 원래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려면, 학습자는 그

내용을 이해하기 위한 능동적인 태도를 가져서는 안 된다. 이해는 주어진 내용에 대하여 학습

자 자신이 무엇인가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그대로 인지하기에 의한 복사학습은 학습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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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또는 삶)과는 동떨어져서 만들어지고 학습자의 마음(또는 삶)과는 관계없이 존재하고 있

는 것을 학습자의 마음(또는 삶)과는 동떨어져 있으면서 관계없는 것으로 마음 속 에 저장해

야 한다는 웃지 못할 결론에 이르게 된다. 뿐만 아니라 동일한 내용을 전달해야 한다는 전통적

인 교수-학습에 대한 생각은 경험의 창조적 재연으로서 학습이라는 입장에서 보면 메논의 파

라독스와 유사한 교수의 파라독스 또는 학습의 파라독스 가 들어 있다. 복사학습에 의하면

교사에게는 교수행위를 할 때에 가르치고자 하는 가치 있는 내용이 있으며 그것을 가능한 한

있는 그대로 가르쳐야 한다. 그런데 이것은 불필요하거나 불가능하다. 좀더 자세히 말하면 교

사와 학생의 전체로서의 마음은 같거나 다르거나 둘 중의 하나이다. 양자가 같으면 이미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교사로서는 가르칠 필요가 없다(교사가 가르치려는 내용을 학생이

이미 알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 그리고 양자가 다르면 교사가 가르쳐도 전달하고자 하는 내

용이 그대로 전달될 수 없기 때문에 새로운 내용을 그대로 전달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교수

의 가능성을 논리적으로 부정하는 이 파라독스는 교사는 학습자에게 동일한 내용을 그대로

전달해야 한다 는 가정에서 벗어날 때에 피할 수 있다.17)

Ⅴ. 결론 : 개성적 앎을 추구하는 수업

예술을 중심으로 한 경험의 성격에 비추어 보면 인간의 사고에는 이성적 사고를 넘어선 질성

적 사고가 있으며 나아가 이 두 가지 사고가 통합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러한 사고가 인

간 사고의 보편적인 모습이라고 하면 학습은 경험의 창조적 재연 으로 가장 잘 설명될 수 있다.

경험의 창조적 재연으로서 학습은 학습자의 전체 마음을 배경으로 학습하는 것이며, 학습자의

독창적인 마음의 작용으로 무엇인가를 새롭게 창조하는 과정이다.18) 학습자가 무엇인가를 새롭

게 창조한다는 것은 학습이 비록 가족 유사성이 있기는 하지만 학습자의 개성이 반영되는 앎,

개개인의 특유한 이해를 반영하는 앎—한마디로 개성적 앎을 획득한 상태에서 끝난다는 것을

뜻한다. 이러한 의미의 학습은 일상적인 삶의 사태에서의 촌부의 학습에서부터 엄밀한 탐구방

17) 복사학습은 학습의 경우에도 동일한 파라독스를 가지고 있다. 학습자가 교사와 동일한 전체 마음을 가지

고 있다면 배울 필요가 없고, 학습자가 교사와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동일한 내용을 그대로

학습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 파라독스도 학습자는 교사가 가르치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가정하에서 생겨나는 것이다.
18) 물론 이상적 학습모델을 체계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는 종교적 경험의 양태를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 하

지만 이 문제는 본 논문의 연구범위를 벗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다루지 않는다. 종교적 경험을

고려하지 않는 만큼 경험에 의한 학습의 성격을 풍부하게 다루는 데에 한계가 있다. 체계적인 것은 아니

지만 종교적 경험의 양태와 학습의 성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박철홍(1994b; 1999)을 참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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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사용하는 학자의 탐구에 의한 학습에 이르기까지 모든 학습에 적용될 수 있다.

창조적 재연으로서 학습은 오늘날 우리나라의 교육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교수-학습과정이나

이러한 교수-학습의 기본 가정과는 상당히 다른 모습의 교수-학습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우리나라에서 주로 행해지고 있는 교수-학습을 보면 교사들은 가르쳐야 할

정해진 내용이 있으며 그 내용을 가능한 한 원형 그대로 가르쳐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우리는 교사가 가르쳐야 할 내용이 교과로서 체계화되어 있다는 생각에 익숙해져 있

다.19) 우리나라에서 실시하고 있는 평가의 일반적인 형태인 객관식 평가도 문제에 정답이 있

다는 생각을 전제로 하고 있다. 문제에 정답이 있다는 생각은 바로 학습자 개개인의 특성과는

관계없는 정해진 교육내용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각 개인의 삶과는 무관한 정답이 있다는 생각은 경험의 창조적 재연으로서 학습의

기본적인 성격에 위배되는 것이다. 예술적 경험의 재연으로서 학습에 비추어 보면 학습의 결

과 과거의 지식을 그대로 암기하는 것은 과거의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일 뿐이다. 특히 한

번 배웠거나 암송한 문장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 반복하여 암송하는 반복학습은 그대로 인

지하기 의 전형적인 예이다. 이것은 엄밀한 의미에서 학습이 아니다. 학습자의 삶을 배제시켜

놓고 그리고 학습자의 사고작용을 꽁꽁 묶어 놓고 이루어지는 교육이라는 점에서, 정답 암기

와 정답 맞추기에 강조를 두는 입시위주의 교육은 상당 부분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지는

그대로 인지하기 일 뿐이다. 만일 우리가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행하고 있는 일의 많은 부분에

있어 진정한 배움이 아니라 단순한 과거의 사실을 그대로 인지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면, 그

것은 심각한 교육적 낭비라고 할 수 있다.

반성해 보면 교육은 상당한 정도로 진정한 의미의 학습 이 아니라 그대로 인지하기 에 의

해 잠식되어 왔다. 이미 있는 것을 그냥 복사하는 그대로 인지하기 에서 벗어나서 진정한 배

움이 있는 교육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경험개념에 비추어 학습의 성격을 재이해하는 일과 나

아가 교육의 성격을 재정의하는 일이 행해져야 한다. 경험중심교육과정은 이성을 넘어선 학습

이 삶의 일반적인 모습이며, 이러한 학습은 일률적인 답이 있는 획일화된 앎이 올바른 학습상

태가 아니라 개성적 앎이 앎의 전형이라는 점을 일깨워 준다. 반성해 보면 지금까지 교육과 학

습에 대한 논의는 이성중심의 지식관과 교육관에 의해 지배되어 왔으며, 그 결과 소위 경험에

기초를 둔 교육과 학습은 교육학적 논의에서 제대로 주목받지 못하였다. 경험중심교육과정은

바로 지금까지 잃어버렸던 삶의 성격과 교육의 원형을 다시 복원시켜 줄 수 있는 가능성을 갖

19) 이러한 생각은 교수요목중심의 교육과정관이나 심지어 학문중심교육과정관에도 스며들어 있는 아이디어

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국가가 교육과정을 통제하는 정도가 심하면 심할수록 그리고 교사에게 교육과정

을 편성할 수 있는 자율적 권한이 적게 주어지면 주어질수록 그러한 생각을 받아들이는 정도가 심하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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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는 점에서 교육학 논의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 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런 측면에서 경험

의 성격을 밝히고 그에 비추어 교육의 성격을 재규정하려는 노력이 교육학에서 더욱더 요청된

다고 하겠다. 이러한 연구가 제대로 이루어지는 만큼 교육학적 논의는 더욱더 풍성해질 것이

며, 이런 생각이 교육에 종사하는 사람들 사이에 공감대를 형성하는 만큼 교육은 보다 더 삶과

긴밀한 관련을 맺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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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Meaning of Learning as Creative Rehearsal of Experience :
A Rediscovery of Experience-centered Curriculum Theory

Pa rk, Chul Hong *

The purpose of the essay is to bring out and redefine the meaning of learning, which is

reconsidered with reference to learning by experience. The practice of secondary education

in Korea is remarkably influenced and controlled by college-entrance-examination-centered

education; so learning is believed to be identical with literal memorization which is to

learn by heart the original words, concepts, and propositions exactly as they are shown in

textbooks. Learning is to cram up subject matters by repeated and rote memorization

without deep understanding and serious study in order to prepare for, and hit the right

answers in, examinations in future.

The educational practice may be seen to be on the basis of the major tradition of western

philosophy. In accordance of the main conception of the western philosophy, knowledge

originates in essence, or the substance of the world, and is acquired by reason not by

experience. Knowledge is taken to be fixed and permanent truth. Hence, it can be rightly

be regarded as an important way of learning to memorize literally knowledge as truth

printed in textbooks, for memorization is a good method to preserve and transmit the

presumed truth.

Owing to the historically dominated trend, the idea of learning by experience has not

been paid adequate attention to and inquired in a sufficient and productive way in the area

of education. The concept of experience, which is examined with regard to experience as

art, presents us with the very important insights that can never be considered in terms of

the traditional philosophy: 1) The practical acts of human beings are integrated with

thinking and appreciating; so, thinking operates with artistic act and aesthetic appreciation

* Department of Education, College of Education, Yeungnam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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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multaneously, 2) thought is not ruled by pure reason, but by an integrated way of

rational and qualitative thought.

Metaphorically, appreciators are to learners what artists are to teachers. Learning by

experience, which is addressed by means of aesthetic appreciation, can be characteristic of

four factors on the side of learners: 1) active participation, 2) operation of the whole mind, 3)

integrated operation of practical, intellectual, and aesthetic elements, 4) the process of

understandings and creation in which learner s whole mind and offered subject matters meet,

adjust and balance each other. In learning some words, concepts, and propositions by indirect

experience, learners should rehearse by imagination the experience which is similar and

equivalent to subject matters to be learned. The rehearsal itself is a kind of creation in the

sense that there can be no exact copy of the experience which produced the subject matters.

In this context, learning by experience can be represented as learning by imaginative and

creative rehearsal of experience. This can be coined as creative learning which contrasts

with repetition learning or copy learning . In the aspect of learning by creative rehearsal of

experience, the major content of learning is not the provided subject matters but the whole

mind of learner; the main point of learning is how the mind comprehends the subject

matters in a meaningful way and makes up a new whole mind. This view of learning

presents a new paradigm of learning and education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that of

subject-centered and discipline-centered curriculum theory. It is necessary and important, for

the sake of the development of education, to inquire into the concept of experience and into

the nature of experience-centered curriculum theory.

Key Words : exper ience-centered curr iculum, qual i tat ive thought , creat ive learni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