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식 명의 포스트모던 조건과 평생학습의 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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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지식혁명과 평생학습의 관계를 논하는 대부분의 논점들은 대부분 지식의 양적 생산 확대와 그 의미하는 
것이며, 기존의 학교교육만으로는 이러한 요구를 만족시킬 수 없기 때문에 변화된 지식생산과 유통방식의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보다 ‘많은 지식’을 보다 ‘유연하게’ 공급할 수 있는 평생학습이라는 수단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보다 핵심적인 논의의 지점은 지식의 ‘존재조건’ 자체에 중대한 변화가 있었으며, 또한 그러한 지식을 
생산하고 관리하고 학습하는 양식(mode) 자체가 달라져야 한다는 것에서 찾아져야 한다. 다시 말해서, ‘지식이란 
무엇이며, 어떻게 사회적으로 생산되고 관리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대답방식이 총체적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점을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다. 이 논문은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시도한다. 이에 근거하여 필자는 새로운 형태의 
평생교육이론과 연구를 구성하는 데에 있어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쟁점들을 차례로 검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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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문제 제기

를 지식 명의 시 라고 말하는데 동의하지 않는 사람은 없다. 그러나 지식 명이 무엇

을 뜻하는지에 해서는 입장에 따라 다양한 해석이 존재한다. 가장 일반 인 견해는 지식

명을 지식의 양  확   그 생산방식의 변화로 이해하려는 것이다. 상투 으로 나타나는 일

반  표 들로서, 지식의 생명주기가 무나 ‘빠르게’ 바 고 있으며, 그 불확정성과 변화에 

해 어떻게 처하는가라는 것이 지구경제의 무한경쟁에서 살아남는 유일한 략이라고 말한다

(OECD, 1996; World Bank, 2003). 이러한 맥락에서, 지식은 자본주의  생산의 부가가치를 높

이고 생산 단가를 낮춤과 동시에 지속 인 생산 신을 가능하게 해 주는 일종의 자원으로 해

석되고, 그러한 자원을 보다 많이, 빨리, 그리고 유연하게 공 할 수 있는 지식생산  공 체

계가 필요하다고 주장된다. 

지식 명과 평생학습의 계를 논하는 부분의 논 들도 이러한 맥락에서 별로 많이 이탈

해있지 않다. 상식 인 차원에서 지식 명은 ‘지식의 량생산과 유통체계에 한 신’을 의

미하는 것이며, 기존의 학교교육만으로는 이러한 요구를 만족시킬 수 없기 때문에  다른 학

습공정을 기획해야 한다는 주장과 맞물리게 된다. 이에 한 도구  차원에서 평생학습은 변

화된 지식생산과 유통방식의 변화에 처하기 해 보다 ‘많은 지식’을 보다 ‘유연하게’ 공 하

는 수단으로 인식된다. 

그러나 지식 명과 평생학습의 계를 이 게 단순히 규정하는 것은 이들 사이에 존재하는 본

질  계를 제 로 이해하는 올바른 방식이라고 보기 어렵다. 오늘날의 지식 명과 평생학습의 

계는 단지 지식의 양이 산술 으로 늘어났다거나 새로운 지식이 계속 산출되고 기존의 지식이 

폐기되는 속도가 늘어났기 때문에 공부해야 할 지식이 양 으로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는 차원

에서 논의되어서는 안 된다. 보다 핵심 인 논의의 지 은 지식의 ‘존재조건’ 자체에 한 변화

가 있었으며, 한 그러한 지식을 생산하고 리하고 학습하는 양식(mode) 자체가 달라져야 한

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지식이란 무엇이며, 어떻게 사회 으로 생산되고 리될 수 있는 것

인가’에 한 답방식이 총체 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을 면 히 검토하는 것이다. 

이 논문의 목 은 지식 명시 의 평생학습  평생학습체제를 이해하기 해 지식의 탈근

 조건을 탐색하고, 그와 함께 지식 명을 담아낼 수 있는 평생교육체제의 기본 원리를 논

의하는 것이다. 이 논문은 우선 재의 학교체제가 ‘모더니티’라고 하는 근 사회의 지식구성

방식과 결합된 국가  학습 리체계 으며, 지식구성방식에 있어서의 포스트모던  변화는 필

연 으로 새로운 국가  학습 리체제, 즉 평생학습체계를 요청하게 된다는 을 지 한다.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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째, 그 태생에서부터 평생학습을 둘러싼 담론과 논의는 최소한 근 주의  지식   그 생산

체계와 차별 인 지식양식에 터 하여 교육/학습사태를 설명하고, 그것을 지원하는 학습 시스

템을 구안하려는 목 에서 탄생한 것임을 밝히고, 이러한 평생교육론을 이해하고 구성하는데 

필수 으로 고려되어야 할 원칙들이 무엇인가에 하여 탐색한다.

 Ⅱ. 사회구성체제로서의 포스트모더니티와 평생학습담론의 등장

1. 사회구성원리로서의 모더니티와 학교체제의 관련성

사회는 제 하  부문들이 서로 연결된 하나의 거 한 시스템이다. 사회는 역사를 통해 구성되

며, 그 과정은 선형 인 진보를 표방하기보다 동시다발 인 명들을 통하여 체 시스템의 

환을 이루어낸다. 이러한 에서 볼 때, 인간사가 경험하는 다양한 종류의 ‘ 명’들은 시

으로 서로 연계되어 있고, 체를 완성하기 한 질  변 들의 부문들로 이해될 수 있다. 

14세기 말, 가톨릭교회의 권 에 묶여 있던 생활에서 인간 정신의 근원으로 돌아가자는 개

 운동으로서의 르네상스 운동은 이후 모더니티(modernity)를 특징짓는 다양한 사회 명의 

근원이 되었다. 정치경제  차원에서 건주의가 붕괴되었고 17세기의 과학 명과 산업 명으

로 인하여 자본주의화는 물결을 타게 되었다. 거의 동시에 부르주아 시민 명이 일어나게 

되었는데, 1648년과 1688년 국의 시민 명, 1789년 랑스 명은 표 인 이다. 명의 

주체인 부르주아지는 스스로를 르네상스  인간으로 간주하게 되며, 근 사회의 형성과정은 

부르주아지를 근간으로 하는 사회 질서의 재편과정이었다고 말할 수 있었다. 요컨  이 시

를 특징짓는 명들은 근 사회라는  안정 시스템  그 아이덴터티(identity)로서의 모더니

티를 구축하기 한 일종의 ‘세트 메뉴(set menu)’ 던 셈이다.  

근 사회의 정체성, 즉 모더니티를 확보하는 일은 지식을 어떻게 규정하고 어떻게 리하며, 

한 어떻게 재생산해 내는가에 달려 있었다. 이것은 곧 근 사회라는 거 체제를 규정하는 

아이덴터티를 재생산하는 일이었고, 그 도구 /기술  합리성을 지식의 리방식으로 채택함

으로써 모더니티라는 아이덴터티가 의심 없이  시 정신으로 자리잡게 만들었다. 공교

육 체제뿐만 아니라 당시 학의 부상  학을 기반으로 한 기술  합리성의 자리매김을 

통하여 학교는 근 성을 구성하는 지식의 성격을 규정하고 그 리방식을 개발해 내는 사회  

심기제로서 성장하 다. 다시 말해서 학교는 근  명의 핵심세력이었던 부르주아지 계

을 재생산하고 사회의 심 세력으로서 정당화하는 일과 함께, 과학 명과 자본주의 확장을 

한 지식과 기술의 수, 그리고 체제를 떠받치고 있었던 료주의 구축을 한 핵심 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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던 셈이다. 이 과정에서 학교는 근 사회의 아이덴터티로서의 모더니티를 재생산하는  안정 

시스템으로서 그 지 를 굳  왔다.

그러나 20세기로 넘어오면서 ‘모더니티’에 한 실험  반기가 여러 역에서 발견되기 시

작하 다. 요컨  근 사회를 구성해 왔던 ‘세트 메뉴’는 해체되었고, 카스텔스(Castells, 2000)

가 말한 것처럼 거  담론으로서의 모더니티라는 아이덴터티가 사라져버리게 된다.  기 모더

니티의 확장을 해 나타났던 소  ‘아방가르드’즉 로서의 새로운 문화실험들은 우리가 

믿어왔던 거 담론(grand narrative)  그것을 재생산하는 ‘사회  질서’의 본질에 해 의문

을 제기하기 시작하 다. ‘포스트(post)’로 특징 지워지는 변형된 담론들이 기존 인식체계를 흔

들기 시작했다. 건축과 문학, 술 분야 등에서 나타나기 시작한 포스트모더니즘

(post-modernism)의 등장, 반정 주의  인식론을 심으로 한 지식철학의 변형과 진  구

성주의의 등장, IT 등의 기술 명에 근거한 네트워크 사회의 일반화, 자본주의 경제의 구조조

정으로서의 지식경제와 그 으로서의 지구경제(global economy)의 출   그에 한 시민

사회의 다층 인 반격 등은 넓은 의미에서 ‘지식이란 무엇이며 어떻게 사회 으로 생산/재생

산 되는가’라는 오래된, 그러나 이 시 에서 새로운 질문을 던져내었다. 

이 질문은 평생학습사회  그 사회 내에서의 새로운 교육체제(평생교육체제)에 한 기본

인 구상의 출발 이 될 뿐만 아니라 21세기 지식 명과 평생학습을 연결하는 핵심 인 고리

라고 할 수 있다. 평생교육/평생학습에 한 논의는 결코 근 사회의 교육담론의 연장이 아니

다. 그것은 포스트모던 시 의 반정 , 체득 , 비규정  지식의 자유분방함과 유연함을 견

뎌낼 만큼 탄력성을 가진 새로운 사회  지식 리시스템(social system of knowledge 

management)으로서 탄생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결국, 21세기 지식 명의 본질은 ‘해체되었으나 아직 재구성되지 않은’ 난맥상 속에서 존재

하고 구성되고 리되어야 하는 새로운 지식의 존재양식을 의미하는 것임과 동시에, 그것을 

그 로 받아 내면서도 그 자체가 끊임없이 새로운 질서로 자기조직화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독특한 사회  지식 리체계’를 요청하는 것이었다. 지식의 틀이 달라지면 그것을 생산/재생

산하고 리하는 사회  지식 리체계역시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며, 교육체제 역시 이 변

화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게 되었다. 1970년 부터 일기 시작한 평생교육에 한 심  평생

학습사회에 한 조망은 이러한 지식의 존재양식에 한 질  변환의 흐름 아래 탄생한 것이

었으며 -- 단순한 교육기회의 확 나 교육의 양  확 를 넘어서는 것이었다 -- 1960년  말부

터 거세게 등장한 진  학교 비 론과 안교육체제의 창출 운동 역시 이러한 지식 명의 

흐름과 무 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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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식혁명의 포스트모던 조건

21세기의 변화는 삶의 양식의 변화에서 우선 극명하게 드러난다. 한 사회의 인간상은 바로 

그 사회의 비 과 규범성을 단 으로 표 해주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그 사회의 지식이 어

떤 존재근거를 가지고 있는가를 간 으로 표 해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삶의 양식의 변

화가 가능했던 것은 르네상스  인간의 규정성으로부터 인식론 인 해방을 가능하게 해  지

식 조건의 변화 덕분이었다. 

료타르(Lyotard, 1984)가 언 한 것처럼 ‘지식의 포스트모던 조건’이란 17세기 과학 명이 의

미했던 지식의 조건과는  다른 것이다. 17세기 과학 명이 창출해 낸 시 정신으로서의 모더

니티가 사태를 질서와 단순미로 환하려는 시도 다면, 오늘날의 21세기 과학의 발 은 그 확

실성(certainty)의 코드를 불확실성(uncertainty)과 혼돈(Chaos), 그리고 복잡성(complexity)으로 

다시 바꾸어놓는다. 그것은 한 포스트모더니즘, 네트워크사회의 발달, 탈산업사회화, 그리고 

지구화라는 복합 인 틀 속에서 ‘제2기 세트 메뉴’를 형성하기 시작했다. 마치 17세기 산업 명, 

과학 명, 부르주아 시민 명이 하나의 틀 아래에서 근 시민사회라는 삶의 양태를 만들었던 것

과 마찬가지로, 에서 열거한 상들은 결코 개별 인 것들이 아니라 근 사회를 해체하고 새로

운 삶의 생태계를 구성해 가는 데에 있어서 일조하는 한 가지 본질의 다양한 양태로 볼 필요가 

있다.

모더니티의 해체를 한 엔진에 시동을 거는 역할을 담당한 것이 바로 포스트모더니즘  사

고 다. 포스트모던  지식은 명제  계에 의해 구성되기보다 스스로 변화를 생성하는 것, 

선형 인 사고보다 비선형  사고에 의존하는 것, 략 으로 통제되기보다 혼돈으로부터 창

조를 추출해내는 것, 균형을 유지하기보다 불안정한 평형 속에서 생성되는 것이라는 특징을 

갖는다(Goldstein, 1994). 포스트모던  지식은 어떤  실재를 반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개인의 소유가 아니며 독창성을 따질 필요도 없다. 일단 자를 떠난 지식은 사회 으로 

공유된 사회  인식을 직조하는 하나의 부분으로 기능 할 따름이다. 

포스트모더니즘은 삶의 지배  양상들을 탈자연화 시키는 것, 즉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자

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는 실체들이 사실은 문화 인 것, 즉 사회 으로 구성된 것이며, 

로 주어진 것이거나 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을 부각시키기 한 유용한 도구이다.

근 사회와 포스트모던사회의 차별성은 다음과 같이 비될 수 있다(Bagnall, 1999). 첫째, 

근 사회의 문화를 한마디로 ‘이성의 숭배(cult of reason)’이라고 한다면, 포스트모던 문화는 

이성  지식뿐만 아니라 ‘다른 양식의 지식(other forms of knowledge)’도 포함한다. 둘째, 근

사회는 한 마디로 ‘질서를 한 투쟁(struggle for order)’이라고 한다면 포스트모던 문화는 

혼돈(chaos)을 그 내부에 흡수한다. 셋째, 근 사회 문화는 ‘개체로서의 인간에 한 해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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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ividual human liberation)’에 역 을 두는 것이라면 포스트모던 사회는 인간 개개인의 자

유인으로서의 해방 가능성을 처음부터 포기한다. 인간은 어떠한 방식으로든 해당 사회를 구성

하고 있는 임웍에 함께 직조 되어 있다고 본다. 넷째, 근 사회 문화가 ‘진보 강령

(doctrine of progress)’에 매어 있고 그 진보가 미래 지향  거  서사 다면, 포스트모던 문화

는 진보를 국지 (localized)이며 순간 (ephemeral)인 것으로 본다. 다섯째, 근 사회가 문화를 

통합된 체로 본다면 포스트모던은 그 안에서의 분 과 불일치를 당연한 것으로 본다.

이러한 포스트모던  인식 환이 최근의 지식 명이라는 맥락 안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

다는 은 비교  분명하다. 지식 명의 도사라고 할 수 있는 피터 드러커의 주장에서 나타

나는 핵심 쟁 은 과거에 ‘지식이 노동에 투여 됨’으로써 부가가치가 창출되었다면, 이제 지식

경제에서의 자본축 의 핵심은 ‘지식이 지식에 투여 되는 것을 통해 가능하게 되었다는 것이

다. 드러커가 이 을 제 로 인식했는지 아닌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그가 말한 ‘지식에서 지식

으로(from knowledge to knowledge)’라는 표 은 좁은 의미에서 지식의 생산과 리기법에 

한정되는 표 에 머물기 보다는, 보다 넓은 의미에서 지식이 가치를 생산하게 되는 근본 조건, 

즉 포스트모던  재연성이 가지는 이미지의 복제와 량 생산성,  그 고유성과 주체에 의한 

소유를 넘어 기호와 상징의 끊임없는 복제를 정당화하게 되는 포스트모던  내재율과의 련 

속에서 해석되어야 하기 때문이다(공명수, 1999, p.33).

한, <지식창조기업(The Knowledge-Creating Company)>으로 유명한 노나카(Nonaka 

&Takeuchi, 1995, p.14)는 암묵  지식(implicit knowledge)과 차  지식(procedural 

knowledge)에 한 심을 통하여 과거 데카르트  근 주의 지식 과 인식론을 강하게 비

하고 있다. 즉 자본의 부가가치를 지향하는 지식경제의 차원에서조차 보편 심, 결과 심, 명

제 심, 언어 심주의에 사로잡힌 근 주의  인식론에 기 하여 지식을 체하는 새로운 지

식 규정성  그 응용패턴이 형성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지식 명을 주장하는 학자들은 공통 으로 지식이 학습되는 맥락, 즉 학교

교육이 가정하고 있었던 지식의 인식론  틀이 바 어야 함을 역설한다. 이 분야에서 핵심  

인물  한 명이라고 할 수 있는 피터 셍게(Peter Senge) 역시 그의 책에서 “학습을 통해 우리

는 자기 자신을 재창조해낸다(Through learning we re-createourselves)”(Senge et al., 1994, 

p.14)라는 표 을 창출한다. 이런 주장은 사실상 근  계몽주의  인식론 안에서는 결코 나타

날 수 없는 표 이었다. 그의 인식론이 가지는 탈근 성은, 보다 구체 으로, 지식 명시 에 

극복되어야 할 학교 학습의 제들을 비꼬는 장면에서 보다 직 으로 드러나는데, 그와 동

료들이 쓴 <학습하는 학교 Schools That Learn>에서 지식사회의 학교가 극복해야 할 지 들을 

다음과 같이 나열하고 있다(Senge et al., 2000, pp.3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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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이들에게는 본래 뭔가가 부족한 들이 있으며, 학교는 이것을 채워 다.

2) 학습은 머리에서 일어나는 일이며, 몸과는 련이 없는 것이다.

3) 모든 학생들은 동일한 방식으로 배우고,  그 게 배워야 한다.

4) 학습은 교실에서 일어나는 것이며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5) 지식은 원래부터 분 이다.

6) 학교는 ‘진리’를 가르치는 곳이다.

7) 학습은 근본 으로 개별 인 활동이며 경쟁을 통해 학습의 효과를 높일 수 있다.

 

셍게 등이 말하고 있는 학교의 특성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안에는 학교가 다루고 있는 지

식이 어떤 것으로 비추어지고 있는지가 잘 드러난다. 즉, 학교가 다루는 지식은 이성에 의해 

명시 으로 생산되고 달될 수 있는 모종의 덩어리들로서, 그것은 모든 학생들에게 보편 으

로 타당한 진리성을 획득한 것으로 나타난다. 흥미롭게도, 이러한 학교 심 학습과정에 나타난 

지식의 특징들은 그 로 근 주의(modernism)  지식의 인식론을 반 한 것이라는 을 부정

하기 어렵다. 필자가 지식 명과 평생학습사회의 계를 설명하기 해 구태여 근 주의  

탈근 주의의 비를 논의 과정에 끌어들여야만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3. 근대 이후의 사회구성원리와 평생학습체제

1) 사회  학습 리체제: ‘제한  형태’와 ‘확장  형태’

우리가 ‘교육’이라고 할 때 그것을 학교제도에 한정하여 말해서는 안 된다. 특히 근 국가주

의 아래에서의 교육이란 국가가 자국민의 학습을 리하고 통제하는 장치의 총합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교육과 문화에 한 국가의 개입은 형 으로 지식을 통제하고 리하

는 한 가지 방식을 보여 다. 학교 교육과정과 국/검정 교과서 정책, 화와 술에 한 심의

와 미디어 통제, 국가보안법을 통한 사상 검열 등을 통하여 국가는 국민의 생각하고 학습할 권

리에 하여 일정한 제한과 범 를 설정한다. 소극 으로는‘학습해서는 안 되는 범 ’를 규정

하고 그들을 배우지 못하도록 하는 한편, 극 으로는‘학습해야 할 범 ’를 설정하고 그에 해

당하는 것들을 교육/문화기구들을 통하여 가르친다. 요컨  국가는 합법 으로 국민의 사상과 

학습권을 일부 제한할 수 있는 장치를 가지고 있는 셈이다. 바로 이 학습권의 측면에서 보자면 

시스트 국가와 민주주의 국가의 차이가 확연히 드러난다. 이에 하여 김신일은 다음과 같

이 말한다(김신일,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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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를 보면 개인을 해서 는 사회를 해서 반드시 학습할 필요가 있다고 단된 지식이나 

기능이나 가치 은 강제 으로 학습시키는 제도를 만드는 일이 흔했다. 이처럼 개인  집단의 학습

을 구 내지 강제할 목 으로 만든 것을 흔히 교육제도라고 불 다. 즉 사회 으로 가치 있다고 공

인된 지식, 기능, 가치 을 학습하도록 가르치기 해서 발 시킨 사회  장치를 교육제도로 인식해 

왔다. 학습시키는 내용은 사회에 따라 다르고, 학습하도록 만드는 방식도 사회에 따라 다르게 발 하

지만, 학습을 진 내지 강제하기 한 교육제도는 어느 사회에서나 외 없이 발 하 다. 

산업사회에서의 사회  학습 리체제는 ‘제한 ’으로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즉, 국가가 

나서서 학습해야 할 지식의 최소한을 설정하고, 그 지식을 아동/청소년기의 학교교육을 통해 

강제하는 것이었다. 그것이 ‘제한 ’인 까닭은, 학교 안과 학교 밖의 학습 리방식을 비교해 볼 

때 거의 극과 극을 달릴 정도로 조 이기 때문이다. 즉, 상 으로 성인기의 학습에 해서

는 거의 방치 상태에 머무르고 있는 특징이 있는데, 이것은 근 사회, 컨  조선시  국가

의 민 교화가 오히려 사회  차원에서 보다 극 으로 이루어졌다고 할 만한 것이다(김

용, 1993). 

반면, 탈산업사회로서의 지식기반사회는 그러한 ‘제한 ’ 학습 리방식만으로는 유지될 수 

없는 것이 되었다. 컨  유럽에서의 평생학습(lifelong learning)의 일반화는 한편에서 생산력

을 지원하는 지식공 장치의 필요 때문에 나타난 것으로 이해될 수도 있지만, 다른 한편에서 

‘단일 유럽’이라는 새 지형을 구축하기 한 면  학습장치로서의 ‘확장성’을 나타내기 시작

하 다. 즉 보다 견고해지는 국지  시민사회 지식지형에 효과 으로 개입해 들어가기 한 

장치임과 동시에 교육의 담론실천  진보성을 무력화하는 도구로 변용/왜곡되어 가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최근 ‘총체  학습사회’(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04)라는 캐치 이즈가 

등장하고, 국가인 자원개발 략(NHRD)이 면에 등장하는 과정에서 지식생산력 증 와 함

께 새로운 지식생산양식을 완성해내기 한 신교육 략으로서 평생학습이 보수진 을 통해 

진 으로 확산되고 있는 모습이 감지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평생학습은 지 까지 학교에만 국

한되어 있던 사회  학습 리기제가 사회 , 생애 으로 확장되는 모습을 변하는 한편, 

다른 측면에서 그 정치  맥락을 제거하고 기술합리  차원으로만 탈색되는 왜곡상을 경험하

고 있다.

지 까지 평생교육론자들이 주장해 왔던 평생학습의 원  순진무구함 – 컨  학습이

란 본질 으로 좋은 것이며 그것을 평생에 걸쳐 확산하는 것은 차세  교육학자들의 원천  

임무라는 식의 – 은 이제 정치사회  이데올로기 립구도 안에서  다른 모습으로 채색

되기 시작한다. 한편에서 신보수주의 진 은 학습의 지식생산력을 바탕으로 하는 지식기반 자

본주의 체제  그에 터한 계  재생산의 도구 개념으로서 평생학습을 면에 치시키고 있

는 반면, 아직까지 진보진 을 표하고 있다고 할 수 있는 시민운동연 들은 평생학습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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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을 그들의 내부 담론에 포함시키지 않으려고 함으로써 결국 ‘일상어’로서의 평생학습은 원

래의 ‘담론실천  맥락(discursive practical context)을 상실하고 격히 기술합리  도구화의 

상징으로 락하게 되는 것이다. 일종의 진  사회개 의 한 부분으로 탄생한 평생학습이 

개량  보수화의 틀로 용되면서 일종의 ‘확장된’ 형태의 사회  학습 리기제 역할을 수행하

게 되는 것이다. OECD를 비롯한 서구의 제 국가들이 평생학습(lifelong learning)이라는 카드

를 꺼내 든 것은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될 필요가 있다. 

평생학습을 포스트모던 에서 이해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서 출발한다. 근 주의

 패러다임 안에서 교육은 항상 스스로의 담론  실천성을 가지지 못하고 어떠한 외  이념

의 도구  합리성에 의존하여 왔다. 근  합리성의 사고틀 안에서는 분명 평생학습도 이로

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반면, 포스트모던 사고에 기 한 평생학습 이해하기는 – 비록 그 자

체가 탈정치화된 퇴색된 말장난이라는 주장이 있지만 필자는 여기에 동의하지 않음을 제하

면서 – 평생학습 담론 자체 안에 모종의 지식생산코드가 숨어 있고, 그 코드는 어떠한 외  

실재를 반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텍스트를 구성해 나가는 구성  실천력을 가진다는 

에 주목한다. 평생학습은 그 자체가 복잡계(complexity)  혼돈을 내포하면서 다양한 ‘작은 담

론들’을 유기 으로 품어낸다. 한 평생학습은 개별화된 사회 개체들의 학습이야기를 넘어 

체 유기체가 형성되고 진화되어가는 임과 함께 학습한다는 가정에 을 맞춘다. 평생학

습담론은 교육의 직선  발 상을 제하지 않으며 국지  갈등과 모순, 분 과 불일치에 주

목한다. 평생학습은 하나의 통일된 거 서사가 아니라 그러한 갈등, 모순, 분 과 불일치들이 

구성해내는 변화의 경험이다. 그러한 에서 평생학습담론은 통  교육학이 교육 상을 바

라보았던 모습과 자신을 나름 로 구별해 낸다. 

2) 포스트모던과 평생학습

지식 명과 지식기반사회의 도래로 인하여 교육 시스템 반에 한 신이 필요하다면 그

것은 단지 과거의 학교 시스템의 외연  확장만으로는 불가능하며, 그 학습양식에 변화를 모

색한 새로운 학습양식의 사회  편재화가 필요로 한다. 평생교육 혹은 평생학습이라는 화두는 

바로 이러한 치에 서 있다. 평생교육 논의에 포스트모던  을 도입하는 것은, 이러한 

에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학교 심 사고구조 안에 잠입해서 우리의 사고 과정을 규

정하고 있는 도그마를 해체하고, 그것을 통하여 평생교육을 들여다보는 우리의 시각을 보다 

유연화 하려는 시도를 지원해 다. 학교교육을 지지하여왔던 형 인 모던  틀을 깨기 해

서 우리는 우선 그 틀의 ‘바깥’에서 사고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학교의 주형틀을 깨기 해서는 

학교 ‘바깥’에서 사고해야 한다. 평생교육의 시발 이 이런 것이고, 포스트모던의 사고가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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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에 치해 있다.

철학과 문학, 술과 건축 등의 분야에서 포스트모더니즘에 한 주장들이 나타난 시기로부

터 그리 멀지 않은 지 에서부터 학교교육의 신을 탐색하는 다양한 포스트모던 교육담론 이 

나타나고 있다. 이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한 가지 흥미로운 은 지루(Giroux, 1988, 1993), 사

이먼 등(Simon, Dippo, & Schenke, 1991), 그리고 랭크셔(Lankshear, 1993) 등의 경우에서 보

이는 것처럼 학교교육 비 에 포스트모던 논의를 용할 경우 그 해결책은 거의 부분 학교 

체제의 경계(border)를 넘어야 한다는 주장으로 결론 지워진다는 이다. 그 이유는 학교체제 

자체가 정권(regime)의 틀 안에 존재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는 결코 푸코가 말한 ‘진리의 왕국

(regime of truth)’ –진리로 가공되는 이데올로기의 규율성 -- 으로부터의 해방의 틈새가 보이

지 않기 때문이다. 결국, 어셔(Usher)가 명확히 언 한 것처럼, 포스트모던의 시각에서 지식과 

그 사회  생산체제의 문제를 볼 경우 교육의 문제는 필연 으로 국가의 규율성의 포로가 되

어 있는 학교체제로부터 ‘학습의 야(moorland of lifelong learning)’로 화되어야 하는 것이

다(Usher & Edwards, 1994).

지식의 존재조건과 인식론  환에 한 요구와 련된 학교개 의 시도가 학교체제에만 

국한되지 않고 평생학습이라는 지평으로까지 확 되어가는 이유는 비교  분명하다. 지식의 

존재조건 변화는 직 으로 지식을 매개로 하는 생산성 향상 부문에만 국한되지 않으며, 그 

존재방식과 그 코딩방식에 한 사회 반 인 차원에서의 지식 명을 요구한다. 따라서 지식

명의 문제는 지식의 생산성 문제를 넘어서 지식이 사회 으로 생산되고 리되며 학습되는 

방식을 규정하는 ‘코드’에 한 문제라고 이해될 필요가 있다. 컨  근 주의  지식생산과 

리방식의 코드가 해체되면서 그에 한 안 , 컨  탈근 주의  지식생산과 리방식

이 요청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자본의 생산력이라는 차원에서 핵심 인 요청일 

뿐더러, 그러한 생산력 변화를 받아낼 수 있는 생산 계까지를 포함한 사회  생산양식 자체

에 한 변화를 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어느 사회던 간에 그 사회의 교육은 그 지식생산과 

학습방식의 코드를 동화(assimilation)하고 있다는 을 생각한다면, 결코 국가교육체제의 문제

가 이러한 지식 명의 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21세기 지식 명과 평생학습의 계는 이러한 에서 그 논의가 다시 시작되어야 한다고 

본다. 첫째, 지식 명이 함의하고 있는 지식, 학습, 교육, 생산 등에 한 개념 틀의 변화에 주

목하면서 그에 비추어 근  학교 심체제의 인식론이 모종의 평생학습사회 심의 인식론으

로 변화되는 과정에서 그 계의 해답을 찾아야 한다. 둘째, 지식의 구성  실천성과 내  이

념지향성을 제로 한다면, 평생학습에 있어서도 그것이 ‘지식생산의 도구’라는 식의 기술  

합리성  탈이념화로 탈색되는 것을 경계하면서, 동시에 평생학습을 둘러싸고 개되는 실천

 담론들의 노라마를 추 해가야 한다. 셋째, 구체 으로 지식과 학습의 정치학에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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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다면, 평생학습담론은 교육과정의 사회학의 탐색모형을 확장하여 사회 반에서 벌어지는 

지식의 생산과 학습, 그리고 사회구성체의 생산과 재생산의 계를 탐색해 들어갈 비가 되

어 있어야 한다. 이러한 과제의 수행을 해 포스트모던 조건들의 고려는 매우 큰 도움이 된다

고 할 수 있다. 이 에 해서는 다음 에 보다 자세히 설명한다.

 Ⅲ. 포스트모던 평생교육론: 고려되어야 할 지점들

포스트모던 시 의 지식의 조건에 한 변화는 기존 학교교육의 성과 독 성에 흠집을 

내기에 충분했으며, 동시에 그 안으로서의 평생교육의 새로운 틀거리를 형성하는 데에 기

를 형성하 다. 그 동안 지식 명 논의들이 한결같이 학교에서 다루어지는 교과(discipline) 

심의 근 주의  지식생산방식에 해 불만을 토로하며 그에 한 안을 요구하고 있는 것은 

비단 그것이 생산효용성이 낮다는 을 넘어서서 지식기반사회에서 작동하는 지식의 본질  

상과 존재양식이 변화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그러한 ‘새로운’ 지식의 구성방식을 받아 낼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지식생산과 유통방식을 고민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1. 주체의 규율 구속성과 그 해방

푸코에 의하면, 근  교육의 특징은 주체(subject)와 규율(discipline)이라는 두 가지 이율 배

반  개념의 상호작용으로 압축될 수 있다. 근  계몽주의 인식론은 사유주체로서의 인간의 

가치를 역사  맥락으로부터 독립시켜 개별화 시켰고, 그로부터 기계 이고도 끝이 보이지 않

는 단선  개발주의를 정당화하 다. 다른 한편에서, 일견 패러독스로 보일 수도 있지만, 근  

교육은 개인의 주체성을 형성하는 방편으로서 규율(discipline)이라는 사회  코드를 사용했으

며, 학교는 그러한 규율이 작동하는 형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말하자면 끝없이 동심원으로부

터 이탈하려는 주체의 성향과 함께 그를 동심원 주변의 어딘가에 붙잡아 매어두려는 규율의 

고 당기는 힘의 작동방식이 근 사회의 질서를 변해왔던 것이다. 사실 이 두 가지는 메비

우스의 띠처럼 어디가 안이고 어디가 밖인가를 구분할 수 없는 것이었다. 근 이후 학교는 개

별화된 학습자상과 함께 그들을 집단화 시키는 이율배반을 끊임없이 반복하고 있었다. 이 

에서, 주체와 규율은 베이츤의 언어를 인용한다면 일종의 ‘이 구속(double binding)’의 계에 

놓여있었다고 할 수 있다(Bateson, 1972). 

지식 명의 코드는 이 에 해서 근본 인 반기를 들었다. 우선, 조직학습을 강조하는 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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락에서 볼 때, 지식이란 개별자로서의 한 인간이 소유하고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집단이나 조

직 안에서 생태학 으로 성장하는 것이라는 을 강조하 고, 그러한 지식의 생성이 결코 규

율이라고 하는 정치화된 학습 리방식을 통해서는 불가능하다는  한 설득하기 시작하 다

(Braham, 1995; Marquardt, 1996). 이들은 한 계화된 규율사회에서는 결코 살아있는 지식 

생태계가 작동하지 않는다는 을 주장하 다. 

푸코의 주체와 규율의 재해석에 해서 라체 스키스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Racevskis, 

1983).

 

웹스터 사 에 의하면 하나의 주체(subject)란 일종의 생각과 감각의 주도  체로 이해될 수 

있지만, 다른 한편에서 본다면 그것은 실제로 자신을 ‘제압(to subject)’시킬 능력을 가진 어떤 것이 

가지는 권 , 통치, 통제, 혹은 향 아래 놓여 있는 어떤 것을 말하기도 한다. 푸코의 특기할만한 업

은 주체와 련한 이러한 두 가지 양상, 즉 담론을 구축하는 주체임과 동시에 바로 그 담론에 의

해 복종되는 존재로서의 두 가지 양상이 결코 모순이 아니라는 을 드러낸 것이다. 주체란 극

인 실행자임과 동시에 규정되는 객체 자신이기도 하다. 즉 주체는 곧 객체이며, 일종의 담론  생성

물이다(pp.25-6).

 

근 사회가 생산해 낸 주체라는 개념은 처음부터 데카르트식의 ‘cogito ergo sum’의 존재  

성을 획득할 수 없는 존재 다. 주체도 결국 자신의 존재를 구속하고 있는 ‘경험’ 자체로

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인데, 경험이란 환경과의 상호작용 가운데 ‘형성’되는 것임과 동시에 

그 생명체가 환경을 인지할 수 있는 유일한 기 이라고 하는 모순을 함께 가지고 있는 것이다. 

마치 에셔(Esher)의 도마뱀을 연상시키는 목이다. 이와 련하여 린다 허천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사물의 질서(The Order of Things)에서 푸코도 지 했듯이, 일 성 있고 연속 이며 자율 이고 

자유로운 주체라는 개념은 역사 으로 조건 지워지고 역사 으로 규정된 (허구 ) 구성물일 뿐이며 

마치 소설 속에서 개인을 재 하는 과정과도 비슷한 것이다. . . . 주 성이란 개념을 역사 으로 

치시키는 이런 종류의 작업은 메타픽션 이고 자기반 인 방식을 강하게 띠고 있다. (린다 허천, 

1998, p. 68-69)

 

모든 사회에 내재하고 있는 학습 리체제는 그 사회의 주체, 즉 경험이 생성되는 방식, 즉 

생성코드를 나름 로 규정하며 리한다. 근 사회의 주체형성의 코드는 다름 아닌 ‘규율/훈

련(discipline)’이었고, 그것이 곧 교육이었던 셈이다. 푸코의<규율과 처벌(discipline and 

punishment)>은 바로 이 에서 근  국가의 교육의 실상을 한층 분명히 드러낸 걸작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그가 보기에, 규율이란 한편에서 인간의 일상  ‘몸’을 규정하는 행동규제의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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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에서 훈련이나 훈육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음과 동시에, 그것이 학문 혹은 학문에 기 한 교

과를 뜻하는 말로서도 사용되기도 한다. 즉, 근 사회의 규율은 ‘몸’을 통제하는 원리와 ‘지식’

을 통제하는 원리 동시에 규정하는 하나의 통일된 코드 던 셈이다. 

주체와 규율의 근  연결방식을 포스트모던 으로 재해석해 본다면 우리는 흥미로운 결

론에 도달하게 된다. 첫째, 주체는 객체와 분리되어  선택권을 갖는 것처럼 이해되었지

만, 반면에 그러한 주체의 형성은 규율이라는 사회  코드에 의해 가능한 것이었다. 이것은 

‘형성하는 주체’와 ‘형성되는 주체’의 이  구조를 제로 하게 되며, 이러한 이분법은 자연스

럽게 성인과 아동, 교사와 학생, 지식인과 민 , 지배자와 피지배자의 구분을 정당화하고, 한편

이 다른 편에 하여 작동하는 방식에 규율(discipline)이라는 코드를 입함으로써 ‘학문

(discipline)’으로 정형화된 경험구조를 훈련(discipline)’시켜 왔다고 볼 수 있다. 당연히 이러한 

구조 아래에서는 규율성을 획득한 학문  구조만이 지식의 권 를 획득하게 되었고, 그것을 

훈육 받은 사람들만이 주체(subject)라는 자유인  지 를 획득하게 되는 것이었다. 다시 말해

서 근 사회의 주체란 인간의 존재론  특성을 규정하는 말이 아니라 교육, 즉 규율/훈련에 

의해 혹독하게 단련된 뒤 성취하게 되는 이른바 ‘성취지 ’와 같은 것이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의 학습자와 교육과정, 그리고 훈련과정의 결합방식은 지식의 존재  조

건을 재해석하는 순간 해체의 길을 걸을 수 밖에 없는데, 왜냐하면, ‘정련된 지식(=이것을 학

문, 교과라고 한다)’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회 으로 규율된 코드’를 반 한 것이고, 그러한 

규율성은 그 자체가 하나의 선택된 담론(discourse)이라는 이 폭로되는 순간 심각하게 자기 

정당화의 기반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컨  암묵  지식의 등장과 경험학습의 

두 등은 이러한 ‘정련되고 훈련된 지식’  그러한 것을 주입하는 방식이 지녀왔던  

지 에 한 심각한 도 을 배경으로 하지 않고는 도 히 나타날 수 없는 것이었다.

이제, 문제의 핵심은 ‘형성됨과 동시에 스스로를 형성하는’ 개방  유기체의 기본  특성이 

근 사회 규율 코드가 해체된 이후 어떻게 자기 스스로를 추스려서 재구성하게 되는가를 읽어

낼 수 있는가라는 것이다. 환경  객체와도 구분될 수 없는 경험주체의 한계를 받아들이면서, 

동시에 ‘형성하는 주체’와 ‘형성되는 주체’의 권력  이분법을 극복할 수 있는 체 인 주체

이 필요하게 된다. 한 이들의 성장에 규율되지 않은 유연한 지식이 개입할 수 있는 길이 탐

색될 수 있어야 한다. 이 게 본다면, 재 평생학습론자들이 말하고 있는 학습자 주체성, 자

기주도학습,안드라고지 등의 논리가 담고 있는 상당 부분의 주체성에 한 신뢰가 해체되고 

재구성되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들이 규율의 근 성을 극복한 것이라는 에서는 정

이지만, 그 안에는 여 히 주체를 객체와 으로 분리하는 낭만  근 주의의 뿌리가 

여 히 살아 있기 때문이다. 주체화라는 것은 자신을 ‘객 ’으로 드러내는 일이 아니라 자신

을 하나의 텍스트로 구성해 내는 일이라고 볼 때, 과연 ‘학습자’ ‘나’ ‘자기’ 혹은 ‘자기주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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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말의 존재론  근거가 무엇인지를 다시  생각해보아야 한다.

사실, 포스트모던  의미에서의 ‘학습’은 일종의 ‘재 (re-presentation)’의 의미를 강하게 띤

다. 학습은 기존의 규율 된 지식을 그 로 복사(copy)하는 과정이 아니며, 자신의 경험 안에서 

그것을 재 해 내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학습을 보는 통  은 학습자 주체성 외부에 

존재하던 어떤 지  요소를 학습자 내부에서 재 해 내는 것인데, 이때 발생하는 한 가지 문제

는 포스트모던이 바라보는 재 이란 모방 그 자체가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든 단순한 모방을 

뛰어 넘은 재창조의 의미를 가지게 된다. 학습자가 아무리 어떤 것을 단순모방 하는 학습을 수

행하려고 하더라도 그것은 결코 단순 모방에 그칠 수 없으며, 하나의 새로운 의미기호를 내부

에서 창출하게 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학교태를 넘어선 성인교육  평생학습에 한 연구의 상당 부분이 

경험학습의 실체와 논리에 한 문제를 그 심에 놓고 있다는 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특히 

경험학습에 한 다양한 논의들 (Boud & Miller, 1997; Evans, 2000; Kolb, 1984; Lewis & 

Williams, 1994; Torbert, 1972)은 이미 근  학교태가 가지고 있는 ‘규율  주체 형성을 한 

형식성’으로부터 상당 부분 자유로운 학습의 장을 구성해내고 있다고 보인다. 물론, 형식학교

교육으로부터 자유롭다고 하는 것이 그 사회 반에 편재된 – 심지어 몸의 규율을 넘어 지식

의 규율까지 포함하고 있는 – 규율  주체형성과정으로부터 완 히 자유롭다는 것을 의미하

지는 못하겠지만, 어도 그 사이에 의미있는 틈새가 존재할 수 있다고 하는 포스트모던  

근방식에 어느 정도 상응하는 근이라고 할 수 있다. 이후 성인교육 역에서의 특기할만한 

이론으로서의 메지로우(Mezirow, 1991)의 환학습이론, 스미스(Smith, 1982)의 메타학습이론, 

노울즈(Knowles, Holton III, & Swanson, 1998)의 안드라고지 등은 모두 경험이 가지고 있는 

주체와 객체의 이 성에 하여 천착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이론들이 빠져 나오지 못하

고 있는 한 가지 한계는 경험의 구성과 본질을 논함에 있어서도 여 히 ‘경험의 주체성’ ‘자기 

주도성’ ‘인식의 주인으로서의 학습자’ 등을 지나치게 강조함으로써 ‘경험’이 가지는 이 구조

 맥락과 한계를 제 로 읽어내지 못하 다는 이다. 

2. 도구적 합리성을 넘어서

평생교육이 탈근 사회의 조건을 담지한 새로운 종류의 사회  학습 리체계라는 은 앞

에서 설명하 다. 그러나 이러한 조건  일치성이 반드시 평생교육의 확장과 실제  힘의 획

득을 보장해주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모더니티로부터 포스트모더니티로의 환은 비록 사

회 반 으로 발견되는 지식의 조건변화이기도 하지만, 사실상 보다 직 으로는 그 변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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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스스로를 변화시키려는 교육담론의 선택  정당화 방식이며, 끊임없이 재구성해 나가야 

하는 성장  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포스트모더니즘이 평생교육에게 가르쳐주는 첫 번째 교훈은, 에 학교체제의 정당성이 

학교체제를 외재 으로 정당화해 주었던 방식은 평생교육담론에서는 우선 으로 배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더구나 평생교육은 사회체제가 요구하는 것들을 받아 수행하는 통일된 기계

(machine)가 아니다. 어떤 외부 인 틀도 평생교육의 존재와 가치를 자동 으로 정당화해주지

는 않을 뿐더러 포스트모던 평생교육은 그 자체의 활동 속에서 스스로 존재를 정당화해 내는 

상징성을 창출하고 그것을 다양하게 재 (re-presentation)해 낼 수 있어야 한다. 

근 사회의 거  담론들이 범 하게 유지되고 재생산될 수 있었던 비 은 사회 각 부문이 

그것을 목 으로 한 도구  지 와 역할을 충실히 수행함으로써 어느 한 부분에서도 모더니티

라고 하는 아이덴터티에 흠집이 나지 않도록 기여하 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교육 부문도 

이로부터 외는 아니어서, 학교는 항상 근 사회가 요청하는 이데올로기를 재생산하는 기술

/도구  합리성에 사하 고, 반 로 그 과정에서 그 확고한 지 를 보장 받을 수 있었다. 

이 과정에서 학교의 가치는 ‘교육 자체에 최선을 다하는 것’을 통해서가 아니라 ‘근 사회의 

율법’이라는 결과를 얼마나 충실히 재생산하는 도구 는가에 달려 있는 것이었다. 그래서 ‘남

는 것은 결과’ 뿐이었고, 사람들은 교육을 ‘도구’로 하는 결과로서의 사회체제와 계 상승만을 

주목하 다.

근 사회에서 학교교육은 사회가 결정한 목 에 맞추어 돌격하는 일종의 돌격 다. 군사 

작 에서 최선은 의미가 없다. 남는 건 작 이 성공했는지 실패했는지에 한 결과뿐이다. 

군을 어떻게 죽 는가는 요하지 않다. 단지 ‘바그다드’를 령하고 사담 후세인의 동상을 끌

어 내리면 그것으로 군인의 역할은 다한 것이다. 쟁의 목 은 항상 정치  논리를 통해 결정

되며, 군 는 그것을 수행하는 역할이 그친다. 

학교교육이 수행하는 일에 한 모든 합리성은 교육 ‘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교육 ‘밖’

에서 주어지며, 이것은 막스 웨버가 말한 ‘도구  합리성’과 정확히 일치하는 것이었다. 오늘날 

학교가 겪고 있는 다양한 문제와 기들은 바로 교육의 도구  합리성 때문에 나타나는 상

이라고 볼 수 있다. 

교육의 비 은 결과에 있지 않고 ‘최선’ 속에 숨은 과정에 있다고 믿고 있지만 그것이 어떻

게 표상화될 수 있는지에 한 논의는 거의 존재하지 않았다. 빛이 나야 할 ‘교육의 과정’을 과

연 어떻게 사회  힘을 갖는 상징성과 기호로 재 해 낼 수 있을 것인가? 그럼으로써 교육의 

본질이 ‘결과’에 있지 않고 ‘과정’에 있다는 것을 기호화하는 것이 과연 가능할까? 컨  미술

은 작품을 통해 표상화 된다. 음악은 작곡되고 연주된 곡들을 통해 표상화 된다. 그것들은 작

가를 떠나서 스스로 자신을 드러내고 말한다. 그 표상들을 통해 우리는 표 주의를 말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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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주의를 말한다. 그리고 그것들이 스스로의 세계를 구성하고 진화시켜간다. 그러나 교육에

는 그런 것들이 없다. 언제나 우리 주변을 떠도는 망령은 ‘블랙 박스(black box)’론일 뿐이다. 

가르치고 배우는 과정은 스스로를 표 해내지 않으며 언제나 시간 속에서 사라져버린다. 교육

의 과정이 어떻게 역사 속에서 스스로를 성장시켜왔는지에 해 심을 갖는 사람들은 없다. 

왜냐하면 그 과정은 스스로를 드러내기보다 오히려 스스로를 감추어왔기 때문이다. ‘남는 것은 

결과’뿐이며, 그 결과는 항상 도구  합리성, 즉 교육이 아닌 어떤 것에 의해 평가되고 단되

어 왔다. 교육은 항상 스스로를 숨겨 왔을 뿐이다.

평생학습은 제도  화려함과 규격성 이면에 숨어 있는 숨겨진 학습의 노라마에 주목한다. 

이것은 어셔(Usher)가 말한 것처럼 일종의 야(moorland)와 같다. 그 안으로 들어오면 학교가 

렸던 교육의 이상과 통일  비 은 사라진다. ‘확장 ’이지만 ‘비통합 ’인 평생학습의 야

에서 서로 경쟁하는 다양한 상징성들과 기호들이 서로 얽  돌아가는 모습은 근 사회가 아동

기의 학교를 심으로 ‘제한된’ 학습 리체제에 익숙한 우리들의 에 매우 장 하고 란하게 

(혹은 난삽하게) 보일 것이다. 복합  학습 리체제들이 층 으로 형성해내는 교육지형의 난

맥상을 읽는 것은 결코 기계 이고 통일 인 근  교육학  시각으로는 가능한 일이 아니다. 

한 도구  합리성에 익숙한 학교체제론자들의 에는 더더구나 그 게 비칠 것이 분명하다. 

요컨  평생교육의 장면들을 규정하고 있는 기호와 상징성, 정당성을 제 로 읽어내기 해서

는 우리는 이 과  다른 시각을 가져야만 한다.

3. 지식 경계와 탈분화(De-differentiation):경계넘기

지식을 분류하고 경계짓는 일은 지식을 조직하고 규율하는 방법 가운데 가장 표 인 것이

다. 지식의 경계를 통하여 의미가 달리 부여되며 힘(power)의 비 칭성이 유지된다. 경계는 

한 학습주체를 그 경계 안에 가두어 놓음으로써 사고의 한계로 작동하기도 한다. 에드워즈

(Edwards, Hanson, & Raggatt, 1996) 등은 그의 책 <성인학습의 경계(Boundaries of adult 

learning)>의 서문인 "경계를 넘어서(Beyond the bounds)"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경계의 요성은 어떤 특정한 행 집합의 경계를 설정하는 일, 즉 성인교육, 훈련, 인 자원개발,

성인학습 등의 의미범주를 규정하는 일은 평생교육과 련된 이론의 목   그 실천 지 들을 정당

화가 구성되는 기 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개념  실천 간의 경계는 얼핏 보기에 혼돈스럽

고 측 불가능한 변화의 양상으로만 보이는 성인학습 상에 해 일종의 질서를 부여하는 기 가 

된다고 할 수 있다. 그것은, 달리 말하면, 무엇이 포함되어야 하며 무엇이 배제되어야 하는지를 설명

해 다. 이러한 에서, 경계를 설정하는 일은 자칫 끝없는 야로만 보일 수 있는 성인학습을 연구

와 실천이 가능하도록 구획짓는 정지작업으로서의 힘을 갖는다. 특히, 가 그 경계를 설정하는 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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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고 있으며, 어떤 종류의 (혹은 성격의) 경계가 설정되는가에 따라 성인학습의 장면들은 크게 

향 받는다(p.1).

 

교육학자들은 교육의 틀 안에 갇  있다. 체제가 던져  그 틀 안에 숨어있다. 자본주의와 

국가감시체제와 이데올로기 생산기제로서의 교육의 틀 안에 숨어서 그 경계 머에 무엇이 있

는지 말하길 두려워하고 있다. ‘주어진’ 교육의 틀 안에도 여 히 우리가 아닌 외  체제가 강

요한 하 틀들이 교육의 유기  자생력을 억제하면서 경계 노릇을 하고 있고, 우리는 그 내부 

경계조차 넘지 못하고 있다. 푸코가 묘사한 정신병원과 감옥의 모습이 재 교육의 모습 안에 

그 로 투 되어 있다. 평생교육의 다양한 역과 장면들을 서로 구획 짓는 경계들은 마치 세

계제국주의에 의해 임의 로 구획된 국가경계와 같다. 같은 민족이 서로 나뉘고, 이질 인 문

화와 민족이 마구 뒤섞여 한 울타리 안에 갇힌 형상이 지 의 교육생태계의 특징을 비유 으

로 묘사해 다. 인문교육, 직업교육, 등교육, 등교육, 고등교육, 방계학제와 정규학제, 학년

과 학교 단 , 교과의 구분과 그에 따른 교사양성체제, 시간표와 교실 공간 등 교육 안에 숨어

있는 경계들은 그 자체가 교육외  권력의 교육지배양식을 유지하는 힘으로 작용하고 있지만, 

우리는 그 경계들이 왜 교육 으로 정당한지에 해 입을 다물고 있다. 

교육의 생태  지형은 근 교육을 거치면서 지속 으로 분화되어왔다. 이러한 분화는 단순

한 토 구분에 머물지 않는다. 분화는 권력과 종속의 계를 끊임없이 진화시킨다. 근 의 

심성에 한 거부는 이러한 분화를 다시 원래의 생태  모습으로 되돌려 놓으려 한다. 에드워

즈는 탈분화의 과제를 다음 4가지로 압축 설명한다(Edwards, 1997, p.79).

 

첫째, 다양한 형식교육 제공자들, 즉 순 히 교육을 주목 으로 작동하는 기 들 사이의 경계를 

허무는 일이다. 무엇이 ‘형식교육의 틀’인가를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하고, 그들 사이의 계를 규정하

는 다양한 경계를 허무는 일이 필요하다.

둘째, 형식교육과 비형식교육의 경계를 허무는 일이 필요하다. 

셋째, 교육기 에 의해 구조화되어 제공되는 학습과 자기 스스로를 해 학습자 스스로 구성한 학

습 사이의 경계를 허무는 일이 필요하다.

넷째, 의도되고 인도된 학습과 우연학습(incidental learning) 사이의 경계를 허무는 일이 필요하다. 

 

교육 안에 그려져 있는 다양한 경계들은 교육의 내재율에 의해 그어진 것들이 아니다. 그것

은 마치 60년  흑백 계 사이에 그어진 것과 마찬가지의 제3의 힘일 뿐이다. 컨  학교와 

학원의 차이는 결코 교육의 내재율 때문에 그어진 선이 아니다. 등학교 교과목의 구분도 

마찬가지이다. 오늘날 교육정책이 이루어지는 과정도 교육정책 자체의 내재율에 의한 것이라

기보다 교육이 정치경제  작동기제와 맞물려 돌아가는 지 이며, 권력과 자본이 움직이는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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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에서 교육정책이 미치는 한계치와 련된 부분일 뿐이다. 다시 한번 에드워즈는 다음과 같

이 말한다.

 

평생학습담론(discourse of lifelong learning)은 한편에서 기존 교육 토에 한 탈분화

(de-differentiation)을 통해 개별 경계들을 삭감하는 일을 담당하며, 동시에 그러한 탈분화를 평생학

습 실천에 용하는데 기여하게 된다(Edwards, 1997).

 

평생교육은 어도 스스로의 개념  혹은 담론  지형을 구축함에 있어서 스스로의 의미를 

담은 경계를 스스로 그려야 한다. 평생교육의 ‘경계’의 문제는 가장 근본 인 수 으로까지 거

슬러 올라갈 수 있다. 순수학문과 응용학문의 경계도 여 히 근 학문체계가 의지한 지식의 

규율성 혹은 푸코의 ‘진리의 왕국(regime of truth)’의 유물이라고 볼 수 있다. 컨  평생교육

학은 교육학의 토에 기생하는 건 토이며, 한 교육학은 한 기 학문들 ( 컨  역사

학, 사회학, 심리학, 철학 등)을 주로 모시며 조공을 바치는 학문 토라는 ‘디시 린  계

성’을 어떻게 재인식할 것인가라는 질문이 제기될 필요가 있다. 그 계 아래에서 평생교육, 

사회복지, 문화 술, 청소년, 여성 등 이른바 서로간에 문화복지  행동 연 를 구성해야 하는 

다양한 학문/활동 역들이 스스로의 ‘경계’를 깨치고 나오지 못하는 한계를 원히 극복할 수 

없을 것이다.

 Ⅳ. 나 오 며

 서울은 분명히 포스트모던 도시라고 부를 만하다. 그 이유는 이미 오래 에 제각기 분산

되어 도시 체를 통합하는 연 성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도시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것

은 계획도시인 라질리아 혹은 워싱턴보다 훨씬 힘있는 생동감과 삶의 모습을 가능하게 한

다. 오늘날 교육 상 안에는 이와 유사한 모습의 ‘포스트모더니티’를 발견할 수 있다. 한편에 

국가주도의 학교체제라고 하는 매우 근 주의 인 단일체가 존재하는 듯 보이지만, 다른 한편

에서 보면 어느 구도 주목하지 않고 있지만 나름 로의 모호성과 혼돈을 보여주고 있는 다

양한 ‘학교 밖’ 교육 상들이 발견된다. 

포스트모던  지식의 조건들은 근 주의  정합성에 익숙한 우리에게 엄청난 혼란을 주기

에 충분했다. 오히려, 그러한 조건들을 읽어내는 일 자체가 우리에게는 낯선 일임에 틀림없다. 

앞에서 필자는 최근 지식의 존재조건의 변화와 정 주의 붕괴 상이 우리의 인식방식에 해 

많은 혼란과 변화를 야기하고 있다는 사실과 함께 그것을 담지할 수 있는 우리의 학습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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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변화를 요구받고 있다는 을 설명하 다. 사회  차원에서 보더라도 세계를 새로 구성

할 수 있는 사회  학습 리체제가 –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않는 사이에 – 서서히 구축되

어 가고 있다는 도 지 하 다. 평생교육론은 이러한 맥락에서의 지식과 학습, 사회형성과 

변화의 지 들을 읽어나갈 수 있는 방법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은 – 아직 

정확하게 무엇이라고 말하기 어렵지만 – 체제와 기능을 다루어왔던 통  교육담론과의 일

정한 차별성을 가져갈 수밖에 없는 입장을 취한다. 

지 까지 학교교육에 비하여 사회교육 역의 이론과 연구들이 발달하지 않았던 이유는 

연구자들이 하나의 설명틀 안에 포섭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해 보이는 다종 다양한 사회교육 

상을 앞에 두고 망연자실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들이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학

교를 설명하는 방식과 동일한 모더니티, 즉 통일성과 기획, 단일한 설명틀, 정결하게 정열한 

사태들을 기 하고 이 상을 들여다 봤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미 사회교육의 장은 그러한 모

더니티를 통해서는 결코 풀 수 없는 난제(難題)를 우리 앞에 던져 놓고 있었다. 이것은 평생교

육연구들이 풀어야 할 숙제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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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modern condition in Knowledge Revolution and 

lifelong learning

Han, Soonghee*1)

Recently most of the discussions about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emergence of 

knowledge revolution and the need of lifelong learning system are based on the 

relationship of the technical rationality, in which the requirement of 'more knowledge' asks 

for 'more expanded social learning device', called lifelong learning system. In this article, I 

strongly argue that the rationality is not only superficial but also fails to take the deep 

level of connections between the two phenomena into consideration. The article is written 

to argue that the nature of knowledge revolution has to be understood from the respect of 

the change of the conditions of knowledge, instead of its quantitative explosion, and 

lifelong learning system evolved to meet the new conditions of knowledge existence, as a 

new social management system of learning in general. According to the main issue, I 

explored additional considerations to be taken into account related to construct new 

appropriate mode of scholastic discourse of lifelong education theory and research building, 

as follows:

First, lifelong learning has to be understood as a 'expanded' mode of social management 

system of learning, replacing the traditional 'restricted' mode concentrated mostly on 

schooling.

Second, lifelong learning discourse, including the concepts and epistemology, and 

methodological approaches, are fundamentally based on the emergence of postmodern 

* Seoul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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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dition of knowledge and the way in which social learning system deals with it.

Third, modern schooling was bound up with the 'double-binding' between the Subject 

and the Discipline, both of which are intertwined and define one and another. It naturally 

created and legitimated technical rationality by which social power structure easily 

intervened into the educational system and imposed the ascribed social reproduction 

system. Postmodern lifelong learning discourse penetrates the contradiction and tries to 

de-construct the self-binding confinement of learning subject in decision-making process.

Fourth, while technical rationality is the key constraint that determined the way of 

learning in modern schooling, postmodern lifelong learning abandons the foundationalism 

in epistemology that has been given by the technical rationality imposed by the modernity 

itself.

Fifth, in consideration with the boundaries of knowledge as the source of power 

distribution and social control, postmodern lifelong learning has to de-defferentiate the 

existing knowledge structure in educational theories and action. Apart from the extrinsic 

boundaries, it has to seek a way in which education research can create its own 

self-regulatory boundaries derived from the dynamics of co-evolution between the 

self-organization of social knowledge and the attached learning process.

 
Key words: Postmodern condition, Knowledge revolution, Lifelong learni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