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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개념(concepts)은 우리가 사회 현상을 이해하고 대상을 인식하도록 도

와주는 중요한 도구다. 일상적이고 경험적인 것이든 추상적인 것이든 우

리가 개념적 틀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우리의 삶은 혼동 속에 빠지거나

중요한 사물이나 현상을 보고도 그 의미를 모른 채 지나치는 무의미함의

연속일 것이다. 개념에 대한 이해가 중요한만큼 개념 학습의 중요성 또

한 강조되며, 사회과교육에서도 개념을 가장 중요한 학습 내용으로 꼽고

있다.

개념 학습과 관련된 활동을 개념의 ‘습득, 적용, 구성(창조)’이라는 세

가지 측면으로 구분한다면, 지금까지 사회과의 개념 학습은 주로 개념의

습득과 적용에 중점을 두었다고 할 수 있다. 즉, 개념 학습은 학습자가

사회적으로나 학문적으로 공인된, ‘주어진’ 개념의 내용을 정확하게 습득

하고 이를 토대로 현실 세계의 문제나 사례에 적용하도록 하는 것을 목

표로 해왔던 것이다. 개념 학습에 대한 대다수의 연구 또한 이러한 목표

아래 어떻게 하면 더욱 효과적으로 개념을 습득하게 할 수 있을지를 모

색해왔다.

그러나 개념 습득과 적용의 필요성을 인정한다 해도, 개념 학습이 특

정한 개념의 내용을 습득하고 이를 기준으로 현실 문제에 적용해보는 것

에서 그친다면 기존 개념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거나 학습자가 스스로 대

상의 의미를 찾아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데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

다. 또한 기존 개념의 틀 속에서만 대상을 이해하게 됨으로써 실재(reality)

가 가진 풍부한 측면을 놓칠 위험이 크며, 기존의 개념으로 설명이 불가

능한 새롭게 등장한 현상에 대해서는 이해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있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개념의 습득과 적용을 넘

어 기존 개념의 한계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새로운 개념의 가능성을

상상할 수 있는 ‘개념 구성 능력’을 개념 학습의 목표로 제안하고,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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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할 수 있는 학습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많은 학생들이 개념의 습

득조차 어려워한다는 점에서 개념 구성 능력을 길러주자는 주장이 지나

치게 이상적인 목표로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본 연구자는 ‘개념 (재)구

성’의 경험을 통해 비판적·창조적 사고력이나 문제해결력 등 고차사고력

을 함양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기존 개념에 대한 이해도 더욱 깊어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무엇보다도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개념 구성 능력은

완벽한 개념을 만들어내는 것을 목표로 하지 않는다. 개념 구성 능력은

오히려 자신을 둘러싼 사회와 그 속에서 만나는 수많은 대상을 이해할

때, 외부에서 주어진 한 가지의 틀이 아니라 다양한 관점과 개념적 가능

성을 상상할 수 있는 주체적이고 개방적인 삶의 자세와 사유의 능력을

기르는 것과 관련된다.

본 연구자는 사회과교육에 전제되어 있는 개념관과 주요 개념학습모형

이 기존 개념을 습득하고 논리적으로 범주화하는 데는 효과적이지만, 학

습자가 대상에 대한 ‘인식’을 넘어 자율적이고 다양한 방식으로 ‘사유’하

도록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본다. 인지 심리학에 기초한 개념관과 속

성, 원형, 상황 모형에 기초한 개념 학습 방법은 기존 개념의 틀을 벗어

나 새로운 가능성을 탐색하려는 목적에는 부합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자는 베버의 ‘이념형(Ideal type)’을 개념에 대한 대안적인

정의로 제안한다. 이념형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를 이해하는 수단으로

서 개념이 갖는 의미와 함께 개념의 변화 가능성, 다양한 개념 구성의

가능성을 잘 보여줄 뿐 아니라 지속적인 개념의 변형과 재구성을 당연한

과제로 여긴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문제의식과 맞닿아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이념형으로서 개념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은 어떻게 기

를 수 있는가? 본 연구에서는 칸트가『판단력 비판』(1790)에서 제시한

‘반성적 판단력(Reflective judgment)’을 개념 구성 능력으로 정의하고,

반성적 판단력의 의미가 가장 잘 드러나는 취미 판단에 기초하여 개념

구성 방법을 모색하였다. 반성적 판단력은 ‘특수를 포섭할 수 있는 보편

이 주어져 있지 않을 때 보편을 찾아가는 능력’으로서, 학습자를 자율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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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사유하는 존재로 만들어 줌으로써 학습자와 대상 간의 본래적 관계

를 회복하도록 돕는다. 또한 주관성에서 출발하면서도 보편성을 확보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줌으로써 다원주의 사회에서 꼭 필요한 역량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반성적 판단력을 개념 구성

능력으로 규정하고, ‘무관심성, 형식적 합목적성, 공통감, 주관적 보편성’

이라는 취미 판단의 4가지 원리를 중심으로 개념을 구성하는 방법을 제

안한다. 이는 개념 구성이 주관에서 출발하되 궁극적으로는 보편성과 조

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고양되는 것을 의미하며, 다음과 같은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1. 고정관념에서 벗어난 상상력의 자유로운 유희

소극적으로는 학습자가 사적인 이해관심을 성찰하고 고정관념과 편

견에서 벗어나는 것, 적극적으로는 비(非)규정적인 개념을 자유롭게

상상하는 단계이다.

2. 형식적 합목적성에 기초한 주관적인 타당성 인식

학습자가 외부에서 주어진 개념을 전제하지 않은 채 대상이 자신에게

주는 주관적인 의미와 목적을 찾아가는 단계이다. 주관적 목적과 대

상과의 관계 속에서 합목적성을 고려하는 활동이 이루어진다.

3. 사변(speculation)을 통한 논리적 정합성 획득

개념 구성이 주관적이고 개인적인 차원에서 머무르지 않고 실제적

인 맥락에서 의미를 확보하기 위해 논리적인 측면에서 일관성, 정합

성, 통일성을 고려하는 단계이다.

4. 공통감에 기초한 사유의 확장을 통해 보편적 소통 가능성 확보

감성적인 공통감에 기초하여 타인의 지평에서 사유하는, 확장된 사

유의 경험을 통해 자신의 사적인 관점에서 벗어남으로써 보편적 소

통 가능성을 모색하는 단계이다.

이러한 개념 구성 방법을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실제 교육현장에서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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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할 수 있는 구성 중심 개념 학습 방안을 다음의 5단계로 제시하였다.

이는 위의 개념 구성 방법에 문제 인식 및 기존 개념의 검토 과정을 포

함한 것으로, 개념 (재)구성의 동기를 유발하고 기존 개념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통해 고정관념과 편견에서 벗어나는 계기를 제공한다.

1. 문제 상황 인식

기존의 개념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대상이나 문제를 인식함으로써 개

념 (재)구성의 동기가 유발되는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 교사는 학습자

의 인지적 수준, 실제성, 개인적·사회적 의미를 고려하여 개념 (재)구

성의 계기를 마련하는 적절한 문제 상황을 제공하고자 노력해야 한다.

2. 기존의 개념 검토

문제 상황과 관련된 기존 개념에 전제되어 있는 목적과 인과 관계를

이해하고, 기존 개념의 포섭 가능성 및 바람직성 등을 검토하는 단계

이다. 이는 기존 개념이 갖는 한계와 자신의 고정관념을 인식하는 계

기가 된다.

3. (기존) 개념에 대한 새로운 상상

상상력의 유희를 통해 다양한 개념상(槪念像)을 그려보고, 스스로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찾아가는 단계이다. 상상력을 촉진시키기 위해

학습자가 가지고 있는 일상적인 개념에 기초한 ‘은유’의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4. 합목적성과 논리적 정합성 검토

형식적인 의미에서 합목적성을 고려함으로써 주관적 타당성을 확보하

고, 사변을 통해 논리적 정합성을 검토하는 단계이다. 3단계에서 스스

로 유의미하다고 선택한 특성을 중심으로 대상을 개념화하는, 개념의

논리적 체계를 확인하는 활동이 이루어진다.

5. 문제 상황의 의미에 대한 잠정적 해석 공유

공통감에 기초한 소통을 통해 상호주관적 타당성을 확보하는 단계로,

학습자는 타인의 관점을 취하는 사유의 확장을 통해 자신이 구성한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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념(안)이 가진 편견이나 보편화 가능성 등을 검토한다. 그리고 이를 토

대로 문제 상황이나 대상에 대한 비규정적이고 잠정적인 해석으로서

도출된 개념을 다른 구성원들과 공유한다.

본 연구자는 위의 학습 단계를 활용한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함으로써

개념 구성의 실제적 방법과 적용 가능성을 보여주고자 하였다. 물론 실

질적으로 모든 개념을 이와 같은 방식으로 검토하고 새롭게 구성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며, 반드시 그래야만 하는 당위성도 없을 것이다. 그런 점

에서 어떤 개념이 재구성되어야 하는가, 새롭게 구성된 다양한 개념(안)

은 어떤 기준에 근거하여 잠정적 합의를 도출하게 되는가에 대한 문제가

여전히 연구 과제로 남아 있다. 본 연구는 그러한 기준까지는 구체적으

로 제시하지 못했으나, 개념 학습의 목표와 방법에 대한 반성을 통해 기

존의 개념 습득과 적용을 넘어 학습자가 스스로 개념을 구성할 수 있는

가능성과 방법을 모색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을 것이다. 개념 습득이

특정한 내용으로서 주어진 지식을 넓혀가는 것이라면, 개념 구성 능력은

머릿속의 지식에 국한하지 않고 눈 앞의 대상이 가진 의미를 다양하게

상상해볼 수 있는 역량 및 태도와 관련된다. 즉,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개념 구성 능력’은 우리가 이해하고자 하는 대상에 대해 더욱 폭넓은 사

유와 상상을 가능하게 하는 데 그 의미가 있는 것이다.

주요어 : 개념 습득, 개념 구성, 반성적 판단력, 이념형, 상상력의 유희,

주관적 합목적성, 공통감

학 번 : 2009 - 30397





- vii -

목 차

Ⅰ. 서론 ················································································· 1

1. 개념 학습에 대한 문제의식 ····················································· 1

2. 사회과교육에서의 개념 학습 ··················································· 9

3. 연구문제와 연구 진행 개요 ··················································· 13

Ⅱ. 사회과교육에서의 개념 학습의 실제 ·················· 17

1. 사회과교육의 개념관 및 개념학습모형 ·································· 17

1) 사회과교육의 개념관 ··········································································· 18

2) 사회과교육의 개념학습모형 ······························································· 22

2. 사회과교육의 개념관 및 개념학습모형이 갖는 의의와 한계 ·· 32

1) 의의: 효과적인 개념 습득 및 논리적인 범주화 ·························· 32

2) 한계: 다양한 사유 가능성 및 개념 구성의 자율성 축소 ·············· 37

3) 개념 구성 능력 함양을 위한 개념 학습의 필요성 ······················· 43

Ⅲ. 개념 구성 능력 함양을 위한 개념 학습 방안 ··········· 50

1. 개념에 대한 대안적 정의: 베버(Weber)의 ‘이념형’ ··········· 50

1) 이념형의 의미와 특징 ········································································ 52

2) 이념형으로서 개념의 구성 과정 ······················································ 62

3) 개념 학습의 측면에서 이념형이 갖는 의의와 한계 ···················· 66



- viii -

2. 개념 학습의 목표: 칸트의 ‘반성적 판단력’ 함양 ············· 73

1) 개념 구성 능력으로서 반성적 판단력의 의미 ······························ 74

2) 취미 판단을 통해 살펴 본 반성적 판단력의 원리 ······················ 80

3) 개념 학습의 목표로서 반성적 판단력이 갖는 함의 ···················· 92

3. 개념 구성 방법: 칸트의 이성 이론에 기초한 반성 ··········· 101

1) 고정관념에서 벗어난 자유로운 상상력의 유희 ························· 102

2) 형식적 합목적성에 기초한 주관적 타당성 인식 ························ 108

3) 사변(Speculation)을 통한 논리적 정합성 획득 ·························· 112

4) 공통감에 기초한 사유의 확장을 통해 보편적 소통 가능성 확보 ··· 116

Ⅳ. 개념 구성 능력을 함양하는 개념 학습의 실제 ···· 121

1. (재)구성을 필요로 하는 사회과교육의 개념들 ·············· 121

1)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기존의 개념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 122

2) 기존 개념의적용이현실적으로중요한문제를초래하는경우 ··········· 124

3) 다양한 가치와 의견이 존재하는 논쟁적 개념의 경우 ············· 127

2. 구성 중심 개념 학습 단계 ··················································· 129

1) 1단계: 문제 상황 인식 ···································································· 131

2) 2단계: 기존의 개념 검토 ································································ 135

3) 3단계: (기존) 개념에 대한 새로운 상상 ····································· 140

4) 4단계: 합목적성과 논리적 정합성 검토 ······································ 142

5) 5단계: 문제 상황의 의미에 대한 잠정적 해석 공유 ················ 144

3. 구성 중심 개념 학습 방안의 적용 사례 ·························· 146



- ix -

Ⅴ. 요약 및 제언 ··························································· 158

1. 요약 ··········································································· 158

2. 제언 ··········································································· 162

참고문헌 ·········································································· 164

Abstract ·········································································· 171



- x -

표 목 차

<표 1> 속성 모형에 따른 개념의 교수학습 단계 ·································· 25

<표 2> 원형 모형에 따른 개념의 교수학습 단계 ·································· 27

<표 3> 상황 모형에 따른 개념의 교수학습 단계 ·································· 30

<표 4> 개념 구성 중심 개념 학습 모형과 기존 모형 비교 ················ 48

<표 5> 사회과학적 개념 형성 과정의 구조 ············································ 63

<표 6> 규정적 판단력과 반성적 판단력의 구분 ···································· 75

<표 7> ‘이해관심(interest)’의 측면에서 세 종류의 흡족함 비교 ······· 82

<표 8> ‘보편성’의 측면에서 세 종류의 흡족함 비교 ···························· 85

<표 9> 칸트의 이성 이론에 기초한 개념 구성 방법 ·························· 101

<표 10> 개념 구성 능력 함양을 위한 사회과 개념 학습 단계 ········ 130

<표 11> ‘가족’ 개념의 재구성 ·································································· 149

그 림 목 차

[그림 1] 개념의 유형 ···················································································· 35

[그림 2] ‘문화’에 대한 개념도의 예 ··························································· 36

[그림 3] 자본주의 원리에 대한 이념형의 다원성 ·································· 58

[그림 4] 칸트의 ‘목적’ 도식 ········································································· 87



- 1 -

Ⅰ. 서론

1. 개념 학습에 대한 문제의식

사실, 개념, 일반화, 이론 등은 모두 사회과의 중요한 학습내용이지만,

사실은 너무 구체적이고 전이성(轉移性)이 상대적으로 낮다. 또한 자연과

학과 달리 사회과학에서는 일반화나 이론 등은 그 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사회과에서 가장 중요한 학습 내용은 곧 개념이라 할 수 있다.(차경수․모

경환, 2017: 179).

“어떻게 하면 공부를 잘 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가장 쉽게 들을

수 있는 대답 중 하나는 “개념(concepts)1)을 정확하게 이해하라”는 답변

일 것이다. 어떤 내용의 학문이든 무언가를 가르치고 배우는 데 있어서

‘개념에 대한 이해’는 필수적이며, 위의 글에서 엿볼 수 있듯이 일반화된

법칙 발견이 쉽지 않고 추상적인 내용들을 많이 포함하고 있는 사회과에

서 개념 학습은 특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개념 학습의 중요성

이 널리 공유되고 있는 만큼 ‘그것이 왜 중요한가? 개념 학습을 통해 달

성하고자 하는 교육적 목표는 무엇인가?’에 대한 논의가 간과되기 쉽다.

개념 학습의 중요성에 대한 이견(異見)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개념 학습

의 목표나 필요성에 대한 논의보다는 ‘어떻게 하면 교육과정에 제시된 개

념을 효과적으로 가르칠 것인가?’라는 방법론적 측면에 중점을 두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방법은 목적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므로 궁극적으로 개념

학습을 통해 우리가 달성하려는 교육적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한 논의가

더욱 근본적이다. 그렇다면 현재 사회과교육에서 개념 학습은 어떤 방법

1) 여기에서 개념(concepts)은 관념(conception)과 구별되는 것으로, 한 개인이

어떤 대상에 대해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생각이 아니라 조금 더 객관적이고

추상적인 원리로서의 아이디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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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무엇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가?

개념을 학습한다고 할 때, 우리는 흔히 이미 주어진 특정한 내용으로서

개념의 의미를 습득하는 것을 떠올린다. 민주주의라고 하면, ‘다수의 지

배’나 ‘자기 통치’와 같은 의미를 담고 있음을 이해하는 것이다. 하지만

단순히 의미를 서술해놓은 사전적 정의(definition)를 알고 있다고 해서

충분하게 개념 학습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개념 학습을 단어의 의미를 습득하는 것으로 이해한 학생들은 조금만 다

른 용어를 사용하거나 다른 맥락과 사례를 제시하면 해당 개념과의 연관

성을 찾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는 개념의 정의 자체를 단순히 습득하는

것만으로는 불충분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특정 개념 자체의 언어적 의미

를 습득하는 데서 그친다면, 거기에 전제되어 있는 교육적 목표는 ‘암기

와 회상 능력 함양’이다. 하지만 오늘날 학생이나 교사, 학부모 중 누구도

이것으로 개념 학습이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

다. 개념을 학습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개념이 우리가 접하는

수많은 실제 사건이나 사물을 이해하도록 도와주며 일반화된 지식을 얻

을 수 있게 해주기 때문인데, 단순히 언어적 의미만을 이해한다면 이는

개별 사건이나 특정 사물의 의미를 아는 것과 아무런 차이가 없을 것이

기 때문이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개념의 언어적 의미를 이해하는 것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해당 개념에 관련된 사실들을 분류하고 다른 사례에 해당 개념을

적용할 수 있을 때 개념을 진짜 이해했다고 말한다. 사전적 정의를 읊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언어나 다른 사례를 활용하여 해당 개념을 설명할

수 있을 때 개념 학습이 제대로 이루어졌다고 보는 것이다. 학교에서 이

루어지는 개념 학습 역시 개념 습득을 넘어 적용2) 수준까지 포함하는

2) 본 연구에서 개념의 적용은 학습을 통해 습득한 개념을 구체적인 문제 상황

이나 이해하고자 하는 대상에 비추어봄으로써 문제를 해결하거나 대상을 분

류, 설명하는 데 해당 개념을 활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적용’은 기

존 개념의 틀 내에서 이루어지며, 기존 개념을 토대로 새로운 개념을 만들거

나 관련된 새로운 지식을 산출해내는 것은 ‘개념의 구성(새로운 개념 창조)’

로 구분한다.



- 3 -

것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특정 개념의 의미를 이해하고 실제 사례에 적

용할 수 있다면 그것으로 개념 학습이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는

가? 이러한 방식의 개념 학습에 전제되어 있는 개념관(槪念觀)과 교육적

목적은 무엇인가?

지금까지 이야기해왔던 개념의 습득과 적용은 ‘주어진’, ‘정해진’ 개념을

받아들이는 것을 전제로 한다. 즉, 현재 개념 학습은 학습자가 어떤 대상

에 대해 사회적으로나 학문적으로 권위를 인정받은 기존의 개념을 습득

하고 이를 토대로 유사한 대상을 분류하거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 개념이 역사적․사회적 맥락 속에서 형성되

고 변화 가능하다는 것을 인정한다고 하면서도, 구성주의적 교육관이 널

리 공감대를 형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개념 학습에 있어서

개념의 부분성, 불완전성이나 수정 가능성에 큰 관심을 두지 않는다. 그

보다는 주어진 개념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습득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으

며, 그 결과 해당 개념에 대한 비판이나 수정보다는 그 개념을 효과적으

로 습득하는 방법에 주목하게 된다. 물론 현재 통용되고 있는 개념의 의

미를 이해하는 것은 개념 학습에 있어 필요한 과정이며, 기존 개념의 습

득이라고 해서 단순히 기계적인 암기와 동일한 것은 아니다. 기존 개념이

가진 한계와 문제점에 대한 비판이 함께 이루어짐으로써 비판적 수용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그렇게 하는 것이 개념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위해

서 바람직하다.

그러나 기존 개념에 대한 이해의 필요성이 곧 이것으로 개념 학습이

충분하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또한 비판적 과정을 거쳐 습득이 이

루어진다 할지라도 여기에 전제되어 있는 개념 학습의 목표는 현재 주어

진 개념의 습득과 이 개념에 기초한 현실 적용이라는 근원적인 한계를

가진다. 본 연구자는 설령 비판적 사고의 과정을 포함한다 할지라도 개념

학습이 주어진 개념의 습득과 적용에 그칠 경우, 다음의 세 가지 측면에

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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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기능적인 면에서 기존 개념의 포섭(包攝, Subsumption)3) 불가능

성 문제에 대처하기 어렵다. 즉, 기존 개념에 대한 이해와 적용만으로 설

명할 수 없는, 포섭 불가능한 새로운 문제 상황에 부딪혔을 때 이를 해결

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전에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현상이나 사물이

등장할 경우 그 의미를 설명할 수 있는 기존의 개념은 존재하지 않으므

로, 기존 개념의 포섭 불가능성 문제는 사회 변화에 따라 필연적으로 발

생할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인공지능(이하 AI)이 운전하는 자율주행

자동차가 사고를 낸 경우 그 책임은 누구에게 부과되는가?’, ‘AI도 자신의

창작물에 대해 저작권을 갖는가?’와 같은 문제처럼 사회 변화 속도가 빨

라지면서 우리는 종종 새로운 현상과 기존의 개념이 포섭할 수 없는 사

실에 부딪히게 된다. 이 경우 새롭게 등장한 AI를 어떤 존재로 규정하는

지가 위 질문에 답변을 하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된다. 단지 법적인 권리와

의무의 주체로서 자연인과 법인에 대한 기존 개념을 이해하고 적용하는

것, 그에 따라 AI가 둘 중 어느 것에도 속하지 않는다고 분류하는 것 그

자체만으로는 새롭게 등장한 AI를 설명할 수 없다는 점에서 현실적인 문

제해결이 불가능해진다.

둘째, 가치 측면에서 기존 개념의 적절성 문제를 점검하고 대안을 모색

하기 어렵다. 인권, 평등, 법치주의 등 우리가 배운 많은 개념들은 실제로

사회 변화에 맞춰 수정되고 발전해왔다. 인간다운 삶에 대한 관심과 요구

가 생겨나면서 사회권이 기본권에 포함되었고, 평등의 의미는 형식적 기

회의 평등을 넘어 실질적 기회의 평등, 결과의 평등에 이르기까지 확장되

었다 – 물론 결과의 평등 개념을 수용하지 않는 사람들이 존재하며, 그

런 의미에서 평등의 의미는 여전히 논쟁적이다. 하지만 이런 논쟁을 거치

3) 일반적으로 포섭(包攝, Subsumption)은 종(種) 개념을 유(類) 개념 아래, 보

다 넓은 외연의 개념 아래 조금 더 좁은 외연의 개념을 포괄하는 것을 의미

한다. 본 연구에서 ‘포섭’은 칸트(Kant)가『판단력 비판』에서 규정적 판단력

의 작용을 설명하며 사용한 용어로, 특수한 것을 보편적인 것 아래 포함시키

는 것을 뜻한다. 즉, 법칙이나 개념으로서 보편적인 것이 이미 주어져 있고,

이 보편적인 것 아래 특수한 것을 포함하는 것을 의미한다(Kant, 1790; 백종

현(역), 2009: 162-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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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평등’의 개념이 보완되고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

특정한 개념의 의미가 확장, 변화될 수 있었던 것은 기존 개념이 갖는

한계와 적절성에 대한 비판적 검토의 과정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개념 학습은 특정한 개념을 습득하는 것을 넘어 현재 개념이 어떤 맥락

에서 탄생했고, 가치 측면에서 바람직한 것인지를 비판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고, 필요하다면 새로운 개념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해

야 하는 것 아닌가? 물론 우리가 (일상적인 의미에서) 개념을 습득하는

것과 개념 학습의 과정을 통해 어떤 개념을 배우는 것은 다르며, 개념 학

습에서는 개념의 특성이나 다른 개념과의 관계, 예시 등을 함께 배운다는

점에서 위와 같은 과정이 포함된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개념

의 습득에 중점을 둘 경우, 그러한 과정을 거친다고 해도 기존 개념의 한

계나 적절성에 대한 비판적 인식보다는 기존의 개념을 토대로 현상을 분

류하고 설명하는 것에 치중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기존 개념을 비판적으

로 검토한다고 해도 주어진 개념의 틀 내로 그 범위가 한정되며, 기존 개

념을 대체할 대안으로서 새로운 개념을 모색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셋째, 기존 개념의 논쟁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

다. 자연과학적 개념이나 일상적 개념과 달리 사회과에서 다루는 개념들

은 추상적이고 논쟁 가능성이 크다. ‘정의’, ‘평등’, ‘자유’ 등과 같은 개념

뿐 아니라 마치 객관적이고 절대적인 것처럼 보이는 개념들조차도 정도

의 차이일 뿐 다른 관점이 존재할 수 있다. 논쟁 가능한 개념들 중 교육

과정이나 교과서를 통해 학생들이 습득하게 되는 내용은 일반적으로 주

류의 입장이 담긴 것이다. 이 경우 기존 개념을 습득하고 적용하는 것에

그친다면 기존 개념에 의해 가려지고 배제된 것이 무엇인지 드러나기 어

렵다. 물론 현실적으로 모든 개념을 다 논쟁적으로 가르칠 수는 없다 해

도 적어도 해당 개념이 본질적인 진리가 아니라는 것, 어떤 맥락에서 이

러한 개념이 주요한 입장으로 채택되었는가를 배울 수 있도록 논쟁적인

것은 논쟁적으로 가르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주어진 개념의 습득과 적용

에 초점을 둘 경우 해당 개념의 논쟁적 성격을 드러내기가 쉽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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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습득과 적용에만 중점을 둔 개념 학습은 위의 세 가지 문제들 외

에도, 이해하고자 하는 대상 자체에 대한 풍부한 이해를 가로막고, 대상과

의 관계에 있어서 비본래적이고 기계적인 태도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

서 더욱 심각한 문제를 낳는다. 우선 대상 그 자체에 대한 이해 측면을

살펴보자. 주어진 개념의 습득과 적용에 초점을 둘 경우, 공인된 하나의

개념적 틀에 비추어 대상을 바라보게 하기 때문에 학습자가 그 개념이

실재(實在, reality)를 반영한다거나 본질적인 진리인 것처럼 생각할 가능

성을 높임으로써 대상에 대한 다양하고 풍부한 이해를 가로막는다. 게다

가 그 진리의 범주에서 벗어난 것을 우연적이고 예외적인 것으로 무시하

거나 잘못된 것으로 취급하게 될 위험도 존재한다. 실제로 학생들은 특정

개념의 의미를 절대적인 것으로 보고 현상을 “개념에 포함된다, 아니다”

와 같은 식으로 분류하는 데만 관심을 두는 경우가 종종 있으며, 개념에

포섭되지 않는 것들이 갖는 의미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나타

나기도 한다. 그러나 우리는 개념에 포섭되지 않는 특수한 현상이 갖는

의미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 현재의 개념으로 잘 설명되지 않는 것에 주

목하고, 왜 설명되지 않는지를 탐구해가는 것이 실재를 이해하는 데 더욱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보편적 원칙이나 관념으로서 개념이 존재하

는 것, 기존의 개념을 학습하고 그에 따라 현상을 분류하는 것, 그 자체

는 커다란 문제가 없다. 그러나 다른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고 그것만이

진리라고 생각하는 것은 실재를 왜곡하고, 중요한 의미를 놓치거나 부당

한 차별을 정당화할 위험을 가중시킨다.

또한 외부에서 주어진 개념을 습득하고 적용하는 것에 그칠 경우 스스

로 대상의 의미를 찾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이 생략됨으로써, 학습자가 이

해하고자 하는 대상과 주체적이고 본래적인(authentic) 관계를 맺지 못하

고 주어진 개념을 기계적으로 적용하게 될 위험이 있다. 스스로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개념에 맞추어 대상을 바라보아야 하기 때문에, 학습

자는 대상과의 관계 속에서 자율성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다. 동일한 대

상이라 할지라도 삶의 고민이나 관심사, 가치관, 처해 있는 상황 등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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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개개인에게 그 의미는 다르게 다가올 수 있다. 그러나 개념을 습득하

고 적용하는 것에 치중한다면 학습자는 자기만의 의미를 찾기 위한 노력

을 하지 않거나, 설령 한다고 해도 그것과 이론적으로 배우는 개념은 별

개라는 생각을 하기 쉽다. 게다가 주어진 개념을 정확히 습득하고 그 기

준에 맞춰 분류하는 것이 평가에까지 적용된다면, 학습자는 머리와 마음

이 따로 움직이는 괴리를 참아내야 하거나 아니면 스스로 의미를 찾는

것이 무의미하다고 생각하게 된다. 그 결과 교실에서 배우는 개념과 학생

의 실제 삶은 별개의 것이 될 가능성이 크다.

여기에서 우리는 개념과 개념 학습의 궁극적인 목표가 무엇인지 고민

해볼 필요가 있다. 개념을 학습하는 것은 수많은 사실을 효율적으로 분류

하고 포섭하기 위한 것인가? 개념은 일반화를 통해 보편적인 법칙을 발

견하기 위한 수단인가? 개념이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실을 효율적으로

분류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도, 일반화와 보편법칙을 발견하는 수단이 된

다는 것도 중요한 사실이다. 그러나 분류나 일반화, 법칙 그 자체가 개념

학습의 궁극적인 목표는 아닐 것이다. 오히려 우리가 어떤 개념을 만들고

그 개념에 비추어 현상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개념이 없었던

때에 드러나지 않던 의미, 사회적・역사적 맥락에서 중요한 의미를 드러

내주고, 이해할 수 없었던 현상을 부분적이고 불완전하나마 이해할 수 있

는 가능성을 열어주기 때문일 것이다. 기존의 개념 역시 그러한 가능성을

보여주었기에 개념으로서 의미를 갖게 되었을 것이며, 그러므로 현재의

개념이 갖는 의미를 충분히 이해하는 것은 필요한 과정이다. 그러나 우리

는 실재를 이해하는 하나의 수단으로서 기존의 개념적 틀에 갇히는 것을

경계해야만 하며, 기존의 개념을 충실하게 이해하면서도 필요에 따라 그

것을 넘어설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개념 학습에 있어 기존 개념의 습득과 적용 외에 무엇이 더

필요한가? 새롭게 등장한 현상이나 배제되어 있던 사실을 포섭하여 설명

하고, 변화된 사회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 개념을 수정․보완하기 위해서

는 기존의 개념 범주가 아니라 숨겨져 있던 의미를 드러내줄 새로운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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념이나 원리 등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 사회과의 개념 학습은 주어진 개

념을 습득하여 적용하는 것을 넘어서 기존 개념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개념 자체를 새롭게 구성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르는 것으로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대다수의 학생들이 이미 존재하는 기본 개념조차 이해하기 어

려워한다는 점에서 개념 구성 능력4)까지 요구하는 것이 지나치다거나,

소수의 학생들에게만 해당되는 것 아니냐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

다. 그러나 개념을 새롭게 구성하는 능력을 길러주는 것은 단순히 뛰어난

소수의 학생들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다. 설령 개념을 구성하는 것이 어

려운 일이라 할지라도, 완성도 높은 개념을 만들어내지 못한다 할지라도,

자신의 인식틀을 점검하는 비판적·반성적 사고의 경험과 개념에 비추어

세계와 대상을 바라보는 것이 갖는 의미를 이해하는 것은 모든 학생들에

게 필요한 과정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주어진 개념을 습득하고 적용하는

것만으로는 해당 개념이 어떤 과정을 거쳐 만들어지며 대상의 어떤 면을

보여주고, 또 어떤 면은 보여주지 못하는가에 대해 충분히 알기 어렵다.

또한 개념을 구성하는 능력을 기르고, 개념 구성을 시도한다고 해서 사

회과학자들과 같은 수준의 능력을 요구한다거나 완벽한 개념을 만들어내

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은 아니다. 본 연구에서는 결과로서 만들어진 개

념의 완전성보다 개념을 새롭게 구성해보려고 시도하는 과정 자체와 그

과정에서 길러지는 비판적․창조적 사고력, 상상력,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학습 자세, 대상을 바라보는 관점의 다양성과 유연성 등에 더욱 큰 의미

를 둔다. 특정 개념을 잘 구성해내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개념을 구성하

는 과정을 경험함으로써 개념 구성 능력을 기르고 배우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기존의 개념 학습을 보완하기 위해 먼저 현재

사회과교육에서 개념 학습은 어떤 지점에 서 있는지 살펴보자.

4) 개념을 형성한다고 하면 이미 존재하는 외부의 개념이 아동의 인지적 틀 속에

자리 잡았다는 의미로도 사용될 수 있어, 본 연구에서는 ‘개념 구성 능력’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다. 이는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개념이 존재하지 않을 때나 기

존 개념이 부적절할 때 학생들이 스스로 개념을 만들어간다(construct)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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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회과교육에서의 개념 학습

개념은 사회과교육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일반적으

로 추상적이고 창조적인 사고를 가능하게 한다는 점, 사물을 구체적으로

이해할 때보다 훨씬 더 많은 분량을 효과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해준

다는 점에서 개념 학습의 중요성을 받아들이고 있다(차경수․모경환,

2017: 179). 그러나 굳이 이러한 근거를 찾지 않아도 사회과교육에 종사

하는 사람들 중 누구도 개념 학습의 중요성을 부인할 사람은 없을 것이

다. 모든 교과에서 개념 학습이 중요하지만, 경험적이고 직접적인 이해가

불가능한 추상적인 개념이 많은 사회과에서는 개념 학습의 중요성이 더

욱 강조된다.

그렇다면 현재 사회과교육에서 개념 학습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

가? 개념 학습과 관련된 기존의 사회과교육 연구의 흐름은 크게 두 가지

로 구분해볼 수 있다. 하나는 개념 학습의 ‘방법’과 관련된 것으로, 사회

과교육 내에서의 개념 학습에 대한 논의는 주로 이러한 방법적 측면에

중점을 두고 이루어졌다. 이는 사회과 교육과정에 추상적이고 어려운 개

념이 많은 만큼 개념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학습시킬 것인가라는 ‘방법’

측면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개념

을 결정적 속성을 중심으로 가르칠 것인가(속성 모형), 전형적인 사례를

활용하여 가르칠 것인가(원형 모형), 구체적인 상황 맥락에 기초하여 가

르칠 것인가(상황 모형) 등 개념 교수학습모형의 효과에 대한 연구가 꾸

준히 이루어졌다. 최근에는 개념 간의 관계를 보여주는 개념도(concept

map)의 개념 학습 효과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개념도

를 활용한 협동 학습이 사회과의 개념 습득과 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이원민(2001),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사회과의 추상적 개념을

효과적으로 가르치고자 사례 중심 개념 학습 방안을 연구한 박숙희

(2005), 통합형 사회과 수업이 학습자의 개념 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

한 김수현(2004) 등 사회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개념 학습에 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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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상당수는 프로젝트 수업, 협동학습, 시뮬레이션 활용 수업 등의 방법

적 효과를 검증하는 것이다.

또 다른 흐름은 개념 학습의 ‘목표’와 관련된 것으로, 고차사고력과 관

련하여 개념의 활용 능력을 강조하는 연구들이 있다. 차조일(1999), 이기

복(2010) 등은 개념 습득에 중점을 둔 현재의 개념 학습이 가진 한계점

에 대해 꾸준히 문제를 제기하며, 고차사고력을 기르기 위해서는 개념의

습득을 넘어 개념 적용이 확대되어야 할 것을 강조했다. 특히 차조일

(1999)과 이기복(2010)의 연구는 개념 학습의 목적과 개념의 주요 기능

이 규칙의 속성에 따라 사물을 분류하는 것을 넘어선다는 점을 강조하였

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문제의식과 밀접하게 맞닿아 있다. 차조일(1999)

의 경우 기존의 개념 학습이 범주에 대한 표상을 형성해가는 개념 형성

과 범주화를 통한 분류 기능에만 초점을 두고 있으며, 이 경우 추론과

문제해결 같은 고차적 사고력이 발달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고, 헌법

소원의 문제를 자유민주주의 개념에 기초하여 토론하는 등의 개념 적용

을 확대할 것을 주장하였다. 또한 이기복(2010)은 습득한 개념과 관련하

여 학습자에게 실제적인 문제 해결 맥락을 제공하고 추론의 과정을 설정

함으로써 이론적인 개념 이해를 넘어 현실과의 연관성 속에서 개념을 학

습시킬 것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연구들은 한편으로는 개념 학습의 방법

에 대한 논의를 담고 있지만, 개념의 습득만으로 고차사고력이 길러지지

않는다는 것을 지적했다는 점, 개념의 적용이 단순한 범주화에 그쳐서는

안 된다는 것을 드러냈다는 점에서 개념 학습을 통해 달성해야 할 목표

가 무엇인가에 대해 시사하는 바가 크다.

그러나 이 역시 기존의 개념 자체에 대한 비판이나 수정보다는 습득한

개념의 실제적 적용을 강조함으로써 주어진 개념의 틀에서 벗어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기존 개념의 적용을 확대하는 것만으로는

해당 연구자들이 강조했던 비판적 사고력이나 창조적 사고력, 문제해결

력 등의 고차사고력을 촉진시키는 데 한계가 있다. 예를 들어 ‘자유민주

주의’라는 개념을 습득하고 이에 기초하여 헌법 소원의 문제에 대해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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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하는 것은 기존의 ‘자유민주주의’ 개념 자체가 가진 한계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이에 대한 새로운 의미 규정을 상상해보는 것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경험이다. 전자는 후자에 비해 비판적, 창조적 사고력이 특정한

개념적 틀에 갇혀 있을 가능성이 크다. 그것은 토론의 쟁점을 명확히 하

고 무한히 발산하는 사고를 일정 부분 제어할 수 있는 기능을 하겠지만,

기존의 ‘자유민주주의’ 개념을 넘어서 이 개념 자체의 적절성에 대한 논

의, 대안적 개념 구성으로까지 이어지지는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고차사

고력을 함양하기 위해서라면 더욱 더 개념의 습득과 적용을 넘어 해당

개념에 숨겨진 가치나 목적의 적절성, 한계 등을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개념 구성까지 나아갈 필요가 있다.

사회과교육 내에서 개념 학습이 차지하는 중요성에 비해 실제로 개념

학습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제한된 주제에 한정되어 있다. 추상적이

고 논쟁적인 성격을 갖는 사회과학적 개념은 일상적인 개념이나 자연과

학에서의 개념과는 그 의미나 형성 원리가 다를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과학적 개념이 만들어지는 원리나 과정에 대한 연구는 거

의 찾아보기 힘들다. ‘개념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 사회과학적 개념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특정 개념을 효과적

으로 학습하는 방법에 초점을 두는 것은 주어진 개념을 넘어서 상상하고

사고할 수 있는 가능성, 즉 개념 구성의 가능성을 제한한다. 개념이 만들

어지는 과정에 대한 이해와 개념 구성은 별개로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개념이 만들어지는 과정, 개념의 배경과 맥락에 대한 이해가 없다면 개

념에 대한 새로운 상상을 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기존 개념 자체에 대

한 깊이 있는 이해 또한 어렵다. 개념이 만들어지는 과정은 학습자에게

개념을 구성하는 방법을 보여주고, 개념이 특정한 사회적 맥락에서 만들

어진 것으로 변화가능한 것임을 드러낼 수 있으며, 주어진 개념이 어떤

상황 맥락에서 탄생한 것인지 이해할 수 있도록 돕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사회과 개념 학습의 이론적 토대를 탐구한 윤길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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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의 연구는 인지 심리학에 기초한 개념 이해에서 벗어나 사회과학

적 개념이 갖는 고유한 특징과 형성 구조를 분석했다는 점에서 유의미하

며, 개념적 은유를 활용하여 학습자 개인의 삶과 연계될 수 있는 개념

학습 방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본 연구에 중요한 모티브를 제공해주었

다. 또한 시민성 개념의 변화 과정을 분석하며 사회 구조 및 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라 개념이 함께 변하는 것임을 보여준 박현진(2019), 사회과를

주위 환경에 영향을 받는 하나의 유기체로 본 설규주(2009), 강두호

(2014) 등의 연구는 개념의 역동성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 또한 실제 학습자가 주체적으로 개념을 구성하는

방법이나 기존 개념의 재구성에 대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다루지는 않았다.

지금까지 사회과교육 내에서 개념 학습과 관련된 대부분의 연구는 주

어진 개념을 습득하고 적용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으며, 개념의 변화가능

성과 적극적인 활용을 주장하면서도 학습자가 주체가 되어 개념을 직접

구성해볼 수 있는 기회나 능력에 대해서는 충분히 다루지 않고 있다. 그

러나 개념 자체의 내용이 맥락적이고 변화가능하다 할지라도 교실 내에

서 학습자가 이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개념의 맥

락성이나 다양성은 유의미하게 와 닿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기존 개념의

습득과 적용에 더하여, 이러한 개념을 검토하고 재구성하는 경험이 함께

제공될 필요가 있다. 이론적 연구와 별개로 학교 현장의 많은 교사들은

기존의 다양한 사회과학적 개념들이 갖는 한계를 인식하고 이를 비판적

으로 검토하며 기존 개념을 새롭게 바라볼 수 있는 경험을 - 예를 들면,

현재 개념이 설명하기 어려운 현상을 제시한다거나 문제점을 생각해볼

수 있도록 하는 탐구활동 등의 형태로 -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을 것이

다. 본 연구는 기존 개념의 한계를 보완하는 새로운 상상의 필요성을 보

여줌으로써 그러한 경험과 노력이 갖는 의미와 중요성을 드러내고, 개념

을 구성하는 방법을 이론적으로 모색함으로써 ‘개념 구성 능력’을 함양하

는 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개념 학습 방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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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문제와 연구 진행 개요

주어진 개념의 습득과 적용에만 초점을 둘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본 연구자는 개념의 습득과 적용을 넘

어 새로운 개념을 구성하고, 기존의 개념을 재구성할 수 있는 역량으로

서 ‘개념 구성 능력’을 함양할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본 연구자는 특히

학습자가 주어진 개념을 진지하게 성찰하거나 개념을 통해 자신의 삶 속

에서 만나는 여러 가지 구체적인 현상(사물, 사람, 상황)이 갖는 풍부한

의미를 인식하지 못한 채, 습득한 개념을 범주화, 즉 분류의 틀로만 활용

하게 되는 상황에 주목한다. 개념학습의 주된 목적과 기능이 ‘분류’가 되

면 보편적인 것, 일반적인 것을 중심으로 특수한 것을 포섭하는 작용만

이 중심이 된다. 물론 기존의 개념을 충분히 이해하고 대상을 분류하는

것은 필요한 활동이다. 그러나 ‘분류’ 그 자체가 개념의 가장 주된 기능

이 될 경우, 분류의 기준으로서 개념이 절대적이고 본질적인 성격을 가

진 것으로 여겨질 경우, 대상 자체에 대한 학습자의 이해의 폭이 제한되

고 실재가 개념에 종속되는 역전 현상이 초래된다. 이 과정에서 학습자

는 자율성을 상실함으로써 대상과 본래적인 관계를 맺지 못하게 되고,

실제 삶과 교과의 배움이 분리될 위험 또한 커진다.

본 연구의 주된 관심은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개념 학습의 핵

심적 목표와 기능이 개념의 ‘습득’과 ‘분류’가 아니라는 것, 개념 역시 절

대적인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재구성될 뿐 아니라 적극적으

로 재구성되어야 하는 것임을 드러내는 데 있다. 개념의 지속적인 재구

성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개념을 자신이 속한 세계를 이해하는 하나의 수

단이자 가능성으로서 받아들이고, 실재의 풍부한 의미에 조금이라도 더

가까이 다가가는 개념을 만들려는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이 과정에

서 학습자에게 요구되는 것은 기존 개념에 대한 성찰을 통해 새로이 개

념을 구성할 수 있는 역량이 될 것이다.

이러한 개념 구성 능력은 무엇이며 어떻게 길러줄 수 있는가? 이 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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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문제는 바로 이것이다. 이에 대한 답으로 본 연구에서는 칸트의 ‘반

성적 판단력’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개념 (재)구성에 중점을 둔 교수학습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칸트의 반성적 판단력은 개별적 특수로부터 새

로운 보편을 찾아나가는 능력으로서, 특정한 개념에 종속되지 않은 채

자유로운 상상력의 유희를 통해 다양한 개념을 그려볼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취지에 가장 잘 부합한다. 또한 반성적 판

단력에 기초한 개념 학습은 학습자가 기존의 개념에서 배제되어 있던 대

상에 주목하게 함으로써 대상의 다양하고 개별적인 의미를 풍부하게 이

해하는 동시에 자율적 존재로서 대상과의 관계에서 본래성을 회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한다는 점에서도 본 연구의 문제의식과 맞닿아 있다.

개념 구성 능력 함양에 초점을 둔 개념 학습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Ⅱ

장에서는 사회과교육에서 개념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그

러한 개념 정의가 개념 학습과 관련하여 어떤 의의와 한계를 갖는지 드

러낼 것이다. 특히 기존의 사회과 개념 학습이 주어진 개념을 습득하고

범주화하는 데는 효과적이지만, 대상에 대한 인식을 넘어 다양한 사유

(思惟)의 가능성을 막는다는 데 초점을 두고 속성, 원형, 상황 모형에 기

초한 개념 학습의 특징을 살펴본 뒤, 개념 구성 능력 함양을 위한 새로

운 학습 방안의 필요성을 도출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개념 학습 방안이 전제하는 개념은 고정불변의

유일무이한 것이 아니라 변경 가능한 것, 학습자가 주체가 되어 다양하게

구성할 수 있으면서도 동시에 객관적 이해 가능성이나 사회적 수용 가능

성을 가질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개념의 특징을 가장 잘 보여준다는 점

에서 Ⅲ장에서는 베버(Weber)의 ‘이념형(ideal types)’을 개념에 대한 대안

적 정의로 제안한 뒤, 이념형의 특징과 구성 과정을 분석할 것이다. 이념

형으로서 사회과학적 개념은 일반성에 초점을 둔 분류보다는 구체적인

대상의 개별성에 주목하며, 연구자에 의해 구성된 산물로서 다양한 개념

의 존재 가능성을 인정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베버의 이념

형은 개념에 대한 대안적 정의로는 적절하지만, 이를 교육에 적용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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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목표와 방법, 즉 ‘이념형으로서 개념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란 무엇

인가? 어떻게 그러한 개념 구성 능력을 길러줄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

인 논의가 부족하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칸트(Kant)의『판단력 비판』에

제시된 ‘반성적 판단력’ 개념을 활용하여 개념 구성 능력의 의미를 명확

히 하고, 아름다움에 대한 판단, 즉 취미 판단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개

념 구성 능력을 함양하기 위한 사회과 개념 학습 방안을 탐구할 것이다.

특히 취미 판단의 원리 중 사적인 이해관심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는 ‘무

관심성(disinterestedness)’, 주관적인 의미에서의 ‘합목적성(purposiveness)’,

타인의 입장에서 사유하도록 해주는 ‘공통감(common sense)’ 등의 개념

을 활용하여 Ⅲ-3)에서 4단계의 개념 구성 방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

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현상의 의미를 자유롭게 상상하는 것에서 출발

하여 주관적 타당성뿐 아니라 논리적 사변(思辨, speculation)을 통한 객

관적 타당성을 확보하고, 궁극적으로 사유의 확장을 통해 사회적으로 소

통 가능한 의미를 찾아가는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이러한 개념 구성 방

법을 토대로 Ⅳ장에서는 구성 중심 개념 학습의 단계를 제안하고, 구체

적인 적용 사례를 보여줌으로써 본 연구에서 제안하고자 하는 개념 학습

의 의미를 명확히 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Ⅴ장에서는 개념 구성 능력

으로서 반성적 판단력을 함양하는 개념 학습에 관한 전체 논의를 요약하

고, 본 연구에서 제안한 교수학습방법의 실제적 적용과 관련하여 필요한

후속 연구에 대한 제언으로 마무리할 것이다.

본 연구가 제안하는 개념 학습 모형이 교육 현장에서 유효하게 구현된

다면, 다음과 같은 의의를 가질 수 있다.

첫째, 현상을 다양한 측면에서 더욱 풍부하게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길 것이다. 학생들은 기존 개념에 대한 검토를 통해 새로운 개념을 만

들거나 기존의 개념을 수정해봄으로써 그동안 드러나지 않던 새로운 사

실과 의미를 찾아낼 수 있으며, 추상적인 개념 그 자체보다 우리가 이해

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현상에 더욱 주목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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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기존 개념을 맹목적으로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개념의 적절성을

비판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 스스로 개념이 생성되는 과정을 경험해 봄

으로써 기존 개념이 어떤 인지적 관심에 의해서 구성되었는지, 현실을

적절하게 설명하는지, 부당하게 배제된 사실이나 놓쳐버린 중요한 의미

는 없는지 등을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셋째, 기존의 개념에 포섭되지 않는 현상이나 문제 상황에 부딪혔을

때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개념을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다. 물론 완벽한

개념이 아니라 할지라도 - 어차피 절대적이고 완벽한 개념은 존재하지

않는다. - 새로운 개념을 만들어봄으로써 해당 상황과 맥락에 적합한 개

념을 찾아낼 수 있다. 설령 개념을 만들어내지 못한다 할지라도 현상을

잘 설명해줄 수 있는 개념을 찾아가는 탐구의 과정 그 자체가 충분히 유

의미하고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 과정에서 학생들은 지적 개방

성과 탐구 정신, 상상력을 함양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기존의 개념을 더 잘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다. 이렇게 개

념 구성 능력에 초점을 둔 교수학습방법이 기존 개념의 가치를 떨어뜨리

거나 학생들에게 혼란을 초래한다고 우려할 수도 있다. 그러나 오히려 하

나의 개념을 절대적인 것처럼 가르치고 실제로 접하는 현실과 개념이 부

합하지 않는 데서 오는 혼란이나 현실 왜곡보다는, 개념이라는 것이 수정

과 재구성 가능한 것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학생과 교사 양측 모

두에게 덜 부담스러울 것이다. 또한 개념 구성을 목표로 한다고 해서 기

존 개념에 대한 학습의 중요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현재 우

리가 학습하는 개념이 어떤 사회적 맥락과 인지적 관심에 초점을 두고 구

성되었는지를 이해해야 한다는 점에서 기존 개념에 대해 더욱 깊이 있는

이해가 필요하다. 이런 점에서 개념 구성 능력을 기르는 교수학습 방안은

기존 개념에 대한 이해를 전제로, 이것이 가진 한계를 비판적으로 검토함

으로써 새로운 개념을 모색하는 방향으로 구성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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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사회과교육에서의 개념 학습의 실제

1. 사회과교육의 개념관5) 및 개념학습모형

개념 구성에 중점을 둔 개념 학습 방안을 논의하기에 앞서 현재 사회과

교육에서는 개념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즉 사회과교육의 개념관을 먼

저 살펴볼 필요가 있다. 특정한 내용으로서 개념을 습득하는 데 초점을

둘 경우 우리가 개념 자체를 어떻게 정의하는가, 개념이 어떻게 만들어지

는가, 개념을 통해 무엇을 하려고 하는가는 크게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

다. 그러나 개념을 구성하는 능력을 기르고자 한다면 개념에 대한 정의와

개념 구성 과정이 중요해진다. 따라서 이 장에서는 현재 사회과교육이 전

제하고 있는 개념에 대한 정의와 교수학습방법을 살펴보고 그것이 갖는

의의와 한계를 분석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과교육의 대표적인 개

념 학습 모형인 속성, 원형, 상황 모형을 중심으로 이 모형들에 내재한 개

념관과 개념 학습의 목적 및 방법을 살펴보는 것으로 분석의 범위를 한정

한다6).

그러나 속성, 원형, 상황 모형은 개념 학습과 관련하여 사회과교육에서 가

장 일반적으로 적용되어 왔으며(이기복, 2010: 219), 각각의 한계를 보완하며

발전해왔다. 또한 구체적인 수업 방식이 다르다 해도 개념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는 이들 세 모형과 공유하고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에 대한 분석을

통해 사회과 개념 학습의 전체적인 방향에 대해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5) 여기에서 ‘개념관(槪念觀)’이라는 용어는 ‘개념에 대한 정의(definition)’라는

의미로 사용하였다. 사회과교육에서 개념을 어떻게 규정하는가(개념의 개념)

에 따라 개념 학습의 목표와 방법이 달라질 것이므로 사회과교육의 개념관을

살펴보고자 한다.

6) 사회과교육에서 시행되고 있는 모든 개념 학습 방법을 다 분석하지는 못하였

다는 점에서 이 장에서 논의한 개념관을 사회과교육 전체를 대표하는 ‘유일

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것을 한계로 받아들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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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회과교육의 개념관

① 개념(槪念, concepts)에 대한 정의

“대상에 관한 여러 지식에서 공통된 요소를 뽑아 종합한 하나의 통일

된 지식으로, 사물에 대한 심상(心象)(김윤숙·김정환, 2012: 24)”, “공유하

고 있는 특성에 근거하여 집단화된, 특정한 이름이나 상징으로 불려질 수

있는 특정한 사물, 상징 또는 사건들의 체계(Merrill & Tennyson, 1977;

김혁진, 1993: 6에서 재인용)”, “사물이나 사건에 대한 심적 표상(mental

representation)으로서 우리가 세상을 이해하고 있는 방식(신현정, 2018:

20)” 등 개념에 대한 정의는 다양하다. 그러나 박인우(2006)의 선행연구

분석에 따르면, 개념에 대한 정의는 학자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공통의

특성’, ‘규칙성’, ‘표준화된’ 등의 용어로 표현된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진

다. 사회과교육에서의 개념 정의도 이와 유사하다.

개념은 우리가 경험한 것을 집단별로 묶은 범주라고 할 수 있다. 범주

는 분류와 비슷한 의미를 지니고 있지만, 범주는 어떤 특징, 즉 속성을 따

라서 집단화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를 좀 더 쉽게 말하면, 우리가 관

찰한 것을 어떤 기준에 따라 비슷한 것끼리 분류하고, 거기에 이름을 붙

인 추상적인 용어를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주변에서 만나는 다양한 개

와 고양이를 관찰하고, 개와 고양이의 특징을 따라서 그들을 분류하고, 그

들에게 ‘개’와 ‘고양이’라는 이름을 붙인 것이 곧 개념인 것이다. 요컨대

개념이란 관찰 -> 분류(범주화) -> 이름 붙이기(명명)의 과정을 거쳐

단어나 구(句)로 표현한 용어이다(차경수․모경환, 2017: 178).

사회과에서는 일반적으로 위에서 인용한 것처럼 개념을 ‘공통된 속성

을 갖는 대상들의 유목(class)’으로 이해한다(Martorella, 1972; Tennyson

& Park, 1980; Banks, 1990; 구정화, 2001에서 재인용). 이는 개념이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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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지는 구조를 중심으로 개념을 정의한 것으로, 인지 심리학에서 개념

을 바라보는 고전적 견해에 가까운 정의이다. 개념의 구조와 표상에 대

한 고전적 견해는 “구체적이든 추상적이든 아니면 가상적이든, 어떤 대

상이나 사건에 관한 개념이 개별적으로는 필요조건이 되고 전체적으로는

충분조건이 되는 속성들의 집합이라는 보는 관점(신현정, 2018: 31)”이다.

이는 고대 그리스에서부터 지금까지 개념 구조에 대한 입장을 주도해왔

다는 점에서 ‘고전적(전통적)’ 견해라고 불린다.

개념에 대한 사회과교육의 이러한 정의와 관련하여 윤길복(2012: 27-43)

은 사회과교육의 개념이 내용적으로는 사회과학적 논리를 따르면서도 개

념 교수 학습의 이론적 토대는 인지 심리학적 접근 방식에 기초한다는

점을 지적하였으며, 이는 사회과학적 개념이 갖는 고유한 특성을 간과하

는 것이라고 비판하였다. 또한 우리가 일상적으로 습득하는 개념과 사회

과 학습을 통해 배우는 개념은 개념이 만들어지는 논리적 구조나 특성

면에서 차이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일상적 개념은 자연발생적으로 경험

적 일반화를 통해 형성되지만, 과학적 개념은 비(非)자연발생적인 것으로

추상적 일반화를 통해 만들어진다는 것이다(윤길복, 2012: 33). 이러한

논의에 따르면 주권, 권력, 민주주의, 정의, 사회화 등 사회과학의 주요한

개념이 어떻게 추상적 일반화의 과정을 거쳐 만들어지는지, 어떠한 공통

적 속성을 기준으로 범주화된 것인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그러나

인지 심리학에 기초하여 개념을 정의할 경우 개나 고양이처럼 일상적이

고 경험적인 개념이 만들어지는 과정과 사회과학적 개념이 만들어지는

과정의 차이가 잘 드러나지 않는다는 한계가 있다.

‘관찰-범주화-명명’의 과정을 통해 ‘공통된 속성을 범주화하여 묶음’

으로써 개념이 만들어진다고 보는 사회과의 개념 정의는 동일 범주에 속

하는 사례들에 공통적인 결정적 속성이 존재한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

(이기복, 2010: 220). 그러나 직접적으로 관찰 불가능한 추상적인 개념에

대해 그러한 속성을 어떤 과정을 거쳐 도출하는지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으며, 일상적인 개념의 형성 과정과 사회과학적 개념의 형성 과정을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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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히 구별하지 않고 있다. 이처럼 속성을 추출하는 과정을 논리적으로 설

명하지 않은 채 대상의 고유한 속성을 전제하는 경우 그러한 속성이 마

치 본질적으로 존재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 공통적인 속성을 중시하

는, 개념에 대한 이와 같은 정의는 사회과 개념 학습이 목표나 방법 측면

에서 속성을 습득하고 이를 기준으로 대상을 정의한 뒤 범주화하는 것에

초점을 두게 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② 사회과교육에서의 개념의 기능

우리가 개념의 주된 기능을 무엇으로 규정하는가는 개념 학습의 목표

나 개념에 대한 정의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개념의 기능은 궁극적

으로 개념 학습을 통해 우리가 추구하는 목적과 관련되어 있으며, 개념

이 수행해야 할 주된 기능에 초점을 두고 이를 달성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념 학습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회과교육에서 강조되

는 개념의 기능을 살펴보고, 현재 개념 학습을 통해 이러한 기능을 충분

히 달성할 수 있는지 검토함으로써 개념 학습이 나아갈 방향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개념의 기능은 크게 소극적 측면과 적극적 측면으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다(차조일, 1999: 235). 소극적 측면에서 개념은 범주화를 통한 ‘분

류’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효율적인 사고를 촉진한다. 개념은 특정 기준에

의해 많은 대상을 집단화(범주화)하여 이해하므로, 구체적으로 이해할 때

보다 훨씬 더 많은 분량의 사물을 이해할 수 있게 도와주기 때문이다. 한

편 적극적인 측면에서 개념은 고차적이고 능동적인 사고로서 추상적 사

고, 문제해결력, 비판적 사고 등을 가능하게 하는 토대가 된다.

먼저 소극적 기능으로서 범주화를 통한 개념의 ‘분류’가 갖는 의미를

살펴보자. 고차사고력에 대비하여 소극적이라고 표현하기는 하지만, 사실

‘분류’는 개념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개념이 없

는 경우를 상상해본다면 명확해진다. 만약 우리가 수많은 개별적 대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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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할 수 있는 개념적 틀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우리의 머릿속은 수많

은 정보들로 혼돈 상태에 빠질 것이다. 게다가 모든 것이 각각의 의미로

다가오기 때문에 결국 어느 것 하나 기억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A나무,

B나무, C나무 … 등 내가 만나는 모든 나무를 하나로 묶어주는 개념이

없다면 ‘나무’라는 말 대신 ‘A나무, B나무, C나무 ……’로 무한해지는 이

름 탓에 우리의 언어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복잡해질 것이다. 또한 내

가 본 A나무와 다른 사람이 본 B나무는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나

무’에 대해 이야기를 나눌 수도 없게 된다. 이렇게 본다면 개념을 토대로

한 분류는 인식, 기억, 소통 등을 위한 필수적인 조건이 된다. 이러한 측

면에서 Smith & Medin(1981)은 개념이 수많은 개개의 사물과 사건을

독특한 것으로 지각하고 기억하는 대신 이미 알고 있는 유목의 한 사례

로 처리하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에 안정감을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고 보았다(Smith & Medin, 1981; 신현정, 2018: 17에서 재인용).

한편 개념에 대한 이해는 적극적인 의미에서 창조적 사고력, 문제해결

력, 비판적 사고력 등 사회과교육에서 목표로 하는 고차사고력이 발휘될

수 있는 필요조건에 해당한다. 양적으로 많은 개념을 알고 있다고 해서

모두 이러한 고차사고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아무런 개념

도 습득하지 못한 상태에서 문제의식을 갖는다거나 탐구를 통해 새로운

의미를 찾아낸다는 것은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거의 불가능하다. 학생의

머릿속에 들어 있는 많은 개념은 유사한 맥락이나 상황에서 추론과 탐구

의 수단이 되기 때문에 문제해결이나 다른 개념의 학습 등 여러 가지 측

면에서 꼭 필요한 것이다.

개념은 어떤 면에서 고차사고력을 가능하게 하는 조건이 되는 것일까?

첫째, 개념은 추상화의 산물이며, 차경수ㆍ모경환(2017)에 따르면 인간의

정신은 추상화를 통해 구체적으로 관찰한 것의 범위를 넘어서 더 넓은

세계를 상상할 수 있다. 그리고 그 결과 더욱 풍부하고 창조적인 사고가

가능해진다. 둘째, Gagne(1970)는 개념이 규칙을 학습하는 전제 조건이

며, 규칙은 문제 해결의 전제 조건이라고 보아 문제 해결에 있어 개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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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적임을 강조하였다(Gagne, 1970; 김민희, 2003: 6에서 재인용). 차경

수ㆍ모경환(2017) 또한 개념 학습의 근본적인 의미는 추상적으로 이해된

개념을 구체적으로 존재하는 현실과 비교하여 그 차이를 분석하면서 개

념을 이해하는 데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결국 개념 학습은 개념과

현실, 이론과 실천 사이에 존재하는 괴리를 해소하여 갈등과 문제를 해

결하는 사고 과정을 형성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개념은 대

상의 의미, 여러 대상들 간의 연관성과 인과 관계 등을 인식하는 데 도

움을 줌으로써 숨겨져 있던 대상의 새로운 의미를 드러낸다는 점에서 비

판적·창조적 사고를 가능하게 한다. 이는 개념이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

고 있던 중요한 의미나 대상들 간의 관련성을 보여주는 수단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2) 사회과교육의 개념학습모형

개념 학습과 관련된 연구에서 가장 많이 논의된 문제는 개념의 구조를

어떻게 파악하느냐에 대한 것이다. 범주가 사람의 마음에 어떤 형태로 표상

되는지 연구하는 이론을 개념구조론이라고 하며(차조일, 1999: 230), 이는 개

념 학습, 특히 개념 습득과 관련하여 중요성을 가진다. 개념의 구조에 대한

논의는 일반적으로 속성 모형(attribute model), 원형 모형(prototype model),

예 모형(example model)7) 등으로 구분하여 설명할 수 있으며, 이후 사회적

상황 맥락을 강조하는 상황 모형(social context model)에 기초한 개념 학습

이 등장하였다. 그 중 본 연구에서는 속성, 원형, 상황 모형이라는 세 가

7) 원형 모형과 함께 예 모형(example model)도 사회과 개념학습모형으로 다루

어지지만, 본 연구의 논의에서는 제외하였다. 예 모형은 실제로 존재하는 구

체적인 예를 통해 개념을 이해한다는 점에서 추상적인 원형이나 최적의 예

(best example)를 머릿속에 기억함으로써 개념을 이해하는 원형모형과 구별

된다. 이론적 측면에서 두 모형은 구별되지만, 원형이 광범위한 의미에서 예

에 해당하며 예 모형 역시 주어진 개념을 효과적으로 습득하는 데 중점을 둔

다는 점에서 원형모형과 실제적인 개념 학습의 측면에서는 큰 차이가 없다고

보았기에 구체적인 논의는 제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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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모형을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이 세 가지 모형은 “ ① 유

목(class)의 모든 구성 요소를 단일한 묘사로 설명할 수 있는가 하는 것과 ②

유목의 모든 구성 요소를 단일한 묘사로 설명하는 방식이 타당한가? ”라는

질문에 기초하여 탄생하였다(Yoho, 1987; 구정화, 2001: 206에서 재인용). 이

장에서는 속성 모형, 원형 모형, 상황 모형에 기초한 개념 학습의 의미와 과

정을 살펴봄으로써 그 속에 내재된 개념의 의미와 개념 학습의 목표를 분석

할 것이다.

① 속성 모형에 기초한 개념 학습

속성 모형은 개념 학습에 대한 가장 고전적인 관점을 따르는 것으로,

1970년대까지 심리학과 교육학의 지배적인 견해였다. 범주화에 대한 고

전적 견해는 모든 개념들이 명확하게 정의되는 속성을 가지고 있으며,

그 결과 사례(특수)들이 특정한 개념(보편)에 포섭되는지 아닌지 검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 기초하여 개념이 가지고 있는 속성을

중심으로 개념을 이해하도록 하는 것이 사회과의 개념 학습 모형 중 ‘속

성 모형’에 해당한다. 이는 개념이 가진 속성을 비교한다는 점에서 속성

비교모형8)이라고 불리기도 하며, 교과서를 포함한 많은 학습서들은 이

관점에 기초하여 개념을 정의한다.

속성 모형은 개념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관찰 → 범주화 → 명명’으로

이해하고, 그 개념만이 갖는 고유한 특징을 중심으로 개념을 이해하고자

한다. 개념이 갖는 속성은 결정적 속성과 비결정적 속성으로 구분되는데,

개념에 속하는 대상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으로서 다른 것과 구

8) 1970년대 원형 모형에 의해 속성 모형에 대한 비판이 본격적으로 제기되었

는데, 속성 모형은 전형성 효과(예의 전형성 정도에 따라 범주화의 속도가

다르다는 것)를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이 그 중 대표적인 것이었다. 결정적 속

성을 기준으로 범주화가 이루어진다고 보는 속성 모형에서는 모든 예들이 동

일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비판에 대한 대응으로 결정적 속성

과 비결정적 속성으로 구분하는 속성비교이론(Feature comparison theory)이

등장하였다(차조일, 1999: 231).



- 24 -

별되는 가장 중요한 특징을 ‘결정적 속성(critical attributes)’이라고 한다.

즉, 속성 모형은 한 개념에 속하는 모든 긍정적 사례는 다른 개념의 긍

정적 사례들과 구별되는 결정적 속성을 공유한다고 보는 것이다. 속성의

독특성에 기초한 속성 모형의 기본적인 특징은 다음의 다섯 가지로 정리

할 수 있다(Mervis, 1980; 구정화, 2001: 207에서 재인용).

첫째, 범주(category)는 결정적 속성의 묶음(set)에 의해 결정된다.

둘째, 이러한 속성의 묶음은 다른 범주와 구별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것이다.

셋째, 범주의 성원들(긍정적 사례)은 그 범주 내에서 모두 평등하다.

넷째, 범주의 범위(boundaries)는 절대적이다.

다섯째, 대상물들의 세계는 전체적인 묶음(total set)으로 이루어진다.

이러한 기본적인 5가지 특징을 통해 우리는 속성 모형이 어떤 대상에

대해 (그 대상을 규정짓는) ‘본질적이고 결정적인’ 속성의 존재를 전제하

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결정적인 속성의 존재를 강조하게 될 때

예상되는 학습 방법은 ‘속성을 기준으로 한 절대적인 분류 도식’으로서

개념을 습득하고 적용하는 것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대해 개념의 결

정적 속성 역시 변화할 수 있으므로 속성 모형을 활용한다고 해서 반드

시 이와 같은 결론이 도출되는 것은 아니라고 반박할 수도 있다. 그러나

더욱 결정적이고 중요한 속성을 발견함으로써 개념이 수정될 수는 있지

만, 이는 더 결정적인 속성이 기존의 결정적 속성이 가지고 있던 자리를

대체하여 새로운 분류의 기준이 된 것일 뿐이다. 즉, 결정적 속성의 내용

은 변화가능하다 해도 다른 더 중요한 속성을 발견하기 전까지 이를 결

정적인 것을 보는 태도에는 변함이 없다는 것이다. 그 결과, 기존의 결정

적 속성이 유효하다면 개념에 대한 다른 상상의 여지는 거의 없다.

속성 모형의 교수학습 단계는 <표 1>에 나타난 것처럼 결정적 속성을

중심으로 정의된 개념을 이해하고, 그러한 속성에 부합하는 예시와 그렇

지 않은 것을 구분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징적인 것은 표에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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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학습 단계

① 문제 제기

② 속성 제시와 정의

③ 결정적 속성과 비결정적 속성 검토

④ 예와 예 아닌 것 검토

⑤ 가설 검증

⑥ 개념의 형태 종류, 관계 등 개념 분석

⑦ 관련 문제 검토

⑧ 평가

타난 것처럼 속성 모형이라고 해서 교수학습 과정에서 예시를 다루지 않

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뒤이은 원형 모형과 상황 모형 역시 예시와

속성을 모두 다룬다는 점에서 이들 각 모형의 차이는 예시와 속성 중 무

엇을 중점적으로 다룸으로써 학습자의 효과적인 개념 습득과 이해를 돕

느냐에 달려 있다고도 볼 수 있다.

<표 1> 속성 모형에 따른 개념의 교수학습 단계9)

② 원형 모형에 기초한 개념 학습

원형(prototype) 모형은 1980년대 후반 속성 모형에 대한 대안으로서

실험과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졌으며, 속성의 진술로는 개념을 명확히

전달하기 어려운 경우를 설명하기 위해 교수학습 과정에 도입되었다. 원

형 모형은 하나의 개념에 해당하는 사례들이 공통된 결정적 속성을 동등

9) 차경수ㆍ모경환(2017)의『사회과교육』(동문사) p. 187에 제시된 교수-학습

단계를 인용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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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갖는 것이 아니라 개념을 대표하는 정도의 차이가 있다고 가정함으

로써 전체적인 유목을 대표하는 원형 또는 전형(全形)으로 개념이 표상

된다고 보는 입장이다(구정화, 2001: 208). 속성 모형의 문제점을 드러낸

이론적 계기는 비트겐슈타인(Wittgenstein)의 ‘가족 유사성(family resemblanc

e)10)’ 개념이었는데, 이에 따르면 범주에는 고정된 경계가 없으며 목적에

따라 범주는 제한될 수도, 확장될 수도 있다(Lakoff, 1987; 윤길복, 2012:

29에서 재인용). 그 결과 속성 모형에 대한 대안으로서 전형성(typicality)

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었고, 한 개념의 범주 내에 전형이라 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구성원이 존재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원형 모형에

따른 교수학습방법이 등장하게 되었다.

원형 모형은 ① 개념의 표상은 전체 대상물의 요약적 설명이며 추상화

과정의 결과라는 점과, ② 필요 충분한 결정적 속성의 한 집합체로 개념

을 제한하기보다 사례의 속성이나 유형의 중심 경향을 갖는 원형을 강조

한다(구정화, 2001: 208). 원형 모형에 따르면 우리는 특정 범주의 사례

들을 가장 잘 대표할 수 있는 원형을 추상화하여 대표적인 표상으로 인

지 구조 속에 저장함으로써 그와 유사한 대상을 만났을 때 머리 속의 원

형과 비교하여 대상을 분류하게 된다. Smith & Medin(1981)에 따르면 원

형은 ‘이상적 원형(idealized prototype)’과 ‘실제적 원형(actual prototype)’으

로 구분할 수 있다(차조일, 1999: 232). 실제적 원형에 초점을 둘 경우 해

당 범주 내의 수많은 실제 사례들 중 전형성이 가장 높은 최적의 예가

원형으로서 학습자의 머릿속에 표상된다고 보는 반면, 이상적 원형은 학

습자가 인식한 많은 사례들이 빈도나 평균에 따라 하나의 표상으로 형성

된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이상적 원형을 베버의 이념형(ideal type)과

같다고 보는 경우도 있으나, 이념형은 사례들의 평균치를 보여주는 것도,

10) ‘가족 유사성’이란 동일한 가족의 성원들이 몸집, 외모, 걸음걸이, 기질 등

여러 면에서 유사성을 가진다는 것에서 유래한 말이다. 이는 한 집단을 이루

는 구성원이 모두 공유하는 공통적인 특성(범주를 묶어주는 결정적인 속성)

은 없지만, 유사한 특성들이 연결되어 하나의 집단으로서 구별된 특성을 형

성한다는 개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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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학습 단계

① 문제 제기

② 원형 또는 예 제시

③ 예와 예가 아닌 것 제시

④ 속성 검토

⑤ 개념 분석

⑥ 문제 검토

⑦ 평가

그 아래 실제 다양한 사례들을 포섭시켜야 하는 기준으로서 완벽성을 갖

춘 이상적인 모델도 아니라는 점에서 원형과 구별된다11). 한편 원형 모

형은 사례를 중심으로 개념을 학습한다는 점에서 예 모형과 유사성을 갖

지만, 예 모형에서 말하는 예는 추상화된 원형이나 전형적 사례가 아니

라 구체적인 개별 사례들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원형 모형에 기초한 개념 학습은 최적의 사례로서 원형을 획득하는

‘개념적 지식의 형성’과, 획득된 원형을 새로운 사례와 대조함으로써 일

반화 및 변별 기능을 기르는 ‘절차적 지식의 개발’이라는 두 가지 인지

과정으로 이루어진다(구정화, 2001: 209). 원형을 습득함에 있어서 실제

사례를 보고 같은 범주에 들어가는 예인지 아닌지를 구분할 수 있는 명

확한 인지적 표상을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표 2> 원형 모형에 따른 개념의 교수학습 단계12)

따라서 원형 모형에 따른 개념 학습에는 <표 2>의 밑줄 친 부분처럼

우리의 인지 구조 속에 ‘원형’을 형성해주는 전형적인 사례, 원형의 범주

11) 이념형과 원형의 구분은 Ⅲ장에서 이념형의 의미와 특징을 설명할 때 더욱

상세하게 서술하였다.

12) 차경수ㆍ모경환(2017)의『사회과교육』(동문사) p. 190에 제시된 교수-학습

단계를 인용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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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정교화해주기 위한 ‘예와 예 아닌 것’, 그리고 원형의 습득을 토대로

새로운 사례를 분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문제 사례(사례를 제시하고

이것이 해당 범주에 속하는지 아닌지를 분류하게 하는 것)가 포함된다.

한편 차경수․모경환(2017: 190)은 원형 모형에서는 속성을 검토하지

않는다는 오해를 방지하기 위해 원형 모형의 교수 학습 단계에 ‘속성 검

토’를 명시하였음을 밝혔다. 원형 모형을 연구한 학자들은 원형의 제시

단계만을 포함했지만, 실제 개념 학습이 이루어질 때 예와 속성을 함께

검토하지 않을 수 없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원형 모형에 기초한 개념 학

습은 원형을 중심으로 개념이 습득된다는 것을 강조하지만, 여전히 동일

범주 내에 속하는 사례들이 갖는 속성과 원형에 따른 범주화를 중시한

다. 원형 모형 역시 필요충분 조건으로서 결정적 속성을 강조하지 않을

뿐, 대상들이 가진 공통된 속성을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는가를 중심으

로 원형에 가까운 사례와 그렇지 않은 사례를 구분하기 때문이다. 속성

모형과 원형 모형은 대상이 공유하고 있는 속성을 중심으로 개념을 정의

한다는 점에서는 큰 차이가 없을 것이다. 차이가 있다면 원형 모형은 집

단 내에서도 속성을 많이 가진 대표 사례와 그렇지 않은 것이 있다고 본

반면, 속성 모형은 결정적 속성을 전제하고 동일 범주에 속한 사례들이

모두 동일한 정도의 대표성을 가진다고 본다는 점이다.

③ 상황 모형에 기초한 개념 학습

현대 인지 심리학은 크게 두 가지 대립되는 관점으로 발전해왔는데, 그

중 하나는 전통적인 인지 심리학으로서 개인의 머릿속에 있는 인지 메커

니즘과 지식 표상의 양태를 밝히는 것을 연구의 주된 목적으로 한다(이기

복, 2010: 216). 앞서 언급한 속성 모형과 원형 모형은 이러한 인지 심리학

의 영향을 크게 받았다. 그러나 이에 반하는 것으로 1980년대 후반부터

인지와 언어, 학습 연구에 있어 ‘상황’과 ‘맥락’을 강조하는 ‘상황 학습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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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tuated Learning)’이 주목받기 시작했다. 상황 학습론은 지식이란 원래

상황에 따라 바뀌는 것이라 보며, 지식과 기능, 경험을 연결하는 유의미한

연결고리로서 ‘맥락(context)’의 중요성을 강조한다(이기복, 2010: 216). 상

황 학습론은 학교에서 가르치는 지식이 원래 사용되던 맥락이나 상황과

분리되어 추상적이고 순전히 이론적인 지식 그 자체로만 가르쳐지기 때문

에 학생들이 학습한 지식을 실제 문제 상황에 적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다고 보았으며, 유의미한 맥락 속에서 지식이 제공될 때 효과적으로 학습

이 이루어짐을 강조하였다(전성자, 2007: 6). 학습에 있어 객관주의가 구체

적인 상황 맥락을 배제하고 일반화와 보편성을 추구함으로써 추상적이고

인위적인 문제를 가르쳐왔다는 비판을 받아 온 것(김영수 외, 1997; 이경

미, 2014: 51에서 재인용)에 반해, 상황 학습론은 사회적․문화적 맥락을

중시함으로서 이러한 한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사회과 개념 학습 모형 중에서는 상황 모형(social context model)이

이러한 상황 학습론의 취지를 반영한 것이라 볼 수 있다. 개념의 교수학

습방법으로서 상황 모형은 학습자가 완전히 진공 상태에서 개념을 받아

들이는 것이 아니며, 자신이 놓여 있는 역사적, 문화적 맥락과 상황의 영

향 하에서 개념을 받아들인다는 것을 중시한다.

상황 모형에 따른 개념 학습의 구체적인 단계는 <표 3>에 나타난 것

과 같다. 연구자들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밑줄 친 ②에서 드러나듯

개념이 만들어진 사회적 상황이나 맥락을 중심으로 문제를 제시한다는

방식에서는 공통점을 가진다. 또한 개념 학습의 초기 단계에서 예시나 속

성보다 상황 맥락 및 개념과 관련된 경험을 먼저 진술한다는 점에서 차이

가 있지만, 속성 모형 및 원형 모형에 기초한 개념 학습과 마찬가지로 속

성, 예와 예 아닌 것에 대한 검토가 함께 이루어진다. 이렇게 볼 경우 속

성 모형, 원형 모형, 상황 모형에 기초한 개념의 교수학습 단계는 결정적

속성, 원형, 사회적 맥락 중 무엇을 우선하여 개념을 전달하느냐를 제외하

면 실질적으로 커다란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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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학습 단계

차경수․모경환(2017) 김동혁(2000) 윤기옥14) 외(2009) 최병모(2009)

① 문제 제기 ① 문제 상황 제시 ① 문제 제기 ① 문제 제기

② 상황 및 경험의

진술

② 상황과 관련된

개념 제시(정의)

② 상황 및 경험의

진술

② 상황 및 경험의

진술

③ 예와 예가 아닌 것

검토

③ 개념의 상황이

표현된 삽화 제시

(1단계보다 확장된

사회적 상황 제시)

③ 예와 예가 아닌

것 검토

③ 예의 제시

(두 가지 개념에

해당되는 예를

논리적으로 제시)

④ 속성 검토 ④ 예가 아닌 것
④ 개념의 속성을

검토하여 정리

④ 두 가지 개념에

해당하는 예가 아닌

것 제시

⑤ 개념 분석 ⑤ 개념의 속성 제시

⑤ 개념 분석

(배운 개념을 토대로

관련 개념과 확대된

개념 활용)

⑤ 결정적 속성과

비결정적 속성 검토

⑥ 문제 분석

⑥ 개념 관련

새로운 상황을

제시하여 학습한

개념을 응용할 수

있도록 함

⑥ 문제 검토

(배운 개념과

관련되어 제기될 수

있는 문제 검토 및

일반화 적용)

⑥ 개념 분석

(개념의 형태와 종류

및 다른 개념과의

관계 분석)

⑦ 평가
⑦ 관련 문제 검토

(해당 개념 정리)

⑧ 평가

(학습한 개념과

관련된 새로운 예나

상황 제시)

<표 3> 상황 모형에 따른 개념의 교수학습 단계13)

13) 차경수ㆍ모경환(2017)의『사회과교육』(동문사) p.191와 이경미(2014)의 ‘개

념학습 상황모형에 기초한 전래동화 활용 조부모 참여 프로그램이 유아의 친

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과 양상’ pp.54-57을 참고하였다.

14) 윤기옥, 정문성, 최영환, 강문봉, 노석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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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 모형이 상황 학습론에 기초한다면, 상황 맥락에 따라 다양한 개념

의 구성 가능성을 수용할 가능성이 크다. 상황 학습론은 실제적인 상황과

맥락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개념이나 지식을 사회 내에서 조정 가능한 산

물이자 세계에 대한 풍부한 이해를 가능하게 하는 도구로서 보기 때문이

다(전성자, 2007: 7). 이렇게 본다면 상황 모형은 본질주의, 객관주의적 입

장보다는 구성주의적 관점에서 개념을 바라볼 가능성이 크다. 또한 기존

의 속성, 원형 모형에 비해 개념의 절대성이나 보편성을 벗어나 유연성을

가질 수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기획과 가장 관련성이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개념 학습의 모형으로 제시된 상황 모형에서는 그러

한 부분이 잘 드러나지 않는다. 상황 맥락을 중시한다는 것이 맥락에 따

른 개념 구성의 가능성을 보여주기보다는, 오히려 학습자가 처한 사회적

맥락을 개념을 더욱 효과적으로 습득하게 하는 수단으로 사용하는 경향

이 두드러진다. 구체적인 사회적․역사적 맥락 속에서 사회 구성원들의

가치나 문화적 의의를 토대로 개념이 만들어진다는 것과, 주어진 개념을

사회적․역사적 맥락 속에서 받아들이고 이해한다는 것은 다른 이야기다.

전자가 전제될 경우 후자는 자연스럽게 뒤따르게 되지만, 후자가 된다고

해서 전자가 반드시 가능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이는 상황 모형이라는

교수학습방법 그 자체가 갖는 문제라기보다는 이러한 방법을 활용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개념 학습의 목표가 개념 구성이 아니라 ‘주어진’ 개념

의 습득과 적용에 있기 때문일 수도 있다. 이처럼 주어진 개념의 습득과

적용에 초점을 둘 경우, 상황 모형은 ‘개념 구성의 가능성’ 측면에서 속성

모형이나 원형 모형과 뚜렷한 차이를 드러내지 못한다15).

상황 모형이 갖는 한계가 모형 자체의 한계라기보다 사회과교육에서

15) 차경수·모경환(2017: 191) 역시 수업 방법 면에서 상황 모형이 속성 모형이

나 원형 모형과 완전히 다른 방법을 사용하는가에 대해 의문을 가지며, 속성

모형이나 원형 모형으로는 사회적 상황을 가르칠 수 없는가의 문제가 남아

있다고 서술한다. 이러한 의문 또한 상황 모형이 개념 습득을 위해 사회적 상

황 맥락을 활용하는 것에 그침으로써 현재까지는 해당 모형만의 독창성을 충

분히 보여주지 못하기 때문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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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제하는 개념 학습의 목표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라면, 개념 학습의 목표

를 개념 구성까지 확장할 경우 상황 모형의 이론적 배경을 고려하여 기

존의 개념 학습 방법을 보완하는 방안을 모색할 수도 있을 것이다. 특히

<표 3>의 밑줄 친 ‘⑥ 문제 분석(문제 검토)’ 단계를 활용하여 해당 개념

과 관련된 여러 가지 상황들을 검토하고, 현재 사회적 맥락에 부합하지

않는 개념들을 확인함으로써 개념 구성으로 나아가는 방법도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도 현재 상황 모형에 따른 학습 이론은 상황 맥락

을 중시한다는 것을 보여줄 뿐, 특정 상황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과정을

거쳐 개념이 만들어지는지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상황 모

형은 새로운 개념 구성을 위한 동기 유발, 문제 인식의 계기를 마련해주

거나 개념에 대한 새로운 상상을 시도할 때 사회적 맥락을 고려할 수 있

게 해줄 수는 있을지 몰라도 개념 구성을 위한 학습 방법으로는 여전히

한계가 있다.

2. 사회과교육의 개념관 및 개념학습모형이 갖는 의의와 한계

1) 의의: 효과적인 개념 습득 및 논리적인 범주화

① 개념의 효과적인 습득

앞서 살펴본 사회과교육에서의 개념 정의와 수업 모형들은 모두 전달

해야 할 개념의 내용이 ‘정해져 있음’을 전제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개념을 각각 대상을 결정짓는 고유하고 본질적인 속성, 최적의 사례 또

는 원형, 사회적 맥락을 중심으로 학습자에게 전달하는 것을 개념 학습

의 목표로 삼고 있다. 특히 속성 모형과 원형 모형에서 전제하는 개념관

은 개념이 객관적이고 대상의 본질을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객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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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본질주의적인 학습관과 공통되는 부분이 있다. 이러한 입장에서는 본

질이 되는 내용을 찾아 습득하는 것이 개념 학습의 중심을 이루게 된다.

예를 들면 속성 모형은 결정적인 속성을 찾는 것, 원형 모형은 전형이나

원형이 되는 최적의 사례를 찾는 것이 핵심이 되고, 그러한 속성이나 원

형을 발견한 뒤에는 이를 습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표가 된다. 한편

상황 모형은 이론적으로 본질주의적 개념관을 전제하고 있지는 않으나

현재 개념학습 모형에서 나타난 학습의 단계는 사회적 상황을 먼저 제시

한다는 점을 제외하면 원형 모형이나 속성 모형과 뚜렷하게 구별되는 점

이 잘 드러나지 않는다.

개념 학습을 ① 개념의 습득(인지적으로 개념이 형성됨), ② 개념의 적

용(분류 등 개념 활용), ③ 개념의 구성(새로운 개념 창조)이라는 3가지

측면으로 구분할 때16), 기존의 개념학습모형에 전제된 개념관은 주어진

개념을 습득하는 데 특히 효과적이다. 상대적으로 본 연구에서 제안하고

자 하는 구성 중심의 개념 학습은 외부에서 주어진 개념을 학습자의 인

지 구조 속에 자리잡게 한다는 의미에서의 개념 습득에는 그리 효과적이

지 않을지도 모른다. 개념이 상황 맥락에 따라 다양하게 구성될 수 있는

것이라는 생각을 갖게 되면 주어진 개념 그 자체를 습득하는 것에 큰 의

미를 두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개념

학습은 개념 구성 능력 함양을 목표로 하면서도 기존 개념의 습득을 배

제하지 않는다. 기존 개념의 습득과 적용이 단순한 암기나 기계적인 재

생, 이분법적인 단순 분류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다양한 관점과 사유

를 방해하는 고정 관념으로 작용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일뿐, 새로운 개

념 구성을 위해서도 기존 개념의 이해는 필수적인 과정이기 때문이다.

기존의 개념 학습과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구성 중심 개념 학습의 차

16) 이 세 가지가 완전히 별개이거나 상충되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상호 보완

이 가능하다. 개념의 습득과 적용을 기반으로 개념의 재구성으로 나아갈 수

있으며, 개념의 적용은 개념의 습득을 전제하지 않고는 불가능하다. 그러나

셋 중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두고 있느냐에 따라서 개념 학습의 목표, 방법, 결

과는 달라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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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개념 학습의 궁극적인 목표를 특정한 지식으로서 개념 습득에 두느

냐 개념 구성이라는 역량에 두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현재 사회

과교육은 개념의 습득과 적용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기존의 개념 교수학습방법은 ‘개념 습득’이라는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

할 수 있는 방안이다. 또한 개념 적용의 의미를 습득한 개념을 토대로

다양한 사례로서 대상을 ‘분류’하는 것이라 본다면, 개념 적용에도 효과

적이라 할 수 있다.

특히 결정적인 속성에 근거해 대상을 정의하고 분류하는 속성 모형은

이것을 단지 고전적인 견해라고 넘기기에는 오늘날까지도 가장 널리 사

용되고 있는 방식이다. 실제로 많은 교사들이 시간적으로 먼저이든 나중

이든 결정적인 속성을 기준으로 개념의 사례를 구조화하여 전달하며, 학

생들이 사용하는 교재 역시 서술 방식은 조금씩 다르지만, 상당수가 이와

같은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결정적이고 본질적인 속성에 기초한 개념

학습이 효과적인 이유는 이것이 인간의 인지적 활동에 부합하며, 논리적

이고 체계적인 분류를 가능하게 하기 때문이다. 결정적 속성이라는 명확

한 기준을 통해 학습자는 대상을 범주화함으로서 대상의 의미를 인식하게

된다. 한편 원형 모형은 속성 모형에 비해 동일 범주에 속하는 사례들이

집단성을 갖는 이유를 논리적이고 일관된 기준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며 범

주의 경계가 뚜렷하지는 않다. 그러나 원형과의 유사성을 기준으로 동일

범주에 속하는 사례와 그렇지 않은 사례를 분류하는 것이 가능하다.

② 논리적 범주화로 개념 간의 관계를 효과적으로 설명

결정적인 속성을 기준으로 개념을 학습하는 방식의 두 번째 장점은 범

주들의 위계적 관계를 자연스럽게 설명해준다는 점이다(신현정, 2018:

37). 개념의 유형을 [그림 1]과 같이 구분할 때, 다른 개념과의 위계 관

계에 따라 개념이 포괄하는 정도가 높은 것은 상위 개념, 그 정도가 동

일한 것은 동위 개념, 낮은 것은 하위 개념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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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사회 문화』과목에서 가르치는 ‘문화’ 개념에 대한 개념

지도(concept map)를 그려보면 [그림 2]와 같다. 문화를 향유하는 구성

원의 범위에 따라 문화는 한 사회 구성원 모두가 누리는 전체 문화와 일

부분만이 공유하는 하위 문화로 구분되고, 하위 문화는 다시 주류 문화

에 저항하는 반(反)문화와 그렇지 않은 하위 문화로 구분된다. 여기에서

‘문화’가 상위 개념이라면, ‘전체 문화’와 ‘하위 문화’는 ‘문화’ 개념에 대

해서는 하위 개념이 되고, 상호 간에는 동위 개념이 된다. 이러한 개념

분류에서 상위 개념은 하위 개념을 모두 포괄해야 한다는 전체 포괄의

원칙, 또 중복해서 분류되는 대상이 없어야 한다는 점에서 배타성의 원

칙을 지켜야 개념 분류가 바르게 되었다고 여겨진다. 하위 개념을 모두

포괄하면서도 동위 개념끼리 중복되지 않는 개념도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17) 상위 개념, 동위 개념, 하위 개념 등 개념의 체계 속에서 같은 위치를 갖는

개념으로, 생물의 하위 개념 중 동물과 식물이 동위 개념에 해당한다. 또한

학문의 하위 개념으로서 인문과학과 자연과학, 사회과학이 동위 개념이라 할

수 있다.

추상성의 정도

추상적 개념

구체적 개념

포괄 관계(위계)

상위 개념

동위 개념17)

하위 개념

속성의 결합 정도

접합 개념

이접 개념

[그림 1] 개념의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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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의 개념을 구분하는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며, 속성 모형에서는 결정

적인 속성, 원형 모형에서는 전형적인 사례가 이러한 기준이 될 것이다.

이는 논리학에서 말하는 ‘내포(內包)’와 ‘외연(外延)’의 관계로 설명가능

하다. 어떤 개념의 범주에 속하는 사물이 공통적으로 갖는 필연적인 성

질이 내포라면, 속성에 기초한 개념 학습은 내포를 이해하도록 함으로써

해당 개념이 적용되는 대상 범위로서 외연을 확인하는 단계로 이루어진

다. 이러한 식의 학습은 어떤 개념을 명료하게 정의할 뿐 아니라, 내포를

적절하게 제시할 경우 중복되거나 배제되는 대상 없이 논리적으로 체계

적인 분류를 가능하게 한다는 장점이 있다.

이렇게 범주의 위계 관계를 명확히 이해하는 것은 개념과 개념 간의

관계를 인식하게 함으로써 훨씬 더 많은 개념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

다. 또한 어떤 하위 개념이 상위 개념에 포함되느냐 아니냐라는 분류 도

식에만 얽매이지 않는다면, 개념들 간의 상호관련성을 인식하게 함으로

써 기존 개념의 논리적 한계를 찾아내는 데도 도움을 줄 수 있다.

문화

전체 문화 하위문화

반(反)문화가

아닌

하위문화

반(反)문화

[그림2] ‘문화’에 대한 개념도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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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계: 다양한 사유 가능성 및 개념 구성의 자율성 축소

① 사회과학적 개념의 생성 구조를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다.

인지 심리학에 기초한 사회과교육은 개념이 ‘관찰-범주화-명명’ 과정을

통해 만들어진 것이라고 설명한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가 학습하는 사회

과의 많은 개념들이 그렇게 경험적으로 다양한 대상을 관찰하고 공통된

속성을 찾아내 범주화하고 명명하는 과정을 통해 만들어진 것인가를 생

각해보면 선뜻 대답하기가 어렵다. 자본주의, 민주주의, 계급, 권력, 관료

제, 사회화, 주권 등 사회과의 주요 개념들은 이런 과정을 통해 만들어진

것인가? 자본주의나 민주주의라는 개념이 만들어질 당시 자본주의나 민

주주의적인 생활양식을 가진 사회가 얼마나 있었을까? 아마도 지금 우리

가 생각하는 자본주의나 민주주의 개념에 부합하는 사회는 거의 없었을

가능성이 크다. 그렇다면 많은 대상을 관찰하여 특징에 따라 분류함으로

써 그와 같은 개념을 만들어낸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사회과교육

내에서는 이러한 개념들이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는가에 대해 충분한 논

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어쩌면 이는 사회과교육이 아니라 사회과학의

몫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사회과교육이 사회과학적 개념을 주요 학습 내

용으로 다루고 있다면, 개념을 효과적으로 가르치는 방법에 더하여 개념

이 만들어지는 과정에 대한 이해와 논의가 필요한 것은 분명하다.

이와 관련하여 개념 구성에 대한 듀이의 설명은 주목할 만하다. 듀이는

개념이 많은 대상을 비교하여 공통적인 특성을 추출함으로써 형성되는 것

이 아니며, 낯선 대상을 이해하고자 기존에 알고 있던 개념을 이것저것 적

용해보려고 시도하는 끊임없는 과정에서 명확해진다고 본다(Dewey, 1910;

정회욱(역), 2011: 147). 듀이의 주장에 따르면 우리는 한 번의 경험으로도

어떤 (불명확한) 개념을 만들어낼 수 있으며, 최초의 개념은 이후 새로운

경험에 이를 적용해보려고 노력하면서 점차 명확해지고 정교해지는 것으

로 이해할 수 있다. 어린 아이는 직접 만난 한 마리의 개와 고양이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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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출발해 나중에 만나게 되는 다양한 개와 고양이를 통해 그 의미를 확

립해나갈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추상성이 강한 사회과의 개념들은 개와 고양이의 경우처럼 직

접 대상을 보고 관찰하기 쉽지 않으며, 유사한 다른 대상을 찾는 것도

어렵다. 그렇다면, 우리가 배우고 있는 많은 사회과학적 개념은 어떻게

만들어진 것일까? 사회과교육이 전제하고 있는 개념관 하에서는 실제로

사회과에서 배우는 개념의 구성 원리를 이해하기가 어렵다. 이에 대해

윤길복(2012)은 사회과교육의 많은 개념들이 사회과학을 학문적 배경으

로 하면서도 개념 자체에 대한 이해는 인지 심리학에 기초하고 있는 것

이 한 원인임을 지적하였다.

사회과학적 개념의 생성 구조를 보여주지 못할 경우 어떤 문제가 발생

하는가? 개념 생성 구조를 이론적으로 보여주지 못하지만, 실제로는 다

양한 개념이 계속 생겨나고 있으니 별 문제 없는 것 아닌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그렇지 않다.”이다. 설령 새로운 개념이 계속해서 만들어지

더라도 의식하지 못하는 우연적인 결과로서 개념이 만들어지는 것과 그

것을 의식하고 스스로의 의지로 개념을 만들어내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

의 문제기 때문이다.

사회과의 개념관이 개념의 생성 구조를 명확히 보여주지 못함으로써

학습자는 자신이 배우는 개념이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는지 알지 못한 채

일방적으로 개념을 받아들이게 된다. 이는 개념을 습득하게 할 수는 있

지만, 새로운 개념을 만들 수 있는 실제적인 가능성을 보여주지 못함으

로써 결과적으로 학습자의 자율성을 축소할 위험이 있다.

② 개념의 ‘분류’ 기능만 활성화되어 대상이 가진 풍부한 의미를 놓친다.

결정적인 속성이나 원형의 전제, 논리적이고 분명한 범주화는 우리의

인지 구조에 잘 부합하여 그만큼 효과적인 개념 습득이 가능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만큼 특정 개념이 본질적이고 고정불변의 것이라는 생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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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이끌기 쉽다. 인지 부조화가 일어날 때 오히려 개념의 확장이나 사유

(思惟)의 가능성이 생길 수 있는데 반해, 주어진 개념적 틀 내에서 대상

이 명료하게 범주화되기 때문에 자신이 이미 가지고 있는 개념에 기초해

서만 세상을 보려하는 경향이 고착화되기 쉬운 것이다. 이처럼 특정한

관념이 고착화될 경우 학습자는 개념을 통해 대상을 ‘인식’만 할뿐 대상

그 자체에 대해 ‘사유’하지 않게 된다. 오종우(2019)는 인간의 사고 방식

을 크게 ‘인식’과 ‘사유’로 구분한다. ‘인식’은 사물을 분별하고 판단하여

아는 것으로, 여기에서 ‘안다는 것’은 처음 접하는 문제나 대상을 기존의

논리로 이해하고 풀어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사유’는 문제나

대상의 본질을 이해하려는 지속적인 활동으로, 기성 논리에서 전혀 상관

없는 것들을 연합하여 새 논리를 창조하게 해준다(오종우, 2019: 32, 56).

이에 따르면 주어진 개념을 습득하고 적용하는 것은 ‘인식’의 활동이며,

새로운 개념을 구성하는 것은 ‘사유’의 활동이라 할 수 있다.

속성과 원형, 사례 등을 중심으로 기존 개념을 습득하는 데 중점을 둘

경우 학생들은 해당 개념을 하나의 고정된 지식으로 저장하여, 이를 현실

에 적용할 때조차 대상이 어떤 범주에 속하는 것인지 ‘분류’하는 것에 치

중하는 경향이 생긴다. 즉, 범주화를 통한 인식에 초점을 둠으로써 실제

문제가 되는 대상이 가진 의미에 대해 사유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어지는

것이다. 같은 맥락에서 이기복(2010: 223)은 기존의 개념학습모형이 개념

의 기능을 범주화에 한정시키고 있어 개념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지 못함을 비판하며, 개념을 통한 추론 능력을 강조하였다.

실제로 학생들은 맥락에 따라 해석이 달라지는 것을 싫어하는 경향이

있으며, “a(특수)는 A(보편적 개념)의 사례이다.”와 같은 식으로 명확하

게 구분해주는 것을 선호한다. 장준철(2014)은『사회․문화』과목에서

오개념을 형성하는 원인을 연구한 결과, 학생들이 문제 해결의 용이성

및 효율성의 극대화를 위해 개념을 단순화하고 이분법적으로 분류하여

이해하는 경향이 있음을 보여주었다. 장준철(2014)의 연구에서 이러한

단순화․이분법화는『사회․문화』과목에서 학생들이 오개념을 형성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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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되는 원인을 유형별로 분류한 것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학생들은 때로는 상황 맥락에 대한 아무런 설명 없이 “동

호회도 1차 집단에 속해요?”라는 식으로 질문을 던지는데, 이는 맥락과

무관하게 대상이 가진 그 자체의 속성만으로 개념이 정해지고 분류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물론 인지적 혼란을 겪고 싶지

않은 마음, 매 상황마다 맥락에 따라 다른 판단을 내리는 부담과 오류

가능성18)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은 이해할 법 하다. 그러나 이러한 태

도가 몸에 배일 경우, 구체적인 대상이 가지는 특수함과 구체적 맥락이

갖는 의미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지 않게 될 위험이 크다. 대상들 간의

공통적인 속성, 어쩌면 그리 중요하지 않을지도 모를 공통 속성 - 외연

이 넓어지면 내포가 줄어드는 것처럼, 많은 사례를 동일 범주에 담으려

면 그 공통적인 속성이 점점 축소되어야 한다. - 에 매달려 실제 대상

(real thing)이 가진 중요한 의미를 놓치게 되는 것이다. 사회학자 밀즈

(Mills, 1959)와 베버(Weber, 1904), 철학자 아도르노(Adorno, 1947) 등은

모두 일반화에 치중할 때 ‘개념’이 초래하는 치명적인 문제점으로 이러한

문제를 지적하였다. 아도르노와 호르크하이머의 다음 글은 개념이 실제

대상의 이해를 방해하는 경우를 잘 설명해준다.

개념이 가진 문제는 특수자가 추상적인 보편성 속에 종속되어 내용적

으로 규정될 것을 놓친다는 것이다. 외부 세계의 대상을 파악하는 데

기여하는 개념은 그 보편성으로 말미암아 동일화하는 현상과 거리가 생긴

다. 보편 개념은 그때그때의 개별적인 특수한 범례들을 무차별하게 상위

에 있는 유(類)에 포섭해버린다. 언어적 동일화 시도는 항상 불충분하다.

결코 대상의 특수한 질적 충만을 기술해낼 수 없다(Adorno․Horkheimer,

1947; 김유동(역), 2001: 40).

18) 학생들이 대상을 이해함에 있어 이분법적인 태도를 취하고, 분류의 도식으

로만 개념을 이해하려는 경향을 보이는 것은 상당 부분 선다형 평가와 관련

이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특정 사례가 어떤 개념에 속하는지 아닌지를 판별

하고, 그 개념이 지닌 속성을 중심으로 평가하는 문항이 많기 때문에 학생들

이 명확한 분류 기준을 필요로 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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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이 특수한 사례를 포섭하는 힘이 강력해지고, ‘분류’ 과정을 중시

할수록 본래 이해하고자 했던 대상의 충만한 질적 의미를 드러내는 것은

어려워진다. 게다가 학습자에게 ‘이것 아니면 저것’, ‘의미 있는 것 아니

면 무의미한 것’과 같은 식의 이원론적 태도를 갖게 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되면 학생들은 특정 개념의 내용 그 자체에 의미를 두고 대상을

“개념에 포함된다, 아니다”와 같은 식으로 분류하는 데만 관심을 두게

되며, 개념에 포섭되지 않는 것들이 갖는 의미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

게 될 것이다. 개념 학습에서 범주화를 통한 분류 기능만이 강조될 경우

공통 속성을 중시하여 그러한 속성을 갖지 못한 사람들을 배제하는 결과

를 초래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렇게 배제된 사람과 자신 간에 존

재하는 또 다른 공통분모를 상상할 수 있는 가능성을 막는다. “이것 아

니면 저것” 아니라, 그 사이에는 제3, 제4, 제5 ……의 가능성이 얼마든

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는 것이다.

장준철(2014: 74-79)의 연구에 따르면 실제로 학생들은『사회․문화』

과목의 주요 개념 중 1차 집단과 2차 집단의 범주가 명확히 구분되는 것

으로 보고 ‘동호회’와 같은 사회 집단이 1차 집단과 2차 집단의 성격을

동시에 가진다는 것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또한 계급과 계층 개

념을 이해할 때에도 ‘계급을 주장하면 갈등론, 계층을 주장하면 기능론’과

같은 식으로 단순하게 이분법적으로 분류하여 이해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그러나 동호회를 1차 집단으로 분류하든, 2차 집단으로 분류하든 그 자체

가 무슨 커다란 의미가 있는가? 그러한 분류가 의미를 가지려면 각각의

개념틀로 ‘동호회’라는 대상을 바라볼 때, 그 전까지는 드러나지 않던 중

요한 의미가 나타나야만 하는 것이다. ‘동호회’라는 새로운 집단이 증가하

게 되고, 여기에서 친밀함을 경험하게 된다면 이러한 현상이 의미하는 바

는 무엇인가? 친밀한 관계를 제공하던 기존의 집단들이 겪는 변화와 어

떤 관련이 있는가? 어떤 특성을 중심으로 동호회를 분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은 물음일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질문은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것으로서 개념 자체에 대한 지식보다,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구

체적인 대상과 현실에 대한 깊이 있는 사유를 통해서만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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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개념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 실재가 종속될 위험이 있다.

개념을 분류한다는 관점이 가진 문제점은 분류 그 자체가 타당하지 않

다거나 사회과학에서 그것이 가질 자리가 없다거나 하는 것이 아니었다.

오히려, 분류에서 함축하고 있는 인지적 이해관심-즉, 특수성에 반대

되는 것으로 일반성에 대한 이해관심-은 문화과학의 관점에서 주어진

현상에 관하여 가장 유의미한 것을 파악하는 데 종종 실패한다는 것이

문제다. 그러나 어쩌면 더 나쁜 것은 분류적인 개념의 사용에 종종 동

반되는 독단주의(dogmatism)로, 분류한 개념이 형이상학적 의미에서

‘본질적’인 특성이나 ‘진짜’ 대상을 파악한다는 환상 같은 믿음이다. 그

러한 믿음은 분류된 개념을 포함하여 모든 개념들이 대상이나 현상을 매

우 제한된 측면에서만 파악한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일

어나는 착각이다(Drysdale, 1996: 76-77).

위의 이야기처럼 개념을 습득하고 이를 토대로 현상을 분류하는 것은

그 자체로는 잘못된 것이 아니며, 오히려 필요한 과정이다. 그러나

Drysdale(1996)의 비판처럼 일반화된 개념이나 법칙을 토대로 특정 현상

이 이 개념에 포함되는가 아닌가를 분류하는 데서 그치고, 이 분류가 마

치 절대적인 것처럼 생각하게 된다면 매우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

다. 해당 개념에 부합하지 않는 현상이나 실재가 덜 중요한 것, 열등한

것, 혹은 부적절한 것으로 배제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특정 개념 그 자체가 절대적인 기준이자 목적이 되는 순간 실재가 거

기에 종속되는 것이다. 실재는 하나의 개념에 결코 완벽하게 부합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합되어야 할 것처럼 여겨지고, 결국 자신의 인지적

틀에 부합되는 부분만 바라보고 수용하는 데서 문제가 발생한다. 그 결

과 탐구의 대상이 되어야 할 실재에 대한 새로운 탐구는 더 이상 일어나

지 않으며, 교사는 주어진 개념을 전달하는 것에, 학생은 주어진 개념을

습득하는 데만 관심을 갖게 된다. 이는 개념이 실재를 이해하고 인식하

기 위한 도구임을 망각하는 것이며, 대상에 대한 다양한 개념적 사유의

가능성을 가로막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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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념 구성 능력 함양을 위한 개념 학습의 필요성

① 폭넓은 고차사고력 함양

학생들이 개념을 범주화, 분류라는 소극적인 기능 측면에서만 주로 활

용하게 되는 이유 중 하나는 현재의 개념 학습이 주로 주어진 개념에 대

한 습득과 적용에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현재 사회과 개념

학습은 개념의 습득과 적용, 특히 습득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개념 구성

에 대해서는 거의 다루지 않고 있다. 또한 개념이 구성된 맥락, 특정한

특성이나 관점이 선택되고 강조됨으로써 이러한 개념이 탄생하게 되었다

는 것을 알려주는 경우도 드물다. 이러한 상황에서 주어진 개념의 습득

을 강조하고 이에 따라 평가하게 될 경우 학생들에게 요구되고 발달되는

것은 수동적인 암기력과 기계적인 적용 능력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대해 습득한 개념의 적용을 통해 문제해결력이나 추상적 사고가

어느 정도 가능하다고 주장할 수도 있다. 그러나 기존 개념으로 설명 불

가능한 문제가 등장한다면 개념의 적용만으로는 해당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며, 추상화를 통한 창조적 사고는 주어진 개념의 틀 속에서 제한적

으로만 발휘될 것이다. 그 결과 더 넓고 풍부한 세계를 상상하는 대신

개념의 틀에 풍부한 실재를 끼워 맞추게 될 위험이 여전히 남아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와 같이 기존 개념을 습득, 적용하는 것에만 초

점을 둔다면 기존 개념의 적절성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불가능해

질 것이다. 게다가 기존 개념에 의해 은폐되어 있거나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개념이 없어 드러나지 않았던 새로운 의미나 관점을 보여주는 것은

더욱 불가능할 것이다. 그렇게 본다면, 개념 습득과 ‘분류’에 초점을 둔

적용 위주의 개념 학습은 사회과학적 개념의 가장 중요한 기능을 놓칠

위험이 있다. 기존 개념의 습득이 갖는 중요성이 분명히 있지만, 거기에

서 그치지 않고 기존의 개념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새로운 개념을 상상

해봄으로써 더욱 폭넓은 고차사고력을 함양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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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기존 개념에 포섭되지 않는 실재가 지닌 풍부한 의미 발견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개념 습득과 습득된 개념을 기준으로 한 분류에

중점을 두게 될 경우 해당 개념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덜 중요한

것이나 의미 없는 것으로 지나치게 되기 쉽다. 그러나 개념의 (재)구성에

있어서는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개념 그 자체나 개념에 포섭되는 대상보

다 오히려 기존의 개념틀로 이해되지 않거나 특수성을 가진 현상이 더욱

유의미할 수 있다.

주로 기존 개념에 포섭되지 않는 현상이나 문제가 등장했을 때, 기존

개념의 기능과 가치 측면에서 한계를 의식했을 때 개념 구성의 동기가

생겨난다는 점에서 이해되지 않는 특수성은 개념 구성의 계기로 작동한

다. 또한 개념을 새롭게 구성하려는 시도 자체가 현재의 개념으로 설명

하기 어려운 것을 설명하거나 그 의미를 이해하기 위한 것이므로 추상화

된 개념이 아니라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실재 그 자체에 대한 관심을 회

복시킨다. 그리고 실재에 대한 이러한 관심은 대상이 지닌 다양하고 풍

부한 의미를 발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한다.

③ 학습자의 자율적이고 주체적인 의미 구성

개념의 습득은 학습해야 할 개념이 학습자 외부에서 주어진다는 점에

서 수동적이고 타율적인 성격이 강한 반면, 개념을 새롭게 구성하는 것

은 학습자에게 자율적이고 주체적인 존재가 될 것, 인식을 넘어 사유하

는 존재가 될 것을 요구한다. 스스로 개념을 구성한다는 것은 이해하고

자 하는 대상의 의미를 더욱 깊이 탐구해야 한다는 점에서 부담스러운

과제일 수도 있다. 그러나 새롭게 개념을 구성하려는 시도 속에서 대상

그 자체에 대한 이해가 깊어질 뿐 아니라 자신에 대한 이해도 깊어진다.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바로 자신이 개념을 구성하는 주체가 되기 때문에

개념 구성은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관이나 평소에 가지고 있던 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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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념, 문제의식 등을 확인하게 되는 계기가 된다. 또한 스스로 개념을 구

성해 봄으로써 학습자는 개념이 만들어지는 맥락과 과정에 대한 이해가

높아지며, 개념의 내용이 다양하고 변화가능하다는 것을 몸으로 이해하

게 된다. 이는 나와는 다른 개념이나 가치관을 가진 사람을 인정하고 수

용할 수 있는, 다원적 사회의 토대가 된다.

개념(concept)이 일반적으로 수용되는, 대상에 대한 비교적 객관적인 아

이디어라면 학습자 개인이 만들어가는 의미는 주관적인 것으로서 대상에

대한 관념(conception)에 가깝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개념 구성 과정

은 ‘conception’에서 출발하지만 주관적인 생각에 머무르지 않고 논리적

인 정합성과 보편적 수용 가능성 등을 고려하게 됨으로써 결국 ‘concept’

를 만들어낼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다. 그러나 다른 사람이 만들어놓은,

외부에서 주어진 ‘concept’를 강조하게 될 경우 학습자의 경험이나 기존

의 인식, 이해 등을 고려하지 않게 되며, 능동적인 사고가 개입될 여지가

적어진다. 반대로 ‘conception’에서 출발해 ‘concept’로 귀결되는 경우 자

기 자신에게서 시작하여 다른 사람의 위치에서 생각해보는 것으로 나아

가기 때문에 학습자의 자율성을 길러주면서도 보편적으로 수용가능한 개

념을 모색할 수 있다.

④ 기존 개념 교수학습모형의 한계 보완

속성 모형, 원형 모형, 상황 모형은 개념에 대한 전제와 개념 형성 과

정에 대한 이해는 다르지만, 개념 학습의 목적과 방법 면에서는 유사성

을 띤다. 특히 결정적 속성을 강조하는 속성 모형은 개념의 대상이 갖는

고유한 특성을 ‘발견’하는 데 중점을 둔다는 점에서 개념을 구성적 산물

이나 변화 가능한 것으로 보기보다는 고정불변의 객관주의적 지식관에

더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송영민(2004: 20-21)은 객관

주의가 결정적 속성을 필요충분 조건으로 보는 범주 개념에 토대를 두고

있다고 있다고 설명한다. 이러한 입장에서 인간은 단순한 관찰자에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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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며, 범주는 인간의 경험과 무관한 객관적 세계의 구조라는 것이다. 속

성 모형은 결정적 속성을 발견한 후에는 이를 토대로 대상을 ‘분류’하는

것에 주목하므로 개념을 통해 특정한 개별 현상의 의미를 드러내는 것과

는 거리가 멀다. 이런 점에서 속성 모형은 본 연구에서 지향하는 개념

구성 능력과는 가장 거리가 먼 개념 학습 방법이다.

원형 모형은 개념의 범주를 명확하게 구분짓지 않는다거나 원형을 이

념적으로 추상화하여 구성해낸다는 점에서 속성 모형보다는 조금 더 개

방적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일단 원형을 구성한 뒤에는 이를 대표

유형으로 인지틀 속에 넣고 대상을 ‘분류’하는 데 중점을 두기 때문에 개

념 학습의 목표나 습득된 개념의 주된 기능은 속성 모형과 다르지 않다.

한편 상황 모형은 개념이 만들어진 구체적인 상황과 맥락을 강조한다

는 점에서 앞선 두 모형의 한계를 상당 부분 보완하며 발전해왔다. 특정

개념이 만들어진 사회적 맥락에서 개념을 이해하도록 한다는 것은 해당

개념이 내용적인 면에서 시공간을 초월하여 보편타당하지 않음을 인정하

는 것이다. 또한 개념의 목적이 일반화된 법칙을 찾아 현상을 분류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속한 사회적 맥락 속에서 현상의 의미를 드

러내는 데 있음을 간접적으로 보여준다.

그러나 현재 상황 모형은 ‘상황과 맥락’을 기존에 주어진 개념을 구체

적으로, 더욱 쉽게 이해하도록 활용하는 것에 초점을 둔 것처럼 보인다

는 점에서 한계를 가진다. 상황 모형은 제시된 개념을 구체적으로 이해

하는 데 효과적으로 활용될 뿐, 능동적으로 개념을 구성할 수 있는 가능

성을 충분히 보여주지는 못한다는 점에서 기존 개념에 대한 비판적 사고

및 새로운 개념 구성을 위한 창조적 사고와 같은 개념의 적극적인 기능

을 달성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이 세 가지 모형은 기본적으로 주어진 개념을 학습자가 잘 이

해하는 것, 즉 학습자의 인지적 틀 속에 주어진 개념이 잘 형성되도록

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개념과 개념 학습의 목표를 본 연

구와 전혀 다르게 설정하고 있다. 즉, 세 모형은 학습자에게 개념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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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력을 길러준다는 목표를 전제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앞서

제시한 한계와 문제점이 도출되는 것은 어쩌면 해당 모형에서는 당연한

것일 수 있고, 그에 대한 비판이 부당하다고 여겨질 수 있다.

그렇다면 ‘개념 구성 능력 함양’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기존의

수업 모형을 활용하는 것은 어떤가? 앞서 비판한 한계가 도출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과 별개로, 기존 수업 모형의 틀만으로 개

념 구성 능력을 함양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속성 모형 하에서는 개념의

(재)구성이 이루어진다 해도, ‘결정적인 속성’에 대한 전제를 버리지 않는

한 개념에 대한 새로운 상상과 구성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원형 모형

또한 ‘최적의 사례’라는 전제를 버리고 베버의 이념형처럼 동시에 수많은

원형이 존재할 수 있음을 수용하지 않는다면 이 역시 개념의 지속적인

(재)구성과는 거리가 멀다. 두 모형이 개념의 구성에 활용될 수 있다면,

그것은 또 하나의 객관적이고 본질적인 성격을 가질 수밖에 없는 개념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선 개념 학습의 목표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하며, 이

를 토대로 내용, 방법 측면에서 기존의 모형을 보완할 수 있는 개념학습

모형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고자 하는 개념학습모형의 목표와

방법, 내용은 <표 4>에 나타나 있다. 개념 구성을 강조하는 모형 역시 개

념 학습의 목표 측면에서 ‘개념 구성 능력의 함양’이 추가되었을 뿐, 기존 개

념의 습득과 적용을 배제하지 않는다. 개념의 구성 능력을 함양하면서도 기

존 개념을 습득하고 적용하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이다. 다만 이 때

의 적용은 단순한 분류가 아니라 해당 개념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전제로

한다. 그리고 내용 측면에서는 특정 개념의 의미 그 자체가 아니라, 많은

해석의 가능성 중 하나로서 개념이 만들어지는 맥락과 해당 개념이 대상의

어떤 측면을 강조(선택)하여 만들어졌는지(어떤 가치나 관심사가 포함되었

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해진다. 그리고 이러한 개념 학습의 방법은 속

성이나 최적의 사례를 찾는 것이 아니라, 기존 개념의 적절성에 대한 검토

를 포함하여 스스로 개념을 구성해보는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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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속성 모형 원형 모형 상황 모형 개념 구성 모형

목표

기존의 개념을

습득해서

대상에 적용

(분류)하게

하는 것

기존의 개념을

습득해서

대상에

적용(분류)하게

하는 것

개념이

만들어진

사회적 맥락을

토대로 기존의

개념을

습득해서

적용하는 것

기존 개념의

습득과 적용

+

개념 구성 능력

을 함양함으로

서 구체적 대상

이 지닌 다양하

고 풍부한 의미

를 드러내는 것

내용
특정한 개념의

정의, 속성, 예

특정한 개념의

원형, 속성, 예

특정한 개념의

의미와 관련된

사회적 상황,

속성, 예

수많은 해석의

가능성 중 하나

로서 개념이 만

들어지는 맥락과

그 개념이 대상

의 어떤 측면을

드러내는지 대상

과 개념 간의 관

계를 보여줌

방법

결정적인

속성을

중심으로 설명

전형적인

사례를

중심으로 설명

개념을 사회적

맥락 및 상황과

관련하여 설명

기존 개념에 대

한 검토, 개념이

구성되는 과정을

통해 해당 개념

이 드러내는 의

미와 한계를 스

스로 경험해보도

록 함

<표 4> 개념 구성 중심 개념 학습 모형과 기존 모형 비교

중요한 속성이나 최적의 사례를 발견하고 범주화하는 것을 중시하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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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과의 개념 정의와 개념 교수학습모형은 명시적으로는 이를 표방하지 않

는다 할지라도, 결과적으로 객관주의적, 본질주의적인 개념관에서 나타나는

문제와 유사한 문제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이론적으로 개념의 구성 가능

성과 변화 가능성을 인정한다고 할지라도, 개념 학습의 주된 목표를 개념의

습득에 두고 있고 결정적 속성이나 원형과 같은 대표 주자를 기준으로 대

상을 범주화하는 데 중점을 두기 때문이다.

본 연구자는 분류가 개념의 가장 주된 기능이 아니라고 생각하며, 주어진

개념을 통해 대상을 인식하는 데 그치지 않고 대상의 풍부한 의미에 대해

사유할 수 있는 개념 학습 방안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리고 그러한 개념 학

습 방안을 ‘개념 구성’을 중심으로 제안하고자 한다. 기존의 개념 학습이 가

진 문제점을 보완하고 개념 구성 능력을 함양하는 수업 방안을 탐구하기

위해서는 우선 개념 자체에 대한 새로운 정의가 요구된다. 객관주의나 본질

주의가 절대적이고 고정불변의 개념을 상정한다면, 새로운 개념 정의의 핵

심은 ‘변화 가능성’과 ‘다양성’이다. 변화 가능성을 전제하지 않는다면 새로

운 개념 구성을 논할 수 없으며,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많은 수의 학

생들이 스스로 개념을 구성해본다는 상상을 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한편 개념 (재)구성을 강조할 경우, 학습자 개개인의 가치에 따라 지나

치게 주관적인 측면에서 개념이 만들어질 위험이 있으며, 또 객관적인

개념이 없다는 것이 개방성을 제공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상대주의에

빠질 위험도 함께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고 학습

자의 자율성을 존중하면서도 상대주의로 흐르지 않기 위해서는 주관과

객관, 개별성과 보편성 간의 공존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변화 가능성과 다양성을 인정하면서, 동시에 개별성과 보편성의 공존을

가능하게 하는 대안적 개념관으로서 베버(Weber)의 이념형을 제안하고

자 한다. Ⅲ장에서 이념형의 의미, 특징, 구성 과정을 분석한 뒤 개념에

대한 대안적 정의로서 이념형을 구성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줄 수 있는

교육적 방안을 모색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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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개념 구성 능력 함양을 위한 개념 학습 방안

1. 개념에 대한 대안적 정의: 베버(Weber)의 ‘이념형’

‘관찰을 통한 속성의 발견’이라는 경험적 일반화에 의존하지 않는 사회

과학적 개념은 어떻게 만들어질 수 있는가? 이 장에서는 개념에 대한 대

안적 정의로서 베버의 이념형(ideal types)을 제시하고자 한다. 베버는

개념의 목적을 현실을 ‘객관적’으로 모사하는 데 두었던 전통적인 인식론

을 비판하며, 다음 글에서 드러나듯이 개념은 끊임없이 변형, 재구성되어

야 하는 것임을 강조하였다(Weber, 1904; 전성우(역), 2011: 111).

문화과학적19) 연구가 낳는 성과는 현실을 포착하기 위해 우리가 사

용하는 개념들의 지속적인 변형과정을 통해 달성되는 것이다. 따라서

사회적 생활에 대한 학문의 역사는 개념 구성을 통해 사실들을 지적

으로 정돈하려는 시도와, 이렇게 해서 얻어진 사고형상들을 학문적

지평의 확대와 이동을 통해 해체시키는 작업, 그리고 이를 통해 변화

된 기반 위에서 새로운 개념을 구성하는 작업 간의 지속적인 상호작

용의 역사이다. 이것은 개념 체계를 형성하려는 시도 그 자체가 가진 결

함의 표현이 아니다(모든 학문은 - 단순히 서술을 목적으로 하는 역사학

도 포함하여 - 그 시대의 기존의 개념 재고(在庫)를 가지고 작업하기 때

문이다.)(Weber, 1904; 전성우(역), 2011: 109-110).

19) 베버가 글을 쓰던 당시 ‘문화과학’은 일반적으로 자연과학에 대비되는 인문·

사회과학을 총칭하는 개념으로 사용되었으며, ‘사회과학’이라는 용어 역시 아

직 엄격하게 구분되어 나오지 않았다. 이에 대해 베버가 “만약 인간생활의

제 현상들을 그것이 가진 문화 의의의 관점에서 고찰하는 학문 분야들을 문

화과학(Kulturwissenschaften)이라고 부르기로 한다면, 우리가 의미하는 바

사회과학은 바로 이 범주에 속한다.”고 하였기에(Weber, 1904; 전성우(역),

2011: 56), 본 연구에서 ‘문화과학’은 ‘사회과학’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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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개념 체계가 가진 의미를 인정하면서도, 동시에 새로운 개념

구성의 중요성을 강조한 베버의 개념관은 본 연구자가 제안하고자 하는

개념 학습의 의미를 잘 드러내준다. 베버는 하나의 개념으로서 이념형이

고정불변의 유일무이(唯一無二)한 것이 아니며, 동시에 수많은 이념형이

존재할 수 있다는 점, 이념형이 사회적으로 만들어진 산물임을 강조함으

로써 사회적 맥락 속에서 다양한 개념을 만들어낼 수 있는 가능성을 보

여준다(Weber, 1904; 전성우(역), 2011: 91). 또한 이념형을 포함한 모든

일반적인 개념이나 법칙을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현상을 이해하기 위한

‘수단’으로 바라본다는 점에서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우리 눈앞에 놓인

이해의 대상, 즉 구체적인 현상에 더욱 중점을 둔다. 이념형이 가진 이러

한 특성과 이념형을 구성하는 목적은 ‘공통된 속성을 가진 대상의 범주

화’라는, 개념에 대한 기존의 정의가 초래하는 한계를 보완하고자 하는

본 연구의 취지에 부합한다.

베버는 개별 현상의 문화 의의를 파악하고 ‘특수성’을 서술하려고 하는

순간, 이념형적 개념들을 가지고 작업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다음과 같이 말한다.

가령 ‘개인주의’, ‘제국주의’, ‘봉건주의’, ‘중상주의’, ‘신분적’ 또는 그 외에

우리가 현실을 사고와 이해를 통해 파악하기 위해 사용하는 수많은 유사

한 개념들은 모두 이념형들인 것이다. 아니면 이들이 그 내용상 단 하나

의 구체적 현상의 ‘무전제적’ 서술이란 말인가? 또는 여러 개의 구체

적 현상들에 공통된 것을 추상적으로 종합한 것이란 말이가? … (중

략) … 한 개념 내용의 발생적 정의를 시도하려면 위에서 규정된 이념형

적 방법만이 남는 것이다(Weber, 1904; 전성우(역), 2011: 92-93).

또한 실제로 사회과교육에서 학습하는 많은 개념들이 사회과학에 기초

하고 있으며, 베버가 고안한 권력, 관료제, 합리성 등의 개념을 활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념형의 의미와 특징, 구성 과정을 탐구함으로써 대안적

개념관 및 개념 구성의 방식에 대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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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념형의 의미와 특징

① 이념형의 의미

베버는 우리가 ‘도시 경제’라는 개념을 구성할 때, 관찰된 모든 도시에

실제로 존재하는 경제 원칙들의 평균치로 해당 개념을 구성하는 것이 아

니라, 하나의 이념형으로 구성한다고 설명한다(Weber, 1904; 전성우(역),

2011: 89). 여기에서 이념형은 실제로 존재하는 것을 종합한 것도, ‘진정

한’ 현실을 보여주는 것도, 절대적이거나 유일한 것도 아니다. 또한 당위

성을 지닌 이상적인 것도 아니다. 그렇다면 이념형은 무엇이며, 어떤 의

의를 가지는가? 이념형의 의미는 베버의 다음과 같은 설명에서 잘 드러

난다.

이념형(Idealtypus)은 해당 주제에 관련된 하나의 관점 또는 몇 가지

관점을 일면적으로 강조하면서, 이렇게 일면적으로 강조된 관점들에

부응하는 일련의 개별현상들, 즉 곳에 따라 더 많이 또는 더 적게 분

산되어 불명료하게 존재하거나 또 어떤 곳에는 전혀 존재하지 않는

개별 현상들을 하나의 일관된 사유상(思惟像)으로 종합함으로서 얻어

진다. 이 사유상은 그 개념적 순수성에서는 현실의 어느 곳에도 경험적

으로 존재하지 않으며, 따라서 그것은 하나의 유토피아다. …(중략)… 하

나의 확실한 사실로 간주되어야 할 것은 이런 유의 유토피아는 여러 개

또는 수없이 구상될 수 있으며, 이 가운데 어느 것도 다른 것과 동일

하지 않을 것이며, 더구나 이 가운데 어느 것도 경험적 현실에서 사회

관계의 실제로 타당한 질서로서 관찰될 수 없을 것이라는 점이다

(Weber, 1904; 전성우(역), 2011: 89-90).

베버의 설명을 통해 우리는 이념형이 경험적으로 관찰 가능한 것이 아

니라, 우리의 사유 과정에서 대상의 특정 부분을 강조함으로써 만들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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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물임을 알 수 있다. 또한 관점의 다양성에 따라 강조되는 부분이 달

라지므로 하나의 대상에 대해서도 수많은 이념형이 만들어질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곧 어떤 대상에 대한 서로 다른 이념형적 개념들이 존

재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처럼 이념형이 수없이 많은 가능성 중 하나라면,

과연 그것을 개념이라고 할 수 있을지, 주관적이고 상대주의적인 입장으

로 치우치게 되지 않을지 의문을 가질 수도 있다. 그렇다면 경험적인 사

실을 반영하지도, 절대적인 가치를 갖지도 않는 이념형은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갖는가? 정말로 이것은 주관적인 지적 유희의 산물에 불과한 것

인가? 이와 관련해서 베버는 이념형이 주관적이면서도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며, 동시에 이념형은 그 자체로 절대적 가치를

갖는 것이 아니라 현상의 연관맥락과 인과관계를 파악하는 수단으로서

의미를 갖는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념형이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근거를 살펴보자. 다음 인용문에

나타난 것처럼 베버의 이념형적 개념은 창조적인 상상력을 바탕으로 다

양한 구성 가능성을 인정하지만, 동시에 객관적 가능성을 담보하는 연관

맥락을 가진다는 점에서 상대주의와 구별된다.

이념형은 우리의 상상력이 충분히 근거가 있다고, 즉 ‘객관적으로 가능하

다’고 판단하는 연관맥락들 그리고 우리의 법칙적 지식에 적합하다고 보이

는 연관맥락들의 구성체인 것이다(Weber, 1904; 전성우(역), 2011: 90-91).

베버가 방법론 논쟁에 참여하게 된 계기는 당시 독일 국민경제학 내의

‘역사학파’와 ‘이론학파(한계효용학파)’ 간의 논쟁이었다. 베버는 ‘사회과

학 및 사회정책 인식의 객관성’(1904) 논문에서 사실과 가치를 무분별하

게 결합하는 역사학파와 모든 주관적 가치를 배제하고 법칙에서 경험적

현상을 연역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이론학파(한계효용학파)의 자연과학

주의를 모두 비판하면서 그 대안으로서 이념형을 제시하였다(김석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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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76)20). 베버는 현실에서 절대적 객관성의 이념은 무의미하며 연구자

의 주관적 의미 부여와 가치 개입, 선택 없이는 개별 사실에 대한 의미 있

는 지식 회득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면서 ‘가치 연관(Wertbeziehung)’을

강조한다. 그러나 주관성을 강조하면서도 동시에 ‘객관성’ 확보를 위한

두 가지 조건으로 ‘가치 자유’와 ‘인과적 설명’을 강조한다. 김덕영(2012)

의 설명에 따르면, ‘가치 자유’는 외적 가치의 개입을 배제하고 학문의

내적 기준과 논리에 엄격히 따라야 한다는 학문적 자기 통제의 원리이

며, ‘인과적 설명’은 어떤 하나의 결과를 가능하고 적합한 구체적 원인에

귀속시키는 것으로 이는 객관성의 논리적 조건이 된다(김덕영, 2012,

459; 김석완, 2014: 76에서 재인용). 즉, 이념형은 연구 대상의 선정이나

대상의 어떤 측면을 강조할 것인가와 관련해서는 주관성을 갖지만, 연구

과정 그 자체에서는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념형의 도구적인 성격 또한 이것이 단순히 주관적인 상상의 유희로

끝나는 개념이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다. 베버는 이념형의 도구적 성격을

강조하며, 이념형의 가치를 판단하는 기준은 ‘구체적인 문화현상들의 연

20) 베버가 “문화생활을 다루는 학문 영역에서 어떤 의미에서 ‘객관적으로 타당

한 진리’가 존재하는가?”라는 질문을 가지고 방법론에 대한 저술을 시작할

당시(1903-1904) 이 문제를 놓고 유럽학계, 특히 독일을 중심으로 방법론 논

쟁이 벌어지고 있었다. 이는 당시 용어로 ‘자연주의’와 ‘역사주의’ 양대 진영

간의 논쟁이었다. 자연주의는 사회문화적 현상에 대한 분석이 ‘과학세계’의

시민권을 얻으려면 자연과학의 방법론을 택해야 하며, 사회과학의 목적은 객

관적 사실들 간의 일반적, 더 나아가 ‘법칙적’ 인과 관계를 설명하는 것이라

는 입장이었다. 반대로 역사주의는 사회문화적-정신적 현상에 대한 학문은

방법론상으로나 인식론상으로 자연과학적 방법론에 함몰될 수 없는 독자성을

지니고 있으며, 사회문화적 현상의 본질은 그 일반성, 법칙성에 있는 것이 아

니라 오히려 개별적·역사적 특수성에 있다고 본다. 이는 오늘날의 방법론에

비추어본다면, 실증주의와 해석학적 입장 간의 논쟁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이다. 이에 대해 베버는 양쪽 진영을 모두 비판하며 제3의 길을 모색했다고

볼 수 있다(Weber, 1904; 전성우(역), 2011: 8-10). 베버는 의미지향성과 가치

선택 및 결단력을 가진 ‘문화인간(Kulturmensch)’을 중심에 둠으로써 사회과

학적 연구가 문화적 의의와 가치 연관성을 가진다고 보았다. 이런 점에서 한

편으로는 주관적인 성격을 가진다고 볼 수도 있으나, 연구 과정에서 특정 가

치를 배제하고자 노력하며, 가치와 사실을 혼동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객관성

을 가질 수 있음을 보여주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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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맥락과 그것의 인과적 규정성 및 그것들의 의의를 인식하는 데 이념형

이 얼마나 도움이 되는가’라고 밝혔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념형으로서의

개념을 그 자체로 추구해야 할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 수단으로서 이해

해야 한다는 것이다(Weber, 1904; 전성우(역), 2011: 94). 이념형이 다른

목적을 위한 수단이라는 것은 주관적이고 개방적이라고 해서 어느 것이

나 유의미한 이념형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으로, 베버의 방법론

이 상대주의로 흐르지 않는다는 것을 함축한다. 이를 통해 우리는 이념

형이 당대 사회적 맥락 속에서 설명하고자 하는 사회 현상의 의미를 설

득력 있게 드러낼 때만 수용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베버에 따르면 우리는 사회 현상의 연관성과 인과 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이념형이라는 개념에 기초하여 현상을 살펴보는 것일 뿐, 추상적인

개념으로서 이념형에 절대적인 가치나 의미를 부여해서는 안 된다. 베버

는 현실을 논리적 의미에서의 이념형과 논리적 차원에서 비교하면서 서

로 연관짓는 작업과, 이상을 준거로 해서 현실을 가치 평가하는 작업을

서로 엄격하게 구분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Weber, 1904; 전성우(역),

2011: 101)21). 이는 듀이의 개념관과도 일맥상통한다. 듀이는 “아무리 세

심하고 확고하게 확립했다고 하더라도 개념은 해석을 위한 하나의 ‘후보’

일 뿐이다. 오직 알 수 없는 부분을 명확하게 하는데, 풀리지 않는 매듭

을 푸는 데, 불일치를 조화시키는 데 경쟁자들보다 더 성공적일 때만이

그것이 주어진 상황에 타당한 아이디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

(Dewey, 1920; 이유선(역), 2010: 122).”고 주장하였다. 베버와 듀이는 둘

다 개념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현상의 의미를 드러내고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의 도구로서 바라본다는 공통점을 지닌다. 이는 우리가 개

념을 만들고 학습하는 목적이 개념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당면한

현상을 이해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음을 보여준다. 이를 통해 개념

21) 이탤릭체로 강조한 부분은 원문에서 강조된 부분이다. 베버의 이념형은 가

치를 담고 있는, 지향해야 할 바의 것으로서 이상적(ideal)인 것과는 거리가

멀다. 이념형은 현실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추상화와 종합이라는 논리적

과정을 거친 것으로서, 가치판단을 떠나 논리적 측면에서 완벽하다는 의미에

서 이상적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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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만드는 것이 주관적인 관점이나 가치와 연관하여 시작할지라도 결과

적으로 현상의 특정한 의미를 드러내거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점에

서 주관주의나 상대주의로 흐를 수 없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즉, 연구자

가 다양하게 구성할 수 있는 가능성을 인정한다고 해서 어떤 것이나 다

이념형적 개념이 되는 것은 아닌 것이다. 이런 점에서 이념형은 주관주

의나 상대주의와 구별되며, 오히려 현상의 의미를 다각도로 드러낼 수

있는 렌즈의 다양성을 인정한다는 의미로 이해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② 이념형의 특징

이념형은 개념의 구성 측면에서는 특정한 관점에 기초한 구성적 산물

이며, 개념의 내용 측면에서는 다양하고 변화 가능한 것이고, 개념의 기

능 측면에서는 대상(현상)을 부분적으로만 설명해준다는 특징을 갖는다.

이는 베버가 명시한 것은 아니지만, 이념형에 대한 베버의 설명과 사례

들로부터 도출 가능하다. 각각의 특징을 더욱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첫째, 개념은 특정한 관점에 기초한 구성적 산물이다.

베버의 이념형에 따르면 사회과학적 개념은 그 대상의 ‘본질’을 발견함

으로써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특정한 인지적 관심에서 만들어진 정신적

구성물이다. 이는 사회과학적 개념이 형성되는 출발점을 잘 보여준다. 우

리가 어떤 개념을 만들어낼 때는 대상이 되는 현상이 중요하고 의미 있

다는 것, 우리에게 알 가치가 있다는 생각에서 출발한다. 또한 대상의 여

러 부분 중 어떤 일면을 강조할 것인가를 선택하는 것 또한 가치와 연관

될 수밖에 없다. 즉, 개념은 아무런 관심과 가치, 목적 없이 탄생하는 것

이 아니며, 특정 사회와 개인의 가치 및 관심에 의해 만들어진 구성적

산물이다. 그러므로 베버는 특정한 사회 현상이 갖는 의의는 일반적인

법칙을 통해서는 결코 이해할 수 없으며, 가치이념과의 연계성을 파악함

으로써만 이해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또한『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

의 정신』(1905)에서 ‘자본주의 정신’이라는 개념을 정의하기 위해서는

복잡하게 관련되어 있는 역사적 사실들 속에서 개별적 요소들이 어떤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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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을 이루고 있는지 파악함으로써 개념을 점차 규정해나가야 한다고 설

명하며 개념의 ‘구성적’ 성격을 강조한다. 특히 개념 규정은 탐구의 시작

이 아니라 마지막에 이루어지며, 한 가지 관점에서 볼 때 본질적으로 여

겨지는 것만 유일한 자본주의 정신이라고 볼 수 없음을 명확히 한다

(Weber, 1905; 김상희(역), 2006: 47-48).

둘째, 하나의 대상에 대한 개념은 다양하고 변화 가능하다22).

베버는 사회과학자들이 고정된 개념이라는 영구적인 무기 창고를 가지

고 있다면 개념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즉 개념화에 대한 이론은 불필

요할 것이라고 주장하며 개념의 영속성과 보편성이 결코 충족될 수 없음

을 강조하였다. 그것은 사회문화적 실재(reality)가 영구적인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변화한다는 것과 관련이 있다(Drysdale, 1996: 75-76).

[베버에 따르면] 개념화되어야 할 ‘대상’은 언제나 변화하고 있으며, 그것

들을 개념화하려는 새로운 시도가 항상 필요하다. 변화하는 ‘실재’로부터

인지적 관점 또한 항상 변화한다. 인지적 관점은 그 자체로 변화하는 실

재의 부분이기 때문이다. 지식의 ‘대상’과 ‘주체’ 둘 다 변화한다는 본성을

제외하더라도, 어떤 순간에 주어진 ‘실재(reality)의 조각’에 대한 개념화

가능성은 여러 가지, 아니 어쩌면 논리적으로는 무한하다(Drysdale, 1996:

75-76).

22) 김광기(2014: 78)는 베버(Weber)의 ‘이념형’과 슈츠(Schutz)의 ‘전형(Typification)’

을 비교하며 이념형은 불변으로 고착되어 있는 데 반해 전형은 변화무쌍하다

고 설명한다. 그는 이념형이 현실이 가진 의미를 충분히 드러내지 못할 경우,

현실의 다양한 측면들을 포착하기 위해 또 다른 이념형이 고안될 필요가 있

다고 보지만, 특정 시점에 고안된 이념형은 변형하지 않은 채 그대로 놔두고

또 다른 이념형을 찾아 나선다는 점에서 이념형은 불변이라고 이야기한다.

그렇게 본다면 이념형은 (시간적) 변화 가능성보다는 (동시적) 다양성을 특

징으로 한다는 해석이 더 적절할 수도 있다. 그러나 하나의 대상에 대한 이

념형이 동시에 여러 가지로 존재할 수 있고 각각의 이념형이 개념으로서 수

용될 가능성이 있다면, 설명하고자 하는 그 대상에 대한 개념은 변화 가능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즉, 자본주의를 ‘계급 갈등’이나 ‘착취’로

설명하는 하나의 이념형이 담고 있는 내용은 변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자

본주의 현실을 설명하는 개념으로서 이념형이라는 것 자체는 관점에 따라 다

양성과 변화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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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적 개념은 역사적ㆍ사회적 맥락에 따라 언제나 새로운 재개념

화가 요구된다. 이는 개념화되는 대상들이 항상 변화하고 있으며, 변화하

는 실재를 연구하는 연구자들의 인지적 관점 또한 변화하고 있기 때문이

다. 또한 우리가 알고 있는 개념은 현상을 완벽하게 설명하는 것이 아니

라 특정한 렌즈를 통해 부분적으로만 설명하고 있으며 또 다른 설명의

가능성이 얼마든지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 결과 사회문화적 변화를 연구

하는 학문 영역에서 모든 이념형적 개념 구도는 일시적이며, 사회과학은

항상 새로운 이념형적 개념 구도를 구성해야 하는 과업을 안게 된다

(Weber, 1904; 전성우(역), 2011: 109).

조혜인(2006)은 [그림 3]에 나타난 것처럼 ‘자본주의 원리’를 예로 들면

서 이념형이 갖는 다양성의 의미를 잘 드러낸다.23) 이념형이라는 용어는

베버가 처음 사용했을지 모르나, 자본주의의 원리나 정신에 대한 탐구는

그 이전에도 이후에도 계속 존재해왔을 것이다. 마르크스(Marx), 좀바르

트(Sombart)에 이어 비교적 최근의 슘페터(Schumpeter)에 이르기까지

많은 학자들이 자신만의 개념적 렌즈로 자본주의의 현실을 비추려는 시

도를 계속해왔으며, 이를 통해 자본주의의 다양한 측면을 보여줄 수 있

었던 것이다.

23) [그림 3]은 조혜인(2006)의 ‘이념형의 차별적 다양성’ pp. 293-294에 나온 내

용을 토대로 본 연구자가 구성한 것이다.

자본주의 원리

베버

- 금욕주의와

합리성

마르크스

- 착취

좀바르트

- 영리 지향의

합리성

슘페터

- 혁신

[그림 3] 자본주의 원리에 대한 이념형의 다양성



- 59 -

[그림 3]에 나타난 자본주의의 다양한 측면들은 ‘자본주의’라는 개념을

이루는 여러 요소나 특성 중 연구자가 해당 사회적 맥락에서 유의미하다

고 판단되는 어떤 일면을 부각시켜 만들어낸 것이다. 조혜인(2006: 294)

은 자본주의 원리에 대한 위의 다양한 규정 중 어느 하나만 옳다고 말할

수 없으며, 아무리 많은 규정도 자본주의 현실을 전부 다 포착할 수 없

다는 점에서 여전히 새로운 규정이 가능하다는 열린 자세가 필요함을 강

조한다. 위 학자들의 시도는 자신이 중요하다고 여기는 가치와 관점, 당

시 사회적 맥락에서 자본주의를 설명하려고 했다는 점에서 연구자의 주

관에서 출발했으면서도 상대주의로 흐르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개념을 제시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이러한

개념을 비판적으로 검토함으로써 지금까지의 개념들이 갖는 의의와 한계

를 확인하고, 자본주의에 대한 새로운 개념을 구성해냄으로써 기존의 개

념이 보여주지 못한 다양한 의미를 드러낼 의무가 있다.

셋째, 하나의 개념은 대상의 일부분만 설명해준다.

칼버그(Kalberg, 1994: 116)는 베버가 이념형을 통해 도달하고자 한 것

은 ‘경험적 일반화’나 ‘법칙’의 정립이 아니라 단지 ‘제한적인 분석적 일

반화(limited analytic generalization)’임을 강조하며 실증주의에서 목표로

하는, 모든 것을 포괄하는 ‘경험적 일반화’와 구별했다(김광기, 2014: 69

에서 재인용). 이는 우리가 만든 사회과학적 개념이 대상을 모든 면에서

완벽하게 설명해주는 것이 아니라, 제한된 측면, 즉 수많은 가능성 중 일

부만을 보여줄 뿐임을 의미한다. 베버는 사회과학의 목적이 ‘어떤 종류의

영구적이고 보편적으로 타당한 분류 속에서 종합되는, 개념들의 닫힌 체

계’를 구성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견해를 비판하면서(Drysdale, 1996: 75)

사회과학자들이 만들어낸 개념은 대상의 어떤 한 부분이나 측면만을 보

여준다는 점을 강조했다. 우리가 만나는 실재는 훨씬 더 복잡하고 다양

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점과 자신이 만들어낸 개념이 가지는 한계를

명확히 인식하는 지적 겸손을 보여준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베버의 이념형이 갖는 다양성을 강조하며 ‘지도(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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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사례를 통해 실재와 개념의 차이를 보여준 조혜인(2006: 291)의 설명

은 기능적인 면에서 개념의 부분성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도와준다. 하

나의 지도를 개념, 지구 표면의 모습을 우리가 그 의미를 파악하고자 하

는 현실이라 생각해보자. 우리가 아무리 복잡하고 세세하게 지도를 그린

다고 해도 실제 대상 그 자체가 가진 혼돈이나 복잡성과는 비교불가능하

며, 어떤 방법을 써도 현실을 있는 그대로 포착할 수는 없다(조혜인,

2006: 291). 우리는 도로와 교통 체계에 초점을 둔 지도를 그릴 수도 있

고, 산과 강 등의 지형 또는 인구 분포를 중심으로 지도를 그릴 수도 있

다. 그러나 이들 각각은 우리가 지도를 통해 알고자 하는 목적에 따라

그 목적에 부합하는 요소들만을 특별히 선별하고 강조하여 그린 것이므

로 대상의 일부분만을 보여줄 뿐이다.

그러나 이처럼 개념이 실재의 일부만을 보여주거나, 다른 개념의 가능

성이 무한히 존재한다고 해서 해당 개념의 가치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

다. 현실의 무한한 풍부성에 비추어본다면, 오히려 어떤 개념이든 특정한

일면만을 설명해주기 때문에 우리가 보고자 하는 부분, 강조하고 싶은

특성들을 명료하게 드러내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개념이 대상의 일부

만 설명해준다는 점을 인정함으로써 앞서 이야기한 개념의 다양한 가능

성에 대한 상상이 더욱 중요해지며, 그러한 상상을 통해서만 현실에 조

금이나마 가까이 다가갈 수 있게 된다.

③ 이념형과 원형의 구분

베버의 이념형은 종종 원형 모형에서의 원형(prototype)과 같은 것으

로 간주되기도 한다. 원형의 추출이 현실 속 경험에 기반하지 않고 이념

적 추상화를 통해 이루어진다면 원형이 만들어지는 과정 자체는 이념형

과 유사성을 가질 것이다. 그러나 개념으로서 원형의 목적이나 성격은

베버의 이념형과 확연히 구분된다. 원형 모형에서의 원형은 그 개념에

속하는 사례들이 갖는 속성들을 평균(mean)적으로 소유한 사례를 이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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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추상화시킨 형상으로서,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사례가 아니라 그

개념에 속하는 다양한 사례들이 갖는 공통된 속성을 모두 갖춘 가장 완

벽한 이념적인 모습(idealized prototype)을 의미한다(구정화, 2001: 208).

이와 같이 본다면, 원형은 이념형보다는 오히려 ‘평균 유형’이라는 말로

그 의미가 더욱 잘 드러날 것이다. 베버는 사회학이 경우에 따라 경험적

통계 유형과 같은 평균 유형을 사용한다는 점을 인정한다. 그러나 사회

학에서 평균 유형은 질적으로 동질적이며 단지 정도의 차이만 존재하는

행위에 대해서만 구성가능하다고 지적하며, 역사적․사회적으로 중요한

행위는 대부분 질적으로 이질적인 동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대

상에 대해 ‘평균’을 산출하는 것은 어렵다는 것을 명확히 한다((Weber,

1904; 전성우(역), 2011: 230). 또한 이념형은 연구자가 당시의 사회문화

적 맥락 속에서 특정한 인지적 관심을 토대로 정신적 숙고의 과정을 거

쳐 대상의 특정 부분을 강조하고 부각시킴으로써 만든 개념적 구성물(혹

은 분석적 사유상)이라는 점(김광기, 2014: 66)에서 대상의 속성을 평균

적으로(혹은 대표적으로) 소유한 사례를 이념화한 원형과는 근본적으로

구별된다.

원형과 달리 베버의 이념형은 완벽성이나 규범적 지향성과 같은 것을

담고 있지 않으며, 그 속에 실제 사례들을 포섭시켜야 하는 대표 주자나

평균적인 유형도 아니다. 그러므로 이념형은 그것이 현실과 결합할 때

현실을 왜곡하거나 변형하지 않는다. 대신 현실의 복잡성을 설명하고자

새로이 개발되는 것은 오히려 이념형이 된다(김광기, 2014: 77). 원형의

‘이상성’이 대상의 속성을 가장 완벽하게 소유한다는 의미라면, 이념형의

‘이상성’은 순수하게 논리적인 의미에서 일관되고, 모순이 없는 사유 과

정을 거친다는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이다. 전자의 경우 현재 원형을 대

체할 수 있는 더 완벽한 사례가 그려지지 않는 한, 대표자로서 원형은

하나여야 할 것이다. 즉, 원형은 변화 가능성은 있지만 동일 범주 내의

사례들 간에 비대칭적인 위계가 존재하며, 원형적인 사례는 원형이 아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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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예에 비해 특권적이고 우월적인 지위를 가진다(유나경, 2011: 6).

이와 달리 이념형의 경우, 사회적 맥락이나 연구자의 관점에 따라 (동시

에) 얼마든지 다양한 이념형적 개념이 구성 가능하다. 그리고 이러한 이

념형은 어느 하나가 다른 것보다 더 우월한 지위를 갖지 않으며, 대상의

다른 측면을 부각시켜주는 것으로 공존 가능하다. 이러한 차이로 인해

개념을 원형과 이념형 중 어느 것에 기초하여 이해하느냐에 따라 개념학

습의 목표와 방법은 달라지게 된다.

2) 이념형으로서 개념의 구성 과정

베버는 ‘사회과학 및 사회정책 인식의 객관성’(1904) 논문에서 이념형

의 구성 과정에 대해 명시적으로 언급하지 않는다. 대신 다음과 같이 구

체적인 사례를 제시함으로써 이념형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보여준다.

예를 들어 우리는 ‘수공업’이라는 이념을 아래와 같이 하나의 유토피아로

그려낼 수 있다. 즉 매우 다양한 시대와 나라의 공업종사자들에게서

분산되어 발견되는 특정한 속성들을 일관성 있게 일면적으로 강조하

여 그 자체를 하나의 (내부적으로) 무모순적인 이념상으로 종합하고,

이 속성들을 위의 이념상에서 현시된 발상에 연관지음으로써 우리는 ‘수

공업’의 이념형을 구성할 수 있다. …… 그리고 나서 우리는 수공업 이념

형의 반대 개념으로 - 근대적 대규모 산업의 특정한 속성들에서 추상

하여 - 자본주의적 공업 조직에 대한 이념형을 구성하여 대비시킬

수 있으며, 이어 ‘자본주의적’ 문화라는 유토피아를 구상할 수 있다.

…… 이 유토피아는 근대의 물질적, 정신적 문화생활의 불명료한 몇

가지 속성들의 특이성을 강조하여 하나의 무모순적 이념상으로 종합

해야 할 것이다. 이럴 경우 이것은 자본주의적 문화라는 ‘이념’을 그려

내는 시도가 될 것이다(Weber, 1904; 전성우(역), 2011: 90).

위의 글에서 알 수 있는 이념형적 개념 형성의 핵심적 과정은 ‘대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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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한 속성 중 일부를 강조하고 종합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구체적으

로 무엇을, 어떻게 강조하고 종합한다는 것인가? 이와 관련하여 베버에

대한 Drysdale(1996)의 해석을 통해 베버가 말하는 ‘강조’와 ‘종합’의 의

미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Drysdale(1996: 82)의 설명에 따르면 베버의 이념형 구성 과정은 <표

5>와 같이 도식화할 수 있다. 베버는 이념형을 ‘개념적 구성물’이라고

하였는데, 이 때 이념형의 구성은 임의적이거나 걷잡을 수 없는 창조성

에 의해서가 아니라, <표 5>에 나타난 것처럼 ‘추상화(abstraction)’와

‘종합(synthesis)’이라는 의식적이고 숙고된 두 가지 단계를 거쳐 이루어

진다. 추상화는 대상이 가진 여러 가지 특성 중 일부를 선별하고 강조하

는 것과 관련되며, 종합은 선별된 일부 특성에 기초하여 대상의 정합성

과 통일성, 논리적 일관성을 기준으로 일관된 상(像)을 만들어내는 것과

관련된다.

<표 5> 사회과학적 개념 형성 과정의 구조(Drysdale, 1996: 82)

구분

대상의 이념화 과정

계기1

추상화(abstraction)

계기2

종합(synthesis)

행동 특성의 선별, 특성의 강조 특성의 종합

기준

대상과의 합치성

(객관적 가능성 포함)

대상과의 합치성

(객관적 가능성 포함)

문화적 의의 대상으로서의 통일성, 정합성

과학적 가치 연관성

(의미 차원에서 적절성)
논리적 일관성

결과
“이념형”의 구성

(이념화된 개념적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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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추상화(Abstraction)

‘추상화’는 대상에 대한 부분적인 표상(representation)으로서 개념을 산

출하는 것과 관련된다. 추상화 과정에서 연구자는 대상의 여러 요소 중

에서 특정한 요소를 선정하여 강조하게 되는데, 어떤 요소를 강조할 것

인가와 관련하여 ‘대상과의 합치성, 문화적 의의, 과학적 가치 연관성’ 등

을 고려해야 한다(Drysdale, 1996: 81-83).

첫째, 대상과의 합치성(conformity)과 관련해서는 두 가지 측면이 중요하

다. 하나는 강조된 특성이나 요소가 발명해낸 것이 아니라 실재 속에서 ‘발

견’된 것이어야 하며, 그러한 특성이나 요소들이 구체적 실재 속에서 실제

로 함께 발견되지 않더라도 ‘객관적으로 존재할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 한 가지는 강조된 특성이 그것의 독특성 속에서 해당 현상을

‘특징짓는 것(characteristic)’으로 이해된다는 점이다(Drysdale, 1996: 82).

이는 우리가 어떤 현상에 대해 ‘알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일부 특성을

선택하고 강조할 때, 해당 특성들이 객관적인 존재 가능성을 가져야 하

며, 그 현상의 성격을 결정하는 중요한 것으로 여겨져야 한다는 것을 의

미한다.

둘째, 문화적 의의(cultural significance)는 다음 글에 나타난 것처럼 연

구 주제의 선별과 관련하여 중요하며, 연구자가 처해 있는 사회문화적 맥

락 속에서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현상을 선정하기 위한 기준이 된다.

…… 어떤 경우에도 개별적인 현상의 단지 일부분만이 우리의 관심의

대상이 되고 또 우리에게 의의를 가진다. 왜냐하면 이 부분만이 우리가

현실에 접근할 때 그 근간으로 삼는 문화가치이념들과 연관되어 있기 때

문이다. 무한히 다양한 개별 현상들의 특정한 측면만이, 즉 우리가 일반

적인 문화 의의를 부여하는 측면만이 알 가치가 있고, 이 측면만이 인과

적 설명의 대상이다(Weber, 1904; 전성우(역), 2011: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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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베버가 프로테스탄트 윤리를 중심으로 자본주의 정신을 논할

때, 이는 1904년 당시 베버와 다른 사회구성원들뿐 아니라, 그 연구의 중

심이 되었던 17, 18세기 영국, 네덜란드, 미국의 문화적 맥락에서도 매우

의의가 있는 주제였다(Drysdale, 1996: 83). 이를 통해 이념형의 구성이

연구자의 가치 판단(무엇이 중요한 현상인가?)과 관련하여 ‘주관적’이면

서도, 탐구대상이 발견된 문화적 맥락에서 ‘객관성’을 가질 수 있음을 엿

볼 수 있다.

셋째, 과학적 가치 연관성(scientific value-relevance)은 문화적 의의와

밀접하게 관련되는 것으로, 조사자가 어떤 현상을 선택하고 어떤 관점에

서 연구를 진행할 것인가, 즉 연구자의 인지적 이해관심은 연구자의 주

관적 가치 및 사회문화적 가치와 연관된다는 점이다. 베버는 가치와 관

련된 아이디어들이 역사적․문화적 맥락 속에서 달라진다는 점, 연구자

간 해석의 차이일 뿐 특정 해석이 절대적인 지위를 갖지 않는다는 점에

서 주관적이라고 볼 수도 있음을 인정한다. 그러나 연구 대상을 결정하

고 연구를 어느 선까지 진행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은 연구자를 포함하

여 그 시대를 지배하는 가치이념들이라고 덧붙인다. 또한 연구 방법을

선택할 때도 연구자가 인간 사고의 보편적 규칙들에 의해 구속받게 되기

때문에, 특정 문화과학적 연구가 어떤 사람에게는 타당하고 어떤 사람에

게는 그렇지 못하다는 의미에서 주관적이라는 결론을 도출할 수 없음을

강조한다(Weber, 1904; 전성우(역), 2011: 79-80).

② 종합(Synthesis)24)

이념형적 개념 형성의 한 계기로서 종합은 선별하여 강조한 대상의 특

징이 정합성, 통일성, 논리적 일관성을 가지고 모순되지 않는 것과 관련

24) 여기에서 ‘종합’이란, 물질적 체계나 관념적 체계를 인식하거나 구성하기 위

해 개별 요소들을 사고상으로 하나의 전체로 결합하는 절차를 의미한다

(Weber, 1904; 전성우(역), 2011: 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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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베버는 이념형의 형성과 관련하여 ‘종합’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제시하지는 않지만, 이념형이 종합적인 구성물이라는 점을 여러 차례

언급한다(Drysdale, 1996: 84). Weber(1904)는 중세의 특정 시기 사람들

의 정신생활을 구성하는 요소를 토대로 ‘기독교적 신앙’이라는 이념상을

만들 경우, 이 이념상은 신앙교의, 교회법적 규범, 관습적 규범, 생활신

조 및 그 외에 수많은 개별적 연관성들의 결합으로서, 이 결합을 우리

가 하나의 ‘이념’으로 연결하는 것이 종합이라고 설명한다. 즉, 하나의

이념으로 연결되는 수많은 개별적 연관성들이 모순되지 않고, 순수하게

논리적인 의미에서 완벽하도록 체계화하는 것을 종합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념형 구성의 핵심 과정이 대상의 중요한 특성을 선별하여 ‘추상화’하

고 ‘종합’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속성 모형이 전제하는 개념 정의와 유사

하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속성 모형은 본질적이고 결정적인 속성과

그렇지 않은 속성이 있다고 전제한 반면 베버가 강조하고 선택한 특성은

본질적, 절대적이라기보다 그 사회의 문화적 맥락에서 의의와 가치를 가

지는 것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또한 속성 모형은 종종 ‘규칙 모형’

이라고 불릴 만큼 개념의 속성인 규칙을 배우고 그 속성을 대상에 적용

하여 개념에 속하는지 여부를 분류하는 것에 가장 큰 주안점을 두었으나

(구정화, 2001: 207), 베버는 다양한 이념형의 구성 가능성을 열어둠으로

써 이념의 구성을 통해 드러나는 독특한 의미를 강조할 뿐, 현상의 분류

자체를 중요한 목적으로 삼지 않는다.

3) 개념 학습의 측면에서 이념형이 갖는 의의와 한계

① 개념 학습 측면에서 이념형이 갖는 의의

베버의 이념형은 개념의 목적이 일반화나 분류가 아니라 개별적 현상

의 인과적 연관맥락을 파악하는 것에 있음을 드러내고, 개념 형성의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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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로서 학습자의 능동성과 주체성을 장려할 뿐 아니라, 개념의 다원성과

주관성을 인정하면서도 객관성을 모색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사회과의 개념 학습에 다양한 의의를 갖는다.

첫째, 베버는 “이념형이 목표로 하는 것은 분류 혹은 평균적 속성을

규명하려는 것이 아니고 바로 문화 현상의 독특한 개별적 특징을 늘 규

명하는 것(Weber, 1904; 김광기, 2014: 65에서 재인용).”이라고 주장하며

사회과학적 개념의 목표를 명확히 하였다. 베버는 개념을 습득하고 그에

따라 분류하는 것이 일반화에 대한 관심을 토대로 하므로 개별적이고 특

수한 현상의 사회문화적 의의와 복잡한 연관맥락을 포착하지 못할 위험

이 있다고 비판하며, 사회과학에서 개념의 궁극적 목적은 ‘분류’에 있지

않음을 강조하였다. 본 연구자는 베버의 이념형이 개념 학습에 갖는 중

요한 의의 중 하나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본다. 베버의 이러한 개념관은

개념을 중심으로 실재를 재단하고 이분법적 분류 경향을 심화시킬 우려

가 있는 상황에서 ‘개념’이 필요한 진정한 이유가 무엇인가, 개념 학습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때

문이다.

한 현상의 개별성이 주된 관심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서의 인과 문제는

법칙의 문제가 아니라 구체적 인과적 연관맥락의 문제이며, 어떤 공식

속으로 이 현상을 하나의 범례로서 수렴시킬 것인가라는 문제가 아니라,

어떤 개별적인 상황 구도의 결과에 이 현상이 기인하는가 하는 문제이다

…… 규칙성의 설정은 인식의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다. 따라서 가령

우리의 일상 경험 세계에서 확인될 수 있는 인과적 연관관계의 규칙성을

하나의 ‘법칙’으로 공식화할 것인지 여부는 개개의 경우에 따라 결정되어

야 할 유용성의 문제이다(Weber, 1904; 전성우(역), 2011: 72-74).

개념의 주된 기능을 일반화와 분류로 생각하는 입장, 즉 개념이 범주

화를 통해 많은 대상을 효율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해준다는 측면에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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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을 두는 사람들에게 베버의 주장은 이상하게 여겨질 수도 있다. 그래

서 “특정한 개별 현상을 설명하는 것만으로 과연 개념이라고 불릴 수 있

는가? 개념이라는 자체가 일반화의 산물이자, 분류를 위한 수단 아닌

가?”라는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베버는 유형

적(類型的)인 것과 유적(類的)인 것을 구분하며 어떤 유(類) 개념도 그

자체로 ‘유형적’ 성격을 갖지 않는다고 말한다.

경험적 현상들에 공통되는 것을 종합한 것에 불과한 단순한 유(類) 개념

과 유적인 이념형 간의 경계선은 경우에 따라 유동적이다. 그러나 어떤

유(類) 개념도 그 자체로서 ‘유형적’ 성격을 가지고 있지는 않으며, 순수하

게 유적인 ‘평균치’ 유형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어디서든 - 가령 통계학에

서 - ‘유형적’ 크기가 논의될 경우, 이 크기는 단순히 평균치 이상을 내포

하고 있는 것이다. 현실에서 집단 현상으로 일어나는 과정들의 단순한 분

류가 문제가 되면 될수록, 이 분류는 한층 더 유(類)개념적 성격을 띠며,

이에 반해 복잡한 역사적 연관 맥락을 이 연관 맥락에 고유한 문화 의의

를 내포하고 있는 구성 요소를 중심으로 하여 개념화해야 하면 할수록,

이 개념은 더욱더 이념형적 성격을 띠게 된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이

념형적 개념 구성의 목적은 항상 문화 현상들의 유적인 것이 아니라 오

히려 정반대로 그들의 특수성을 명료하게 표출시키는 것이기 때문이다

(Weber, 1904; 전성우(역), 2011: 103-104).

그러나 베버가 특수성을 중시했다고 해서 일반적인 것이 불필요하다거

나 일반적인 것의 의미를 간과한 것은 결코 아니다. 오히려 정반대로 베

버는 추상적인 유(類) 개념의 구성과 같은 일반적인 것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다면 개별적인 것에 대한 인식도 불가능하다고 본다. 그렇다면

그는 특수한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것을 더욱 중시한 것인가? 그렇지 않

다. 베버는 인식의 목적이 아니라 수단으로서 일반적인 법칙이나 규칙성

의 의미를 수용할 뿐이다.

개념이나 법칙이 인식의 수단이 된다는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해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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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일반성에 대한 듀이의 설명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본다. 듀이는

『How we think』(1910)에서 개념이 그 용도와 적용 때문에 일반적인

것이지 개념을 구성하는 내용 요소 때문에 일반적인 것은 아니라고 주장

한다.

어떤 의미가 획득되는 순간 그것은 이해를 넓히는 작업 도구, 다른 사

물을 이해하는 도구가 된다. 따라서 의미는 다른 사물을 포함하기 위

해 ‘확장된다.’ 일반성은 새로운 사례를 이해하기 위한 적용 속에 있지,

그것을 구성하는 요소에 있지 않다. 수많은 대상의 공통 잔여물, 증류

찌꺼기로 남은 특성의 집합은 단지 수집, 재고, 합계된 것이지, ‘일반적인

아이디어’는 아니다. 어떤 한 가지 경험에서 강조된 두드러진 특성이 다른

경험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면, 그 특성은 적용에 기여를 했기 때

문에 거기까지의 일반화가 된다(Dewey, 1910; 정회욱(역), 2011: 148).

듀이의 설명에 따르면, 개념이 일반성을 가진다는 것은 해당 개념의

내용이 모든 현상에 적용될 수 있을 정도로 보편적이고 본질적이라거나

혹은 그래야 함을 의미하지 않는다. 개념은 특정한 현상을 통해 얻은 경

험이 다른 경험이나 대상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일반성을

갖는 것이다. 그렇게 본다면 개념은 일반화의 산물이라기보다 일반화의

도구라고 보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그러나 개념이 일반화의 도구가 된

다고 해서 일반화나 법칙 그 자체가 개념의 목적이라고 할 수는 없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모든 대상에 대해서가 아니라 개념의 적용을 통

해 이해에 도움을 준 대상 범위까지만 일반화가 되는 것이라는 점에서

일반화의 범위에 있어서 한계를 가진다는 점이다.

베버가 비판한 일반화는 듀이의 주장과 반대로 개념을 구성하는 요소,

즉 특정 개념의 내용 그 자체에서 일반성을 찾는 입장으로 보인다. 개념

의 내용 그 자체에서 일반성을 찾게 된다면, 해당 개념의 범주에 속하는

것과 아닌 것을 분류하는 것이 중요해지고, 결국 특수한 현상의 의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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놓쳐버리는 결과를 초래한다. 게다가 현실의 다양한 사례나 현상을 포섭

하기 위해 ‘일반성’에 집착할 경우 개념은 지나치게 추상화되어 빈약해지

고 무의미한 것이 되기 쉽다(Weber, 1904; 전성우(역), 2011: 74-75). 연

구할 의미가 있는 중요한 사실, 현상의 특수한 의미는 그것이 다른 것과

공통적으로 갖는 관점이나 특징에서는 찾기 어렵기 때문이다.

둘째, 이념형은 학습자가 능동적인 주체로서 새로운 개념을 구성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며, 개념의 다원성을 사실로서 인정할 뿐 아니라

당위로서 지향함으로써 현실을 이해할 수 있는 다양한 관점을 긍정한다.

이는 개념 학습에 있어서 현재의 이론, 개념에 대해 비판적인 태도를 지

니고 새로운 상(像)을 그려볼 것을 요구함으로써 학습자를 수동적인 수

용자가 아니라 능동적인 창조자로 자리매김하게 한다는 의의가 있다. 이

념형으로서 개념은 개념의 습득 과정에서도 과거의 어느 시대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것,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것으로 개념을 습득하는 것이 아

니라, 어떤 사회문화적 맥락 속에서 그러한 개념이 탄생했는지를 이해함

으로써 구체적인 연관맥락 속에서 해당 개념을 수용한다. 그리고 현재의

사회문화적 맥락 속에서 그러한 개념이 유의미한지 아닌지를 판단함으로

써 현재 사회에서의 가치와 문화적 의의를 토대로 새로운 이념형을 구성

해볼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이는 어떤 현상과 이를 설명하

는 개념에 대해 더욱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즉 기존의 개념에 대한 폭

넓고 깊이 있는 이해를 가능하게 해준다. 개념이 탄생한 특정한 맥락을

이해하는 것은 개념을 하나의 추상적인 사고(思考)의 산물 - 물론 실제

개념은 그렇게 만들어진다. - 로서만이 아니라, 실제적이고 사회적 산물

로서 더욱 생생하게 학습자에게 다가오게 만든다. 또한 학습자에게 개념

구성이라는, 하나의 이념으로서 개념과 실재를 연결하려는 노력을 요구

함으로써 현상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

다. 게다가 베버는 실재의 복잡성, 변화가능성이라는 사실의 측면에서도

다양한 이념형의 존재를 인정하지만, 사회과학이 영원히 젊음을 유지해

야 하는 학문이라는 점을 언급하며 새로운 개념을 구성하려는 시도가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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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당위로서 우리의 과제임을 강조하였다(Weber, 1904; 전성우(역),

2011: 109). 이는 우리가 기존의 개념을 습득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하며, 새로운 개념의 구성이 자연스러울 뿐 아니라 당연한 일

임을 보여줌으로써 기존 개념이 가진 가치를 폄하하지 않으면서 새로운

개념 구성의 필요성을 드러낸다. 이념형은 새롭게 만들어져야 하지만, 그

렇다고 해서 기존의 이념형이 무의미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셋째, 베버는 주관성과 객관성 중 어느 하나를 택하는 대신 두 가지가

공존할 수 있는 길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학습자의 개념 구성이 주관적에

서 출발하면서도 상대주의로 흐르지 않고 제한적이나마 일반화될 수 있

는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 물론 여기에서 일반화 가능성은 시·공간

을 초월해 적용가능한 보편 타당성과는 거리가 멀다 -. 앞서 이념형의

의미와 형성 구조에서 설명한 바와 이는 실재를 바라보는 개개인의 차이

(difference)를 존중하면서도 사회문화적 맥락에서 공감과 소통이 이루어

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다원주의적 사회에 적합한 개념 학습의

방법을 시사한다.

② 개념 학습에의 적용과 관련하여 이념형이 갖는 한계

이념형은 사회과교육에서 기존의 개념에 대한 정의가 갖는 문제점을

보완해줄 수 있는 대안적 개념으로서 의의를 갖는다. 그러나 베버의 이

념형은 교육학적 맥락이 아니라 사회과학적 맥락에서 탄생한 것으로, 학

생들이 이념형을 만들어내는 교육적 상황을 염두에 두지 않았다. 그 결

과 본 연구의 관심사, 즉 교육 현장에서 학습자가 스스로 개념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개념 학습 방안에 직접 적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특

히 개념 학습의 목표와 구체적인 방법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한계를 갖

게 된다.

첫째, 개념 학습의 목표로서 이념형적 개념을 구성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논의가 결여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고자 하는 개념 학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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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의 습득과 적용을 넘어 새로운 개념을 (재)구성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이념형을 만들어본다는 것이나 이념

형으로서 만들어진 개념의 특정한 의미를 아는 것이 아니라, 언제고 필

요한 상황에서 다양한 이념형을 만들 수 있는 역량을 기르는 것이다. 물

론 학습 과정에서는 이념형을 만들어보는 경험이 주를 이루겠지만, 그러

한 경험은 이념형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는 것을 목표로 하는 하

나의 과정으로서 의미를 갖는다. 그렇기 때문에 완벽한 이념형을 만드는

것에 중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념형을 만드는 과정을 경험하게 함으

로써 그러한 시도가 갖는 의미와 가능성을 체득하도록 하는 데 초점이

있다. 베버가 염두에 둔 사회과학자들은 현상의 연관맥락이나 인과관계

를 파악하고 현상을 이해하는 도구로서 개념을 만들 수 있는 역량을 이

미 습득한 사람들일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개념 학습의 대상이 되는 학

습자들은 개념을 구성하는 법을 알지 못하는 상태이다. 그러므로 베버의

이념형을 개념에 대한 대안적 정의로 수용한다고 해도, 개념 학습의 목

표로서 그러한 이념형적 개념을 구성할 수 있는 능력이 무엇이며, 어떻

게 이러한 능력을 기를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요구된다.

둘째, 개념 학습의 방법으로서 이념형적 개념을 구성하는 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부족하다. 베버는 이념형의 정의와 다양한 사례를 언급

하지만 ‘강조’와 ‘종합’이라는 말로 이념형을 만드는 과정을 간단히 요약

할 뿐 구체적인 개념 구성 과정에 대해 제시하지 않았다. ‘강조’와 관련

해서는 이념형의 사례를 통해서 그 의미가 명료해지는 반면, 상대적으로

종합의 의미는 더 모호한 상태이다. ‘종합’에 대해서는 ‘논리적으로 무모

순적이어야 한다.’는 종합의 기준만 언급할 뿐, 어떤 과정을 거쳐 그러한

논리적 정합성이나 일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가에 대한 논의가 생략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종합’의 의미와 종합하는 과정이 명료해지지 않

을 경우 이념형을 구성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설령 구성하려는 시도를

한다 할지라도 객관성과는 거리가 멀어진다. 종합의 과정에서 일관성,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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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성, 통일성이라는 기준을 충족시키고 무(無)모순적인, 완벽한 이념상을

만들어낸다는 점에서 주관적인 계기에서 출발한 개념이 객관적인 이해

가능성을 갖기 때문이다. 듀이가 지적하듯이 실제로 많은 사람들은 종합

을 일종의 조각을 모으는 것으로 여기고, 그 결과 종합의 진정한 의미는

미스테리에 빠진다(Dewey, 1910; 정회욱(역), 2011: 130). 그러나 베버가

말하는 종합은 단순히 무언가를 합치거나 모으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논리적으로 정합적인 체계를 만들어내는 종합의 과정

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더 필요할 것이다.

이상의 한계는 이념형으로서의 개념 그 자체가 갖는 한계라기보다는

교육적 적용 측면에서 갖는 한계로서 베버가 이념형을 고안할 때의 목적

과 배경을 고려한다면 당연한 결과이다. 베버는 교육학이 아니라 사회과

학적 측면에서 문화적 의의와 가치 연관성을 갖는 사회과학적 연구의 결

과가 어떻게 객관적으로 타당한 진리로서 받아들여질 수 있는가를 탐구

하는 과정에서 ‘이념형’을 제시했기 때문이다. 본 연구자는 베버의 이념

형을 개념에 대한 기존의 정의를 대신하는 대안적 정의로 받아들이고,

개념 학습을 통해 학습자가 이러한 이념형적 개념을 구성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본다. 그러나 위와 같은 한계를 보완하고자 개념 학습 목표와 방

법 측면에서는 칸트의 ‘반성적 판단력’ 개념을 활용하고자 한다.

2. 개념 학습의 목표: 칸트의 ‘반성적 판단력’ 함양

본 연구에서 제안하고자 하는 개념 학습의 목표로서 개념 구성 능력은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대상 혹은 현상에서 출발하여 대상의 연관 맥락과

인과관계를 파악함으로써 하나의 보편적인 개념을 만들어내는 역량’이라

할 수 있다. 개념 학습에서 개념을 보편적인 것으로, 개념을 통해 설명하

고자 하는 구체적 대상을 특수로 본다면 개념 구성 능력은 칸트가『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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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력 비판』(1790)에서 제시한 ‘반성적 판단력’과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반성적 판단력은 보편이 주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특수를 중심으로 보편을 만들어내는 능력이기 때문이다. 물론 칸트는 아

름다움에 대한 판단, 즉 미학의 영역에 한정하여 논의를 전개하였지만

칸트의 아이디어는 사회과교육을 포함한 다른 학문 영역에도 충분히 유

의미한 함의를 가진다25). 따라서 이 장에서는 칸트의 반성적 판단력을

토대로 학습자에게 길러주고자 하는 ‘개념 구성 능력’의 의미와 원리를

제시하고, 사회과교육의 개념 학습과 관련하여 반성적 판단력이 갖는 함

의를 모색할 것이다.

1) 개념 구성 능력으로서 반성적 판단력의 의미

① 규정적 판단력과 반성적 판단력의 의미

판단력은 일반적으로 “특수한 것을 보편적인 것 아래에 함유되어 있는

것으로 사고하는 능력”이다. 보편적인 것(규칙, 원리, 법칙)이 주어져 있다

면, 특수한 것을 그 아래에 포섭하는 판단력은 규정적이다. 그러나 특수한

것만이 주어져 있고, 판단력이 그를 위한 보편적인 것을 발견해야 한다면,

그 판단력은 순전히 반성적이다(Kant, 1790; 백종현(역), 2009: 162-163).

칸트의『판단력 비판』에서 판단력이란 ‘특수를 보편에 포섭시키는 능

력’을 의미하는 말로 사용된다. 예를 들어 ‘집 앞에 있는 사과가 떨어진

다.’는 개별 현상(특수)을 보고 그 현상이 중력의 법칙(보편)에 포섭되는

현상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나, 재판관이 특정한 사건을 보고 그 사건에

어떤 법률 조항이나 법적 원리가 적용되는지를 판정하는 경우, 어떤 환

자에 대해 의사가 감기인지 편도선염인지 진단하는 경우 등이 판단력이

사용되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서 칸트의 판단력 개념은 <표 6>

25) 들뢰즈는 병리학(의학)적 판단에서, 가다머는 법률적 판단에서, 아렌트는 정

치적 판단에서 칸트의 반성적 판단력의 활동을 찾아낸다(박수범, 2016: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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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의미
주된

적용 영역

개념

학습

규정적

판단력

특수를 보편에 포함되는

것으로 사고하는 선험적 능력

법률적

판단26)

개념

적용

반성적

판단력

특수를 포함할 수 있는

보편이 주어져 있지 않을 때,

보편을 찾아가는 능력

미적,

감성적 판단

개념

구성

과 같이 규정적 판단력과 반성적 판단력으로 다시 구분된다.

<표 6> 규정적 판단력과 반성적 판단력의 구분27)

규정적 판단력(Bestimmende Urteilskraft)은 ‘이미 주어져 있는 보편에

특수한 것을 포섭하는 것’으로, 예를 들면 모자는 머리에 쓰고 신발은 발

에 신는 것, 장갑은 손에 끼는 것이라는 기존의 개념이나 규칙에 따라

판단할 때 작동한다. 반면 반성적 판단력(Reflektierende Urteilskraft)은

‘특수만이 주어졌을 때, 즉 해당 특수를 포섭할 수 있는 보편이 존재하지

않을 때, 보편적인 것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작동한다. 기존의 의학지식

으로는 도저히 설명되지 않는 희귀한 증상을 가진 환자를 마주한 의사,

26) 칸트는 규정적 판단력이 적용되는 주된 영역이 법률적 판단이라고 보았으

나, 본 연구자는 법률적 판단 역시 반성적 판단력이 적용될 수 있고, 적용되

어야 한다고 보는 입장이다. 판사가 특정 사건에 대해 판결을 내리면서 정해

진 법조항이나 원칙에 따라야 하고, 각각의 사건에 어떤 법규가 적용되어야

할지를 판단해야 한다는 점에서 법률적 판단은 규정적 판단력의 성격이 두드

러져 보인다. 그러나 사법 작용이 주어진 법규를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아닌 한, 이 규정적 판단력에 선행하여 반성적 판단력이 작용할 수밖에 없다.

“사법(司法)은 외견상 법전을 기준으로 하나, 실상은 법전 밖에 있는 실제의

법원(法源)에 의해 지배”된다는 사비니(Savigny)의 주장처럼 법적 판단의 출

발점은 보편이 아니라 개별적인 사건이며, 반성을 통해 보편을 발견하고 있

다고 보는 것이 더 적절할 것이다(남기윤, 2017: 195).

27) 이 표는 두 종류의 판단력에 대한 칸트의 설명을 토대로 정리한 것으로, 개

념 학습에 대한 부분은 칸트의 의견이 아니라 본 연구자가 개념 학습과 두

판단력 간의 관련성을 찾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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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전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건을 판결해야만 하는 판사는 자신의 눈앞

에 있는 특수한 상황을 포섭할 수 있는 보편을 가지고 있지 않으므로 규

정적 의미에서는 판단이 불가능하다. 하지만 우리는 낯선 대상을 마주하

거나 도저히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알 수 없는 예술 작품, 사회 현상을

접할 때 그 대상을 이해하고자 나름의 규칙이나 원리를 만들어낸다. 기

존의 원리나 규칙을 변형하고, 주관적이지만 나름의 질서를 만들어 의미

를 부여하는 바로 이 과정에서 반성적 판단력이 발휘된다고 할 수 있다.

즉, 규정적 판단력이 기존의 규칙에 따른 사고 과정이라면, 반성적 판단

력은 규칙을 새롭게 만들어내는 사고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박수범(2016: 90)은 지성에 의해 미리 제공된 보편에

기초해 특수를 포섭하기만 하는 규정적 판단력이 소극적/수동적 활동인

데 반해, 스스로 발견한 보편을 토대로 특수를 포섭하는 반성적 판단력

은 적극적/능동적 활동이라고 말한다.『판단력 비판』에서 칸트는 둘 중

에서 특히 ‘반성적 판단력’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아름다움에 대한 판단

을 의미하는 취미(趣味, Geschmack) 판단을 통해 반성적 판단력의 특징

을 잘 드러내고 있다.

② 규정적 판단력과 반성적 판단력의 상호 관련성

규정적 판단력이 주어진 보편에 특수를 포섭하고, 반성적 판단력이 특

수를 통해 보편을 찾아간다고 해서 두 가지 판단력이 전적으로 다르다거

나 관련이 없다는 의미는 아니다. ‘보편이 없다.’는 것을 판단해야 새로운

보편을 찾으려는 시도가 가능하다는 점, 결과적으로 새로운 보편을 찾았

다 해도 이를 기준으로 또 다시 특수를 포섭하는 방식으로 사유해야만

해당 대상에 대한 판단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규정적 판단력과 반성적 판

단력은 밀접하게 얽혀 있다.

반성적 판단력이 특수한 것을 포섭하는 보편을 찾기 위해서는 이미 주

어져 있는 보편이 그 특수를 포섭할 수 있는지 아닌지를 먼저 판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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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이런 측면에서 개념 구성 이전에 주어진 보편으로서 기존 개념을

충분히 이해하는 것은 필수적인 과정이다. 의사가 기침이 심한 환자를

보고 그 환자의 상태를 기존에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병명으로 개념화

한다면, 그 전에 해당 증상과 관련된 기존의 개념, 즉 감기, 역류성 식도

염, 폐렴 등의 여부를 먼저 판별해야 하기 때문이다. 칸트는 반성적 판단

력을 정의하면서 ‘보편이 없는’ 상태에서 보편을 찾아간다고 했지만, ‘보

편이 없는’ 상태라는 것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규정적 판단력과 반성적

판단력이 함께 작동해야 한다. 해당 환자의 상태를 면밀히 관찰함으로써

특수에 입각한 사고가 진행되는 것은 반성적 판단력과 관련이 되는 한

편, 동시에 감기나 폐렴 등 기존의 보편적 개념에 포섭되는지 여부를 확

인하는 것은 규정적 판단력과 관련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본다면, 모든

규정적 판단은 반성적 판단을 전제하고, 모든 반성적 판단은 규정적 판

단으로 귀결되기 때문에 둘을 구분하는 것이 무의미해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박수범(2016: 97-103)에 따르면 규정적 판단력은 주어진 도식

(보편)에 따라서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처음부터 그 도식에 개개의 특수

가 포섭되는지 아닌지를 판별할 수 없다. 즉, 규정적 판단력은 보편에서

특수로 하강하는 방향성을 갖지만, 혼자의 힘만으로는 진정한 의미에서

의 특수가 가진 특수성을 파악하는 데까지 도달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규정적 판단력은 구체적인 환자들 간의 차이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평균적 상태에 있는, 존재 가능한 환자 일반을 추상적으로 진단

한 보편에 주목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결국 하나의 특수로서 환자가

어떤 질병인지를 규정하기 위한 판단은 그 환자의 특수성에 대한 반성적

판단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충분한 반성적 판단 없이 대상에 대한 규정

이 이루어진다면, 오진(誤診), 즉 잘못된 판단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크다.

우리는 많은 규칙과 개념을 알고 있으면서도 실제로 잘못된 판단을 내리

는 사람들을 종종 발견할 수 있다. 이는 “보편적인 것을 추상적인 것으로

통찰할 수는 있으나 하나의 사례가 그 아래에 속하는지 아닌지는 구체적

으로 판별할 수 없는 경우”, 즉 지성은 있으나 판단력이 없는 경우 나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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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박수범, 2016: 101). 이런 측면에서 규정적 판단력보다 반성적 판단력이

훨씬 더 근원적이고, 이를 통해서만이 진정한 의미에서의 규정적 판단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또 한편으로 반성의 결과 새로운 보편을 발견했다고 할지라도, 어떤 대

상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발견된 보편 아래에 특수를 다시

포섭하는 방식으로 사유해야 하기 때문에 반성적 판단력은 다시 규정적

판단력과 연관된다(황석하, 2006: 82). 그러나 이 때 이루어지는 반성적 판

단에 대해 규정을 위한 중간 단계나 수단으로 그 의미를 축소해서는 안

될 것이다. 기본적으로 규정적 판단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그에 앞서 ‘개

념의 형성과 확정’에 기여하는 반성 작용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유예슬,

2019: 48)을 근거로 둘은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하면서도, 근본적으로는 반

성적 판단력이 규정적 판단력에 선행한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유

예슬(2019: 49)은 ‘규정을 위한 반성’과 ‘자율적 반성’을 구분하며, 궁극적인

반성의 기능은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반성에 있다는 것을 놓칠 수 있다는

점에서 모든 반성 작용이 규정의 기초가 된다는 해석을 경계한다.

본 연구자는 반성적 판단력이 규정과 관련성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어떤 대상을 특정 개념 아래 포섭하고 규정하는 것 자체가 반성의 궁극적

인 목적이 아니라는 점에서 유예슬(2019)의 의견에 동의한다. 반성적 판단

은 주어진 대상을 특정한 내용으로 개념화하는 데 중점을 두는 것이 아니

라, 주어진 특수한 대상을 토대로 자유롭게 보편의 가능성을 찾으려는 과

정이나 시도에 핵심적 가치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박수범(2016)의 해석처

럼 진정한 의미에서의 규정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규정적 판단력에 선행

하여 늘 특수 자체에 주목한 반성적 판단력이 작동해야 하기 때문에 규정

과 반성은 상호관련성을 갖지만 반성이 더욱 근원적이라 할 수 있다.

③ 개념 구성과 반성적 판단력의 연관성

칸트의 두 종류의 판단력은 개념 학습과 관련하여 많은 함의를 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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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개념이 구체적이고 특수한 것들을 추상화한 결과라면 이는 하나의

규칙, 원리, 법칙과 같이 보편적인 성격을 갖는다. 주어진 개념을 습득한

뒤 해당 개념을 적용하여 구체적인 사례를 분류하고 이해하고자 하는 기

존의 사회과 개념 학습은 주로 규정적 판단력과 관련된 것이라 할 수 있

을 것이다. 장발보(2004: 65-66)는 사물에 대한 규정적 판단은 ‘이것은

무엇이다.’와 같은 형식을 띠며, 그 판단이 특정한 개념의 활용이라는 것

이 분명하다고 설명한다. 이에 따르면 규정적 판단은 정의(definition)나

정의에 따른 분류와 유사한 형식을 띠며, 우리는 구체적인 사물이나 현

상을 보고 ‘이것은 이 개념의 사례이다.’라고 말하게 된다. 이러한 규정적

판단력은 주어진 보편(개념)에 따라 특수(현상, 사례)를 분류하고 포섭하

는 작용만을 하므로, 새로운 보편을 독자적으로 창조해낼 필요가 없으며,

그렇게 할 수도 없다. 그러나 현실 세계에는 주어진 보편으로 규정되지

않는 특수한 현상들이 존재하며, 규정적 판단이 지배하는 상황 속에서는

이러한 것들이 설명 불가능한 것으로, 예외적인 것으로, 배제된 채로 남

아 있을 수밖에 없다. 또한 교육적 차원에서 본다면 규정적 판단력은 학

습자가 이미 주어진 개념을 받아들이고, 그에 따라 구체적인 대상에 적

용, 분류하는 것만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인식 주체의 역할이 수동

적이고 제한적이라는 문제가 있다.

반면 반성적 판단은 ‘이것은 무엇이다.’라는 형식으로 말할 수 없는 것

으로, 주어진 사례가 어떤 개념에 해당되는지 불분명할 때 작동한다(장

발보, 2004: 65).28) 즉, 인공지능(AI)처럼 설명 가능한 기존의 개념이 없

는 상황, 새로운 가족 형태의 확대와 같이 기존의 개념으로 포섭되지 않

는 현상, 그리고 자유나 정의, 평등과 같이 논쟁적인 개념들이 존재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될 때 반성적 판단력이 작동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장

발보(2004: 65)에 따르면 반성적 판단은 명확한 보편이 없기 때문에 ‘이

28) 실제로 특수한 현상을 포섭할 수 있는 개념이 없을 때 그 현상을 설명하려

애쓰면서 반성적 판단이 주로 작동하는 것은 맞지만, 설령 포섭가능한 기존

의 개념이 있다고 해도 이를 적용하는 과정에서 규정적 판단과 반성적 판단

이 함께 이루어져야 대상에 대한 더욱 깊은 이해가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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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물은 이 개념의 사례이다.’라고 분류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물은 나에

게 이런 저런 의미를 갖는다.’와 같이 각 개인에게 개방된 의미를 갖는

다. 이 개방된 의미의 탐색이 바로 개념을 구성하려는 시도일 것이며, 이

는 주체를 자율적이고 능동적으로 사고하는 존재로 만들어준다.

반성적 판단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보편적 원칙이나 개념의 적용

이 아니라 개별적인 현상이나 대상 그 자체의 특수성을 포착․이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대상이나 문제에 대한 깊은 관심

을 불러일으킨다. 이렇게 개인마다 다르게 와 닿는 의미를 탐색하는 과

정과 계기, 즉 개념을 구성하는 계기는 주관적일 수 있지만, 그렇게 해서

찾은 의미가 나름의 그럴 듯한 근거와 논리적 체계를 지니게 될 경우 다

른 사람들도 그 의미를 공유하고 수용할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반성적

판단력은 주관성과 보편화 가능성을 동시에 가질 수 있다. 이러한 측면

에서 반성적 판단력은 베버가 말한 이념형적 개념을 구성하기 위해 갖추

어야 할 역량이라 할 수 있으며, 본 연구에서 강조하고자 하는 개념 구

성 능력은 바로 이러한 반성적 판단력을 함양하는 것이다.

2) 취미 판단을 통해 살펴본 반성적 판단력의 원리

반성적 판단력의 어떤 측면이 개념 구성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가?

이 장에서는 칸트가 반성적 판단의 대표적인 사례로 제시한 아름다움에

대한 판정, 즉 취미 판단의 원리를 네 가지 계기 측면에서 살펴봄으로써

구성 중심 개념 학습에 시사하는 바를 찾아볼 것이다.29) 여기에서 ‘취미

(趣味)’는 독일어로 ‘게슈마크(Geschmack)’를 번역한 것으로, 백종현(2018)

29) 칸트는『판단력 비판』의 1부에서는 미감적 판단력 비판을, 2부에서는 목

적론적 판단력 비판을 다루고 있다. 그러나 미감적 판단(취미 판단)이 개념을

전제하지 않은 순수한 흡족함에 근거한 판단인데 반해, 목적론적 판단은 목

적론적 자연관을 개념을 통해 드러내므로 이론 철학의 영역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유예슬, 2019: 15). 따라서 칸트의 판단 분류상 반성적 판단의 기본

구조와 특징을 밝히는 데는 취미 판단을 분석하는 것이 더욱 적절할 것이라

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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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르면 이는 심미적 능력, 즉 ‘미적인 것을 판정하는 능력’이라 할 수

있다. 칸트가 말하는 아름다움에 대한 판단을 분석함으로써 개념 구성

능력으로서 반성적 판단이 어떤 특성을 가지는지 살펴보자.

① 무관심성: 아름다움에 대한 판단은 사적인 이해관심과 무관하다.

취미는 대상 또는 표상 방식을 일체의 관심 없이 흡족이나 부적의(不適

意)함에 의해 판정하는 능력이다. 그러한 흡족의 대상을 아름답다(미적이

라)고 일컫는다(Kant, 1790; 백종현(역), 2009: 202).

질적인 면에서 아름다움에 대한 판단은 논리적인 것이 아니라, 미감적

/감성적인 것으로, 칸트에 따르면 어떤 것이 아름다운 것인지 아닌지를

구별하기 위해 우리는 표상을 객관과 연관시키는 것이 아니라, 상상력에

의해 주관의 쾌 또는 불쾌라는 감정과 연관시킨다. 그러므로 아름다움에

대한 판단은 논리적인 인식 판단이 아니며, 판단의 근거는 주관적일 수

밖에 없다. 이러한 아름다움에 대한 판단을 규정하는 흡족함은 일체의

이해관심이나 욕구와 관련이 없다. 어떤 사물이나 현상이 아름다운지 아

닌지를 문제 삼을 때 사적인 이해관심이 조금이라도 섞여 있게 된다면

그 판단은 매우 편파적이며, 순수한 취미 판단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배가 무척 고픈 사람이 배고픔이라는 욕구와 관심사를 충족시

켜주는 수단으로서 음식이 맛있다고 말하는 것을 생각해보자. 이 때 그

음식이 순수하게 맛있는 것이라 할 수 있을까? 마찬가지로 아름답다는

것을 판정할 때도 대상이 자신의 욕구나 이해관심을 충족시키는 데 필요

한 경우, 즉 내가 대상의 실존에 의존하게 될 경우 그 대상의 아름다움

을 순수하게 판단할 수 없게 된다.

칸트는 <표 7>과 같이 아름다움이 주는 흡족함30)을 감각에 있어서 감

30) 만족감이라고 번역된 경우도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판단력 비판』(Kant,

1790; 백종현(역), 2009, 아카넷)을 토대로 ‘흡족함’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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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족의

종류

흡족함을

얻는 근거

흡족함을

느낄 수 있는

주체

이해관심과

의 관련성
마음

자유와

의 관계

쾌적한

것

즐거움을

주는 것

이성이 없는

동물에게도

해당됨

감관의

이해관심
경향성 부자유

아름다운

것

적의(適意)한

것

동물적이면서

도 이성적인

존재로서, 오직

인간만 해당됨

이해관심과

무관함

(관조적)

호의
자유

로움

좋은 것

존중되고

인정되는 것

(가치를

부여받는 것)

모든 이성적

존재자

일반에게

해당됨

이성의

이해관심
존경 부자유

관을 만족시키는 쾌적함, 좋음(善)을 통해 얻는 흡족함과 대비하여 설명

한다.

<표 7> ‘이해관심(interest)’의 측면에서 세 종류의 흡족함 비교31)

쾌적한 것(감관의 이해관심과 관련)과 좋은 것(이성적 이해관심, 도덕

적 욕구와 관련)은 모두 욕구 능력, 즉 이해관심과 관련되어 있지만 아

름다운 것에 대한 판단은 이해관심과 무관하다. 아름다움에 대한 판단은

감관의 이해관심에 관련되어 있는 경향성(Neigung)이나 이성의 이해관

심에 관련되어 있는 존경(Achtung)에 예속되지 않는다. 그 결과 관조적

이고, 유일하게 무언가에 얽매이지 않은, 호의(Gunst)에 기초한 자유로운

흡족함을 가능하게 한다. 아름다움에 대한 이러한 판단은 전통적인 도덕

적 권위주의나 근대적인 심리적 쾌락주의에 매몰되지 않는 자율성을 확

보한다(김석수, 2012: 62).

31) 이 표는『판단력 비판』(Kant, 1790; 백종현(역), 2009, 아카넷) §5. 종적으

로 서로 다른 세 종류의 흡족의 비교(pp. 200-202)를 토대로 정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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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이해관심은 필요 욕구를 전제하거나 필요 욕구를 불러일으킴으로

써 대상에 대한 판단을 자유롭게 놓아두지 않는다고 보았기 때문에 칸트

에게 무관심성은 진정한 아름다움을 판단하는 중요한 조건이 된다. 경향

성과 관련된 이해관심을 보자면, 앞서 예를 든 것처럼 배고픈 사람은 무

엇이든 다 맛있다고 할 것이므로, 사실상 그에게 아무런 결핍이 없는 상

태일 때만 진짜 맛있는 것을 판단할 수 있는지가 드러날 것이다. 또한

심신이 지쳐서 쉬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 사람에게는 고흐나 미켈란젤로

의 작품도 아름답다고 느껴지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무관심성은 비단

예술 작품의 아름다움을 판정하는 데만 한정되지 않으며 우리가 경험하

는 수많은 판단 속에 적용가능하다. 예를 들어 외로움에 지친 사람에게

는 자신의 외로움을 달래줄 수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좋은 사람이 될

것이므로, 그가 외로움에서 벗어나 타인과의 관계에 의존하지 않을 때에

만 진정한 우정이나 애정의 대상을 판단하는 것이 가능하다.

한편 좋음에 대해 살펴보자면, 좋은 것이란 이성을 매개로 한 개념을

전제해야만 판단 가능하다. 좋은 피리, 좋은 책, 좋은 교사, 좋은 시민 등

어떤 것이 좋다는 것을 알아내려면 우리는 먼저 그 대상이 어떤 종류의

사물인지, 즉 그 사물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좋은

것은 다른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서 유용한 것과 그 자체로 좋은 것으로

구분될 수도 있지만, 두 가지 모두 특정한 목적, 즉 이해관심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서 공통적이다. 도덕적 실천에 있어서 좋음에 대한 이해관심

이 전제될 경우 “친절해야 한다, 정중해야 한다, 예의 바르게 행동해야

한다.”와 같이 도덕 법칙에 얽매여 늘 당위의 지시를 받는 상태를 초래

함으로써 개인에게 선택의 자유가 사라질 수 있다. 그 결과 도덕 법칙이

라는 보편을 특수한 상황에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사태가 일어나 칸트가

비판한 것처럼 ‘덕성 없는 예의, 호의 없는 정중함, 경의 없는 단정함’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 이 경우 좋은 것이라고 주어진 것을 적

용할 뿐 좋은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진지한 사유와 성찰은 일어나지 않

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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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체의 관심이 없다’는 표현 때문에 자칫 아무런 관심이 없다는 말과

동일한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지만, 여기에서 무관심하다는 것은 대

상에 관련된 사적인 감각적, 도덕적 욕구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

뿐 대상 자체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다는 말이 아니다. 오히려 대상의

아름다움에 대한 판단, 즉 반성적 판단이 이루어질 때는 얽매여 있어야

하는 당위나 개념, 목적, 법칙 같은 것이 전제되지 않으므로 ‘자유로운’

관심이 가능해진다. 이러한 자유로운 관심은 특정한 내용이 주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대상과 관계 맺는, 대상에 대해 흡족함을 느끼는 주체가 스

스로 만들어가야 하는 관심이라 할 수 있다. 스스로 대상에 의미를 부여

하고 관심을 만들어가야 한다면, 주체와 객체(대상)는 더욱 깊은 관계를

맺게 되고 서로에게 몰입할 수밖에 없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무관심

성으로 인해 오히려 대상에 대해 순수하고 깊은 관심을 가질 가능성이

열릴 수 있다.

② 주관적 보편성: 아름다움에 대한 판단은 주관적이면서 보편성을 갖는다.

개념 없이 보편적으로 적의(適意)한 것은 아름답다(Kant, 1790; 백종현(역),

2009: 214).

앞서 언급한 것처럼 아름다움에 대한 판단은 논리적이고 객관적인 인

식판단이 아니라 주관적인 성격을 가진다. 그러나 이는 주관적인 동시에

보편적인 성격을 가진다. 그것은 아름다움에 대한 판단이 어떤 욕구나

이해관심과도 관련이 없다는 점에서 설명될 수 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일체의 관심과 무관하게 어떤 대상에 대해 흡족함을 느낀다면, 그것은

(흡족함을 느낀) 그 대상에게 누구에게나 흡족할만한 근거가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 때 느끼는 흡족함은 주관의 경향성이나 좋음에 대

한 욕구에 따른 것이 아니며, 판단자가 대상에 대해 온전히 자유로운 상

태에서 느끼는 흡족함이라는 점에서 그의 사적인 이해관심이나 조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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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족의

종류
판단 근거 판단의 성격 예시 결론

쾌적한

것

사적인

욕구와

이해관심에서

비롯된 감정

한 개인에게

국한된 판단

나는 보라색을

좋아하지만, 내

친구는 녹색을

좋아한다.

모든 사람은

각자 고유한

감관의

취미가 있다.

아름다운

것

사적인

이해관심에서

떨어진

순수한

흡족함

다른

사람들에게

동의를 요구

이 그림은

아름답다.

너도 그렇게

생각하지?

개념없이

주관적

보편성을

요구한다.

좋은 것

특정한

개념에 따라

판단

다른

사람들에게

동의를 요구

컵은 물을 따라

마시는 도구이다.

그러므로 물이 잘

새지 않는 컵이

좋은 것이다.

개념을

전제로

객관적

보편성을

요구한다.

무관한 흡족함이다. 그 결과 아름다움에 대한 판단은 주관적이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도 동의를 요구할 수 있는 보편성을 갖게 된다. <표 8>을 토

대로 보편성의 측면에서 세 종류의 흡족함을 비교해보자.

<표 8> ‘보편성’의 측면에서 세 종류의 흡족함 비교32)

쾌적함으로부터 얻는 흡족함은 지극히 사적인 것으로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흡족함에 대해 동의를 요구할 수 없다. 따라서 ‘어떤 음악이 내

귀에 더 듣기 좋고, 어떤 음식이 내 입맛에 더 잘 맞고, 어떤 색이 더 사

랑스럽다.’와 같은 것은 논쟁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이야기하는 ‘개인의 취향 존중’이라는 것은 바로 이를 의미하는 것이다.

32) 이 표는『판단력 비판』(Kant, 1790; 백종현(역), 2009, 아카넷) §7. 미적인

것을 위의 징표에 의해 쾌적한 것 및 좋은 것과 비교함(pp. 204-205)을 토대

로 정리한 것이다. 그러나 예시는 본문에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연구자가

이해한 것을 토대로 작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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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히 사람들은 ‘아름다움에 대한 판단’도 주관적 영역이기에 보편성을 요

구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제 눈에 안경’이라는 말처럼 나

의 연인이 내 눈에는 아름답지만 남의 눈에는 그렇지 않을 수 있기 때문

이다. 그러나 아마 칸트라면 이를 순수한 의미에서 아름다움에 대한 판

단이라고 보지 않을 것이다. 자신과 연인 관계를 맺고 있는 상황에 기초

한 판단이라면 오히려 쾌적함으로부터 얻는 흡족함과 더 가까운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자신의 판단에 대해 타인에게 동의를 요구할 수 없다. 하

지만 연인이 아름답다고 느끼는 것과 모나리자의 그림을 보고 아름답다

고 느끼는 것은 다를 것이다. 칸트는 순수한 의미에서의 아름다움에 대한

판단은 주관적이면서도 동시에 보편성을 요구할 수 있음을 주장한다.

한편 좋은 것에서 얻는 흡족함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도 동의를 요구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취미 판단과 공통점을 갖지만, 좋은 것은 특정한 개

념을 전제하므로 객관적인 보편성을 요구하는 반면 취미 판단은 개념 없

이 이루어지므로 주관적 보편성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구별된다.

③ 형식적 합목적성: 아름다움에 대한 판단은 특정한 목적을 전제하

지 않으면서도 ‘목적’의 측면에서 대상을 판단하는 것이다.

미는, 합목적성이 목적의 표상 없이도 대상에서 지각되는 한에서, 대상

의 합목적성의 형식이다(Kant, 1790; 백종현(역), 2009: 237).

칸트는 아름다움을 목적과의 관계 속에서 고찰하며 아름다움에 대한

판단은 형식적 합목적성을 지닌다고 설명한다. 합목적성은 ‘목적에 부합

한다.’는 의미를 가지므로, 합목적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목적’의

의미를 이해해야 한다. 칸트가 말하는 목적은 “한 개념이 대상의 원인

(즉 대상을 가능하게 하는 실재적 근거)으로 간주되는 한에서 그 개념의

대상”으로(Kant, 1790; 백종현(역), 2009: 214), 이는 [그림 4]와 같이 도식

화할 수 있다.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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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은 도달하고자 하는 결과나 지향점 같은 것으로서, 만약 우리가 특

정한 행위(또는 대상)를 통해 목적에 도달하게 된다면, 목적은 그 행위(또

는 대상)를 가능하게 하는 동기나 원인이라 볼 수 있다. 예를 들면, ‘교사’

를 ‘학생을 가르치는 사람’이라고 정의할 경우, 교사는 ‘학생을 잘 가르치

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이 되고, 이러한 목적은 교사라는 대상을 가

능하게 하는 근거이자 교사를 규정하는 개념이라 할 수 있다. 즉, 교사는

학생을 잘 가르치기 위해 존재하는 사람이 되고, 이 기준에 따라 좋은 교

사와 그렇지 못한 교사가 나뉜다. 우리는 이처럼 대상에 대해 특정한 목

적이 있고, 대상이 그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 합목적적이라고 말한다.

그렇다면 아름다움에 대한 판단이 갖는 특징인 형식적 합목적성은 무

엇을 의미하는가? ‘목적 없는 합목적성’이라고 불리는 이 특성은 일견 형

용모순적인 것처럼 보인다. 합목적성이라는 말 자체가 목적에 부합한다

는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 목적이 없다고 하니 이해하기 어려운 말이다.

그러나 칸트는 대상이나 마음 상태, 행위에 대해 어떤 특정한 목적 표상

을 전제하지 않고 있을지라도, 우리가 하나의 목적에 따르는 인과관계를

생각해볼 수 있다고 보았다. 우리가 만든 모종의 규칙의 표상에 따라 그

러한 인과관계의 가능성을 설명할 수 있다면, 그러한 대상이나 마음상태,

행위는 ‘합목적적’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목적의 내용이 아니라

대상과의 인과관계라는 형식을 강조한 것으로, 이런 측면에서 ‘목적이 없

지만 합목적적’이라는 말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김상현(2009)은 합목적성이 ‘전체’의 특성이라 말하며,

“이 때 전체는 그 안에서 모든 부분들이 전체를 반영하고, 그렇게 함으

33) [그림 4]는 김광명(2006)의『칸트 판단력 비판 연구』p.68에서 인용한 것이다.

목적

대상의 원인 = 개념 = 대상을 가능하게 하는 실재적 근거

[그림 4] 칸트의 ‘목적’ 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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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써 또한 각각 다른 부분들을 반영하면서 현존하는 하나의 형상을 나타

낸다.”고 말한다(Kant, 1790; 김상현(역), 2009: 137). 이렇게 본다면 합목

적성을 인식한다는 것은 목적과 대상의 관계, 원인과 결과의 관계, 즉

“부분이 전체와 맺는 관계(Kant, 1790)”를 그려냄으로써만 가능하다. 그

리고 우리는 부분들이 전체 속에서 조화를 이루며 나에게 하나의 형상을

드러낼 때 “아름답다”고 느끼게 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내가 아침 산책길에서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를 듣고 ‘참 아

름답구나!’라고 흡족함을 느꼈다고 해보자. 새는 우연히 내가 걷는 그 시

간, 그 길에서 소리를 낸 것이겠지만, 내게는 마치 나에게 흡족함을 선사

할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물론 지저귀는 새와 내가

느낀 아름다움 사이에는 아무런 객관적인 인과성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

하고 그 새 소리는 ‘내게 흡족함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는, 어떤 목적

으로서 원인을 지니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다. 그것은 내가 대상(새

소리)을 결과(흡족함을 느낌)에 비추어서 생각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이처럼 대상을 인식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대상을 결과라는 하나의 개념

에 의해서만 가능한 것으로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의 목적을 염두에 두

고 있는 셈이 된다(김광명, 2006: 68).

칸트는 모든 목적은 흡족함의 대상에 대한 판단 근거로서 이해관심을

수반하므로, 아름다움에 대한 진정한 판단은 어떤 주관적 목적도 전제하

지 않는다고 말한다. 주관적인 이해관심과 결핍을 채우려는 욕구(주관적

목적)에서 비롯된 흡족함은 앞서 언급한 쾌적함일 뿐, 아름다운 것이 될

수는 없다는 것이다. 또한 좋음을 통해 얻는 흡족함은 대상이 일정한 목

적(객관적 목적)과 맺는 관계, 즉 객관적 합목적성을 전제하므로 해당 목

적에 제한된 판단의 결과로서 이 역시 아름다움에 대한 판단과는 다르

다. 이와 달리 아름다움에 대한 판단은 일체의 주관적, 객관적 목적이 없

는 상태에서 대상을 표상함에 있어서 형식적 합목적성만이 판단의 근거

로서 작동하게 된다.

칸트에 따르면, 아무런 감각적 욕구의 충족도 없이 나타나는 미적 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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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 즉 아름다운 것에 대한 흡족함은 자유로운 상상력과 합법칙적인 지

성이 합치하는 데서 온다. 이는 욕구, 즉 무엇인가를 달성하려는 목적이

없었는데도 마치 무슨 목적이 달성된 것처럼 흡족한 느낌을 주기 때문에

형식적인 의미에서 합목적성이 작동한 판단이라 할 수 있다(백종현,

2018: 220). 개념상으로는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지만 우리는

예술 작품이나 자연의 아름다움을 보며 아무런 목적(욕구, 이해관심) 없

이 흡족함을 느끼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 때 우리의 마음속에서 일어난

판단은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칸트가 말하는 취미 판단의 형식적 합목

적성은 바로 이러한 작용의 특성을 잘 드러내준다.

아름다움에 대한 순수한 판단은 감동이나 자극과 무관하며, 유용성이

나 완전성34)과도 무관하다. 어떤 것들에 대해 ‘이것이 무슨 쓸모가 있을

까?’라거나 ‘이 대상은 무엇을 표현해야 하는가?’와 같은 질문을 던질 경

우, 이미 목적이나 개념이 전제되어 상상력의 자유는 사라진다. 예를 들

어, ‘컵’에 대해 ‘물을 담는 도구’라는 목적을 전제하고 개별적인 대상으

로서 하나의 컵을 본다면, 물을 담는데 유용한가 아닌가가 그 컵의 아름

다움을 판정하는 근거가 된다. 이 경우 컵은 물이 새어나오지 않거나 넘

쳐흐르지 않는 것 등의 요소를 갖추어야 아름답다고 판단될 수 있으므로

전제된 목적에 종속되어 있다. 그리고 일단 물 담는 도구라는 개념과 목

적이 전제된 이상 컵에 대해 다른 상상을 할 여지가 없다. 이 때 대상이

아름다움을 갖는다면 그것은 특수한 목적 개념에 종속된 아름다움으로

34) 칸트에 따르면 객관적 합목적성은 외적 합목적성(대상의 유용성)과 내적 합

목적성(대상의 완전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 때 유용성으로 인해 얻는 흡

족함은 수단적인 것으로 대상에 대한 직접적인 흡족함이 아니기 때문에 아름

다움에 대한 흡족함과 거리가 멀다. 하지만 대상 그 자체의 완전성은 아름다

움과 동일한 것 아니냐는 문제 제기가 있을 수 있다. 이에 대해 칸트는 객관

적 합목적성을 판정하기 위해서는 ‘목적’이라는 개념이 반드시 필요하며, 유

용성이라는 외적 합목적성이 아닌 내적 합목적성의 경우에도 대상을 내적으

로 가능하게 하는 근거로서 ‘내적 목적’이라는 개념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즉, 어떤 대상에 대해 ‘그것은 어떤 사물이어야 하는가?’라는, 대상에 대한 개

념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결국 완전성을 미(美)와 동일시한다면 취미

판단은 자유로운 것이 아니라, 어떤 사물이 규정된 개념에 맞는 모든 것을

구비하고 있는가를 확인하는 것만이 문제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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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수한 아름다움이 아닌 것이다35).

아름다움에 대한 판단은 주관적 근거에 기초한 감성적 판단이므로, 이

러한 판단을 내리는 근거는 일정한 목적이나 개념이 될 수 없다. 따라서

특정한 목적이나 개념을 전제하지 않은 채 합목적성의 형식만이 남게 되

며, 내용으로서 목적과 개념은 상상력을 통해 자유롭게 만들어졌다 사라

지고, 또 다시 만들어질 수 있을 것이다. ‘컵’이라는 대상에 앞서 말한 목

적을 전제하지 않는다면, 컵은 꽃병, 연필꽂이, 모자, 장식품 등 다양한

것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린다. 변기를 가져다 놓고 <샘(Fontaine)>

이라는 이름을 붙여 예술작품으로 만든 마르셀 뒤샹(Marcel Duchamp)

의 시도가 변기에 대한 기존의 개념에서 벗어났을 때 가능한 것처럼 말

이다.

④ 공통감: 아름다움에 대한 판단은 공통감을 토대로 필연적인 흡

족함을 수반한다.

개념 없이 필연적인 흡족의 대상으로서 인식되는 것은 아름답다(Kant,

1790; 백종현(역), 2009: 243).

…… 이 필연성은 미감적 판단에서 생각되는 필연성으로서 단지 견본적

(범례적)인 것이라고 불릴 수 있다. 다시 말해 그것은 우리가 제시할 수

없는 보편적 규칙의 하나의 실례와 같은 것으로 간주되는 한 판단에 대해

만인이 동의한다고 하는 필연성이다(Kant, 1790; 백종현(역), 2009: 238).

칸트는 아름다운 것에 대해 사람들은 필연적으로 흡족함을 느끼게 된

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취미 판단은 감성적이며, 감성적 판단은 객관적

판단이나 인식 판단이 아니므로, 이 때의 필연성은 논리적ㆍ객관적 필연

35) 칸트는 특정 개념에 따라 판정되는 종속미(pulchritudo adhaerens)와 대상이

무엇이어야 한다는 선행 개념이 없는 자유미(puchritudo vaga)를 구분하였으

며, 자유미가 순수한 취미 판단이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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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 지성의 준칙>

1. 스스로 사고하기

2. 모든 타자의 위치에서 사고하기

3. 항상 자기 자신과 일치하게 사고하기

성이 아니다. 또한 좋음에 대한 판정처럼 이미 정해진 객관적 원리를 가

지고 있어서, 사람들이 일정한 방식으로 행위해야만 한다는 것을 의미하

는 실천적 필연성도 아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필연성은 일정한 개념으로

부터 도출되는 것이 아니므로 논리적으로 증명될 수 있는 것도, 경험의

보편성으로부터 추리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취미 판단이 감관

의 흡족함처럼 아무런 개념이나 원리에 기초하지 않는 것이라면, 보편타

당성이나 필연성을 생각조차 할 수 없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주관적이면서도 필연성을 주장할 수 있는가?

취미 판단에는 객관적 개념이 아니라 단지 감정에 의해 규정되면서도 흡

족함을 주는 근거로서 보편타당한 주관적 원리가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칸트는 이를 ‘공통감(sensus communis)’이라는 말로 설명한다. 칸트는 공

통감이 흔히 말하는 지성(상식)과 다르다는 것을 밝히며, 상식은 모호할

지라도 항상 개념에 따라 판단하는 반면 공통감은 감정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을 명확히 한다. 또한 공통감이 전제되지 않고서는 우리가 인식한 것

이 보편적으로 전달가능하지 않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공통감에 근거하여

우리는 감정을 보편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것이다(김광명, 2006: 73).

칸트는 보통의 인간 지성의 준칙들을 다음의 세 가지로 제시하며, 이

것이 아름다움에 대한 판단의 원칙을 해명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을

밝힌다(Kant, 1790; 백종현(역), 2009: 319).

첫 번째는 선입견 없는 사유를 위한 준칙, 두 번째는 확장된 사유를

위한 준칙, 세 번째는 일관된 사유 방식의 준칙에 해당된다. 이 중에서도

특히 공통감의 성격을 잘 드러낼 수 있는 것은 두 번째 준칙이다. 공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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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은 전체 인간의 이성에 비추어 자신의 판단을 살펴보고, 자칫 객관적

인 것처럼 보이는 사적36) 조건들로 인해 발생하는 환상에서 벗어나기

위해 모든 사람들의 표상 방식을 자신의 사유 속에서 고려하는 것이다.

이는 실제로 다른 사람들이 내린 판단에 비추어본다는 것이 아니다. ‘가

능한’ 판단을 고려하고, 자신의 판단에 제한을 가하는 우연적 요소들을

제거함으로써, 즉 스스로 타자의 위치에 서 봄으로써 가능한 사유의 방

식이다(Kant, 1790; 백종현(역), 2009: 318-319).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사유하되 지성에 기초하여 자신의 판단을 고려

하는 것이 논리적 공통감이라면, 감정의 차원에서 다른 사람의 입장을

고려하여 자신의 판단을 반성하는 것은 감성적 공통감이 될 것이다

(Kant, 1790; 김상현(역), 2009: 144). 이 경우 아름다움에 대한 판단에서

의 감정은 주관적이지만 사적인 것이 아니며 오히려 공통적인 것에 가깝

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공통감은 어떤 특정한 내용을 가진 감정으로

모두에게 주어져 있는 것이라기보다는 다른 사람의 입장을 고려해볼 수

있는, 칸트의 표현 그대로 사적인 조건에서 벗어나 자신의 사유를 확장

할 수 능력으로 보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그렇게 본다면 공통감은 공적

인 판단과 소통에 있어 필수적인 요소가 될 수 있다.

3) 개념 학습의 목표로서 반성적 판단력이 갖는 함의

지금까지 우리는 네 가지 측면에서 아름다움에 대한 판단의 의미와 특

징을 살펴보았다. 이를 토대로 반성적 판단을 요약하면, ‘특정한 개념을

전제하지 않은 채, 다양하고 특수한 대상들을 조화롭게 통일시키는 원리

로서 개념(보편)을 찾아가는 활동’이라 할 수 있다. 물론 이 때 보편은

절대 불변의 고정된 개념이나 법칙이 아니며, 상상력과 지성이 결합되어

36) 칸트는 주관적인 것과 사적인(private) 것의 개념을 구분하여 사용한다. 사적인

것은 개인의 철저한 이해관계와 관련되는 것인 반면, 주관적인(subjective) 것은

이해관계에 얽매이지 않으면서도 한 개인 안에서 일어나는 감정과 관련된다

(강지은, 2010: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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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들어내는 수많은 보편들 중 하나의 가능성이어야 할 것이다. 이에 대

해 개념과 목적 없이 이루어지는 상상력의 유희가 말 그대로 주관적인

상상 놀음에 불과하며 큰 의미를 갖지 않는다고 비판할 수도 있다. 특히

사회과교육은 아름다움을 판정하는 능력을 길러주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시민을 양성하고자 하는 데 더 큰 의미를 두고 있으며, 이 때 시민에 대

한 상(像)이 하나의 개념과 목적으로 전제되어 있으므로 반성적 판단력

에 대한 칸트의 이론은 사회과에 적용하기 어렵다거나, 부적절하다고 반

박할 수도 있다.

그러나 본 연구자는 칸트의 ‘반성적 판단력’을 예술의 영역에 한정해서

이해할 필요가 없을 뿐 아니라, 사회과교육이 목표로 내세우는 민주시민

의 상(像) 또한 고정되어서는 안 되며 지속적으로 재규정되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반성적 판단력은 사회과교육에서 반드시 길러주어야 할 핵심적

인 역량이라고 생각한다. 반성적 판단력은 미학에 대한 이론적 내용이나

지식과 관련된 것이라기보다 오히려 하나의 삶의 태도, 역량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하나의 예술 작품을 감상하는 사람들이 있다

고 생각해보자. 어떤 사람은 해당 작품을 만들어낸 작가의 의도를 파악

하는 데 집중할 수 있다. 그는 작가가 이전에 만든 작품과 비교한다거나

인터뷰 기사 등을 찾아보며 작가의 의도대로 작품을 이해하는 것이 제대

로 감상하는 것이라 보는 사람이다. 이 경우 감상자는 해당 작품과 자유

롭게 만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목적(작가의 의도)의 틀 속에서, 즉 규

제를 받으며 해당 작품을 바라보게 된다. 아마도 그는 예술 작품의 의미

나 본질적 가치가 창작자에게 있으며, 대상에 대한 해석에 정해진 답이

있다고 볼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경우, 그가 예술 작품을 감상하고 흡족

함을 느낀다고 해도 칸트적 의미에서 진정한 취미 판단, 즉 반성적 판단

이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반대로 작가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작품을 만

들었다고 해도 그것에 구애받지 않고 자신만의 조화로움이나 관계성을

만들어가며 의미를 찾는다면, 그래서 때로는 작가 스스로도 생각지 못했

던 새로운 의미를 드러내 보여준다면 바로 그 때 진정한 취미 판단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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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취미 판단은 미학에 대한 것이 아니라

대상과 관계맺는 태도나 능력에 가깝다. 앞선 사례에서 후자는 전자보다

더 자유롭고, 주체적이고, 창조적인 방식으로 대상과 관계를 맺는다. 그

리고 우리 삶 속 거의 모든 영역에서 ‘판단’ 작용이 필수적인 만큼, 이러

한 관계맺음의 방식은 비단 예술만이 아니라 다양한 영역으로 의미를 확

장할 수 있다.

실제로 복수성, 다원성을 인간의 기본 조건으로 강조했던 아렌트(Arendt)

는 칸트의 반성적 판단력을 통해 개별적 존재로서 인간을 존중하면서도

상호 소통할 수 있는 가능성을 찾아 자신의 정치 철학에 수용하였다(박

종식, 2010: 85-86). 또한 사비니(Savigny)는 법률에 근거한 논리적 포섭

방식, 즉 보편 법률에 근거해 개별 사례를 설명하려는 방법의 한계를 인식

하고 법학에 칸트의 취미 판단을 도입하였다. 그는 “법이 한 순간도 정지

상태로 존재하지 않는” 고도의 동태성(動態性)을 가진 것임을 강조하며,

주어진 특수의 판단을 위해 미지의 보편성을 발견할 것을 주장했다(남기

윤, 2017: 223). 교육과 관련해서도 조영태((2011), 박청미(2005), 김영례

(2012) 등이 칸트의 반성적 판단력이 갖는 교육적 함의를 연구하여 취미

판단이 단순히 미학의 영역에 속하지 않음을 보여주었다. 조영태(2011:

28)는 취미 판단이 기존의 개념에 논리적으로 가정되어 있던 이념(Idea)

에 어떤 동요를 일으킴으로써 인식의 동태적 계기를 가져온다고 보았으

며, 박청미(2005: 140)는 배우는 이가 편하게 기대고 있는 현재의 지적

토대가 불충분하고 허점이 많은 것임을 깨닫을 수 있도록 균열을 일으키

는 역할을 한다고 주장한다. 한편 김영례(2012)는 논증 중심의 비판적

사고가 갖는 한계를 보완하고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원리를 칸트의

반성적 판단력에서 찾는다.

본 연구자는 반성적 판단력이 특히 사회과교육의 목표 중 하나로서 자

율성을 길러주고 다원성을 보장하는 데 기여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고 본다. 학습자가 주어진 개념을 습득하고 적용하는 것은 외부에서 주

어진 보편을 따르는 것으로 주체의 자율성이 사라진다. 또한 포섭 작용

이 주된 곳에서는 특수가 가진 의미를 존중할 수 없으며 보편에서 벗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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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것을 간과하므로 다원성을 저해한다. 그러나 개념 구성 능력으로서 반

성적 판단력은 스스로 보편을 구성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자율성을, 특

정 보편에 구속되지 않고 열려 있다는 점에서 다원성을 보장할 수 있다.

① 자율성: 대상과 본래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준다.

‘자율성(Autonomy)’은 그리스어 ‘autonomia’에서 유래했으며, 타인의

명령이나 지시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의 성향을 일컫는 타율성에 반대된

다(신득렬, 1994; 김우영․이병승, 2014: 219에서 재인용). 자율성은 ‘자

신, 스스로’를 의미하는 단어 ‘auto’와 ‘규정이나 법칙, 학문’을 의미하는

단어 ‘nomy’가 결합되어 만들어진 것으로, ‘자기 스스로 법칙을 세운다’

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러한 자율성은 교육이 실현하고자 하는 중요한

내재적 목적 중의 하나이다. 교육은 일반적으로 스스로 생각하여 판단한

뒤 행동하고 그 결과에 책임을 다 하는 사람을 기르는 데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김우영·이병승, 2014: 208). 사회과교육은 민주적인 시민의

자질을 기르는 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민주주의는 간섭에서 벗어나는

소극적인 자유를 넘어서 적극적인 자유인 자율성을 근간으로 한다는 점

에서 자율성은 사회과에서 특히 중요한 교육 목표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주어진 보편(개념)에 따라 판단하는 규정적 판단력은 규정의

대상이 ‘개념에 의해’ 결정됨으로써 그 구역이 정해지며(유예슬, 2019:

19), 대상의 개념을 기초짓는 원리를 스스로 가지고 있지 않고 지성의

원리를 따르기 때문에(유예슬, 2019: 21) 자율성과는 거리가 멀다. 규정

적 판단력과 반성적 판단력은 둘 다 법칙이나 개념과 관련을 가지고 있

으며, 그러한 보편과의 관계 속에서 특수를 파악하고자 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그러나 규정적 판단력의 보편은 나의 ‘외부’에서 주어진 것인데 반

해 반성적 판단력의 보편은 내가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라는 점에서 결

정적인 차이를 가진다. 반성적 판단력에서 반성은 특정한 개념이나 보편

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혹은 존재하더라도 그것에 얽매이지 않기 때문

에) 스스로 보편을 찾아간다는 점에서 ‘자기 입법’이라는 자율성을 확보



- 96 -

하는 것이다. 자율성의 어원을 중심으로 살펴본다면, 둘을 구분해주는 결

정적 요소는 법칙을 의미하는 ‘nomy’가 아니라 스스로를 의미하는 ‘auto’

인 셈이다.

스스로 법칙을 만든다는 것은 어떤 점에서 의미가 있을까? 본 연구자

는 반성적 판단력을 통한 자율적 판단이 주체와 대상 간의 관계 측면에

서 본래성(진정성, authenticity)을 가능하게 한다고 본다. 외부에서 주어

진 기준에 따라 대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가 대상을 이해하고

자 노력하면서 자기가 만든 법칙에 따라 대상의 의미를 만들어가는 것이

기 때문에 ‘나’와 ‘대상’ 간의 관계가 본래적이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리

고 대상에 대한 이러한 몰입은 주체의 자기 이해를 가능하게 해주고, 이

론과 실천을 매개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준다. 아래 인용된 정현종 시

인의 시(詩)는 대상과의 만남을 통해 자기 자신을 만나고, 또 대상으로

인해 스스로 변화함으로써 대상의 의미가 드러나는 모습을 잘 보여준다.

나는 내가 대상 - 그것이 사람이든 나무이든 - 을 향해 걸어갈 때 그

대상 또한 나를 향해 오고 있음을 안다.

내가 내 바깥의 어떤 것을 향해서 갈 때 나는 언제나 나 자신을 향해

서 가고 있는 것이다. 언제나. 대상 또한 나를 향해 가까이 오면 올수록

그 자신에 가까워진다. 따라서 내가 대상을 정말 만날 때, 즉 내가 대상

에 몰입하고 대상이 나에 몰입할 때 우리는 각각 자기 자신을 정말 만날

수 있다. …(중략)…

그러나 내면 공간 속의 나와 그를 바라보고 있는 이 현실적인 나가

같은 것인가? 아니다. 외계(外界) 공간이 내면화되고 그 내면 공간과 그

속의 나를 바라보는 현실적인 나는 변질되기 시작한다. 즉 내면 공간과

그 속의 나는 현실적인 외계와 그 속의 나에 작용하기 시작한다. 내 존

재의 한 실재 즉 내 영혼에 작용하여 일종의 투명하고 고요한 빛 속에

그 뿌리를 깊이 박게 한다. 이것은 탁월한 의미의 긴장조차 없는 세계,

아름다움과 고요가 투명한 빛 속에 그 모습을 완전히 드러내는 세계이다

(정현종, 1995: 78-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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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사회과의 많은 개념들이 추상적이고 어려운 나머지 학생들은

개념을 암기하기에 급급하다. 주어진 개념을 습득하여 이를 구체적인 현

실에 적용하는 학생의 모습을 상상해보자. 우선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사

례에서 출발해 스스로 보편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보편으로서 정해진 개

념이 먼저 주어지기 때문에 학습자는 이를 자신의 삶과 잘 연결시키지

못한다. 그 결과 개념은 하나의 추상적인 이론으로 머릿속에 저장될 뿐

이다. 그리고 그와 관련된 실제 사례를 접하면 그 사례가 이 개념에 포

섭될 수 있는지 아닌지를 판단한다. 이러한 규정적 판단은 개념의 일반

성에 주목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포섭이 되든 안 되든 개별 사례의 특

수성에 대한 풍부한 이해와 진지한 관심은 갖기 어렵다. 다행히도 학습

자가 개별 사례에 대해 깊이 생각한다고 가정해보자. 개념의 재구성 가

능성과 자기 스스로 개념을 만들어낸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 학생은

해당 사례가 자신이 알고 있는 그 개념에 포섭될 수 없다는 의혹을 가질

때조차, 주어진 개념적 틀 내에서만 그 사례를 이해하고자 노력할 것이

다. 이런 상황이 극단화될 경우, 학습자는 권위에 복종하는 태도를 지니

거나 아니면 머릿속의 관념과 실제적인 마음이 따로 움직이는 모순을 견

뎌야 할 것이다. 이런 점에서 규정적 판단력만 강조될 경우 학습자는 대

상과 본래적 관계를 맺기 어려워진다.

반대로 반성적 판단력이 작동하는 경우를 상상해보자. 윤리 영역을 생

각해보면, ‘나’는 정해진 도덕 법칙을 따르는 대신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상황에 맞는 좋음이 무엇인지 스스로 좋음의 법칙을 만들어내야만 한다.

물론 이것은 주어진 도덕 법칙을 따르는 것보다 훨씬 더 골치 아픈 일일

것이다. 게다가 스스로 만들어낸 좋음의 법칙이 기존의 법칙에 비해 더

좋은 결과를 낳는다는 보장도 없다. 그러나 적어도 스스로가 다양한 좋

음의 가능성을 그려보며 대상과 더욱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것만

은 분명하다. 예를 들어 “거짓말 하지 말라.”는 일반적인 도덕 법칙에 따

라 어떤 경우에도 거짓말은 절대 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보자.

그가 구체적인 상황 맥락에 대한 진지한 고민 없이 “절대 거짓말은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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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라는 원칙에 따라서만 행동한다면 그는 자신이 알고 있는 보편적 법

칙을 단순히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사람에 불과하다. 그는 대상과 형식적

인 것 이상의 진지한 관계를 맺고 있지 않으며, 외부에서 주어진 법칙에

따르는 타율적인 존재이다. 만약 그가 구체적인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여

거짓말이 필요한 상황임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어찌 됐든 거짓말 금지

법칙을 지켜야만 한다고 판단했다면, 그는 대상과 깊은 관계를 맺기는

했지만 여전히 ‘의무’에 매인 타율적 존재로 남는다. 그는 법칙은 지켰으

나 자기 자신과는 거리가 멀어졌다. 반면 주어진 상황 맥락을 충분히 고

려하면서, 바로 이(특정한, 하나의) 상황에 맞는 좋음이 무엇일지 찾고자

상상의 나래를 펼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대상과 본래적 관계를 맺으

면서 동시에 스스로가 법칙을 만들어가는 자율적 존재가 될 수 있을 것

이다.

이와 관련하여 칸트의 반성적 판단력을 이론과 실천을 연결짓는 개념

으로 설명한 강영안(1997: 200)의 논의는 주목할 만하다. 강영안(1997)은

많은 사람들이 이론과 실천을 별개로 생각함으로써 실천이 언제나 하나

의 이론적 반성의 결과라는 것을 간과하게 된다고 지적하였다(강영안,

1997: 199). 또한 “이론과 실천은 ‘이미 만들어진 것’, ‘이미 존재하는 것’

이 아니라 현실 가운데서 방향을 설정하고 의미를 부여하며 책임 있게

행동하려는 인격적 주체인 인간의 반성행위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강영

안, 1997: 200).”고 보았다. 물론 칸트는 반성적 판단을 예술(미학)과 관

련짓고 도덕은 ‘의무’의 측면에서 구분하여 설명하지만, 본 연구자는 취

미의 판단 능력이 도덕을 포함하여 이론적 학문 영역에서 얼마든지 적용

가능하고, 또 반드시 필요한 능력이라고 생각한다.

② 다원성: 개별성과 보편성이 공존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규정적 판단력의 포섭 도식은 특수하고 개별적인 것에 대해 관심을 기

울이기보다는 보편의 잣대로 개별적인 것을 분류하는 성격이 더 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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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우리가 특정한 대상을 이해하기 위해 개념을 만들어내고 있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이 유용하다고 해도 하나의 개념이 포섭하기에는 구체

적이고 개별적인 것들은 너무나도 다양하고 복합적이다. 그것은 특정한

현상이나 사물만이 아니라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다. 우리가

만나는 친구나 이웃은 몇몇 공통점을 제외하고는 모두 다 다른 존재들이

며, 세상에 나와 똑같은 존재는 단 한 명도 없다. 그런 대상을 특정한 개

념으로 설명하거나 분류하려고 한다면 어쩌면 우리는 덜 중요한 공통적

인 몇몇 특징만을 뽑아내야 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것이 무슨 의미를

가지는가? 오히려 중요한 것은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현상이나 대상이 가

진 특수성과 포섭되지 않는 부분일 수도 있다. 문제는 그 특정한 개념이

마치 진리인 양 생각하게 되면 더욱 심각해진다. 이 경우 해당 개념의

틀에서 벗어난 것은 우연적이고 덜 중요한 것이 되어버리기 때문이다.

그러나 반성적 판단력이 제대로 작동할 경우 개별성과 보편성이 공존

함으로써 다원성이 확보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린다. 반성적 판단력은

보편을 전제하지 않으므로 개별성만을 강조한다고 볼 수도 있으나, 주관

적인 개별성에서 출발하면서도 보편성을 상상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서로

다양한 가치와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공존해야만 하는 현대

다원주의 사회에서 특히 중요한 역량이라 할 수 있다.

개별성과 보편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것은 무척 어려운 일이다. 개별성

을 지나치게 강조하게 되면 주관주의나 상대주의로 빠질 위험이 있고,

공적인 판단을 내려야 하는 상황에서 소통이 불가능할 수도 있다. 반대

로 보편성을 지나치게 강조하게 되면 동일화, 획일화로 빠져 다양성을

억압하게 될 위험이 있고, 보편에 포섭될 수 없는 대상을 간과한다는 문

제를 갖게 된다. 사회과교육의 개념 학습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의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학생 개개인의 주관적인 판단이나 개별적인 상황 맥락

을 중시하면 보편적인 상황에 적용하거나 다른 사람들을 설득, 이해시키

기가 어렵다. 반면 주어진 보편적인 개념에 기초해서 현상을 설명하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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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하면 기계적인 개념 적용과 분류로 흘러 실재의 중요한 의미를 놓치

는 경우가 발생한다. 그런 점에서 칸트의 반성적 판단력은 개별성에 주

목하면서도 보편성을 논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개별성과 보편성이 ‘공존’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이것은 보편으로서 하나의 개념이나 법칙을

고정된 것이 아니라 다양한 개별적 특수를 토대로 창조되고, 재구성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가능하다. 즉 보편을 본질적인 진리가 아니라, 완전

히 규정되지 않은 하나의 가능성으로 보는 것이다. 물론 그 가능성의 수

(數)는 무궁무진할 수 있다. 또한 반성적 판단력이 사적인 이해관심과 특

정 목적을 전제하지 않음으로써 도구적 이해관계에서 벗어나 공정한 소

통의 가능성을 열어주고, 공통감에 기초해 타인의 지평에서 사유를 확장

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가능하다(Kant, 1790; 김상현(역), 2009: 172).

이처럼 반성적 판단력은 다원성을 보장하면서도 공적 논의와 설득의 장

(場)이 가능하다는 것을 드러낸다는 점에서 다원주의 사회에서 요구되는 삶

의 태도이자 역량이라 할 수 있다. 반성적 판단력 개념을 정치 영역으로 가

져온 아렌트의 논의를 살펴보면 이러한 의미가 더욱 잘 드러난다. 최준호

(1999: 187)는 아렌트의 정치철학에서 중요한 것은 ‘이미 규정되어 있는 공

동의 선(善)’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며, 자유로운 논쟁을 통해 상대방을 설득

하고 동의를 요구하는 것, 즉 칸트의 취미 판단에서 요구되는 사고방식이라

고 하였다. 그리고 정치적 판단력은 갈등과 다툼을 특정 이론이나 이념 아

래 포섭하는 규정적인 것이 아니라, 개별 사례를 포괄하는 하나의 이념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각각의 사례를 종합하여 새로운 공공성을 창출해

나가는 반성적 판단력의 성격을 지닌다고 주장한다. 이와 같은 반성적 판단

력이 작동할 때 비로소 개별 사례로서 정치적 행위자의 개별성과 독특성이

존중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칸트로부터 추출될 수 있는 공

동체는 보편성을 위해 개별성을 희생시켜야만 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보편

성과 개별성이 자유롭게 조화를 이루는(자유로운 상상력이 지성과 조화를

이루는) 다원적 공동체가 된다(Kant, 1790; 김상현(역), 2009: 172).



- 101 -

단계 주요 활동 의의

1 상상력의 자유로운 유희
소극적: 고정관념 탈피,

적극적: 비(非)규정적 개념 상상

2 형식적 합목적성 인식 주관적 타당성 인식

3 사변(Speculation) 논리적 정합성 확보

4
공통감에 기초한

사유의 확장
보편적 소통 가능성 확보

3. 개념 구성 방법: 칸트의 이성 이론에 기초한 반성

이 장에서는 이념형으로서 개념을 구성하는 구체적인 방법으로 1) 고

정관념에서 벗어난 상상력의 유희, 2) 형식적 합목적성을 통한 주관적

타당성 인식, 3) 사변(思辨, Speculation)을 통한 논리적 정합성 획득, 4)

공통감에 기초한 사유의 확장을 통해 보편적 소통 가능성 확보라는, 4단

계를 제시하고자 한다. 이 단계는 순차적 흐름을 갖는데, 창조적이고 자

유로운 상상력의 유희에서 출발하여 점차 주관적 타당성과 논리적 정합

성을 확보하고, 최종적으로 다른 사람들의 입장에서 공감할 수 있는 개

념을 만들어내는 과정이다. 이는 개념 구성이 주관에서 출발하되, 궁극적

으로 보편성과 조화할 수 있는 것으로 점차 고양된다는 의미를 담고 있

다. 각각의 단계에서 주로 이루어지는 활동과 그것이 갖는 의의는 <표

9>와 같이 요약할 수 있다.

<표 9> 칸트의 이성 이론에 기초한 개념 구성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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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정관념에서 벗어난 자유로운 상상력의 유희37)

① 소극적 활동: 고정관념에서 벗어나기

첫 번째 단계는 특정한 이해관심이나 개념을 전제하지 않고 대상을 바

라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고정관념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것이

다. 이는 소극적인 의미에서는 단지 기존의 관념에서 벗어나는 것이지만,

뒤이어 적극적인 활동으로서 상상력이 자유롭게 유희하기 위한 가장 중

요한 조건이 된다. 그리고 실제로는 개념 구성을 위한 학습 과정에서 가

장 어려운 과정이기도 하다. 우리의 인지 구조 속에는 이미 수많은 개념

들이 들어와 있으며, 그 결과 대상을 마주할 때 규정적 판단력이 자동하

여 상상력의 유희를 가로막기 쉽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현재 우리는 연

필을 보면 필기도구라는 생각이 너무 강하게 박혀 있어서 이러한 개념

없이 연필을 보기 어려우며, 따라서 연필에 대한 상상력이 발동하지 않

는다. 안타깝게도 우리가 일상에서 접하는 경험적인 사물의 많은 것들이

너무나 익숙하게 하나의 고정된 개념과 결합해 있어 재생적 상상력의 작

용이라는 말조차 무색할 만큼 자동적으로 대상에 대한 인식이 이루어진

다. 이처럼 고정되어 있는 관념에서 벗어나기란 무척 어려운 일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의식적으로 특정한 목적이나 개념에 의해 상상력

이 제한을 받지 않도록 (규정적) 판단을 중지38)하려는 노력이 요구된다.

37) ‘유희(Spiel)’라는 용어가 자칫 장난이나 단순한 놀이로 여겨질 수 있어 그

의미를 밝혀두고자 한다. 김상현(2004)에 따르면 ‘상상력의 자유로운 유희’란

정해진 개념이나 목적이 없는 상황에서 상상력이 그 개념이나 목적을 찾는

과정이다. 이는 일종의 게임과 같은 것이지만, 반드시 성취해야 할 어떤 것이

없는 게임으로서, 순수한 놀이(유희)가 성립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단순히 상

상력의 ‘작용’이나 ‘활동’이라고 할 경우 상상력이 놓여 있는 반성적 상황과

자유로움에 대한 함의가 부족하기 때문에 ‘Spiel’을 ‘유희’라고 번역하였다.

38) ‘판단 중지’는 후설(Husserl)이 강조한 개념으로 주어진 사태와 관련하여 판

단의 효력을 정지시키는 의식의 중립화 작용이다. 철학은 미리 주어지거나

전해져오는 것에서 벗어난 ‘무전제성’, 편견에 사로잡히지 않은 ‘무편견성’을

추구해야 하며, 판단 중지를 통해서만이 모든 초월적인 것을 배제하고 괄호

침으로써 내재적인 영역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이다(김동민, 2019: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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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 기존의 개념과 고정관념을 구분하고 선(先)이해의 토대로서

기존 개념이 가진 의미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고정관념을 벗어나는

것은 상상력의 유희를 위한 중요한 계기임에 틀림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기존의 개념이 모두 편견이나 고정관념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

이다. 이와 관련하여 가다머(Gadamer)는 선입견(Vorurteil)이 원래 ‘사태

를 규정하는 모든 계기들의 최종적인 검토에 앞서 내려지는 판단’을 의

미하는 것으로, 단순히 긍정적이지도 부정적이지도 않은 개념이었는데,

계몽주의를 거치며 ‘정초되지 않은 판단’으로 축소되어 편견이라는 의미

에 가까운 부정적 의미로 사용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맹목적으로 권

위에 의존하는 부당한 선입견만이 아니라 정당한 선입견 또한 존재하며,

선입견이 이해를 위해 필수불가결한 요소임을 강조한다(김성중, 2012:

270-271). 우리가 어떤 현상을 이해하고자 할 때, 기존의 개념을 토대로

해석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필연적인 사실이며, 가다머의 주장처럼 정당

한 선입견도 존재할 수 있다.

그러나 가다머의 주장을 수용한다고 할지라도, 의식적이고 지속적인

재해석과 재규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러한 선(先)이해가 절대적인

것으로 ‘고정’될 위험이 있다. 선입견은 그 자체로 문제가 된다기 보다

그것이 고정관념이 되어 대상이 가진 다른 측면을 볼 수 없게 만들 때,

다른 증거가 나타나도 생각을 바꾸지 않는 편견이 될 때 문제가 된다.

스위스의 극작가 막스 프리쉬(Max Frisch)는『일기 1946-49』에서 “상

(像)을 만들지 말라”라고 주장하며, 하나의 확정된 상(像)으로 지칭되는

편견과 고정관념은 대상에 대한 완전한 앎을 전제하는 것으로 대상이 가

진 모든 변화와 발전 가능성을 박탈하는 것이라고 비판한다(김성곤,

1994: 115-116). 프리쉬는 희곡『안도라』(1962)에서 유태인으로 알려진

- 실제 그는 유태인이 아니었다. - 주인공에 대해 주변 세계가 갖는 고

정관념, 즉 특정 상(像)이 집단적인 광기로 이어지는 모습을 보여준다.

이처럼 고정관념이 극단화될 경우 부정적인 고정관념의 대상에 대해서는

차별과 억압을, 긍정적인 고정관념의 대상에 대해서는 맹목적인 숭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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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종을 초래할 수 있다. 설령 고정관념이 극단화되지 않거나 직접적인

차별과 같은 문제를 초래하지 않는다고 해도, 고정된 관념이 대상을 하

나의 틀 속에 묶어둠으로써 대상이 가진 다양한 가능성과 의미로부터 우

리를 멀어지게 만든다는 사실은 분명하다.

무엇보다도 고정관념은 그것을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더 큰 문제가 된다. 자신이 특정한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대상을

바라보고 있음을 아는 사람은 자신의 관점 자체에 대한 반성이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고정관념은 너무 고착화되어 있어 스스

로 의식하지 못함으로써 무엇이 문제인지를 모르기에 이를 의식화하는

다른 계기가 주어지지 않는 한, 관점의 변화 가능성이 거의 없다. 연필을

필기도구로 보는 고정관념 정도는 실제로 큰 문제를 낳지 않겠지만, 사

적인 이해관계나 욕구에 기반한 관념이 무의식적으로 고착화될 경우 어

떻게 해서 그러한 관념이 최초로 형성되었는지조차 잊어버린 채,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할 위험이 있다. 이러한 점에서 선입견이 선(先)이해의 토

대로 작용하되 고정관념으로 고착화되지 않도록 대상에 대한 자신의 이

해관심을 점검하고 사적인 관심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② 적극적 활동: 생산적 상상력을 토대로 비(非)규정적 개념 상상하기

고정관념에서 벗어나는 것이 소극적인 활동이라면, 새로운 개념을 만

들어내기 위해 상상력이 자유롭게 유희하도록 하는 것은 적극적인 활동

이다. 이 때 상상력은 연상 작용에 근거한 재생적 상상력이 아니라 생산

적 상상력이어야 한다. 칸트는 상상력을 ‘재생적 상상력(Reproduktive

Einbildungskraft)’과 ‘생산적 상상력(Produktive Einbildungskraft)’으로

구분한다. 재생적 상상력은 표상을 연합하고 연결시킴으로써, 대상이 눈

앞에 없어도 일정한 규칙 아래 종합해냄으로써 통일된 경험을 구성해내

는 것이다. 예를 들어 한 그루의 나무를 보고 과거에 보았던 여러 나무

를 떠올리고 공통된 특성을 묶어 ‘나무’라고 인식하도록 한다거나, 눈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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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나무가 존재하지 않더라도 이전에 경험했던 나무와 같이 그것을 연상

할 수 있게 만든다. 이러한 재생적 상상력은 주어진 보편에 따라 특수를

포섭하는 규정적 판단력에서 작동한다. 그러나 재생적 상상력은 현상을

객관적인 근거에 따라 일관되게 연결, 연합하도록 할뿐이므로, 이에 앞서

객관적인 근거가 되는 종합 능력으로서 생산적 상상력이 요구된다(권정

선․김회용, 2017: 7). 생산적 상상력이 개념을 만들어내는 근원으로서 1

차적인 성격을 갖는다면 주어져 있는 개념에 따라 대상을 인식하고 연결

하는 재생적 상상력은 2차적이라 할 수 있으며, 주어진 하나의 개념적

틀 내에서만 작동하기에 자유롭다고 보기 힘들다.

상상력이 지성을 위한 도구나 수단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바로 (생산

적) ‘상상력이 자유롭게 유희’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드는 것이 중요해진

다. 사회과교육은 순수한 취미 판단과 달리 특정한 문제나 현실 사례에

대해 해당 문제를 해결하거나 현상을 설명하려는 이해관심과 목적이 전

제된 경우가 많으므로 가장 적합한 개념, 가장 효과적인 수단을 찾겠다

는 생각에 종속되기 쉽다. 물론 상상력이 단순한 유희에 그치지 않기 위

해서 구성된 개념의 적절성을 검토하는 것은 필요하겠지만, 그렇다고 해

서 결과적으로 산출되는 개념 자체에 절대적 의미를 부여하고 종속되는

일은 피해야 할 것이다. 조영태(2011: 19)는 “상상력이 조화를 이루려고

하는 상대인 이해는 특정 법칙이 아니라 법칙성 자체이며, 특정 개념이

아니라 개념성 자체로서, 비(非)규정적 개념이라고 불릴 수도 있다”고 주

장한다. 같은 맥락에서 학습자가 새롭게 상상해낸 개념은 형식적인 의미

에서 개념성을 갖지만 내용적인 면에서 ‘비(非)규정적’이라고 할 수 있다.

새로운 개념 구성을 위해 상상력의 자유로운 유희가 중요한 것에 비

해, 학습 내용으로서 상상력, 특히 생산적 상상력을 가르치기란 쉽지가

않다. 생산적 상상력은 단순히 인식을 위한 매개자 역할을 하는 데서 그

치지 않고 독자적이고 자발적이며 무한히 창조적이라는 특성을 가지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 강조하는 개념 구성은 바로 이러한 생산적 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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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의 발휘를 통해서 가능하다. 그러나 생산적 상상력이 주관적인 감성에

기초한 창조적 활동에서 작용한다면, 이를 발휘하도록 하기 위해 “이것

은 무엇이다.”와 같은 식으로 규정되는 특정한 개념을 전달하는 것은 오

히려 해당 개념에 학생들이 종속되는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있다. 개념

학습의 구체적인 교육 내용이 오히려 상상력의 자유로운 발휘를 막아버

릴 위험이 있다는 것, 생산적 상상을 위해 무엇을 가르쳐야 할 지 어려

운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그러나 학습자에게 아무 것도 가르치지 않고 그대로 내버려둔다고 해서

상상력이 발휘되는 것은 더더욱 아니다. 본 연구자는 생산적 상상을 가능

하게 하는 방법의 하나로 ‘은유(metaphor)’에 의한 개념화를 제안한다. 일

반적으로 은유는 일종의 수사법으로, ‘내 마음은 호수’(김동명의 詩『내 마

음』)처럼 하나의 사물을 유사한 특성을 가진 다른 사물이나 관념을 써서

표현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이는 주로 시(詩)와 같은 문학 작품에서 많이

사용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인지언어학자 Lakoff & Johnson(1980)은

은유가 우리의 일상적 삶, 언어뿐만 아니라 사고와 행위에 넓게 퍼져있다

는 것에 주목하며, 우리가 생각하고 행동하는 관점이 되는 일상적 개념체

계의 본성은 근본적으로 은유적이라고 본다(Lakoff & Johnson, 1980; 노

양진·나익주(역), 1995: 21). 또한 Hans Blumenberg(1960)는 개념 형성 과

정에서 은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은유가 개념이 결여된 영역에서

잠정적으로 개념 형성을 돕는, 탐색적 역할을 함과 동시에 대체불가능하

고 환원될 수 없는, 철학적 사유의 ‘근본’을 구성하는 역할을 한다고 주

장한다(박근갑, 2010: 196-197).

은유는 개념보다도 더 근본적인 의미에서 역사를 지닌다. 왜냐하면 한 은

유의 역사적 변화는 그 자체로 역사과정의 의미지평과 관찰방식의 메타동

력학을 생생하게 드러내주는데, 그 안에서 개념들이 변이를 겪기 때문이

다(Hans Blumenberg, 1960; 박근갑, 2010: 195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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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umenberg(1960)에 따르면 은유가 주어진 이해의 지평, 즉 기존의 개

념에 내재하는 균열의 지점을 가리키기 때문에, 은유를 통해 “생활 세계

가 개념의 생성과 변화를 넘어 재구성되는 계기와 지금 확실해 보이는

것들의 근거가 혼란스러워지는 과정”을 알 수 있다(박근갑, 2010: 199).

칸트 역시『판단력 비판』의 §59 ‘윤리성의 상징으로서 미에 대하여’에

서 개념을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도식(schema)에 대비하여 개념을 간접

적으로 보여주는 상징(symbol)의 의미, 상징을 통한 유비(類比, analogy)

에 있어서 판단력의 작용에 대해 설명하며 이를 연구할 만한 가치가 있

다고 주장한다. 칸트의 설명에 따르면 유비는 “직관의 대상에 대한 반성

을 전혀 다른 개념, 아마 결코 어떤 직관과도 대응할 수 없는 개념으로

번역하는 것(Kant, 1790; 백종현(역), 2009: 401)”이다. Blumenberg(1960:

4)는 ‘상징’에 대한 칸트의 설명을 언급하면서 은유가 “대상이 그 자체로

무엇인지 이론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대상에 대한 이념(idea)이

우리에게 무엇이 되어야만 하는가, 그리고 그 이념의 합목적적인 사용에

대해 무엇이 되어야만 하는가를 실천적으로 규정하는 원리”로서 유의미

하다고 본다.39) 이렇게 볼 때 은유는 정확하게 개념화되지 않은 바깥의

무엇을 상상하게 해줌으로써, 기존 개념이 놓치고 있는 것을 찾아내고

새롭게 개념을 구성하는 능력을 길러주고자 하는 본 연구의 취지에 부합

하는 개념화의 방법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은유의 개념화에 대해 상세하게 논할 것은 아니지만 - Ⅳ

장의 수업 사례에서 은유적 방법을 활용한 예시를 보여줄 것이다 - , 실

제로 우리가 어떤 대상의 개념을 이해하는 데 은유적 방법을 활용하는

것은 흔히 찾아볼 수 있다. Lakoff & Johnson(1980)는 은유가 하나의 개

념적 영역(conceptual domain)을 다른 개념적 영역을 이용하여 구조화함

으로써 이해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며 은유에는 두 가지 서로 다른 개념적

39) 칸트가 직접 ‘은유’라는 말을 사용한 것은 아니지만 Blumenberg은 상징과

유비를 통한 표상에 대한 설명에서 ‘은유’의 의미가 함축되어 있다고 보는 듯

하다. 은유에 대한 Blumenberg의 인용문은 칸트의『판단력 비판』에서는

‘유비에 의한 표상방식’에 대한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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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들이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그 중 하나는 우리가 이해하고자 하는

‘목표 영역((target domain)’으로서 추상적인 성격을 띠는 반면, 다른 하

나는 목표 영역의 이해를 돕는 ‘근원 영역(source domain)’으로서 구체적

인 성격을 띤다(김명진, 2008: 41에서 재인용). 마치 사회유기체론에서

바라보는 ‘사회’의 의미를 설명하기 위해 우리의 ‘신체’ 개념을 활용하는

것처럼 은유는 추상적인 개념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동시에 은유

는 개념 이해뿐 아니라 개념을 구성할 수 있는 가능성도 가지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윤길복(2012: 37)은 은유가 구체적인 일상적 개념과 추상

적이고 과학저 개념을 연결하는 고리가 될 수 있다고 보았다.

상상력의 유희를 촉진하는 것과 관련하여 은유적 방법을 제안하는 것

은 은유가 일상적인 감각이나 경험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면서도 엄

격한 논리성을 요구하지 않고, 대상 간의 공통점이나 유사성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내 마음은 호수’라고 말하는 시인에게 마음이 어

떻게 호수가 될 수 있느냐고 논리적으로 따지지 않는다. 또 내 마음은

(깨지기 쉬운) ‘유리창’이나 (흔들리는) ‘갈대’, (넘실대는) ‘파도’라고 말하

는 사람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그렇게 말할 때 그 사람의 마음속에

서는 유리창이나 갈대, 파도의 어떤 성격이 자신의 현재 마음 상태와 일

치하는 부분이 있는 것이다. 마음이 호수가 되는 것은 시인의 주관적인

상상에서 비롯되지만, 동시에 특정한 맥락에서 다른 사람들도 이해가능

하다. 은유의 이러한 성격이 새로운 개념 구성을 위한 첫 번째 단계로서

상상력을 발휘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2) 형식적 합목적성에 기초한 주관적 타당성 인식

① 주관적인 목적 상정하기

보편으로서 특정한 목적이 미리 주어진 경우 학습자는 대상과의 관계

를 규정하는 근거로서 목적에 대해 깊이 고민할 필요가 없다. 전제된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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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의 측면에서 인과관계를 파악하는 것으로 충분하기 때문이다. 이것이

기계적이 될 경우, 대상이 목적에 부합하는 효과적인 수단인가만을 고려

하게 되는 도구적인 목적 합리성과 유사한 문제를 낳는다. 그러나 보편

으로서 특정한 목적이 주어지지 않은 경우, 우리는 스스로 목적을 찾아

내야만 하고, 이러한 목적은 주관적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목적이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목적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

이 가능한가? 예술 작품이나 자연을 감상할 때를 떠올려본다면 특정한

개념이나 목적 없이도 흡족함을 느낄 수 있음을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내가 느낀 흡족함이라는 결과를 가능하게 한 원인으로서 목적을 상정할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어떤 목적이 전제되지 않았을지라도 (나중에) 목

적을 발견함으로써 목적에 의한 원인과 결과 관계를 상상할 수 있다. 이

때 내게 흡족함이라는 결과를 가져다 준 원인을 과연 목적이라고 할 수

있느냐는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목적

이 행위나 결과에 선행하는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특정한

목적이 선행한다면 이는 반성적 판단이나 생산적 상상력과 거리가 멀어

진다. 박시은(2017: 43)에 따르면 목적 없는 합목적성에서 목적과 의도성

은 대상에 ‘전제’되는 것이 아니라 ‘발견’되는 것이다. 그리고 발견된 목적

이 대상에 전제되지 않았으며, 대상을 수단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

서 상상력이 발휘될 여지, 다양한 목적이 상정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

한다. 상상력이 자유롭게 유희한다는 것은 단순히 다양한 직관이 어떤 개

념이나 목적도 없이 표류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보다는 우리의 정

신이 대상을 사유하는 한 가지 규정된 방식에 얽매이지 않도록 하고, 대

상을 사유하는 다양한 방식들 사이를 자유롭게 오가며 비(非)규정적이고

개방적인 개념상을 그려볼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상상력의 유희 결과 나에게 흡족함을 주는 어떤 원인으로서 상정 가능

한 목적은 객관적인 것이 아니라 주관적인 것이다. 그러므로 대상의 존

재와 관련하여 어떤 목적을 상정할 것인가는 사람들마다 다를 수 있다.

예를 들어 ‘국가’라는 존재에 대해 어떤 학생은 ‘국민을 보호한다.’는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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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을, 다른 학생은 ‘국민을 대표한다.’는 목적, 또 다른 학생은 다른 목적

을 상상해볼 수 있다. 하지만 이것이 주관적이라고 해서 아무렇게나 그

려도 되는 것은 아니다. 대상의 원인으로서 상정한 목적은 주관적이지만,

적어도 주관적인 의미에서 타당성을 가져야만 하며, 이는 형식적인 의미

에서 합목적성에 대한 인식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② 보편과 특수의 관계 속에서 대상의 합목적성 인식하기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상상을 통해 다양한 개념상(像)을 그려

보는 것이 단순히 유희로 끝나지 않기 위해, 허무맹랑한 상상에 머물지

않기 위해 주목해야 할 것이 칸트의 ‘목적 없는 합목적성’ 개념이다. 칸

트가 말하는 상상력은 ‘특정한’ 목적을 벗어나지만 합목적성이라는 형식

그 자체를 벗어나지는 않으며, 합목적성의 형식은 상상력이 무의미한 방

종으로 흐르지 않도록 도와줌으로써 지성과의 조화를 가능하게 한다. 칸

트에 따르면 상상력이 지성과 합치되는 그 순간 우리는 알 수 없었던 대

상이 이해되는 듯한 느낌을 받게 된다. 그 순간 흩어져 있던 부분이 전

체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의 의미를 드러내기 때문이다. 이는 상상한 내

용이 주관적이지만 나름의 조화와 타당성을 지닐 때 가능하며, 이러한

주관적 타당성은 합목적성에 대한 인식을 통해 확보할 수 있다.

내가 설정한 목적이 주관적이라 할지라도, 이것이 나와 다른 사람들에

게 ‘그럴듯함’을 주기 위해서는 적어도 그 목적과 대상이 (주관적인 의미

에서) 어떤 인과관계를 맺고 있어야 한다. 마치 고흐의 그림이 내 마음

을 위로해주기 위해 존재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 그 그림의 목적

을 ‘마음을 위로하는 것’이라고 발견했다면, ‘슬픈 일이 있을 때마다 고흐

의 그림을 보고 위안이나 힘을 얻었다.’라는 식의 인과적 관련성을 가져

야 하는 것이다. 이 경우 고흐의 그림을 보고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이

라 할지라도, 고흐의 그림에 대한 이 사람의 생각이나 느낌을 이해할 수

있게 된다. 해석의 가능성이 열려 있는 문학이나 영화, 그림 등 수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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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 작품에 대한 평론이나 감상은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

분일 것이다. 좋은 감상이나 평론이라 칭해지는 것은 이러한 인과 관계

가 개연성을 가지고 있어 다른 사람의 이해와 공감을 얻을 가능성이 크

다. 내가 어떤 대상의 목적을 상상하고 이를 토대로 대상의 개념을 구상

할 때도 이러한 인과 관계를 충분히 고려해야만 주관적인 의미에서 타당

성이나 개연성을 확보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형식적 합목적성에 대한 인식은 어떻게 해서 가능한

것인가? 왜 어떤 사람은 대상과 목적 간의 관계를 그럴듯하게 그리는 반

면, 또 다른 사람은 공상이나 공감대를 얻지 못하는 상상에 그치고 마는

가? 합목적성을 지속적으로 의식하기 위해서는 전체 속에서 부분을 바라

보는 메타적 인지능력 또는 자기의식적인 통각(統覺, Apperzeption)40)이

필요하다. 통각은 내가 무엇인가를 의식할 때, 그렇게 의식하고 있는 나

를 의식하는 작용이라 할 수 있다. 칸트는 통각을 전제하지 않는다면 구

체적 대상으로서 사과A, 사과B, 사과C…는 지각하지만, 그것들을 ‘하나

의 사과’라는 개념으로 지각할 수 없다고 보았다. 그리고 잡다한 감각적

자료들을 통일하여 어떤 개념을 만들어내는 것이 통각의 작용이라고 설

명한다(백종현, 2018: 104). 형식적인 합목적성을 의식하는 데 있어 통각

이 필요한 이유는 내가 대상에 대해 어떤 목적을 발견하고, 대상이 그

목적에 부합한다는 것을 스스로 의식함으로써만 대상의 합목적성을 판단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개념 학습 과정에서 통각이나 메타적 인지능력을 길러주기 위해서는

하나의 정의(definition)로서 개념의 내용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숨겨

진 목적을 의식하게 하고 목적과 대상의 관계를 이해하게 하는 것이 중

요하다. 어떤 대상이 그것이 존재하는 원인으로서 목적 - 목적 자체는

40) 통각은 라틴어로 ‘apperceptio’, 독일어로는 ‘Apperzeption’이라고 표기한다.

“나는 내가 무엇인가를 의식한다는 것을 의식한다.”라고 할 때, 앞의 의식이

지각(perceptio)이라면, 뒤의 의식은 나의 지각을 의식하는 것이다. 이때 뒤의

의식을 통각이라고 하며, 칸트는 내가 의식하고 있다는 것 자체를 내가 의식

한다는 점에서 ‘자기의식’이라고 표현하기도 했다(백종현, 2018: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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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뀔 수 있기에 내용적으로 한정되어 있지 않다 - 에 부합하는지를 고

려한다는 것은 대상을 목적과의 ‘관계’ 속에서 고려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때 대상이 특수를 의미한다면, 목적은 내가 상정하는 대상의 원인이

자 개념으로서 보편이 될 것이다. 즉, 통각을 통해 합목적성의 형식을 고

려한다는 것은 특수와 보편의 관계를 고려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칸트

가 말하는 생산적 상상력은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대상들 간의 (눈에 보

이지 않는) 관계를 그려보는 일에서 작용하며, 이 관계가 전체로서 유기

적이고 적절할 때 주관적으로 만들어낸 개념이지만 타당성을 가질 수 있

을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개념은 아름답다는 느낌을 준다.

3) 사변(Speculation)을 통한 논리적 정합성 획득

① 사변을 통한 인식의 필요성

사변(思辨, Speculation)은 감각 경험에 의존하지 않고 오직 이성의 능

력에 의해서만 진리를 파악하려는 방법이다(백훈승, 2004: 233). 흔히 ‘사

변적(思辨的)’이라는 말은 현실과 동떨어져 이론적으로만 생각한다는 느

낌을 주기 때문에 부정적인 평가를 담고 사용되기도 한다. 특히 진리를

경험에 국한된 것으로, 오로지 경험에 기초해서만 다가갈 수 있다고 보

는 경험론(이광모, 2012: 60)의 입장에서 볼 때 ‘사변적’인 것은 머릿속에

서만 이루어지는 가상의 사고 작용에 불과할 것이다.

그러나 반대로 사변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입장에서는 철학은 사변적이

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헤겔(Hegel)은 ‘사변적 이성’이 진리를 대상

으로 하는 철학의 참된 원리가 되어야 한다(이광모, 2012: 82)고 보았으며,

화이트헤드(Whitehead)는『과정과 실재』(1978)에서 “사변철학(speculative

philosophy)이란 우리 경험의 모든 요소를 해석할 수 있는 일반 관념들의

정합적이고 논리적이며 필연적인 체계를 구성하기 위해 노력하는 일

(Whitehead, 1978; 정연홍, 1990: 7에서 재인용)”이라고 정의하며 그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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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강조한다.

본 연구자는 감각 경험에 의해 인식 가능한 것만 파악하고자 한다면,

우리가 논할 수 있는 진리의 영역 - 절대적이고 유일한 의미에서의 진

리는 아니라 할지라도 - 은 매우 협소해질 것이라고 본다. 오히려 감각

경험에 의존하지 않는 사변이 경험의 한계를 넘어 새로운 가능성을 그릴

수 있는 기초가 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본다. 이 때 사변이 단순

히 이론적인 것에 그치지 않으려면, 사변을 통해 그려지는 새로운 가능

성은 실재와 연관되면서도, 경험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하나의 이념으로

서 성격을 가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는 본 연구에서 개념에 대한 대

안적 정의로 채택한 베버의 이념형이 만들어지는 과정과 유사성을 가진

다. 이념형 또한 현실 속에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순수하게 논리

적인 사유 속에서 탄생한 것이면서, 동시에 실제적인 맥락에서 대상의

특성을 발견하여 추상화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경우 사변은 단

순히 지적 유희로만 존재하지 않고 실재와 접점을 찾을 수 있으며, 경험

적으로도 충분한 함의를 가질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사변철학의 도식

은 경험적인 측면에서 적용가능성과 적합성이라는 외적 기준을 가지며,

합리적인 측면에서는 도식의 정합성과 논리성이라는 내적 기준을 가지므

로 결국 합리적인 측면과 경험적 측면을 동시에 갖는다고 본 Whitehead

의 주장(Whitehead, 1978; 정연홍, 1990: 12에서 재인용)은 사변철학의

바람직한 역할을 보여준다고도 할 수 있다.

② 논리적인 근거를 토대로 정합성 확보하기

본 연구에서 개념 구성을 위한 3번째 단계로 ‘사변’을 제안하는 것은

Whitehead가 말한 사변의 합리적 측면, 즉 논리적인 정합성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1, 2단계를 거침으로써 주어진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상상하고, 그 속에서 비(非)규정적인 목적을 발견함으로써 대상

의 합목적성을 고려하여 타당성을 확보하는 것이 가능하다 해도,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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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 주관적인 의미에서의 타당성일 뿐이다. 내가 설정한 목적에 비추어

볼 때 대상이 합목적성을 가진다고 할지라도, 그 때의 합목적성은 주관

적인 것이기 때문이다. 칸트의 주장처럼 순수하게 아름다움을 판단하는

미학의 영역은 이러한 주관적인 합목적성만으로도 공통감을 토대로 보편

화가 가능할 수 있다. 이는 논리적인 의미에서의 보편화라기보다는 감정

측면에서의 공감에 기초한 보편화와 가까울 것이며, 그렇게 한다 해도

마치 시(詩)에서 은유가 허용되는 것처럼 별 문제가 될 것이 없다.

그러나 이념형으로서 사회과학적 개념은 주관적 합목적성만으로는 불

충분하다. 우리가 대상을 특정한 개념적 사유에 한정하지 않고 자유로운

상상을 통해 다른 가능성을 열어보는 것은 단순히 주관적인 만족이 아니

라 실제적인 맥락에서 대상이 가진 중요한 의미를 드러내는 것을 목적으

로 하기 때문이다. 그것은 듀이에게는 문제 해결이고 베버에게는 사회문

화적 의의(significance)일 수 있다. 본 연구가 칸트의 아름다움에 대한

판단에서 핵심적인 아이디어를 가져왔다고 할지라도, 미학과 사회과학의

목적이나 성격이 다르다는 것은 분명하다. 이것은 반성적 판단력의 의미

를 미학 외의 다른 영역으로 확대하여 적용하는 것과는 또 다른 문제이

다. 반성적 판단이 제한된 개념적 사유에서 벗어나 새로운 개념을 구성

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로 작용하는 것은 맞지만, 취미 판단에서 만드는

보편과 달리 사회과학적 개념으로서 이념형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타당성을 넘어선 종합의 과정, 즉 논리적 정합성을 확보하는 과정이 필

요하기 때문이다41).

41) 인간을 문화적 존재로 바라보는 베버의 입장에서는, 여기에서 말하는 주관

적 타당성조차 사회맥락 속에서의 가치 연관성을 가질 것이다. 그러나 본 연

구에서는 사회맥락적인 측면에서 소통과 수용 가능성은 마지막 단계로 설정

하였다. 스스로 목적을 설정하고 주관적인 의미에서 합목적성을 인식할 때,

사회적 맥락을 지나치게 의식하게 되면 자유로운 상상이 방해를 받을 수 있

기 때문이다. 연구자가 자신이 속한 사회의 가치에 영향을 받는다는 베버의

주장에 따르면, 학습자 역시 상상력의 유희와 주관적 합목적성을 발견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맥락에서의 가치 연관성을 가질 수도 있다. 그러나 이는 자

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과정일 뿐, 본 연구가 제안하는 개념 구성 방법의 1과

2단계에서 이를 전제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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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념형이 구성 계기 측면에서 주관적인 성격을 가지면서도 그 자체로

객관성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논리적인 측면에서 정합성과 일관성, 통일

성에 기초한 종합의 과정을 거쳤기 때문이다. 베버나 마르크스, 좀바르트

등 자본주의 정신에 대해 자신만의 이념형을 만들었던 학자들은 모두 자

신의 개념 체계 내에서 모순 없는 일관된 사고 과정을 거쳤을 것이다.

이에 대해 “이러한 논리적 정합성의 확보가 학생들에게는 어려운 일이

아닌가, 누구나 가능한가?”라는 문제 제기가 있을 수 있다. 이는 학생이

구성한 이념형의 체계 내에서 전제와 결론 간의 모순이 없는지 지속적인

질문을 던짐으로써 가능할 수 있으며, 수업 과정에서는 교사가 이러한

질문을 제기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마르크스가 자본주의의

원리를 자본가의 노동 ‘착취’에서 찾았다면, “노동력을 착취하지 않는 자

본주의가 가능할 것인가?, 노동자와 자본가의 계급이 전제되지 않는 자

본주의 사회도 존재하는가?” 등과 같은 질문을 생각해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런 질문은 논리적 사유를 통해 전제하고 있는 개념을 정교화할

뿐 아니라 동시에 구체적 대상과 실재에 대한 관심으로 이끌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고도의 일반성에 매여 개념 정의가 사실(fact)에 논의의

초점을 맞추는 것임을 알지 못하는 거대 이론가들에 대한 밀즈(Charles

Wright Mills)의 비판은 개념의 정합성을 고려할 때 유의할 점에 대해

시사하는 바가 크다. 밀즈는『사회학적 상상력』(1959)에서 구체적인 사

실과 문제를 배제한 채 추상적인 유형론만 만들어내는 거대 이론가들을

비판하며 ‘개념’ 숭배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사고에 도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지는 정신적 습관이 필요하다고 주장

하였다.

예를 들어, ‘자본주의’라는 용어를 사용할 때는 다음과 같이 질문해보아

야 한다. 자본주의는 단순히 모든 생산 수단을 사유(私有)하는 것인가?

또는 이 용어에 가격, 임금, 이윤을 결정짓는 기제(mechanism)로서 자유

시장의 개념까지도 포함되는가? 그리고 이 용어는 정의상 어느 정도까지

경제 제도는 물론 정치 제도에 대한 주장을 담았다고 가정할 수 있는가?

(C. W. Mills, 1959; 강희경·이해찬(역), 2004: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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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 밀즈가 강조하고자 한 것은 단어와 단어의 관계만을 고려할

것이 아니라, 용어가 실질적으로 함축하고 있는 복잡한 사실과 관계에

주목하여 불분명하게 사용되는 개념의 의미를 명확히 하라는 것이다(C.

W. Mills, 1959; 강희경·이해찬(역), 2004: 54). 개념의 논리적 정합성을

고려함에 있어 논리적인 모순이 없어야 한다는 것에만 치중할 경우, 자

칫 용어의 관계나 논리적인 체계화에만 주목하여 해당 개념의 실질적인

함의를 놓칠 수도 있다. 그러나 앞서 사변이 단순한 지적 유희가 아니라

실재와 접점을 가진다는 점을 지적했듯이, 논리적 정합성을 고려하는 것

은 단순히 논리적인 의미에서 모순이 없어야 한다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

는다. 물론 일관성이나 정합성을 따지는 과정은 논리적 사고를 요구하지

만, 그러한 정합성을 따지는 것조차도 현실적으로 유의미한 사실을 이해

하기 위한 것임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즉, 노동력의 ‘착취’로 자본주

의를 개념화한다면, ‘착취’를 단순히 사전적인 의미로만 이해할 것이 아

니라 그것이 갖는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의미에 대한 고민을 토대로 사변

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것이다.

4) 공통감에 기초한 사유의 확장을 통해 보편적 소통 가능성 확보

① 사유의 확장을 통해 공정한 소통의 가능성 확보하기

그 사람의 천부의 자질이 도달하는 범위와 정도가 제아무리 작다고 해도,

만약 그가 다른 많은 사람들이 마치 괄호 안에 묶이듯 묶여 있는 판단의

주관적인 사적 조건들을 벗어날 수 있어서, (그가 다른 사람들의 입장에

바꿔 서봄으로써만 규정할 수 있는) 보편적인 입장에서 자기 자신의 판

단을 반성한다면, 그러한 사유 방식은 그가 확장된 사유 방식을 가진 인

사임을 보여주는 것이다(Kant, 1790; 백종현(역), 2009: 320).

칸트는 우리가 공통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름다움에 대한 판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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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적이면서도 보편화에 대한 요구가 가능하다고 보았다. Ⅲ-2)에서 살

펴본 것처럼 이러한 공통감은 상식과 다르고, ‘박애(博愛)’나 ‘사랑’과 같

은 어떤 특정한 내용을 가진 감정으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도 아니

다. 그렇다면 공통감은 무엇이며, 개념 구성에 있어서 이것이 필요한 이

유는 무엇인가? 위의 인용문에서 드러나듯, 칸트가 말하는 공통감은 ‘사

유 방식’과 관련된다. 확장된 사유의 방식은 지식의 많고 적음이나 인식

능력의 정도와 관계가 없으며, 이를 통해 우리는 자신의 감정을 다듬을

수 있고, 다른 사람의 관점에 자신의 관점을 위치시킴으로써 보편적 관

점을 가질 수 있다(Mehmet Atalay, 2007: 50). 이처럼 확장된 사유 방식

은 타인의 지평에 서보는 것으로, 이는 취미판단의 첫 번째 계기인 ‘무관

심성’과도 관련되어 있다. 자신의 사적인 이해관계에 강하게 매여 있을수

록 타인의 지평을 상상해보는 것이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개념 구성과 관련하여 타인의 지평에서 사유하는 것이 중요한 첫 번째

이유는 주관적인 판단을 객관적인 것처럼 생각하는 환상과 오류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이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고정관념의 탈피가 어려운

이유 중의 하나는 자신이 어떤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고, 그것이 어떻게

해서 형성되었는지에 대한 의식 없이 특정 대상을 기존의 관념으로 쉽게

규정짓기 때문이다. 이 때 내가 가지고 있는 관념이 사실은 지극히 사적

인 이해관계나 주관적인 측면에서 만들어진 것인데, 이를 모른 채 마치

자신의 판단이 객관적인 양 생각하게 될 경우 자신만이 옳다는 생각에

빠져 타인에게 폭력적이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러한 환상은 개념 구

성의 측면에서는 그 자체로 잘못된 개념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다원적

개념 구성의 가능성을 가로막는 위험을 초래한다.

반대로 타인의 지평에서 사유하는 것은 자신도 모르고 있던 사적인 이

해관심을 자각하게 해주는 계기가 되며, 이해관심에서 비롯될 수 있는

특정한 목적이나 개념을 전제하지 않기 때문에 공정한 소통의 가능성을

열어줄 수 있다. 마치 롤즈가 정의의 원칙에 대한 공정한 합의를 위해

‘무지의 베일’을 씌운 것과 유사한 효과를 얻는 것이다. 우리들 각자가

타인의 관점을 고려하지 않고 자신의 관점에만 매여 있다면, ‘공정한’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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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은 고사하고 ‘소통’이라는 것 자체가 불가능할 것이다. 그런 점에서 타

인의 지평에서 자신의 판단을 반성하는 공통감은 개별적인 주관성과 서

로 다른 관점의 가능성을 인정하면서, 각자의 관점을 자발적으로 조율할

수 있는 다원적인 사회를 가능하게 하는 토대가 된다.

② 감성적 공통감을 토대로 보편적 수용 가능성 확보하기

칸트는 “경험적으로는 미적인 것이 오직 사회에서만 관심거리이다

(Kant, 1790; 백종현(역), 2009: 323).”라고 말하며 실제적으로 아름다움과

관련된 판단이 사회와 관련되어 있다고 본다. 사람들은 어떤 대상에 대

해 자기가 느낀 흡족함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싶어하고, 그 사람이 자

신과 동일한 흡족함을 느낄 것을 기대한다. 실제로 우리는 좋은 영화나

음악을 접하고 나면 다른 사람과 그 감상을 공유하고자 하고, 또 자신과

같이 흡족함을 느낄 경우 심미안(審美眼)이 있는 사람이라고 판단하는

경향이 있다. 이와 관련하여 아렌트는 판단의 힘이 다른 사람과의 소통

속에서 얻어지는 동의에 달려 있다고 주장한다.

판단의 힘은 다른 사람들의 잠재적인 동의에 달려 있고, 무언가를 판단

하는 과정에서 능동적으로 사고하는 과정은 순수한 추론처럼 나와 나

자신 간의 대화가 아니라 - 설령 혼자 마음을 정한다고 해도 -, 내가

결국에 어떤 동의를 얻어야만 한다고 알고 있는 다른 사람들과의 예상

된 의사소통 속에서 이루어진다. 이러한 잠재적 동의로부터 판단은 특

별한 타당성을 끌어낸다. 그것은 개인적으로는 잘 맞지만 공적 영역에서

는 모든 타당성을 결여하는, 사적인 의견일 때만 정당성을 갖는 특이성과

‘주관적인 사적 조건’으로부터 판단 그 자체를 자유롭게 해야만 한다는 것

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것은 개인적 한계를 초월하는 법을 아는 판단으

로서, 고립 속에서 기능할 수 없는 확장된 사고방식이다. 그것은 “누구

의 공간”에서 다른 사람의 현존을 필요로 하며, 그것이 고려해야만 하는

누구의 관점을 필요로 하며, 그리고 누구 없이 결코 조금도 작동할 기회

를 갖지 못한다(Arendt, 1961; Benhabib, 1988: 39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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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개념 구성과 관련하여 사유의 확장이 중요한 또 다른 이유는

사회과학적 개념이 주관적인 타당성이나 논리적 정합성을 확보하는 것을

넘어서 사회 내의 다른 구성원들과 공유하고 소통 가능한 것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는 공통감에 기초한 사유의 확장을 개념 구성 방법의 마지막

단계로 제시한 이유이기도 하다. 3단계에서 사변을 통해 논리적 정합성을

확보하게 되면 지적인 측면에서 합리적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충분해보일

수 있다. 그러나 논리적인 의미에서의 정합성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보편

적으로 수용되거나 소통 가능성의 근거가 되는 것은 아니다. 논쟁하는 많

은 개념들은 그들 각자의 개념 체계 속에서는 나름의 논리적 정합성을

가지고 있을 것이며, 어쩌면 파시즘과 같은 전체주의 역시 개인과 사회를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정합적으로 도출 가능한 이념일 수 있다.

그러나 수학이나 과학에서의 진리와 달리 사회적인 맥락에서는 논리적

정합성만으로 어떤 생각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실제로도 우리는 누군가

의 생각에 논리적인 모순이 없다고 해서 그것을 받아들이지는 않는다. 그

런 점에서 다른 사람을 설득하거나 보편적인 수용 가능성을 가지려면 지

성에 따른 공통감이 아니라 감성에 기초한 공통감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취미 판단의 원리로서 칸트의 공통감 개념이 더욱

중요성을 가진다. 같은 맥락에서 김영례(2012: 253)는 논증적 사고만으로

는 타자를 이해시킬 수는 있어도 설득시키기엔 역부족이라고 주장하며,

다양한 이해관계가 갈등하는 현대 사회에서는 자신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정당화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타자를 설득하는 힘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반성적 사고의 확대를 주장하며, 그 가

능성을 칸트의 공통감 개념에서 찾고 있다.

칸트의 공통감에 기초한 확장된 사유는 ‘사유(思惟)’라는 측면을 강조

할 경우 일견 지성과 관련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감성적인 측면에서 다

른 사람의 입장에 서보는 정서적 공감과 더 유사한 성격을 가진다. 칸트

역시 취미 판단의 공통감을 감성적/미감적(美感的) 공통감으로 칭하며

‘상식’으로 대변되는 건전한 지성, 즉 논리적 공통감과 구별하였다(K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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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0; 백종현(역), 2009: 321). 이러한 감성적 공통감에 기초한 확장된 사

유는『예루살렘의 아이히만』(1963)에서 아렌트가 ‘악의 평범성’을 언급

하며 강조했던 ‘사유’와 유사한 맥락이 있다. 아이히만은 논리적 사고력

이나 지성이 부족한 사람이라기보다 타인의 입장에서 생각해볼 수 있는

상상력이 부족한 사람이었을 것이다. 이러한 공통감에 기초한 확장된 사

유는 취미 판단에서뿐만 아니라 개념 구성을 포함한 많은 판단의 과정에

서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김광명(2014: 82)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감성의 활동을 통해 세상을 접

하고 인식하므로 취미 판단의 토대로서 공통감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공유하는 감각이며, 우리는 일상적 삶의 활동무대

에서 감정을 공유하며 공동체적 감각을 향유한다고 보았다. 그렇게 감정

을 공유하기 때문에 아름다움에 대한 판단은 (지성에 따르는) 개념 없이

도 보편적으로 전달 가능한 것이 되는 것이다. 이는 베버의 이념형이 내

적인 정합성을 넘어 문화적 의의와 사회적 맥락 속에서 가치 연관성을

가짐으로써 주관성에 갇히지 않고 객관성을 확보하는 것과 유사하다. 물

론 베버가 말한 문화적 의의와 가치 연관성이 감성에 기초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으나, 이념형을 만드는 사람 또한 그가 속한 사회의 구성

원이므로 ‘가치’ 측면에서 공동체적 감각에 의해 영향을 받을 것이기 때

문이다.

그러나 이와 같이 본다면, 개개인의 다양성이나 상상력에 기반한 자율

적인 판단은 사라지고 사회적인 맥락과 공동체성에 구속되는 것이 아니

냐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가다머는 유행과 취미를 구

분하며, 유행과 달리 취미는 공동체성에 종속되지 않고 오히려 적극적으

로 공동체성을 형성함으로써 자유의 우월성을 담지한다고 설명한다(정연

재, 2012: 109-110). 즉, 다른 사람의 지평에서 사유를 확장하는 경험이

사회적 분위기에 자신의 판단을 내맡기거나 군중심리에 따르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적절한

판단을 함께 만들고 이를 공유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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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개념 구성 능력을 함양하는 개념 학습의 실제

1. (재)구성을 필요로 하는 사회과교육의 개념들

개념 (재)구성의 필요성을 인정한다 해도, 교육과정의 모든 개념을 새

롭게 구성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다. 또한 우리가 학습하는

기존의 개념들이 모두 다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우리가 기존의 개념을 수용할 때, 이것이 하나의 고정된

관념으로 작용하는 것이 문제이지 특정한 개념의 잣대를 기준으로 현실

을 분석하고 평가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

그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며, 동시에 필요한 과정이다 -.

그렇다면 개념 구성에 중심을 둔 교수 학습 방안은 특히 어떤 개념에

적용되어야 하는가? 기존 개념에서 벗어나 새롭게 개념을 구성하는 시도

와 경험이 반드시 필요한 개념은 어떤 것인가?

본 연구에서는 1) 새로운 현상이 등장했을 때, 즉 해당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기존의 개념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2) 기존 개념의 적용이 차

별이나 배제, 사회갈등과 같이 현실적으로 중요한 문제를 초래하는 경우,

3) 다양한 가치와 의견이 존재하는 논쟁적 개념의 경우를 제시하고자 한

다. 첫 번째가 당면한 현상을 설명하기 위한 직접적이고 실제적인 필요

성 때문이라면, 두 번째는 더 좋은 혹은 더 바람직한 사회를 만들기 위

한 당위적인 필요성을 갖는다고 볼 수 있다. 마지막은 실제로는 앞의 두

가지 경우와 중첩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직접적, 당위적 필요성을

갖지 않는다 해도 동일한 현상을 설명하는 다양한 관점이 존재한다는 것

을 이해하고 직접 개념 구성을 경험함으로서 학습자가 다원적 가치를 인

정하고, 스스로 사고하는 능력을 길러준다는 점에서 교육적 차원에서의

필요성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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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기존의 개념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공유경제, 집단 지성, 3차적 관계 등 현재 우리가 익숙하게 사용하는

개념들은 비교적 최근에 새로운 현상의 등장과 함께 만들어졌다. 사회가

변화하면서 기존에 존재하지 않았던 사물이나 현상이 생겨나기도 하고,

원래 존재했으나 그 의미가 크게 강조되지 않던 현상들이 가치관이나 사

회 제도 등 다른 부분의 변화와 맞물려 중요성이 부각되기도 한다. 기술

의 발전이나 가치관의 변화 등으로 새롭게 나타난 현상은 기존의 개념으

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이 때 기존의 개념틀로만 현상을 바

라보려 할 경우, 새롭게 나타난 현상의 의미와 중요성을 간과할 위험이

있다.

예를 들면, 컴퓨터와 스마트폰의 보편화로 인터넷 사용이 일상적인 일

이 되면서 인간관계의 양상은 크게 달라졌다.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SNS)를 통해 얼굴 한번 본 적 없는 사람과 친구가 되기도 하고, 게임

을 통해 가상공간에서 만난 사람이 때로는 가족보다 더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기도 한다. 그렇다면 이러한 사회적 관계와 상호작용을 어떻게 설

명할 수 있을까? 물론 영화 <접속>(1997)에 나온 주인공들처럼 과거에

도 PC통신으로 연락을 주고받는 경우가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이러한

가상 공간에서의 관계를 일부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으로 여기기 어

려운 상황이다. 상당수의 사람들이 이러한 방식으로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이다. 어떤 경우에는 인터넷상에서의 인간관계가 실제 대면적인 인

간관계보다 더 커다란 비중을 차지한다. 게다가 이러한 관계가 실제로

다툼이나 갈등의 원인이 되어 심각한 사회 문제를 초래하기도 하면서 가

상 공간이 실제와 연결되기도 한다. 이처럼 가상 공간 속에서의 인간관

계가 증가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가? 이러한 변화가 초

래하는 문제점이나 시사하는 바는 무엇인가? 이러한 현상을 기존의 개념

에 비추어 본다고 생각해보자. 사회과교육에서 인간관계와 관련하여 학

습하는 기존의 개념은『사회·문화』교과서에 등장하는 ‘1차적 관계’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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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적 관계’이다. 1차적 관계가 친밀감을 바탕으로 한 전인격적인 관계맺

음이라면, 2차적 관계는 특정한 목적을 지향하는 수단적인 만남을 토대

로 한 공식적인 관계맺음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온라인상에서의 친구는

1차적 관계인 것일까? 온라인상에서 무척 친밀하게 사적인 이야기까지

다 나눌 수 있는 관계였지만, 실제로 만남을 가졌을 때 내가 상상하던

그 사람이 아닌 경우가 흔히 존재한다. 이 경우 이들의 친밀감은 가짜인

것인가? 그렇다고 해서 이를 2차적 관계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이처럼

새로운 인간관계의 양상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다른 관점에서의 접근, 새

로운 개념의 구성이 필요해진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는 온라인상에서의

관계를 ‘3차적 관계’라는 이름으로, 온라인상에서 시비가 붙은 사람들이

현실에서 만나 다툼을 벌이는 것을 ‘현피(현P: 현실과 Player Kill이라는

게임 용어의 합성어)라고 부르며 새로운 개념을 만들어왔다.

공유경제(sharing economy)와 같은 개념도 마찬가지다. 공유경제는 기

존 경제학 이론에 비추어본다면 낯선 현상이다. 『경제』과목에서 배우는

‘공공재’나 ‘공유 자원’은 무임승차의 문제나 생산량의 부족 문제를 초래

하는 것으로 설명되기 때문이다. 또한 ‘공유지의 비극’이라는 개념은 공

공의 재화가 낭비되거나 황폐화되는 경향이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개

념틀 속에서 에어비앤비(Airbnb: 집 공유)나 위키피디아(wikipedia: 지식

공유), 집카(Zipcar: 자동차 공유) 등의 등장 및 활성화는 설명하기 어려

운 현상이다. ‘공유경제’라는 용어는 미국의 법학자 로렌스 레식(Lawrence

Lessig)이 『리믹스』(2008)라는 책에서 상업 경제와 구분되는 것으로 ‘공

유경제’를 지칭하면서 최초로 사용되었다. 레식 교수는 인터넷이라는 공

간이 시간과 거리에 제약 없는 서비스를 만들어낸다는 점에 주목하였고,

무료로 운영되는 디지털 도서관이나 요리법을 공유하는 무료 사이트 등

을 예시로 제시하며 공유경제라는 개념을 만들어냈다.

이처럼 그것이 학문적으로 정교화된 개념이든, 아니면 단순한 언어적

조합이 사회적으로 수용되든 간에 실제로 사회 변화에 맞춰 늘 새로운

개념이 만들어지고, 수정된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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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 새롭게 만들어낸 개념이 현상이 담고 있는 의미를 잘 드러내는지

여부는 본 연구에서는 논외로 할 것이다. 온라인상에서의 관계가 가진

다양한 양상과 의미를 ‘3차적 관계’라는 개념이 충분히 드러낼 수 있는지

에 대해서는 이견이 존재할 수 있지만, 이는 두 번째 문제이기 때문이다.

설령 그 개념이 한계를 가진다 해도, 그러한 개념이 해당 현실을 설명하

는 유일한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든지 새로운 개념을 제안할

수 있으며, (베버의 주장처럼) 지속적으로 제안해야 하는 것이 우선적인

과제이다.

2) 기존 개념의 적용이 현실적으로 중요한 문제를 초래하는 경우

공공장소에서 흑인과 백인의 분리를 규정했던 미국의 짐 크로우 법

(Jim Crow Law), 장애인들의 권리 침해 논란을 낳고 있는 우리나라의

성년후견인제도, 게임 중독을 질병으로 분류한 세계보건기구(WHO)의

결정 등 때로는 기존의 개념이 차별, 배제, 권리 침해 등과 같은 현실적

으로 중요한 문제를 초래하거나 갈등의 쟁점이 되는 경우도 있다. 이러

한 문제를 민감하게 인식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개념

에 대한 상상이 요구되며, 실제로 인권, 평등과 같은 개념들이 지속적인

(재)개념화 과정을 거치면서 더욱 평등하고 자유로운 사회로 발전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예를 들면, 2013년 7월 기존의 금치산·한정치산제도를 폐지하고 등장

한 성년후견인제도42)는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민법 제9조)’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에서 만들어졌다. 기존의 금치산·한정치산 제도가 주

로 재산상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만 중점을 두었다는 것과 정신적으로 제

42) 금치산·한정치산제도와 성년후견제도는『정치와 법』과목의 민법 부분에서

주요한 개념으로 다루어졌으나, 2015개정 교육과정이 도입된 후 교육과정에

서 제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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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이 있는 당사자를 보호하는 것보다는 사회 전체의 거래 안전을 위한

제도라는 점에서 행위무능력자로 인정되는 사람의 자기결정권과 인권을

보호하기에 미흡하다는 비판이 제기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 성년

후견인제도 역시 완벽한 것은 아니다. 특히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국

가공무원법 제33조에 규정된 결격조항처럼 성년후견인의 각종 자격취득

과 직업 선택을 제한하는 것에 대해 꾸준히 문제를 제기해왔다. 더구나

2019년 6월 일본에서 피후견인에 대한 결격조항을 일괄 폐지하는 법률이

통과되면서 기존의 규정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거세지고 있다.43) 이

러한 문제에 있어서 기존의 제도나 규정, 그리고 그 속에 전제된 개념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지 않는다면, 특정인에 대한

불이익과 차별이 지속될 위험이 있다.

기존 개념에 대한 비판과 재구성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당장의 불

이익과 차별도 문제가 되지만 그러한 문제에 대해 점점 둔감해지고, 문

제를 문제로 인식하기 어려워진다는 점이 더욱 근원적이고 심각하다. 기

존의 개념이 고정관념으로 자리 잡게 되면서 문제시될 수 있는 상황들이

너무 당연하고 자연스럽게 여겨지는 것이다. 예를 들어, 짐 크로우 법이

시행되던 당시 미국인들 중 상당수는 흑인과 백인을 분리하는 것이 ‘자

유’와 ‘평등’이라는 민주주의의 근본적인 가치, 미국이라는 나라를 건립하

는 데 기본이 되었던 가치를 침해한다고 여기지 않았을 것이다. 오랜 세

월을 거치며 백인들에게 인종주의는 어색하다거나 부당하다고 느끼기 어

려운, 자연스러운 ‘문화’로 자리 잡았을 가능성이 크다. 그들은 흑인을 자

신들과 동등한 인격을 가진 ‘인간’으로 보지 않고 재산의 일부로, 물건처

43) 2019. 10. 10. 장애인신문 기사. 국회입법조사처의 발표에 따르면 2019년 6

월 일본에서는 성년후견인이 선임된 피후견인에 대해 각종 자격 취득과 직업

선택을 가로막는 결격 조항을 일괄 폐지하는 법률이 국회를 통과했다. 그러

나 우리나라의 경우 개별 법률 약 300여개에 피후견인이 특정 자격을 취득하

거나 특정 직업을 갖는 것이 원천적으로 차단되는 조항이 존재한다. 장애우

권익문제연구소는 이와 같은 조항이 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음을 지적하며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http://www.welfare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71097.(검색일:

2019. 1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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럼 규정했기에 짐 크로우 법을 차별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

러나 1955년 로자 파크스(Rosa Parks)가 버스 내 백인 좌석에 앉아 자

리를 비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체포된 것을 계기로 “분리되어 있지만 평

등하다(separate but equal).”는 식의 사고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확산되었다. 이는 흑인 민권 운동으로 이어져 1964년 린든 존슨 정권에

서 민권법을 제정하며 짐 크로우 법은 폐지되었다. 짐 크로우 법은 그

자체로 개념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여기에는 당시 미국인들이 ‘평등’이

라는 개념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는지가 반영되어 있다. 법과 제도, 정

책은 개념과 동의어는 아니지만 각각의 법과 제도에는 특정한 개념이 전

제되어 있으며, 개념에 대한 비판과 재구성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잘

못된 법과 제도 역시 개선되기 어렵다. 만약 흑인을 규정하는 기존의 관

념과 평등의 의미를 비판적으로 바라보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현재 우리

의 가치관으로는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버젓이 남아 있거나, 적어도 더

오랜 기간 흑인들을 괴롭혀왔을 것이다. 개념은 사회변화의 결과로 변화

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이처럼 사회 변화를 이끄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설령 새로운 개념의 (재)구성이 기존 제도의 폐지와 같은 전면

적인 변화나 문제 해결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해도, 현상을 다르게 볼 수

있는 관점을 제공함으로써 문제를 문제로 의식하게 해주고 우리의 시야를

넓혀준다는 점에서 충분히 의의가 있다. 다수의 사람들이 성년후견제도가

여전히 필요하고 결격조항이 유지되어야 한다고 결론을 내릴지라도, 그러

한 결론을 내리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문제를 고민해보는 것과 아닌 것은

전적으로 차원이 다른 경험이다. 미국인들이 당장 짐 크로우 법을 폐지하

지 않았다고 해도, ‘평등’에 대해 다른 관점에서 생각해볼 수 있다는 것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와는 다른 세계, 더 나은 세계를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처럼 개념은 사람들이 의식

하지 못했던 문제를 의식하게 해주고 명료하게 해줄 뿐 아니라 그 대안

을 모색하는 데도 도움을 준다. 예를 들어 ‘독재’나 ‘권위주의’라는 개념

을 생각해보자. 특정한 사람이 정치 권력을 장악하고 자기 마음대로 통

치하는 상황에 대해 우리가 문제의식을 느끼고 개념을 정립하기도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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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이런 개념을 구성해냄으로써 그동안 문제라고 느끼지 못했던 것을

새롭게 바라볼 수 있게 된다. 또한 반대 개념으로서 ‘민주주의’를 그려냄

으로써 대안적인 정치 형태를 구상할 수 있는 것이다.

3) 다양한 가치와 의견이 존재하는 논쟁적 개념의 경우

민주주의, 자유, 평등, 정의, 행복 등 사회과의 많은 개념들은 가치와

연관되어 있고, 어떤 가치를 중시하는가에 따라 논쟁적인 성격을 가진다.

그러나 이러한 개념들이 교과서나 교육과정에서는 충분하게 논쟁적으로

가르쳐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물론 수업 시간이나 교과서의 분량, 평가

의 어려움 등 현실적인 문제로 이를 다 논쟁적으로 다루기 어렵다는 점

은 인정한다. 그러나 적어도 해당 개념이 논쟁적인 성격을 가진다는 점

에 대해서 분명히 하고, 어떤 식의 논쟁이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 알

려줄 필요가 있다. 1976년 서독의 정치교육학자들이 토론 끝에 정립한

보이텔스바흐 합의(Beutelsbacher Konsens)는 ‘① 강압 금지(강압적인

교화나 주입 금지), ② 논쟁성에 대한 요청(수업시간에도 실제와 같은 논

쟁적 상황을 드러낼 것), ③ 이해관계 인지(정치적 상황과 자신의 이해관

계를 분석하고 자신의 이해관계에 비추어 정치적 상황에 영향력을 행사

할 수 있을 것)’라는 세 가지 원칙을 토대로 교실 내에서 논쟁성을 살릴

것을 강조하였다(심성보 외 3인, 2018: 23-24).

논쟁적인 개념을 논쟁적으로 다루는 것은 개념의 (재)구성과 어떤 관

련이 있는가? 우선 동일한 대상이나 현상에 대해 여러 개념적 논쟁이 존

재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은 그 자체로 절대적이고 유일한 개념이 존재

하지 않는다는 것을 드러낸다. 동시에 개념이 특정한 가치나 사회적 맥

락과 연관되어 형성된다는 점도 보여준다. 보통 우리가 교과서나 교육과

정에서 배우는 개념이 주류의 입장을 반영한 것인 만큼, 개념의 논쟁적

성격을 살리는 것은 주류적 관점을 비판할 수 있게 할뿐 아니라 대안적

개념이 존재한다는 것, 그것을 넘어 새로운 개념의 모색이 가능하다는

것을 무엇보다 확실하게 보여주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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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왜 논쟁적인 개념은 특히 개념의 (재)구성을 필요로 하는가?

개념의 다양성을 알려주는 것이 목적이라면, 정의를 가르치면서 노직

(Nozick)의 정의관이나 롤즈(Rawls)의 정의관처럼 논쟁적인 개념의 내용

그 자체를 가르쳐주는 것으로 충분한 것 아닌가? 기존에 존재하는 논쟁

적 개념을 습득하는 데 그치지 않고 스스로 개념을 구성해보는 경험이

필요한 이유는 그것이 실제 사회속의 논쟁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을 뿐

만 아니라, 다양한 논쟁적 개념을 알고 있다고 해도 구체적인 상황 속에

서 이를 단순히 적용하는 것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

가 접하는 구체적인 현상은 훨씬 더 복잡하고 특수한 상황이 얽혀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래서 논쟁적인 개념을 충분히 습득하는 것도 중요

하지만, 실제로 구체적인 현상에 대해 자신이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가

더욱 중요해진다.

예를 들어 영화 <칠드런 액트(The Children Act)>(2018)의 주인공 피

오나 판사가 놓인 상황을 생각해보자. 그녀는 심각한 생명의 위협을 받

는 상황에서 종교적인 이유로 수혈을 거부하는 소년에게 강제로 수혈 조

치를 할 것인가 여부를 두고 판결을 내려야 한다. 영국의 아동법은 무엇

보다도 ‘아동의 복지’가 중요하다고 규정하고 있었지만, 실상 그 ‘복지’가

무엇이며, 이 상황에서 구체적으로 무엇이 아이의 복지인지를 판별해내

야 하는 것은 그녀 개인의 몫이다. 복지가 자율적 존재로서 자기결정권

과 존엄성을 존중하는 것이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생명을 살

리는 것이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입장은 모두 어느 한

쪽이 옳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논쟁적인 개념이 논쟁적인 것은 - 우리가

구체적인 삶 속에서 어떤 판단을 내려야 하는 특정한 상황에 놓이게 된

다면, 어쩌면 대부분의 개념은 논쟁적인 것이 될 것이다. - 바로 이렇게

어느 하나가 분명하게 더 옳다고 말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 순간, 실제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어떤 판결을 내릴 것인가, 즉 해당 아동의 복지가

무엇인가에 대해 개념을 정의해야 하는 사람은 판단에 직면한 판사 개인

이 된다. 그러한 판단은 일반적으로 주어진 개념으로서 ‘복지’의 의미를

아는 것, 복지를 둘러싼 논쟁적인, 다양한 개념 정의들을 아는 것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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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부족하다. 주어진 상황에 대해 일반적인 개념이 설명해줄 수 있는 것

은 별로 없기 때문이다. 그녀는 자기 결정권과 생명의 가치 사이에서 고

민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이 아이가 처한 특수한 상황에서 그것이 갖는

의미가 더욱 중요하다44). 결국 우리는 구체적이고 특수한 상황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매순간마다 그러한 특수를 포섭할 수 있는 보편으로서 개

념을 스스로 찾아가야 하며, 개념을 구성하는 능력은 바로 이러한 판단

을 위해 필요하다.

2. 구성 중심 개념 학습 단계

이 장에서는 개념 구성 능력을 기르기 위한 구체적인 개념 학습 단계

로서 <표 10>을 제안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개념 학습 방

안이 학습자가 개념 구성 능력을 이미 갖추고 있어야 실행 가능한 것처

럼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개념 구성 능력은 교실 수업에서 실제적인

개념 구성의 경험을 통해 길러지는 것으로, 개념 학습의 결과로서 달성

되어야 할 목표임을 명확히 하고자 한다. 개념 구성 능력이 없는 학습자

가 어떻게 다음의 단계에 따라 개념 구성을 제대로 해낼 수 있는가에 대

해서 의문을 가질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완벽한 개념을 만들어야 한다

는 부담을 내려놓는다면, 새로운 개념을 상상해보는 시도가 가능할 것이

다. 그리고 이러한 시도와 경험이 축적되면서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대상

44) 영화 속에서 판사는 소년 A가 종교적 교리와 자신이 처한 상황을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지, 병원의 청구가 기각되어 수혈을 하지 않을 경우 발생할 상

황을 제대로 인지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판결을 미루고 소년을 직접 찾

아갔다. 진정으로 자유로운 선택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중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극중 그녀는 “신앙과 치

료를 거부하는 개인의 권리를 존중하지만 이번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A의

존엄성보다 A의 생명”이라고 판결했다. 여기에서 그녀는 주어진 보편으로 특

수를 포섭하는 규정적 판단을 내린 것처럼 보이지만, 쉽게 판단할 수 없는

특수한 하나의 사건에 대해 이를 포섭할 수 있는 원칙을 스스로 찾아냄으로

써 규정적 판단에 앞서 반성적 판단을 내린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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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교수학습활동 의의

1

단계

문제 상황

인식

불확실하고 모호한 대상이나

문제 인식하기

개념 (재)구성의

동기 유발

2

단계

기존의

개념

검토

① 기존 개념에 전제된 인과

관계 인식하기
기존 개념의 한계와

자신의 고정관념을

인식하는 계기

② 기존 개념의 포섭 가능성

검토하기

③ 기존 개념의 바람직성 검

토하기

3

단계

(기존)

개념에

대한

새로운

상상

은유를 통해 대상의 의미를

드러낼 수 있는 특성을 찾아

보고, 스스로 중요하다고 생각

하는 것 선택하기

상상력의 자유로운

유희를 통해 다양한

개념상을 그려보고,

자신에게 의미 있는

것을 찾음

4

단계

합목적성과

논리적

정합성

검토

① 선택한 특성으로 대상을

개념화하는 주관적인 근거

찾기

(주관적) 합목적성을

고려함으로써 주관적

타당성 확보

② 선택한 특성으로 대상을 개

념화하는 논리적 체계 구성

하기

사변(speculation)을

통해 논리적 정합성

확보

5

단계

문제상황의

의미에

대한

잠정적

해석 공유

스스로 구성한 개념을

토대로 대상의 의미를

해석하여 공유하기

공통감에 기초한 소통,

상호주관적 타당성

확보

의 새로운 측면을 바라볼 수 있으며, 개별적이고 특수한 것에 대한 관심

을 놓지 않으면서도 보편적인 개념을 모색해볼 수 있을 것이다.

<표 10> 개념 구성 능력 함양을 위한 사회과 개념 학습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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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단계: 문제 상황 인식

반성적 판단력이 작동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자, 첫 번째 단계는 이해

불가능한 대상(현상) 혹은 문제 상황에 직면하는 것이다. 우리가 현재의

인지적 개념 틀 내에서는 이해되지 않는 대상을 마주하고 당혹스러움을

느낄 때, 이를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자 노력하며 탐구가

시작되고 상상력이 발휘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어떤 현상을 접할 때

개념을 새롭게 구성하려는 동기가 유발될 수 있을까? 본 연구에서는 ①

적절한 수준의 혼란을 제공하고, ② 실제성을 가지고 있으며, ③ 개인적·

사회적으로 의의가 있어야 한다는 세 가지 조건을 중심으로 문제 상황을

살펴볼 것이다. 이 문제 상황은 개념 구성을 위한 수업에서 교사가 학습

자에게 제공해야 하는 것으로, 세 가지 조건은 학습자의 인지적 수준과

경험, 개인적·사회적 의미 측면과 관련된다.

① 적절한 수준의 혼란스러움을 제공하는 문제

첫째로, 적절한 수준의 불확실성이나 혼란을 제공하는 대상이나 문제

여야 한다. 우리가 직면하는 다양한 현실(특수)이 기존의 개념(보편)으로

충분히 설명 가능할수록, 그리고 그 개념이 분명할수록, 우리의 창조성이

나 상상력이 발휘될 여지는 거의 없다. 그리고 이 경우에는 규정적 판단

력을 발휘하여 해당 사례를 개념에 포섭하여 이해하는 것이 크게 문제되

지 않을 수 있다. 그러므로 상상력을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현재 알고 있

는 것으로는 설명 불가능한, 낯선 문제에 대한 인식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 과정에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지? 이것은 무엇이라고 해야 할까?”

와 같은 의문이 제기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알 수 없는 대상을 접한다고 해서 언제나 생산적 상상력이 발

휘되는 것은 아니다. 한편으로는 너무 막막하고 완전히 미지의 대상이나

문제 상황을 마주한다면 호기심을 갖고 탐구하기보다 완전히 혼돈 속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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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져 상상력을 발휘할 여지가 사라질 수도 있다. “우리가 추구하는 것을

이미 알고 있다면 우리는 배우거나 탐구하지 않는다. 우리가 알지 못한

다면, 무엇을 찾아야 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탐구할 수 없다

(Dewey, 1910; 정회욱(역), 2011: 129).”라는 듀이의 말이 이를 잘 드러내

준다. 우리의 사고 수준에 비해 너무 어렵거나 기존의 인지 틀 내에서

연결고리를 찾을만한 것이 아무 것도 없는 지나치게 낯선 것을 마주할

경우 지적 호기심이나 상상력이 자리하기 전에 포기하는 경향을 보이기

쉽다. 따라서 주어지는 대상이나 문제 상황은 너무 명확하지도 너무 모

호하지도 않은, 적절한 수준45)의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개념 학습의 본래 목적은 상상력이나 창의성을 기르는

것이 아니라 사회 현상을 체계적으로 이해하는 데 있다고 반박할 수도

있으며, 본 연구자 역시 그러한 주장에 동의한다. 그러나 구성 중심의 개

념 학습에서 다소 당혹스러운 문제를 제기함으로서 상상력을 촉진시키는

것은 상상력 그 자체에 목적을 둔 것이 아니라, 기존 개념이 현상을 충

분히 설명하지 못할 경우 현실 속의 문제를 해결하거나 사회 현상을 이

해하기 위해 개념에 대한 탐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② 실제성을 가진 문제

상상력의 유희가 무의미한 놀이나 장난이 되지 않기 위해서 학생들이

마주하는 대상이나 문제 상황은 실제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실제성은

일반적으로 삶과 연관성을 가져야 한다는 것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실제

적인 것이 반드시 당장의 이해관심이나 필요, 직접적인 감각의 대상과

연관되어야 함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실제성을 잘못 이해하면 학생들이

45) 여기에서 ‘적절한 수준’이라는 표현이 모호하게 들릴 수 있다. 문제 상황의

불확실성이 갖는 적절성에 대해 양적인 기준을 제시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적어도 학생들이 해당 문제와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경험이나 지식

을 가지고 있거나, 구체성이 높은 상황이나 자료를 제시함으로써 관련된 개념의

연결고리를 찾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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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물 대상을 접하게 하거나 실제로 어떤 활동에 직접 참여하게 하면 그

자체로 탐구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이것은 일시적

인 흥미를 끌 수는 있을지 몰라도 유기적인 전체로서 ‘하나의’ 경험46)이

되기 어려우며, 잡다한 체험만 한 채 무의미하게 끝나버릴 가능성이 크

다. 상상력도 마찬가지로 이런 저런 공상만으로 끝나기 쉽다.

칸트의 반성적 판단은 우리에게 주어진 대상을 수동적으로 인식하고

수용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인 주체로서 대상을 새롭게 해

석하고 의미를 부여하는 역할, 대상에 대해 지속적으로 재(再)개념화할

것을 요구한다. 실제성이 없는 대상이나 문제는 나와 대상과의 관계가

없거나, 그러한 관계가 보이지 않는 것으로 설령 대상을 지각하고 어떤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를 남기지 않

는다. 예술 작품을 예로 든다면, 그러한 예술 작품은 눈으로 보았다고 해

도 감상을 했다고 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훌륭한 시(詩), 그림, 영화라고

일컫는 예술작품을 상상해보자. 좋은 예술 작품은 우리의 삶과 유리되어

박물관이나 미술관 속에 전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삶의 조

건이나 경험을 보여주고, 우리 삶과 작품과의 관계, 나와 대상과의 관계

를 드러내는 것이다.

대상이 실제성을 결여하고 있는 경우에도 순수하게 지적인 사고 과정

을 통해 반성적 판단이 이루어지고 상상력이 발휘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칸트의 취미 판단은 질적인 면에서 논리적

인 것이 아니라, 미감적/감성적인 것이다. 실제성을 결여한 대상에게서

감성에 기초한 상상력이 발휘되기란 어려울 것이며, 듀이가 말한 것처럼

46) 듀이는『경험으로서 예술』에서 미적 경험의 전형으로서 ‘하나의 경험(an
experience)’이라는 개념을 제시한다. 경험을 구성하는 다양한 요소들이 경험

의 최종 결과 속으로 통합되어 하나의 통일된 전체를 이룰 때, 우리는 ‘하나

의 경험’을 하게 되며, 듀이는 하나의 경험으로서 지적 경험은 심미적 성질을

갖는다고 본다. 하나의 예술 작품은 서로 구별되는 다양한 행위, 사실, 사건

들로 구성되지만, 그것이 하나의 작품이 될 수 있는 것은 다양한 요소들이

유기적으로 통합되어 있으면서도 동시에 고유한 성격을 그대로 지니기 때문

이다(Dewey, 1934; 박철홍(역), 2016: 9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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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 경험도 탐구가 실제로 수행되는 사태를 살펴보면 지적인만큼 정서

적이며, 동시에 의지적이고 목적적이다(Dewey, 1910; 정회욱(역), 2011:

92). 따라서 학생들에게 제공되는 대상이나 문제 상황은 이러한 측면에

서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실제성을 가져야 한다.

③ 개인적․사회적 의의가 있는 문제

낯선 대상이나 문제를 통한 새로운 개념의 구성 및 문제 해결은 개인

과 사회에 유의미한 것이라야 한다. 단순히 사고 실험이나 상상력의 훈련

을 위해서 새로운 현상이나 가상의 문제 상황을 제시하는 경우가 있다.

앞서 언급한 두 가지 조건, 즉 적절한 수준의 불확실성과 실제성을 갖춘

방식으로 문제 상황을 제시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대안을 택할 수

도 것이다. 그러나 반성적 판단의 과정은 단순히 상상력을 기르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우리 앞에 주어진 어떤 대상이 가진 의미를 드러내는 데

그 의미가 있다. 그러므로 제시되는 대상이나 문제는 우리가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자신이 의미 있다

고 여기는 것, 가치 있다고 여기는 문제나 대상이 아니라면 결과적으로

산출되는 개념이나 문제 해결의 무(無)의미성은 둘째로 하더라도 상상력

의 유희를 시도하려는 동기 자체가 생기기 어렵다. 사실 주어진 개념으로

대상을 포섭하거나 분류하는 것에 비해 새로운 보편을 찾아가는 반성적

판단은 훨씬 더 복잡하고 어려운 과정이다. 그 과정에서 대상을 포섭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가능성을 그려보는 상상력의 유희, 말 그대로 즐겁게

상상력이 노니는 그런 상황은 그것이 지적 호기심이든 실제적인 필요든

간에 대상에 대해 알고자 하는 강력한 마음의 동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주관적으로 의미 있다고 여기는 문제나 대상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으며, 교사가 다수 학습자의 관심사를 모두 알고 다 반영한다는 것

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다. 하지만 베버의 문화 의의와 가치 연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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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알 수 있듯이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문제나 현상은 그 사회에 속해

있는 구성원으로서 개인의 삶에도 의미를 가지게 된다. 비록 명시적이고

직접적인 연관성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가 자신을 하나의 고립된 존재

가 아니라 사회 내 존재로 바라볼 수 있다면 사회적인 것과 개인적인 것

간의 연결 고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교사가 개념 구성을 위해 학습자

에게 제공하는 문제 상황이 개별 학생 각각의 관심사나 가치관을 반영해

줄 수는 없지만, 사회적으로 유의미한 현상들이 우리의 삶과 어떤 식으로

관련되어 있는지를 의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은 가능할 것이다.

2) 2단계: 기존의 개념 검토

반성적 판단은 현상을 포섭할 수 있는 보편이 없는 데서 출발하기 때

문에 기존의 개념이라는 것 자체를 전제하지 않는다. 만약 이러한 특정

개념을 전제하게 된다면 상상력이 이 개념에 종속될 위험이 있기 때문이

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가 접하는 많은 대상들은 특정한 내용으로 개념

이 정의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많은 개념을 습득한

상태이다. 그렇다면 보편이 주어져 있는 것과 같으므로 반성적 판단이

불가능한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본 연구자는 우리가 이미

많은 개념 속에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반성적 판단을 하기가 어려운 것

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불가능한 것은 아니며, 오히려 그렇기 때

문에 더욱 더 반성적 판단이 요구된다고 생각한다. 기존의 개념이 존재

한다 할지라도 그것에 매몰되지 않고, 기존의 개념에서 벗어나 마치 주

어진 보편이 없는 것처럼 사유하고 상상함으로써 대상의 새로운 의미를

찾으려는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존의 개념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을 요구한다고 해서 기존 개

념을 가볍게 여겨도 된다는 뜻은 아니다. 오히려 대상과 관련된 기존 개

념을 깊이 있게 이해하는 것은 개념 (재)구성을 위해 매우 중요한 학습

단계이다. 주어진 개념이 탄생한 배경과 의도 등에 대해 깊이 이해함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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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써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해당 개념이 차지하는 의미와 관계를 인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기존 개념에 대한 이해와 이를 토대로 한 비판

적 검토는 기존 개념의 한계와 자신의 고정관념을 인식하는 계기가 되기

때문이다. 또한 우리가 완전한 무(無)에서 유(有)를 창조하는 것이 아닌

이상 기존 개념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전제될 때 이를 토대로 새로운 개

념에 대한 상상 또한 다채로워진다. 2단계의 기존 개념 검토는 ‘① 기존

개념에 전제된 인과 관계 인식하기, ② 기존 개념의 포섭 가능성 검토하

기, ③ 기존 개념의 바람직성 검토하기’라는 다음의 3가지 과정으로 이루

어진다.

① 기존 개념에 전제된 인과관계 인식하기

우리는 어떤 대상을 마주했을 때 머릿속에 있는 인지적 도식을 활용하

여, 즉 이미 알고 있는 개념을 활용하여 그 대상을 파악하고자 한다. 그

리고 이 때 규정적 판단력의 포섭작용이 이루어진다. 그러나 주어진 보

편을 단순히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해당 보편이 적절한지

아닌지 판단하고 새로운 보편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주어진 보편이 어

떤 맥락적 배경과 의도에서 만들어졌는지 해당 개념의 합목적성, 즉 개

념에 전제되어 있는 목적과 인과관계를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예를 들

어 ‘자본주의 정신’과 ‘관료제’, ‘합리성’이라는 개념을 생각해보자. 이러한

개념들이 베버가 살던 시대적 배경과 베버의 특정한 문제의식에서 만들

어진 것인지 알지 못한 채 구체적인 상황을 초월한 보편적 개념으로 주

어진다면 학습자는 이 개념들이 원래 보여주고자 의도한 것들을 제대로

보여주고 있는지, 달라진 상황이나 환경에서 적절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

하기 어렵다. 어떤 개념이 만들어질 때, 그 개념은 아무런 맥락이나 관

심, 의도 없이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어진 개념을 받

아들일 때는 해당 개념이 만들어진 의도와 맥락, 즉 이 이 개념을 통해

현실의 어떤 측면을 설명하고자 하였는지를 알고 있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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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기존 개념의 포섭 가능성 검토하기

해당 개념의 배경과 의도를 파악하는 것과 더불어 그러한 개념이 현재

에도 적절한지 판단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 때 주어진 개념의 적절성

에 대한 판단은 두 가지 측면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 그 중 하나는 기능

적 측면에서 ‘해당 개념이 현실 속 다양한 사례를 충분히 포섭할 수 있

는가?’라는 질문과 관련된다. 이는 예를 들면 ‘기존의 가족 개념이 새로

운 형태의 가족이 갖는 의미를 설명할 수 있는가?’, ‘협동, 경쟁, 갈등으

로 대표되는 기존의 사회적 상호작용에 대한 개념이 서로 모르는 사람들

간에 공통의 목적도 없이 이루어지는 공유경제와 같은 상호작용을 설명

할 수 있을까?’와 같은 질문을 제기하는 것이다. 보편적인 하나의 개념을

전제한 채 특수한 사례들이 그 개념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확인한다는 점

에서, 이 질문에서 요구되는 합목적성은 객관적 합목적성인 동시에 베버

의 ‘목적 합리성’과 유사한 성격을 가진다. 베버는 “목적, 수단 그리고 부

수적 결과가 모두 합리적으로 숙고되고 서로 견주어질 때 목적 합리적”

이라고 설명한다(전성우, 2006: 53). 이는 목적 그 자체에 대한 성찰이

아니라 주어진 목적, 즉 궁극적으로 도달해야 할 결과를 고려하며 목적

을 달성하는 수단을 선택하는 것과 관련된다. 그러므로 기능적인 면에서

의 포섭 가능성을 묻는 것은 특수보다 보편을 중시하는 것이라 할 수 있

으며, 특정 개념을 전제한다는 점에서 규정적 판단력을 요구한다. 그러나

이러한 물음의 결과 주어진 개념으로 포섭되지 않는 사례, 즉 구체적이

고 개별적인 문제 상황에 대한 인식은 새로운 개념 구성의 시작인 동시

에, 특수의 의미를 모색하는 반성적 판단력의 작용을 가능하게 한다.

③ 기존 개념의 바람직성 검토하기

기존 개념의 적절성과 관련하여 또 한 가지 검토해야 할 것은 가치의

측면에서 ‘해당 개념이 바람직한가?’라는 질문과 관련된다. 이는 해당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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념이 부당한 차별이나 배제, 억압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지 않는지를

묻는 것이다. 예를 들어 ‘빈곤’ 개념을 생각해보자. 빈곤을 절대적인 의미

에서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생활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상태로 정의할 경

우, 빈곤 정책의 대상은 훨씬 적어질 것이다. 또한 대다수의 국민이 의식

주의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선진국에서는 빈곤 문제에 대한 관심이 줄

어들고, 상대적 박탈감 같은 것은 문제로 여겨지지도 않을 것이다. 빈곤

정책의 내용 또한 인간으로서 품위 있는 삶이나 문화적 권리 등에 대한

고려 없이 의식주와 같은 기본적인 욕구를 지원하는 데 그칠 가능성이

크다. 즉, 현대 사회에서 빈곤을 ‘절대적’인 의미로만 규정하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상대적 빈곤 그 자체는 보편적으로 존재하

는 사회 현상일 수 있지만, 이를 어떻게 규정하는가는 가치나 해당 현상

을 바라보는 관점, 빈곤에 대한 개념 규정과 관련되어 있다. 그래서 어떤

사회에서는 동일한 현상이 사회 문제로 인식될 수도 있고, 또 다른 사회

에서는 아무런 문제로 인식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다.

기존 개념의 바람직성을 검토한다는 것은 주어진 개념에 내재된 가치

나 목적 등에 종속되지 않고, 우리가 추구해야 할 가치가 무엇인가에 대

해 생각해보는 것으로 이 단계에서 요구되는 합목적성은 형식적 합목적

성인 동시에, 베버의 ‘가치 합리성’과 유사한 성격을 가진다. 베버는 “예

상되는 결과를 고려하지 않은 채, 자기에게 명령된 것이라고 생각되는

의무, 위엄, 미, 종교적 소명, 경건 또는 이와 유사한 어떤 중요한 ‘대의

(大義)’에 대한 확신에 근거한 행위를 가치 합리적”이라고 설명한다(전성

우, 2006: 53). 목적 합리성이 일정한 목적의 틀 내에서 그 목적을 달성

하는 데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 무엇인가를 고려하는 것이라면, 가치 합

리성에 대한 요구는 ‘궁극적으로 추구할 만한 목적은 무엇이어야 하는

가?’라는 물음을 던짐으로써 현재 추구하고 있는 목적의 바람직성을 성

찰할 수 있게 해준다.

가치 측면에서 기존 개념의 적절성, 즉 개념이 전제하는 목적의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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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성을 묻지 않는다면 현재 개념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나 모순이 가려

진채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개념의 적절성 판단하기’에서 핵심은 포섭가

능성 여부보다 가치 측면에서 개념의 바람직성을 묻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법치주의(法治主義) 개념을 생각해보자. ‘법에 의해 통치한다.’라

는 이 개념은 현재 교육과정에서는 형식적 법치주의와 실질적 법치주의로

구분된다. ‘형식적 법치주의’는 법 제정 및 적용 과정에서 정해진 법적 절

차를 따른다는 의미이며, ‘실질적 법치주의’는 형식적 법치주의를 포함하되

판단의 기준이 되는 법 자체의 내용적 정당성도 함께 보장되어야 함을 의

미한다. 기능적 측면에서의 포섭가능성만을 염두에 둔다면, 형식적 법치주

의 개념을 법치주의 일반의 개념으로 이해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법의

내용이 정당하냐 부당하냐를 묻지 않고, 법적 절차나 주어진 법 규정을 따

르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오히려 개념 하에 포섭할 수 있는 대상의 외연

은 더 넓어진다. 그러나 독일의 수권법(授權法)처럼 정부, 즉 당시 지도자

였던 히틀러에게 막강한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파시즘을 가능하게 하는 법

을 생각해보자. 이러한 법은 형식적 법치주의 개념 하에 포섭되기 때문에

형식적 법치주의라는 개념적 틀에서는 그것이 가진 문제점이 잘 드러나지

않는다. 그러나 이러한 개념의 적절성에 대한 반성의 결과 법치주의에 대

한 재개념화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생겨났고, 법 내용의 정당성까지 요구하

는 실질적 법치주의 개념이 등장하게 된 것이다.

이처럼 반성적 판단력은 상상력의 유희를 통해 가상적이지만, 새로운

보편을 만들어봄으로써 기존의 개념이 가지고 있던 한계나 억압성, 권력

관계를 보여줄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김상현(2009: 171-172)은 칸트 미

학의 자율성이 아도르노나 마르쿠제의 주장처럼 진리나 이데올로기라는

명목 하에 은폐되어 있는 현실의 불합리함을 가상(상상)을 통해 드러내

는 비판적인 원리가 될 수 있다고 해석하였다. 또한 사회과교육의 중요

한 교육 목표 중 하나인 비판적 사고를 “해석, 분석, 평가 및 추론을 산

출하는 의도적이고 자기 규제적인 판단이며, 동시에 그 판단에 대한 근

거가 제대로 되어 있는가, 개념적, 방법론적, 표준적 또는 맥락적 측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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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민주주의’ 개념에 대한 상상

•민주주의는 선거다.

선거는 서로 자기 공약을 내세우고, 그 중 많은 사람들의 표를 얻

은 사람이 당선된다. 또한 유권자는 투표에 참여하여 스스로 의사

결정을 내린다. 민주주의 역시 각자가 서로 다른 자신의 의견을 드

러내고 많은 사람들의 동의와 지지를 얻은 사람이 권력의 정당성을

가진다.

•민주주의는 대화다.

민주주의는 물리적 힘이 아니라 소통과 설득에 기초한 대화를 통해

의사결정을 내린다.

은 제대로 고려하고 있는가에 대한 설명을 산출하는 의도적이고 자기 규

제적인 판단(The American Philosophical Association, 1990; 김영례,

2012: 255에서 재인용)”으로 이해할 경우, 반성적 판단을 통해 개념의 적

절성을 판단하는 것은 비판적 사고력을 길러주는 것과도 관련된다.

3) 3단계: (기존) 개념에 대한 새로운 상상

세 번째는 새로운 개념을 구상하는 단계로서 상상력의 유희가 교수학

습활동의 핵심이 된다. 이 과정에서 학생들은 자유롭게 상상력을 발휘하

여 다양한 개념상을 그려보고 스스로 가장 중요하고 의미 있다고 생각되

는 것을 선택하게 되는데, 이는 베버가 이념형을 구성하는 과정으로 제

시했던 ‘추상화’와 유사한 성격을 가진다. ‘추상화’가 대상이 지닌 여러

요소 중 대상을 특징짓는 가장 중요한 일부분 - 정말 가장 중요한 것이라

는 의미가 아니라, 가치 연관성과 문화적 의의를 고려할 때 가장 중요한

것처럼 보이는 것 - 을 선별하여 강조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민주주의’라는 개념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다양한 상상을 한다고 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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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는 광장이다.

민주주의는 광장에 모여 의사를 표현하는 것에서 시작했으며, 독재

자에 저항하여 민주주의를 수호할 때도 광장이 중요한 역할을 했

다. 그러므로 민주주의는 의견을 공유할 수 있는 공적인 공간으로

서 광장을 필요로 한다.

•민주주의는 책임이다.

군주정에서 잘못된 결정이 내려지면 군주를 탓할 수 있지만, 민주

주의 제도 하의 시민들은 잘못된 정치의 탓을 누군가 한 사람에게

전가할 수 없기 때문이다.

[…후략…]

교과서에 제시된 민주주의 개념은 ‘민중의 지배’나 ‘자치(自治)’라는 추상

적인 용어를 중심으로 기술된다. 그러나 일상적으로 ‘민주주의’라는 말을

들으면 ‘선거에 참여하는 것, 광장 모여 시위나 집회에 참여하는 것, 학

급에서 토의하는 것’ 등을 떠올리기 쉽다. 이러한 일상적인 경험을 토대

로 학생들은 위에 제시된 사례와 같이 민주주의에 대한 자기 나름의 개

념을 그려볼 수 있다. 상상력의 유희를 통해 새로운 개념을 구성한다는

것이 일부 뛰어난 능력을 가진 학생들이나 사회과학자들에게만 가능할

거라 생각하는 사람들은 교과서에 제시된 것과 같은 개념 정의를 떠올렸

을 가능성이 크다. 위에 제시된 개념들은 주관적 타당성과 논리적 정합

성 등에 대한 검토를 거치면서 조금씩 더 다듬어져야 하겠지만, 이처럼

일상적인 개념에 기초한 ‘은유’의 방법은 상상력의 자유로운 유희를 촉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이와 관련하여 윤길복(2012: 41)은 우리의 일상적 언어 표현이 대체로

개념적 은유의 반영이라는 점에서, 일상적 개념의 기저에 있는 개념적

은유를 발굴함으로써 사회과학적 개념과 결합할 수 있음을 강조한다. 본

연구자 역시 은유가 사회과의 개념을 구성하는 데, 특히 상상력의 유희

를 촉진하는 효과적인 방법이 된다고 본다. 그 이유는 Ⅲ장에서 제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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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처럼 은유가 엄격한 객관성이나 논리적 합리성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

이다. 실제로 학생들에게 개념을 상상해보라고 하면 상당히 부담을 느끼

는데, 은유를 활용하라고 하면 훨씬 더 편안하게 대상에 대한 이미지를

그려낸다. 동시에 은유는 (주관적일지라도) 대상들 간의 공통점이라는

나름의 근거를 가진다는 점에서 주관적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 가능성

을 내포한다. ‘민주주의’를 ‘광장’이라고 정의한 학생은 광장에서 이루어

지는 행위의 어떤 특성과 민주주의의 어떤 중요한 특성 간의 공통점을

발견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상상을 통해 다양한 개념을 그려보았

다면,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여겨지거나 대상을 가장 잘 설명해준

다고 생각하는 개념을 선택함으로서 이를 중심으로 4단계에서 합목적성

에 근거한 주관적 타당성과 논리적 정합성을 검토하도록 한다.

4) 4단계: 합목적성과 논리적 정합성 검토

① 선택한 특성으로 대상을 개념화하는 주관적인 근거 찾기

3단계에서 이루어진 상상이 공상에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나름의 근거

와 논리성을 확보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학생들이 은유를 통해 새로운

개념을 상상할 때, 설령 그것을 명확히 의식하지 않을지라도 그들의 마

음속에는 그러한 개념을 만든 이유가 존재할 것이다. 이 때 학습자의 마

음속에 있는 하나의 관념으로서 개념(conception)의 근거는 주관적인 성

격이 강할 것이다. 4단계에서는 그러한 주관적인 근거를 검토함으로써

자신이 대상의 특성 중에서 어떤 측면을 선택하고 강조했는지 확인하고,

주관적인 의미에서 타당성을 확보하게 된다. 이는 대상에 대한 주관적

합목적성, 즉 형식적 합목적성을 고려하는 것과 관련된다.

앞에서 민주주의를 ‘선거’라고 개념화한 학생은 ‘선거 참여율이 낮으면

독재 정권이 들어선다, 무능한 정권은 늘 선거를 통해 심판을 받는다, 정

치인들이 선거할 때만 국민을 주인으로 생각한다.’ 등 다양한 주관적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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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를 제시할 수 있다. 이 때 어떤 학생이 ‘정치인들이 선거할 때만 국민

을 주인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민주주의는 곧 선거이다.’라고 타당화했다

면, 그 학생은 민주주의를 규정하는 근거, 즉 민주주의의 목적이 국민을

주인으로 대우하는 데 있다고 본 것이다. 이렇게 개념의 근거를 토대로

개념에 숨겨진 주관적인 목적을 발견했다면 이제 ‘선거’로서 민주주의가

국민을 주인으로 대우하는 데 얼마나 부합하는지, 즉 합목적성을 고려함

으로써 주관적 타당성을 인식할 수 있다.

② 선택한 특성으로 대상을 개념화하는 논리적 체계 구성하기

형식적 합목적성을 검토한 후 자신이 만든 개념상이 그럴듯하게 느껴

질지라도 이는 주관적인 의미에서 타당해 보이는 것일 뿐이다. 이러한

개념 정의가 다른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해당 개념으로 대

상을 정의할 때, 논리적인 의미에서 모순이 없어야 한다. 이는 하나의 특

성을 선별하여 강조함으로써 이념형으로서 개념을 만들 때, 전체적인 종

합의 과정에서 정합성(coherence)의 원리를 충족해야 한다는 것과 관련

된다.

어떤 생각이 정합성을 가지려면, 즉 “사고가 올바르려면 그 자체로서

확실해야 한다. 그뿐 아니라 한 사고를 이루는 구성 요소들은 그 요소들

상호간에, 그리고 하나의 사고는 다른 사고와 서로 알맞게 어울릴 수 있

어야 한다(백종현, 2004).” 이와 같은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해 학습자는

자신이 정의한 개념 속에 모순이 없는지 확인해야 하는데, 이는 경험적

증거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기보다 순수한 사유 속에서, 즉 사변(speculation)

을 통해 이루어진다. 예를 들어 ‘국민을 주인으로 만들어주기 때문에 민

주주의는 선거이다.’라고 개념을 정의한 학생에게 “주인이라는 것은 무엇

인가?”, “모든 선거는 국민을 주인으로 만들어주는가?”, “선거를 치르지

않으면서 민주적인 정치 제도를 가진(국민이 주인이 되는) 경우는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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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선거를 치르는 모든 국가는 민주주의(국민이 주인이 되는) 국가라

고 할 수 있는가?”와 같은 질문을 제기함으로써 자신의 생각 속에서 오

류가 없는지 확인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민주주의에 대해 주관

적으로 설정한 목적, 즉 ‘국민을 주인으로 만드는 것’과 민주주의의 개념

으로서 ‘선거’와의 관계를 논리적으로 일관되게 설정하는 것이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한 4단계의 주요 활동이다.

여기에서 ‘선거’는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방법 중 하나에 불과한데, 이

를 기준으로 민주주의라는 개념을 정의하는 것이 적절한가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을 수 있다. 물론 현재 일반적으로 수용되는 ‘민주주의’에 대한

개념 정의 하에서 ‘선거’는 민주주의를 구현하는 하나의 방법이나 과정으

로서 민주주의의 한 단면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다수의 지

배’라고 규정되는 민주주의에 대한 기존의 정의 역시 민주주의가 가진

수많은 특성 중 ‘통치 주체’라는 하나의 측면에 초점을 둔 것이다. 본 연

구가 개념에 대한 대안적 정의로 제시한 이념형은 하나의 개념이 대상의

모든 면을 완전히 다 포괄하거나 설명해야 한다거나, 그럴 수 있다고 전

제하지 않는다. 오히려 대상의 특정 부분만을 보여줄 수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관점에서의 이념형이 인정되고 새로운 이념형을 만들 것

이 요구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선거’라는, 주관적으로 의미를 부여한 특

성을 중심으로 민주주의를 개념화하는 것은 이념형으로서 하나의 개념을

구성하려는 시도라 할 수 있다.

5) 5단계: 문제 상황의 의미에 대한 잠정적 해석 공유

마지막 단계는 구성한 개념을 토대로 최초의 문제 상황이나 대상을 비춰

봄으로써 기존에 알지 못했던 의미를 드러내는 단계이다. 임시적이고 가변

적인 것이라 해도 일단 하나의 보편을 발견한 뒤에는 최초의 문제나 대상

으로 되돌아가 우리가 찾아낸 이 보편이 대상을 포섭하는 데 적절한지를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 다시 규정적 판단력이 작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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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 때 대상을 규정하고자 하는 개념은 확정되지 않은 잠정적이고

비(非)규정적인 것으로, 대상의 의미를 제대로 규정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

면서 반성적 판단력이 함께 작동한다.

일반적인 규정적 판단과 달리 반성적 판단을 거친 뒤 보편에서 특수로

되돌아가는 규정적 판단은 확정된 개념을 지닌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 때

의 보편은 검토, 수정, 재구성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하나

의 특수로서 구체적인 대상에서 출발해 또 다시 상상력의 유희로 나아가는

반성적 판단의 과정은 순환적일 수 있다. 이 때 순환은 기계적인 반복이 아

니라, 새로운 상상과 재개념화를 위한 또 다른 탐구의 과정이 될 것이다.

대상의 의미를 잠정적으로 해석해보는, 즉 스스로 구성한 개념으로 대상

을 이해하고자 노력하는 행위는 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사유의 확장

을 경험함으로써 자신의 생각에 편견이나 오류가 없는지 확인하고, 사회적

맥락에서 공통감을 발휘할 수 있도록 다른 사람들의 해석과 관점을 공유할

필요가 있다. 이 때 주관적 타당성이나 논리적 정합성이 갖춰져 있다 해도

보편적 수용가능성이 없다면 개념에 대한 새로운 상상을 시도하거나 다른

사람이 제안한 개념을 - 그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면 - 수용할 수도 있

다. 예를 들어 ‘민주주의는 선거다.’라는 개념 정의는 북한처럼 선거가 형식

적으로 이루어지는 나라나 금권 선거로 인해 일부 사람들만 주인 대접을

받는 사회, 3․15 부정 선거 당시 우리나라와 같은 사회에서는 보편적 공감

대를 형성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 경우에는 오히려 민주주의는 ‘대화’라거나

‘광장’이라는 식의 개념이 더 많은 공감을 얻을 수도 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보편적 수용가능성은 특정한 사회적 맥락에 대한 고려, 주어진 구체

적인 문제 상황에 대한 고려를 필요로 한다.

5단계는 대상에 대한 주관적인 인식이나 관념(conception)에서 출발했던

개념이 주관적 타당성과 논리적 정합성을 거쳐 사회적으로 수용될 수 있는

개념(concept)으로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여준다. 여기에서 만들어진 개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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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에 마주했던 문제 상황이나 새로운 현상의 의미를 이해하는 데 사용되

는 잠정적인 해석일 뿐, 그 자체로 절대적인 의미나 가치를 갖지는 않는다.

대신 도출된 개념이 비록 완벽하지 않다 할지라도 스스로의 경험과 가치,

생각에서 출발하여 대상의 의미를 찾고자 노력하고 그 결과를 사회의 다른

구성원들과 공유함으로써 하나의 개념을 만들어가는 과정 자체를 경험해보

는 데서 의의를 갖는다. 이러한 경험들을 통해 개념 구성 능력을 배울 수

있으며, 학생들은 새로운 현상이나 문제 상황에 접했을 때 스스로 의미를

찾는 능동성과 자신감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또한 동료 시민

과의 관계 속에서 서로의 다름을 존중하면서도 보편적으로 수용가능한 합

의를 도출해낼 수 있는 시민적 역량을 기를 수 있을 것이다.

3. 구성 중심 개념 학습 방안의 적용 사례

개념 구성 능력을 길러주는 개념 학습의 필요성을 인정한다고 해도,

실제 교육 현장에서의 실현 가능성이라는 현실적인 문제가 남는다. 특히

교육과정에 제시된 기존 개념을 습득하도록 하는 것만 해도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새로운 개념을 상상하여 구성해볼 수 있도록 한다는 것

은 학습자뿐 아니라 교사 입장에서도 부담스러운 과제일 것이다. 이 장

에서는 구성 중심 개념 학습의 구체적인 적용 사례를 제시함으로써 본

연구의 현장 적용 가능성을 보여주고자 한다.

구성 중심의 개념 학습은 크게 1) 기존 개념을 재구성하는 것과 2) 새

로운 개념을 구성해내는 것,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 번째는 대상

에 대해 일반적으로 확립된 개념이 존재할 때, 기존 개념이 중요한 문제

나 현상의 의미를 얼마나 잘 설명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의식과 관련

된다. 이는 완전히 새로운 개념을 만들어낸다기보다는 기존 개념과는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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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방식으로 대상을 재개념화해보는 것이므로 기존 개념의 재구성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수업 사례로 제시하는 ‘가족’ 개념의 재구성은

여기에 해당한다. 두 번째는 권리 및 책임과 관련하여 ‘인공 지능(AI)’이

갖는 의미처럼 아직까지 일반적으로 공유하는 개념이 존재하지 않거나

논쟁적인 상태에 있는 개념을 새롭게 규정해보려는 시도와 관련된다. 이

는 ‘가족’의 사례와 비교하자면 새로운 개념의 구성이라 할 수 있다.

새로운 개념의 구성과 기존 개념의 재구성이 거치는 개념 학습의 과정

은 <표 10>에서 제시한 5단계로, 기본적으로는 동일하다. 그런데도 이렇

게 두 가지를 구분하는 것은 형식적으로는 동일하지만, 실제로 겪는 학

습 경험에는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인공 지능’의 책임이나 권리와 관련

해서는 아직 일반적으로 공유된 개념이 없으므로, 기존 개념의 적절성에

대한 검토보다는 새로운 개념을 자유롭게 상상하는 데 더욱 중점을 두게

될 가능성이 크다. 또한 기존 개념의 검토는 ‘인공 지능’에 대한 개념 정

의 자체보다 권리와 책임의 주체로서 인간이 갖는 특성들처럼 유사한 다

른 개념들과의 관계에 대한 검토가 중심이 될 것이다. 반면 ‘가족’의 경

우 규정되어 있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 현재의 가족 개념이 초

래하거나, 해결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를 중심으로 기존

개념의 의미와 한계를 검토하는 데 중점을 두게 될 가능성이 크다. 개념

에 대해 새로운 상상을 시도함에 있어서도 기존의 개념이 비교적 공고하

게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벗어나 새로운 개념을 상상한다는 것

이 쉽지 않을 것이므로 고정된 관념을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교육적 노

력이 더 필요할 수도 있다. 또한 결과적으로 새롭게 재구성한 가족 개념

이 기존 개념과 상충되거나 기존의 개념으로 설명되던 가족의 형태를 배

제하는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이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의 문제가 발생하기

도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동일한 학습 단계를 거치더라도 보편적으로 수

용되고 있는 기존의 개념이 있는 경우와 그런 것이 없는 상태에서 새로

운 개념을 만들어보는 것은 실제적으로는 다른 경험이 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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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 강조하는 개념에 대한 다양하고 자유로운 상상은 두 가지

사례 중 ‘인공 지능(AI)’과 같이 기존에 규정되지 않은 새로운 개념을 구

성하는 데 더 효과적일 수도 있다. 결과적으로 도출될 수 있는 다양한 개

념상들과 충돌하는 기존의 관념이 적어서 상상과 논의 과정이 더욱 개방

적이고 심리적 부담이 적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주장하

는 ‘개념 구성 능력’은 완전히 새롭게 등장한 현상을 설명하거나 관련된

기존의 개념이 없는 경우에만 요구되는 것이 아니다. 이미 우리가 수많은

개념들에 의해 둘러싸여 있고 그러한 개념을 습득하여 세상을 이해하는

만큼, 실질적으로는 기존의 개념을 재구성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편견과

고정관념을 탈피하고 새롭게 대상을 바라보려는 시도가 더욱 필요한지도

모른다. 우리가 학습 과정의 산출물로서 만들어진 개념을 완전성의 측면

에서 평가하거나 반드시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는 것에 중점을 두는 대신,

자신의 개념적 인식틀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대상을 새롭게 바라보려는

시도와 자유로운 상상 그 자체에 주목한다면 기존 개념의 재구성이 갖는

의미가 더욱 잘 살아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 개념의 재구성’이 기존 개념의 검토 과정을 구체

적으로 보여줄 수 있다는 점에서 ‘가족’ 개념을 중심으로 개념의 재구성

사례를 제시함으로써 구성 중심 개념 학습 방안의 실현 가능성과 교육적

함의를 보여주고자 한다. 많은 개념 중에서 ‘가족’을 택한 이유는 사회과

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개념일뿐 아니라, 우리에게 매우 친숙하면서도 현

실적으로 많은 문제의 쟁점이 되는 개념이기 때문이다.

사회 변화에 따라 자녀를 갖지 않는 맞벌이 부부를 의미하는 딩크족

(DINK: Double Income No Kid), 다문화 가족, 한부모 가족 등 ‘가족’의

형태가 다양해지고 있다. 하지만 동거 가족이나 동성혼 가정 등은 여전

히 법적인 가족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으며, 그 결과 사회경제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놓이기도 한다. 이와 관련하여 기존의 가족 개념이 가지

고 있는 의미와 한계를 살펴보고 사회 변화에 맞추어 새로운 개념을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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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교수학습 활동

1)

문제 상황

인식

• 동성혼, 동거가족 등 기존의 개념으로 설명하기 어

려운 새로운 가족의 사례 및 이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를 제시함으로써 ‘가족’에 대한 재개념화가 필

요함을 인식하게 한다(문제 인식 및 개념 재구성

에 대한 동기 유발).

• ‘가족’은 친숙한 개념이면서도 새로운 가족 형태의

등장으로 누구를 어디까지 가족으로 규정할 것인가

와 관련해 혼란스러움이 섞여 있다(적절한 혼란).

• ‘가족’ 개념은 <생활동반자법> 제정 요구, 동성혼

인정 여부, 가정 폭력 문제 등의 사회적 이슈와 관

련되어 있으며, 장래 결혼이나 출산 선택 문제와

관련하여 학습자의 삶과 직접적인 관련성을 가진

다(실제성, 개인적․사회적 의미).

상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에서 <표 11>과 같은 개념 재구성 수업을 설

계하였다.

<표 11>은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고안한 수업의 사례로,

기존의 개념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동성혼으로 이루어진 가족이 겪는 문

제를 통해 ‘가족’의 의미에 대한 재개념화를 시도하였다. 구체적인 수업

은 앞서 <표 10>에서 제시한 5단계를 따르며, 다음과 같이 진행된다.

<표 11> ‘가족’ 개념의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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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가족이 아니면, 어떤 관계가 가족이라는

걸까요?”

A와 B는 동성 커플로 결혼식을 했지만 법적으로

는 부부임을 인정받지 못해 혼인신고를 할 수 없

었고, 등본 상에는 ‘동거인’으로 등록되었다. 그 결

과 신혼부부를 위한 대출이나 주택 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며, 사회보험에서도 A씨가 B씨의 피부양

자로 인정되지 않아 따로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납

부하고 있다. 입원이나 수술의 동의가 필요할 때도

보호자로 인정받지 못해 A씨가 아플 때 어머니를

데려오라는 답변을 받았다. 서로의 가족에게도 가

족으로 인정받고 있는 이들은 법적으로는 아무 것

도 아닌 관계라는 것이 서글프다고 말한다(경향신

문, 2019. 11. 16.).

<질문>

• 함께 살고 있고, 서로 사랑하고, 아플 때 간호

해주는 관계인데도 가족이 아닌 걸까?

• 이들 부부는 가족으로 인정되어야 할까?

[새로운 형태의 가족이 등장하는 사례]

2)

기존의

개념 검토

민법 제779조(가족의 범위)

1.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2.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

자의 형제자매

• 가족에 대한 법적 정의와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가

족에 대한 관념을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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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 하는 경

우에 한한다.

건강가정기본법 제3조(정의)

① ‘가족’이라 함은 혼인․혈연․입양으로 이루어

진 사회의 기본 단위를 말한다.

<질문>

• 혼인의 조건으로서 생물학적 성(性)이 다른 것

이 갖는 의미는 무엇인가?

• 동성혼을 인정하는 나라는 어떤 근거로 이를

인정하는가?

• 혈연이 부모-자식 관계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가? 혈연이 중시되어야 할 이유는 무엇일까?

• 언제, 어디서부터 혈연을 중심으로 가족을 규정

하게 되었을까?

• 입양의 경우를 가족으로 인정하게 된 것은 언

제부터이며, 그 배경은 무엇일까?

• 법률상의 가족 개념이 일상적인 가족 개념보다

더 제한적인 이유는 무엇일까?

• 기존의 가족 개념이 다른 요인들보다 혼인과 혈연

이라는 기준을 강조하고 있음을 파악하고, 왜 그런

요소가 강조되었는지를 조사해 보도록 한다(기존

개념의 인과 관계 파악).

• 기존 가족 개념이 동성혼 커플, 동거 가족 등을 포

섭할 수 있는 가능성을 검토하고(기존 개념의 포

섭 가능성 검토), 다양한 가족 형태를 인정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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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기존 가족 개념에서 배제되는 사람들은 누구인

가?

• 그들을 배제함으로써 발생하는 문제는 어떤 것

이 있는가?

• 현재의 가족 개념은 평등, 자유 등의 가치 측면

에서 바람직한가?

• 새로운 형태의 가족을 모두 법적인 가족으로

인정하게 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는 어떤

것이 있는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문제점을 생각해본다(기존

개념의 바람직성 검토). (예: 정상 가족과 정상이

아닌 가족의 구분)

3)

(기존)

개념에 대한

새로운 상상

학생1: 가족은 함께 사는 사람이다.

학생2: 가족은 서로에게 안식처가 되는 사람이다.

학생3: 가족은 맛있는 음식이다.

학생4: 가족은 햇살이다.

학생5: 가족은 0순위다.

학생6: 가족은 필요에 따라 모였다 헤어지는 이합

집산(離合集散)이다.

• 유사한 특성을 가진 사물이나 관념을 활용한 은유

적 방법을 통해 가족 개념을 새롭게 상상해보도록

한다(상상력의 유희).

• 자신이 상상한 개념이 어떤 주관적인 근거를 갖는

지 인식하고, 그 목적에 대상이 부합하는지 파악한

다(주관적, 형식적 합목적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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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합목적성과

논리적

정합성 검토

학생1: 가족은 함께 사는 사람이다.

- 생활을 함께 해야 뭐든 공유가 된다.

[예시] - ‘공유’라는 목적에 A(문제가 되는 대상)라

는 가족이 부합하는가? (정서, 생활, 금전,

고민 등을 공유하기에 적합한 가족인가?)

……

학생2: 가족은 서로에게 안식처가 되는 사람이다.

- 힘들 때 위로해 주는 사람은 가족뿐이다.

학생3: 가족은 맛있는 음식이다.

- 늘 함께 하고 싶지만, 너무 함께 하면 탈

이 난다.

학생4: 가족은 햇살이다.

- 언제나 따뜻하게 지켜주고 늘 함께 한다.

학생5: 가족은 0순위다.

- 가족은 나보다 먼저인 유일한 존재이며,

자기희생이 가능한 존재이다.

학생6: 가족은 이합집산(離合集散)이다.

- 요즘 가족들은 필요할 때만 만나고 너무

쉽게 헤어진다.

<예> 학생1: 가족은 함께 사는 사람이다.

<질문>

• 함께 산다는 것이 중요한 이유로서 공유는 어떤

의미인가? (예: 금전, 물건, 정서, 생활방식 등의

공유)

• 학습자가 제시한 개념 체계 내에서 모순점이 없는

지 생각해 보도록 한다(논리적 정합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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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살지만 법적으로 가족이 아닌 경우도 있는

가? (예: 한 집에 사는 세입자, 공동 주택(share

house)에 거주하는 사람 등)

• 가족이 아닌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가족으로 규

정되는 것은 어떤 경우인가?

(예: 함께 살지만 대화 없는 부부, 남처럼 지내

는 형제자매 등)

• 가족이지만 떨어져 생활하는 경우는 없는가?

(예: 주말 부부, 고향의 부모님, 군대 간 자녀 등)

• 위의 질문들을 통해 학습자는 함께 살지만 가족이

아닌 사람도 존재할 수 있고, 떨어져 살지만 가족

인 경우도 존재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함께

생활(혹은 거주)한다.’는 사실만으로 가족 개념이

일관되게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다.

또한 표면적으로 정서적 공유가 없더라도 가족으

로 규정되는 경우, 친구나 이웃처럼 정서적 유대가

강할지라도 가족으로 규정되지 않는 사례 등을 살

펴보며 가족을 가족으로 묶어주는 것이 정서적 친

밀감이나 유대만은 아님을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학습자가 최초에 상상한 개념은 수정될

수도 있다.

5)

문제 상황의

의미에 대한

잠정적 해석

공유

• 사회 내에 존재하는 다양한 구성원들의 입장에서

자신이 구성한 ‘가족’ 개념이 적절할지 사유의 확

장을 시도한다. 이 과정에서 부당한 배제가 일어나

지 않도록 다양한 입장에 놓인 사람들의 관점에서

상상해보도록 한다(사유의 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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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기존의 법적 정의에 의해 가족을 규정할 경우,

서로 애정을 가지고 있고 생활을 함께 함에도

불구하고 병원 치료와 보험 등 여러 측면에서

불이익을 받는 것이 정당한가?

• 동성혼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행복추구권과 혼

인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 아닌가?

• 정서적인 유대를 중심으로 가족을 규정할 경우,

상속과 같은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 공동생활을 중심으로 가족을 규정할 경우, 해결

될 수 있는 사회 문제는 어떤 것이 있는가?

• 기존 개념으로 드러나지 않던, 새로운 개념이

보여주는 문제나 의미는 무엇인가?

• 일반적으로 수용되는 기존의 가족 개념과 새롭게

구성한 개념 간의 괴리가 발생할 경우, 다양한 개

념들 중에서 어떤 것을 잠정적으로 받아들일 것인

지 결정해야 할 경우, 각각의 개념이 초래할 수 있

는 문제점과 추구하는 가치, 개념을 통해 드러나는

대상의 의미 등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도록 한다.

• 현재 당면한 사회적 맥락과 구체적인 문제 상황,

즉 동성혼 커플이나 동거 가족이 현대 사회에서

갖는 의미와 그들이 겪는 문제점을 다양한 개념

(안)에 비추어보고, 잠정적 합의를 도출한다(비규

정적이고 잠정적 해석의 공유).

• 재구성된 가족 개념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현재

의 문제 맥락에서 잠정적으로 도출된 것이며, 새로

운 개념 구성이 가능하다는 것을 이해하도록 한다

(새로운 구성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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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수업 사례에서 특히 주목해야 할 부분은 각각의 단계에서 제기되

는 ‘질문’이다. 각 단계별 질문을 통해 주관적 합목적성, 논리적 정합성,

상상력 등 개념 구성을 위해 필요한 요소들의 의미가 명확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기존 개념의 인과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해당

개념의 등장 배경이나 개념과 관련된 사실에 대한 질문을 주로 던지는

반면, 기존 개념의 적절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가치와 관련된 질문을,

논리적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학습자의 주장 내에서 모순점이 없

는지를 확인하는 질문을 주로 던진다. 이러한 질문은 동료 학습자가 제

기할 수도 있지만, 교사가 직접 제기하거나 관련된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그와 같은 문제 의식을 갖도록 할 수도 있다. 한편 은유적 방법을 통해

상상력이 자유롭게 발휘될 수 있도록 3) (기존) 개념에 대한 새로운 상

상 단계에서는 질문을 던지기 보다 학습자가 마음껏 자신의 생각을 펼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둔다.

또 한 가지 유의할 부분은 다섯 번째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는 자신이

구성한 가족 개념이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도 수용 가능한 것인지를 고려

하면서 사유의 확장이 일어난다. 그러나 이 때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모

든 형태의 가족을 다 포섭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 즉 포섭 가능성의

측면만 고려하게 된다면 가족 개념의 외연이 지나치게 넓어지게 되어 사

실상 개념을 정의한다는 것이 무의미할 수도 있다. 아마 우리가 어떤 개

념을 채택하든 해당 개념에서 배제되는 집단이나 사람들은 항상 존재할

것이다. 그러므로 누군가가 가족의 개념에서 배제되느냐 아니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러한 배제가 정당한 것인가, 그러한 배제가 초래하는 문

제가 얼마나 심각하고 중대한 것인가, 그러한 배제가 현실적으로 갖는

의미는 무엇인가라는 물음일 것이다. 동시에 학습자가 스스로 구성한 개

념이 실제 가족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측면 중 어떤 부분을 설명하고,

또 어떤 부분을 설명해줄 수 없는지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

하다. 그 과정에서 우리가 잠정적으로 공유하게 될 개념에 전제되어 있

는 가치나 목적이 무엇인지를 의식하고 그러한 개념이 현실 속에서 갖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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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를 이해할 수 있다면, 산출된 가족 개념의 완벽성 여부와 관계없이

본 수업의 의도가 달성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 개념의 대안적 정의로 제시한 ‘이념형’은 현실에 나타나는

모든 것을 완벽하게 설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으며, 그렇게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본다. 이 수업 역시 이상적인 모델이나 표준형으로서

가족, 실재의 모든 측면을 다 보여주는 가족 개념을 만드는 데는 관심이

없다. 따라서 다섯 번째 단계의 잠정적 해석 공유는 어떤 개념에 합의했

느냐는 사실보다, 그러한 잠정적 합의에 이르는 과정이 더욱 중요하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가족’이라는 추상적이고 이론적인 개념이 아니라,

그 개념을 통해 드러내고자 하는 구체적인 현실 속의 문제와 그것이 가

지고 있는 의미에 더욱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영화 <칠드런 액

트>에서 피오나 판사가 아동의 ‘복지’에 대해 일반적으로 정의되어 있는

개념보다, 실제로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는 소년이 처한 특수한 상황에

더욱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그러한 상황이 지닌 의미를 찾아내려고 노

력한 것처럼 말이다.

구체적인 문제, 특수한 상황에 대한 관심을 토대로 그 상황에서 만들

어질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보편으로서 개념을 찾아가는 노력은 개념

학습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추상적이고 일반적인 것으로서 개념의 습득

이 아니라, 그러한 개념을 통해 이해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현실 세계라

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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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요약 및 제언

1. 요약

사회과교육에서 개념 학습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누구도 부인

할 수 없을 만큼 중요성을 가진다. 개념이 중요한 것은 그 자체로 내재적

가치를 가진다기보다는 그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와 나, 즉 ‘내 바깥

의 것’과 ‘나’를 매개해 줌으로써 대상을 인식하고 이해하도록 도와주기

때문이다. 개념은 그것이 없을 때는 이해되지 않던 것을 이해하게 해주

고, 그 전에 보이지 않던 의미를 드러내주며, 해결되지 않던 문제를 해결

하는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개념은 실재를 인식하고 이해

하는 도구인 셈이다.

그러나 개념을 본질주의적이고 절대적인 관점에서 바라볼 경우, 개념이

그 자체로 하나의 목적인 것처럼 여겨지게 되고 해당 개념의 틀 속에서

만 현실을 파악함으로써 실재가 개념에 종속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는 개념의 목적 측면에서 본다면 주객이 전도된 상황이라 할 수 있다.

게다가 개념을 이렇게 이해할 경우, 사물의 경계를 분명히 나누어 서로

배타적인 범주를 만들어내는 이분법적 사고가 강화된다(Brent Davis,

2004; 심임섭(역), 2014: 9). 이분법적 사고 하에서 우리는 구체적이고 개

별적인 대상의 질적 특성과 의미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 대신 그 둘

을 구분하는 기준으로서 추상적인 개념에만 관심이 집중된다. 이러한 태

도는 개념이 가진 도구적 성격을 가리고, 개념이 세계를 이해하기 위해

인간이 만들어낸, 변경가능한 산물이라는 것을 잊어버리게 만든다. 그 결

과 우리는 개념에 종속된 채 주어진 개념의 틀 내에서 대상을 인식하고

범주화하는 데 집중하게 된다.

개념을 기준으로 대상을 분류하여 인식하는 것은 개념의 가장 기본적

기능 중의 하나이므로, 그 자체로는 나쁠 것이 없다. 그러나 명확하게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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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되지 않는 것을 계속 분류의 잣대로 들이대고 개념을 절대적인 기준으

로 생각하여 그에 포섭되지 않는 것은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여기는 이

분법적 태도는 세계를 이해하는 데 심각한 문제가 된다. 그리고 정해진

개념의 습득과 적용에 중점을 두어 왔던 사회과의 개념 학습은 이러한

태도를 심화시킬 위험이 있다. 특히 개념 적용이 ‘분류’ 중심으로 이루어

질 경우 개념을 통해 이해하려는 현상보다 개념 그 자체의 습득이 중요

해지게 된다. 또한 특정한 개념의 틀에 기초해서만 대상을 바라볼 경우,

대상이 지닌 다양한 측면을 이해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새롭게 등장한

현상을 설명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개념의 습득

과 적용을 넘어 학습자가 스스로 대상의 의미를 찾아가는 개념 구성 능

력에 초점을 둔 교수 학습 방안을 모색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개념 학습의 목표는 ‘개념 구성 능력’을 함양하

는 것으로, 여기에는 개념이 변화 가능하고, 우리 스스로 구성할 수 있는

것이라는 생각이 전제되어 있다. 그러나 사회과교육에서 전제하고 있는

개념관과 주요 개념 학습 모형은 개념의 변화 가능성이나 구성 가능성을

논하기에는 부적합하다. 결정적 속성을 중심으로 대상을 범주화하는 속성

모형, 원형을 중심으로 대상을 범주화하는 원형 모형은 물론이고 사회적

맥락을 중시하는 상황 모형조차 주어진 개념을 효과적으로 습득시키는

교수 학습 전략으로 사용되기 때문이다. 이는 사회과의 개념 학습이 개념

의 습득을 주된 목표로 하고 있다는 데서 기인하는 문제이기도 하지만,

인지 심리학에 기초한 사회과의 개념관과 개념학습모형에 내재된 문제이

기도 하다. 공통된 속성을 중심으로 개념을 정의하고, 결정적 속성과 원

형을 중심으로 개념을 습득한 뒤 범주화하는 방식은 결정적 속성을 찾거

나 원형을 발견하고 난 후에는 이를 정확하고 효과적으로 습득하는 데

중점을 두게 됨으로써 개념의 새로운 구성과는 거리가 멀다.

따라서 우리가 개념 학습의 목표로서 개념 구성 능력을 길러주고자 한

다면 개념을 바라보는 근본적인 관점의 변화, 즉 개념에 대한 새로운 정

의가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대안적 개념을 베버(Weber)의 ‘이

념형’에서 찾는다. 이념형은 경험적 추상화로는 설명할 수 없는 사회과학



- 160 -

의 많은 개념들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이해를 도와줄 뿐 아니라,

변화 가능성, 다양성 등을 인정하고 개념이 실재의 일부를 설명하는 도구

라는 점을 명확히 한다. 이러한 관점은 추상적인 개념을 습득하는 것 자

체에서 개념이 설명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실재로 우리의 관심을 돌려놓

는다. 즉, 이념형은 일반화가 아니라 개별적이고 특수한 것이 갖는 의미

를 밝히려는 것으로 분류 도식의 한계를 벗어난다. 또한 동일한 대상에

대해 무수히 많은 이념형이 존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인정함으로써 개념

의 다원성을 존중할 뿐 아니라 학습자가 스스로 개념을 구성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취지에 가장 부합하는 개념 이해

이다.

그러나 베버의 이념형은 사회과학적 맥락에서 탄생한 것으로, 학생들

이 이념형을 만들어내는 교육적 상황을 염두에 두지 않아 개념 구성 능

력이나 이념형 구성 과정에 대한 논의는 구체적이지 않다. 본 연구에서

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칸트의 ‘반성적 판단력’ 개념을 도입하여 개념 구

성 능력의 의미를 도출하였다. 반성적 판단력은 보편이 주어지지 않은 상

태에서 특수에 기초하여 보편을 새롭게 찾아가는 방식으로 작동한다. 이

는 기존의 개념에서 벗어나(혹은 개념이 없는 상태에서) 특수한 대상이나

현상을 기초로 개념을 만드는 능력이라는 점에서, 본 연구에서 목표로 하

는 개념 구성 능력의 의미를 가장 잘 드러낸다. 또한 반성적 판단력은 학

습자가 개념을 만드는 주체가 되도록 함으로써 대상과 깊이 있는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준다는 점에서 자율성을, 개별 주체가 가진

주관적이고 감성적인 판단에서 출발함에도 불구하고 보편화 가능하다는

점에서 주관과 객관, 특수와 보편이 공존할 수 있는 다원성을 보장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칸트는 반성적 판단을 아름다움에 대한 판단, 즉 취미 판단의 측면에서

설명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자는 반성적 판단이 미학적 영역에만 한정되

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마주하는 구체적이고 특수한 대상의 의미를 이해

하고자 하는 사람들 모두에게 필요한 삶의 태도이자 역량이라고 보고 이

를 길러줄 수 있는 교수 학습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취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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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에 대한 분석을 통해 도출한 ‘무관심성’, ‘형식적 합목적성’, ‘공통감’,

‘주관적 보편성’의 원리를 토대로 1) 고정관념에서 벗어난 상상력의 유희,

2) 형식적 합목적성에 기초한 주관적 타당성 인식, 3) 사변을 통한 논리

적 정합성 획득, 4) 공통감에 기초한 사유의 확장을 통한 보편적 소통 가

능성 확보라는 4단계의 개념 구성 방법을 제시한다. 이는 기존의 개념에

서 벗어나 새로운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게 해주는 동시에 주관적 타당

성, 논리적 정합성, 보편적 소통 가능성 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관성과 보편성이 만나는 지점을 그린다. 그 결과 자칫 주관적이고 근거

없는 상상에만 머물지 않고 다른 사회 구성원들에게 수용 가능한 형태로

개념 구성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그런 점에서 본 연구에서 제

안하는 개념 학습 방안은 개인의 자율성과 개별성을 존중하면서도 사회

적 존재로서 공통감을 발휘하도록 함으로써 다양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

이 공존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4단계의 개념 구성 방법을 실제 교육 현장에 적

용하고자, 1) 문제 상황 인식, 2) 기존의 개념 검토, 3) (기존) 개념에 대

한 새로운 상상, 4) 합목적성과 논리적 정합성 검토, 5) 문제 상황의 의미

에 대한 잠정적 해석 공유로 이루어진 구성 중심 개념 학습 단계를 제안

하였다. 이 중 앞의 두 단계는 앞서 제시한 개념 구성 방법에서는 다루지

않은 것으로, 실제 교수 학습 과정에서 개념 (재)구성의 동기를 유발하고

기존 개념의 검토를 통해 자신의 고정관념을 인식하는 중요한 단계이다.

이들 각각의 단계가 가진 의미와 구체적인 활동 내용 및 현장 적용 가능

성은 Ⅳ장에 제시된 ‘가족’ 개념의 재구성 사례를 통해 드러날 수 있으리

라 기대한다. 이 사례를 통해 구성 중심의 개념 학습은 결과로서 어떤 개

념을 만들어내느냐보다 기존 개념을 검토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구체적인 현실과 문제 상황에 더욱 주목하게 함으로써 개념이 가진 본래

의 도구적 성격을 잘 드러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하나의 지식으로

서 특정한 개념의 내용을 습득하는 대신, 자유롭고 유연한 사고방식과 대

상을 인식하는 주체적인 태도를 기르는 데 중점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

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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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언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개념 구성 능력’의 필요성에 공감한다 해도 실

제로 그러한 개념 구성 수업이 교실에서 실현 가능한가, 학습자가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역량이 되는가 등 현실적인 문제가 있음은 부인할 수

없다. 그런 점에서 개념 구성이 이루어지기 위한 구체적인 교수학습 상

황에 대한 연구가 더욱 필요하다. 따라서 이 장에서는 개념 구성 능력

함양을 위한 교수학습 방안이 실질적으로 함의를 갖기 위해 필요한 후속

연구에 대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사회과교육에서 가르치는 개념의 형성 구조와 특성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경험적인 추상화로는 도달하기 힘든 개념들이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게 되었는지, 사회과학적 개념 형성의 논리적 구조를 찾아냄으로

써 개념 구성의 실제적인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일상적인 개념과 과학적 개념이 어떻게 다른지, 자연과학적 개념과 사회

과학적 개념은 또 어떻게 구별되는지,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의미에서의

‘개념’ 일반이 아니라 사회과에 고유한 개념이 갖는 논리적 구조와 특성

을 파악하려는 노력이 요구된다. 이는 비단 개념 구성뿐 아니라 기존의

개념을 더욱 효과적으로 습득하는 것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둘째, 개념 (재)구성이 특별히 더 요구되는 개념의 특성을 구체화할 필

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개념 학습의 목표는 얼마나 많

은 양의 개념을 새로 구성하느냐, 얼마나 완벽한 개념을 구성하느냐가

아니라, 대상을 이해하고 인식하는 하나의 태도이자 역량으로서 개념 구

성 능력을 길러주는 것이다. 즉, 학습자가 기존 개념을 습득하여 기계적

으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상황 그 자체에 더욱 관심을 가지

고, 보편성이나 일반성이라는 명목으로 특수하고 개별적인 것이 갖는 의

미를 놓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다. 그러므로 사회과의 모든

개념을 (재)구성하는 것은 시간적으로도 불가능할 뿐더러 본 연구에서

추구하는 목적과도 거리가 멀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개념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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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구성해 보아야 하는가? 개념 구성 능력을 길러주는 데 효과적인 개

념들은 어떤 것이 있으며, 반드시 재개념화가 필요한 개념은 어떤 것인

지 개념의 성격에 따라 개념 학습의 목표와 방법을 구분해 볼 필요가 있

다. 본 연구에서는 포괄적으로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기존의 개념이 존

재하지 않는 경우, 기존 개념의 적용이 현실적으로 중요한 문제를 초래

하는 경우, 다양한 가치가 부딪히는 논쟁적인 개념의 경우’를 제시하였으

나, 개념 학습에의 실제적인 적용을 위해서는 더욱 구체적인 기준이 필

요할 것이다.

셋째, 은유적 개념화와 논리적인 사변(思辨) 등 본 연구에서 제안한 개

념 구성 방안의 구체적인 방법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은유는 문학에

서 주로 사용되는 것으로 사회과학의 과학적 성격을 강조하는 경우에는

이와 같은 방법으로 개념을 구성한다는 것이 낯설게 느껴질 수 있다. 본

연구자는 학습자의 주관적인 측면에서 출발하여 객관성과 사회적 보편화

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이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개념 학습 방법의 중요한

의의라고 밝힌 바 있다. 이러한 의의를 살리기 위해서는 개념 구성의 각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학습 방법을 더욱 구체화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지금까지 사회과의 개념 학습에서 거의 다루어지지 않았던

‘개념 구성’이라는 측면에 주목함으로써 주어진 개념을 습득하고 적용하

는 것에 치우쳐진 개념 학습의 문제점을 밝히고 대안을 모색하고자 하였

다. 이 과정에서 칸트가 주장한 상상력의 유희를 통해 감성과 지성이 조

화를 이루고, 베버의 이념형을 통해 주관적인 가치가 사회문화적 의의와

조화를 이룰 수 있음을 보여주고자 노력하였다. 또한 최초의 문제의식이

었던 개념 습득과 이분법적인 분류 도식에서 벗어나 학습자 스스로 실재

의 다양한 의미를 만들어갈 수 있는 개념 학습의 방안을 그리고자 했다.

그러나 학습자의 수준을 고려한 개념 구성 방안, 재구성되어야 할 개념

의 기준, 다양하게 상상된 개념으로부터 공유가능한 잠정적 해석을 이끌어

내는 구체적인 기준과 과정 등 아직 명료화되지 않은 부분이 많이 남아

있다. 이는 본 연구가 지닌 한계임을 밝히며, 추후 이러한 부분들을 보완

함으로써 실제적인 측면에서의 의의 역시 풍부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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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cepts in social studies education have been recognized as important

tools in recognizing phenomena and clearly analyzing problems. The

teaching and learning of concepts in social studies education is also an

important part of learning content and class activities. Activities related

to concept learning can be divided into three aspects : concept acquisition,

application, and construction. Among them, especially in social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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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ucation, concept learning has focused on acquiring and applying concepts

already established in social science. The strategic model for teaching and

learning concept, such as attribute, prototype and social context model, have

all developed with a focus on effective concept acquisition.

Concept learning models that focus only on acquiring and applying

concepts have difficulty in critically examining existing concepts and

developing the capacity to construct concepts that can explain completely

new phenomena. Above all, existing concept learning models focused

on recognizing and classifying objects or phenomena within a given

concept frame have difficulty in recognizing the diverse and rich

meanings of the objects that the concept is to grasp. Therefore, to

overcome the limitations of the existing concept learning models, I will

redefine the concept as Weber’s ‘ideal type’ and suggest a teaching

strategy that can effectively develop the capacity to construct concepts

by using Kant’s reflective judgment.

By defining the concept as Weber’s ideal type, which emphasizes that

it is a constructive product made from a particular point of view to

understand the phenomenon, we can show the possibility of concept

change and diversity of the concept as well as that the concept is a

means of understanding the world in which we live. In particular, when

the concept is understood as the ideal type, the continuous transformation

and reconstruction of the concept becomes an important task of concept

learning.

Then, how can we develop the ability to construct concepts as ideal

types? In this study, I define the ability to construct concepts as Kant’s

reflective judgment : the ability to search the universal from something

concrete or particular when there is no universal given.

In order to develop the ability to construct concepts, I suggest how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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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truct concepts based on four principles of Kant’s judgment of taste :

disinterestedness, formal purposiveness, common sense, and subjective

universality. This process of concept construction based on these

principles shows that concepts started from subjectivity is ultimately

elevated in a way that can be harmonized with universality.

1. The free play of imagination depart from stereotypes :

Passively, it is a step in which the learner reflects on their own

private interests, frees himself from stereotypes and prejudice, and

actively imagines non-determined concepts.

2. Recognizing subjective validity based on formal purposiveness :

It is a step in which the learner finds the subjective meaning and

purpose that the object gives to him without presupposing

externally given concept and considers purposiveness in relation

to subjective purpose and the object.

3. Securing logical coherence through speculation : It is a step

that considers consistency, coherence and unity in the logical

terms to ensure that concepts constructed in this way goes

beyond personal dimensions and secures meaning in a practical

context.

4. Acquiring universal communication possibilities through

expansion of thinking based on common sense : It is a step to

explore the possibility of universal communication by escaping

from our own personal point of view through the experience of

extended thinking, thinking on the horizon of others based on

emotional common sense.

In order to effectively apply this concept construction method to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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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tual class activity, five steps are suggested as teaching strategies :

1) Awareness of problem situation, 2) Review of existing concepts,

3) New imagination of the existing concepts, 4) Review of purposiveness

and logical coherence, 5) Sharing tentative interpretations of the meaning

of problem situations.

The concept constructing ability proposed in this study is not

knowledge, but ability to imagine the meaning of one object in various

ways and attitude to construct a new concept for oneself. Therefore, the

teaching strategies for developing the ability of constructing the concept

should not focus on the completeness of the concept as a result. Rather,

we should be more concerned with enabling students to exercise a

flexible and open mind, autonomous and creative thinking in the process

of (re)constructing concepts.

keywords: concept acquisition, concept construction, ideal type,

reflective judgment, play of imagination, subjective

purposiveness, common sense

Student Number: 2009-30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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