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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초 록

이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중학생들이 적성과 진로를 탐색하도록

기획된 자유학기제 ‘체험 교육’의 의미를 재탐색함으로써, 자유학기제의

교육 활동이 학생들에게 ‘교육적인 경험’이 되도록 하나의 방향을 제안하

는 데에 있다. 이에 따라, 자유학기제에서 이루어지는 ‘체험교육’의 방향

을 모색하기 위해 듀이의 ‘교육적 경험’ 개념을 고찰하고자 한다.

과거의 학교 교육은 교사 중심 수업, 기계적인 주입식 교육으로 ‘무기

력한 자아’를 양산해 낸다는 측면에서 비판을 받아왔다. 물론 이러한 비

판의 배경은 결과와 성과만을 중시하는 사회 분위기의 영향으로 학교 교

육이 상급 학교의 진학에 초점을 두었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최근에는

이러한 학교 교육에 대한 반성으로, 학생 중심 수업, 예술·체육 교육, 인

성 교육 등을 강화함으로써 학교 교육의 관심을 학생의 인성 함양, 심미

적 감성 역량 함양, 소통 능력 향상 등으로 확장하고 있다. 또한 교실 수

업 개선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짐에 따라, 학교 현장의 교사들은 다양한

형태의 수업을 시도하고 있다. 필자는 학교 현장에서의 이러한 노력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만, ‘지식 교육’과 ‘체험 교육’을 분리하며 ‘교과 수

업’과 ‘교과 외 체험활동’이 별개의 성격을 지닌 교육으로 간주되는 경향

에 문제를 제기하고자 한다.

한편, 학교 교육의 변화에 대한 요구와 교실 수업 개선에 대한 요청

으로, 중학교에서는 2013년부터 자유학기제가 정책적으로 도입되어 2016

년부터는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중학교 자유학기제는 우리 교육의

지나친 경쟁적인 분위기와 입시에 초점을 두는 현상에 대한 대안을 마련

하고자 하는 사회적 요구, 그리고 진로 교육을 연계하는 교육 과정의 필

요성이라는 교육적 요구를 배경으로 2013년에 교육부의 ‘국정과제 실천

계획’에서 도입되었다. 자유학기제는 진로 탐색활동, 주제 선택 활동, 예

술·체육 활동, 동아리 활동 등을 통하여 학생들이 다양한 체험을 하며

자신의 흥미와 적성을 개발하고, 학교와 일상생활을 연관 지을 수 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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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방향이 제시되었다는 점에서 교육적으로 의의가 있고 획기적인 시도

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학교 현장에서 시행되는 자유학기제의 실천 양상에 관한 문헌

들을 검토해 보면, 학생들이 이전보다 ‘체험활동’을 할 기회가 많아졌지

만 그러한 활동들이 교과와 연계되지 않은 일회성의 체험이나 신체적 활

동에 그치는 등의 문제들이 드러났다. 그리고 교과수업에서 이루어지는

학생활동도 가시적인 활동에 머무르며 다음 학기와 연계되지 않는 등의

한계가 드러났다. 필자가 보기에, 자유학기제의 실천에서 드러나는 이러

한 문제의 원인은 교육 주체들이 자유학기제 정책에서 중점을 두고 추구

하는 ‘체험 교육’에서의 ‘체험’ 개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충분히 이해하

거나 인식하지 못하는 데에 있다고 본다. 그리하여 필자는 존 듀이의 ‘교

육적 경험’ 개념에 기대어, 자유학기제에서 강조하는 ‘체험교육’이 학생들

에게 의미 있는 경험이 되도록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듀이는 우리의 삶은 ‘경험’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진정한 교육은 ‘경

험’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강조하였다. 그리고 듀이는 앎과 삶은 연결되

며 교육적으로 의미 있는 경험은 ‘계속성’의 특징과 ‘상호작용’의 특징이

있다고 보았다. 듀이가 교육적으로 의미 있다고 논의한 ‘경험’은 행위자

(agent)가 최초로 경험한 것에 대하여 되새겨보는 반성적 경험을 거쳐

미래를 예측하는 삼차적 경험으로 이어진다. 즉, 행위자는 ‘경험’을 지나

치지 않고 ‘경험’을 통하여 사고의 지평을 확장해 나가며 자아를 형성해

가는 것이다. 이러한 ‘경험’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연결되기에 ‘계속성’

의 특징을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교육적 경험의 또 다른 특징은 행위자가 환경과 서로 영향을 주고받

으며, 성장한다는 점이다. 듀이는 교육은 본질적으로 사회적 과정이며,

개인은 사회 구성원으로 존재한다고 설명하였다. 그리고 사회 구성원으

로 살아간다는 것은 구성원 사이의 상호작용과 의사소통을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듀이의 교육적 경험은 학생이 자신의 ‘경험’

을 타자의 ‘경험’과 공유함으로써 자신의 ‘경험’에 대하여 거리를 두고 돌

이켜보며, 타자를 ‘이해’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한다. 학교 교육의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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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학생은 이러한 경험으로 ‘자아’와 세계가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알

게 되고 ‘자아’를 확장할 수 있을 것이다.

듀이의 ‘교육적 경험’의 세 번째 특징은 삶의 경험이나 일상적 경험과

연관되어 일어난다는 점이다. 듀이는 학생들이 학교에서 배우는 것을 일

상생활에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며, 학교는 학생들이 교

육을 통해 살아가면서 겪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할 수 있

도록 도와야 한다고 이야기한다. 듀이는 학생들의 일상적 경험의 성격과

교과의 성격은 다르지 않다고 보았다. 학생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은 ‘일상적 경험’이므로, 학교 현장의 수업 상황에서 교사는 학생들에게

‘일상적 경험’과 관련지어 교과 내용을 소개한다면, 학생들은 교과 내용

을 보다 실감나고 생생하게 받아들이고 수업 상황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것이다.

필자는 듀이의 ‘교육적 경험’에 대한 논의를 기반으로 하여, 교육 현

장에서 시행되고 있는 중학교 자유학기제 ‘체험교육’의 특징과 실천 양상

을 문헌들을 통하여 검토하여 그 타당성과 방향성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그리하여 본 연구는 듀이의 ‘교육적 경험’ 개념을 토대로, 교육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을 분석하고 그에 대해 하나의 방향을 제안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학교에서의 교과 수업과 체험활동이 단지 내신 성적을 관리하기 위한

도구로 여겨지기도 하는 현시점에서, 듀이의 ‘교육적 경험’ 개념을 재조

명하여,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교육 활동이 학생들로 하여금 자아를 탐색

하고 확장하는 데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기획되고 실천되기를 바란다.

주요어 : 자유학기제, 체험교육, 교육적 경험, 자아, 존 듀이

학 번 : 2015-2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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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과거로부터 우리나라의 중등 교육은 대학 입시에 초점을 두고 이루어

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입시 위주의 교육에 대한 대안으로

지난 2013년부터 중학교에 자유학기제가 도입되어 2016년부터는 전국적

으로 시행되고 있다. 자유학기제는 중학교의 교육과정 중 한 학기동안

학생 자신이 무엇에 관심이 있고 어떤 분야에 흥미가 있는지 탐색할 수

있도록 학생들에게 다양한 경험을 제공하는 취지로 시행되었으며, 자유

학기제의 기간 동안에는 단위학교에서 교육과정을 자율적으로 운영하도

록 되어있다. 자유학기제는 경쟁에 내몰린 중학교 학생들에게 정기고사

로부터 벗어나 실험, 실습, 체험 등을 통하여 학생 자신의 적성과 흥미를

탐색하도록 ‘여유’와 ‘기회’를 학교 차원에서 제공한다는 점에서 획기적인

교육 정책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자유학기제 하에서는 결과 중심적이

고 기계적인 암기식 교수-학습 방법을 개선하고 학생들에게 다양한 체

험을 하도록 하며, 교과를 학생들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삶의 맥락에서

배울 수 있도록 기획되었다는 점에서, 자유학기제는 교육적으로 매우 의

미 있는 교육 정책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중학교 교사로서, 최근 2년 동안 자유학기제 수업을 담당하고

참관한 필자는 자유학기제의 실천 과정에서 여러 문제점들을 목격하였

다. 그리고 교육 주체들인 교사, 학생, 학부모들이 자유학기제의 취지에

는 공감하나, 실천 과정에서 애로사항이 많았다는 점을 필자는 여러 문

헌들(김아람 외, 2018, 여지영 외, 2016, 임종헌, 2018 등)을 통해 확인하

였다.

자유학기제의 교육적 취지에는 대체로 긍정적으로 인식하지만 그에

따른 실천에 여러 어려움이 나타나고 있는 교육 현실에서, 필자는 본 연

구를 통해 자유학기제의 실천 과정에서 나타나는 어려움들에 대한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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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분석하고자 한다. 그리하여 그 어려움들을 개선할 수 있는 핵심적인

방안이 ‘교육적 경험’에 있다고 상정하고, 철학자 존 듀이의 ‘경험’의 의

미를 탐색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우리나라 중등학교의 모습을

회상해보도록 하자.

우리나라 학교교육의 경쟁적인 분위기에서 아이들은 자신의 흥미와

적성을 진지하게 생각할 겨를도 없이 오로지 대학 입시를 위한 공부에

매달린다. 대학 진학을 앞 둔 학생들은 자신의 적성과 흥미를 파악하지

못한 채, 점수에 따라 대학과 학과에 지원하는 경우도 많다. 또한 많은

학생들은 대학에 입학하고 나서 진학한 학과가 자신의 적성에 맞지 않아

도 취업을 목표로 학점 관리에만 매진하기도 한다. 이러한 상태는 마사

누스바움(Martha C. Nussbaum)이 말하듯, 아이들이 자신의 삶을 주체

적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외적 기준에 맞추어 살아가는 ‘노예적 태도

(Nussbaum, 2010/우석영 (역), 2011: 117)’를 내면화하는 것일지 모른다.

우리 아이들이 ‘노예적 태도’를 내면화하게 되는 현상에 대한 원인 중

하나로 성과와 결과만을 중시하는 사회 분위기를 들 수 있다. ‘학교는 사

회의 축도(microcosm)’로 보았던 번스타인(B. Bernstein, Class, codes

and control volume 3, 1975 : 49 ; 성열관, 2018: 67 재인용)의 이야기처

럼, 이러한 사회 분위기는 고스란히 학교에 반영된다. 최근 몇 년 전까지

만 해도 우리나라의 중등학교에서는 학생들이 그들의 학업 성적에 따라

학교에서 인정을 받거나 ‘잉여인간’으로 취급받는 분위기가 만연해 있었

다. 혹여 학업 성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는 학생이라도 자신이 학업에 매

달리는 이유를 ‘유명한 대학 진학’ 외에는 찾지 못하는 학생들이 부지기

수였다.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학업 성취도는 높

지만 학업에 대한 흥미도 및 행복지수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을 보이는 것(류정섭, 2013: 48)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학업 흥미도가 낮은 현상에 대한 개선책으로 학교

교육과 교실 수업이 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필자가 보기에,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학업 흥미도가 낮은 근본적인

원인으로는 성과와 결과만을 중시하는 경쟁적인 사회 분위기 속에서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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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들이 자기 자신에 대하여 생각해 볼 여유가 없이, 시험 성적을 높이

기 위한 심리적 압박감으로 학교에서 배우는 ‘지식’을 도구화하여 기계적

으로 학습하는 양상이 고착화되어 있는 데에 있다고 생각한다. 한편, 요

즘에는 아이들이 인터넷, TV 등의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지식’을 접할

수 있기에, 학교는 학생들에게 ‘지식’을 전수해주는 장소로서의 역할이

유명무실해 진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아이들은 학교 수업을 통해 보다

넓은 세계와 만난다고 생각하기 보다는 내신 성적을 ‘관리’하기 위해 수

업을 ‘듣는’ 경향이 있다. 심지어 몇몇 학생들은 수업 시간에 아무런 생

각 없이 그냥 앉아 있는 경우도 적지 않다. 다음 사례는 학교에서 학생

들이 교과 수업에 참여하고 있는 양상을 보여준다.

수업 참여 기피 현상을 보이고 있는 대다수의 학생들은 그들이 느끼기

에 지루한 수업 시간 중에 주로 멍하니 있으면서 딴 짓을 하거나 자다 깨

다를 반복한다. 하지만 그래도 그 학생들이 관심을 갖고 부분적으로나마

참여를 하는 수업도 있다. 그러나 이들은 교사의 설명 위주인 강의식 수업

이나 난도가 높고 진도가 빠른 수업에는 대부분 참여 기피 현상을 보인다.

(성열관, 2018: 162)

성열관에 의하면,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자는 현상은 ‘참여하지 않

음’의 다양한 형태인 ‘분리, 간극, 소외’ 현상으로 간주할 수 있다

(Berntein, 1990; 2000; Power et al., 1998; 성열관, 2018: 5 재인용)”는

것이다. 학생들이 수업에 참여하지 않고 기피하는 현상은 학생 자신이

수업의 장소, 시간, 그리고 상황으로부터 단절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자기 자신으로부터도 단절되는 자기소외를 불러일으킨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수업 시간에 일어나는 자기소외 현상은 ‘무기력한 자아’를 양산해

내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중등학교에서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참여하지 않는 현상

에 대한 방안으로 상급학교 진학 시에 내신 성적의 비중을 높이는 교육

정책이 생겨났고, 학교 수업이 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전자의

방안은 학생이 수업을 도구화할 수 있기에, 근본적인 해결책이라 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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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다. 따라서 필자는 학생이 학교 수업을 통하여 의미 있는 배움을 얻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한 방안으로 학교 수업의 양상에 주목하고자 한다.

우리나라의 학교 교육에 대한 반성과 개선에 대한 요구는 교육 과정

에 반영이 되었는데, 소경희(2015: 202)에 의하면, 현재 학교 현장에서

적용되고 있는 ‘2015 개정 교육과정’ 총론 개정의 주요 방향은 학생들이

배움의 즐거움을 경험할 수 있도록 교과 내용을 “실생활에 활용 가능하

고 삶을 성찰할 수”(교육부, 2014)있도록 구성하는 것이다. 그리고 ‘2015

개정 교육과정’은 학생의 역량(competency)1)을 신장시키는 것을 주요 골

자로 한다. 소경희(2019: 232)에 의하면,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우

리 교육이 추구해야 할 인간상으로 ‘창의 융합형 인재상’을 제시”하였는

데,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총론에서는 ‘창의 융합형 인재’가 갖추어야

할 핵심역량으로 자기관리 역량, 지식정보처리 역량, 창의적 사고 역량,

심미적 감성 역량, 의사소통 역량, 공동체 역량 등이 열거되었고, 이들

역량이 교과 교육을 포함한 학교교육 전 과정을 통해 중점적으로 길러져

야 한다고 제시(소경희, 2019 :232)”되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학생들에게

이러한 역량을 신장시키기 위한 교육의 방향은 학생들이 학교 수업을 통

하여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키워주며 타인과 조화를 이

루며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교사는 교과서에 제시되어 있는 내용을 그대로 가르치

기보다, 학생들의 삶과 유사한 맥락에서 교과 내용을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학생들이 배운 내용을 토대로 ‘지식’을 삶과 연결하고 재창

조할 수 있도록 학생들을 돕는 작업이 교사에게 요청되는 것이다.

고미숙(2006: 133-134)의 논의에 따르면, “이론과 ‘지식2)’ 위주의 교육

으로 실천성이 결여”되고 “교육 내용이 학생의 삶과 인격적인 성장에 거

의 도움을 주지 못하며 교사 중심적으로 ‘지식’을 학생들에게 전달하여

학생의 흥미를 불러일으키지 못하는” 현상이 현 학교 교육의 문제점으로

1) 한편, 소경희(2015: 210)는 “역량은 다양한 맥락에서 다양한 방식과 의미로 활용
되고 있으므로, 2015 개정 교육과정 총론 개정안이 요구하는 역량 함양을 위한
교과 교육 과정 개발을 위해서는 교과에서 개발해야 할 역량의 성격에 대한 좀
더 조작적인 의미가 탐색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2) 후술하겠지만, 여기에서 ‘지식’은 ‘명제적 지식’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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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체험교육이 이러한 학교 교육의 “문제들

을 해결하는데 효과적인 방식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것이다. 교육 현장

에서는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도입된 ‘창의적 체험활동’3)(소경희, 2019:

220)과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근거가 마련된 중학교 ‘자유학기’(소경희,

2019: 233)등의 교육 과정과 교육 정책으로 ‘체험교육’이 강조되고 있다.

2013년부터 중학교에서 시행되고 있는 ‘자유학기제’는 학생들이 다양

한 체험을 통하여 자신의 흥미와 적성을 계발하고 미래의 직업을 탐색할

수 있도록 하는(하정희 외, 2018: 142) 교육 정책이다. ‘자유학기제’는 발

달 단계상 청소년기에 접어들며 가치관의 변화, 중학교라는 환경의 변화

로 혼란이 있을 수 있는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시행함으로써, 중학생들이

학교생활에 적응하고 자아를 탐색하며 자신의 흥미와 적성을 계발하고

발견하여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자는 취지로 기획(교육부, 2015 :

10)되었다.

‘자유학기제’는 2013년부터 전국의 42개 연구학교에서 시범 운영(교육

부, 2015: 7)되었고, 2016년부터는 전국 중학교로 확대 시행되었으며,

2018년부터 한 학기는 ‘자유학기제’로 운영되고 다른 학기는 ‘연계 자유

학기제’로 운영되어 실제로는 ‘자유 학년제’를 도입한 중학교도 상당수

(김아람 외, 2018: 500)이다.4) 자유학기제가 적용되는 학기 동안은 지필

고사인 정기고사를 시행하지 않고 교사가 학생의 수행 과정을 관찰하여

생활기록부에 서술식으로 기록(교육부, 2015: 14)하도록 한다. 자유학기

제는 ‘교과 교육과정’과 ‘자유학기 활동’으로 나누어지는데, “오전에는 국

어, 영어, 수학, 역사, 사회, 도덕 등의 기본교과 수업으로 편성한 ‘교과

교육과정’(19-22시간)을 운영하고, 오후에는 학생의 흥미와 관심에 기초

한 진로탐색 활동, 주제 선택 활동, 동아리 활동, 예술·체육 활동 중심으

로 중점화한 ‘자유학기 활동’(12-15시간)을 운영하도록 교육부는 제안(여

3) ‘창의적 체험활동’은 기존의 특별활동과 창의적 재량활동을 통합한 것으로, 교과
외 활동을 그 본래의 취지를 살려 체험 중심으로 운영하기 위해 새롭게 강화된
것이다.(소경희, 2019: 220)

4) 김아람·김아미(2018)에 의하면, 경기도 교육청, 강원도 교육청 등이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
로 자유학년제를 실시하였으며, 2018년에는 교육부의 적극적인 시행 권고로 전국 1,500여
개 학교에서 자유학년제를 운영하였다.(김아람 외, 2018: 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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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영 외, 2016: 700)”하고 있다. 이 제도는 학생들이 꿈과 끼를 살려 미

래 진로를 탐색하는 것을 취지로 삼았기에, 학생이 학교 안과 밖에서 ‘다

양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권장(신철균, 2014: 63)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자유학기제 기간 동안 시행되는 교과 수업은 기존의 교사 중심, 암기식

수업 방식에서 벗어나 학생 중심, 탐구와 체험 중심의 교수와 학습의 방

법을 지향(정영근 외, 2015: 212)하도록 되어있다. 또한 자유학기제 하에

서는 학생이 ‘자유학기 활동’ 영역인 진로탐색 활동, 주제선택 활동, 예

술·체육 활동, 동아리 활동 등(소경희, 2019: 326)을 통하여 다양한 체험

을 경험함으로써 학교와 일상생활을 연관 지을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방향이 제시되어 있다. 자유학기는 “기존 교과 수업을 학생 참여형으로

개선하고 ‘자유학기 활동’을 통하여 학생들이 참여하거나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들로 운영(소경희, 2019: 326)”된다는 특징이 있다.

그러나 필자가 앞서 언급하였듯이, 학교 현장에서는 자유학기제의 실

천 과정에서 여러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있다. 학생들이 이전보다 ‘교과

외 활동’을 할 기회가 많아진 것은 맞지만, 이런 ‘활동중심 교육’이 반드

시 학생들로 하여금 교과 내용과 일상적 경험을 더 잘 연결하도록 한다

든가 아이들의 꿈과 재능을 키울 수 있는 방식의 의미 있는 진로교육으

로 연결된다든가 하는 것에서는 의문의 여지가 많다. 학교 현장에서는,

주어진 활동들을 의무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전년도에 시행했던 활동

들을 답습하는 방식으로 꾸려지는 경우가 많은 것이다. 자유 학기제 기

간 중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사회, 도덕 등의 기본 교과 수업으로 편성

된 ‘교과 교육과정’ 시간의 수업 양상은 토론, 실습, 모둠별 활동 등으로

이루어지더라도 단지 학생들의 피상적인 활동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5).

그리고 주로 오후에 이루어지는 ‘자유학기 활동’은 학생들의 흥미와 사전

지식을 고려하지 않고 학생들에게 사전 교육 없이 정해진 프로그램을 선

착순으로 신청하여 참여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기

5) 정유리 외(2017: 92)는 자유학기제의 ‘활동중심 수업’에 대해 교사들은 기대

를 하기도 하지만, 준비되지 않은 활동 중심 수업은 수업의 질을 떨어뜨린다는

점에서 우려를 표명하였다고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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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학생들이 ‘자유학기 활동’을 통하여 자신의 적성과 흥미를 탐색하기

에는 한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실천의 방식들을 진단하자면, 교사

와 학생들이 자유학기제의 취지와 목적을 아주 표면적으로만 이해하고

자유학기제가 지향하도록 되어 있는 학생 중심, 탐구와 체험 교육의 의

미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것이 아닌가 의심된다. 이는 물론 교사를 대

상으로 자유 학기제에 대한 교육과 연수의 기회가 부족하고 자유학기제

가 전면 시행된 지 시간이 얼마 되지 않아 시행착오의 과정 중에 있기

때문일 수도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수많은 교사가 자유학기제에서 강조

하는 ‘체험’이 무엇을 뜻하는지, 특히 이것이 교육적 맥락에서 무엇을 의

미하는지 충분히 이해하거나 인식하지 못한다면 자유학기제의 본래 취지

가 실현되기란 어려울 것이다.

자유학기제에서 강조하는 ‘체험교육’이 우리나라 학교 교육의 맥락에

서 어떻게 적용되어 왔는지 탐색하기 위해, 먼저 고미숙(2006)의 논의를

참조할 만하다. 고미숙(2006: 134)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체험학습은 “현장 체험학습”으로 협소하게 이해되는 경향이 있으며 이러

한 오해는 체험학습이 가질 수 있는 잠재적인 가능성을 축소시킨다는 것

이다. 그녀의 논의(2006: 136-137)에 의하면, ‘체험 교육’은 “직접적인 경

험”과 그 경험에 대한 의도적인 “반성”이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유의

미한 학습”을 낳도록 하는 “교육 철학”을 포함하는 것으로, 분명히 교수

-학습 방법을 넘어서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자유학기제에서 강조하는 ‘체험’이나 ‘경험’이 단지 학생

들의 신체적 활동으로만 이해될 경우, 자유학기제의 ‘경험’은 학생들에게

교육적 경험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일회성의 신체 활동에 그칠 우려가

있다. 필자가 보기에, 자유학기제의 ‘체험교육’이 학생들에게 의미 있는

교육적 경험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단지 “일회성의 체험활동으로 그치

는 문제(신철균 외, 2019: 226, 성은모, 2013: 38)”가 발생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자유학기제에서 강조하는 ‘체험’ 개념과 교과 수업에서 이루어지

는 ‘지식 교육’에서의 ‘지식’ 개념을 이분법적으로 이해하는 데에 있다고

볼 수 있다.6) 이러한 이분법적인 이해 방식은 ‘체험’과 ‘지식’을 별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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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라 간주하는 것이다. 즉, 이러한 이분법적 사고는 ‘체험’을 신체적인

활동으로 이해하는 반면에, ‘지식’을 신체적 활동과 감정적 요소가 배제

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다. 학교 현장에서는 이렇게 ‘체험’과 ‘지식’이

이분법적으로 간주되어, 체험활동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현장 체험학습’,

‘창의적 체험활동’이나 자유학기제의 ‘자유학기 활동’ 중 진로탐색 영역이

교과 수업과 연계되지 않고 별도의 활동 위주의 ‘교과 외 교육’으로 간주

(여지영 외, 2016; 하정희 외, 2018)되는 반면에, 교과 수업은 정기 고사

에 대비하기 위해 ‘교과 지식’을 ‘효율적으로’ 전달하는 데에 중점을 두고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나라의 중등학교 교육이 여러 측면에서 비판을

받고 있고, 특히 학교 수업 개선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는 현상에 대한

원인은 두 가지에 있다고 볼 수 있다. 하나는 ‘지식’ 개념에 대한 근대적

인 해석이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교사가 교과 수업을 통해 학생들에게

‘교과 지식’을 전달하는 방식에 대한 불만이다. 그간 학교 현장에서는 교

사의 ‘수업 방식’에 초점을 두고 개선하려는 움직임이 있어 왔고 교사들

은 각종 연수, 동료 장학 등을 통하여 여러 모로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러

나 학교 현장에서는 학교에서 가르치는 ‘지식’ 개념에 대해서는 논의가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필자가 보기에, 학교에서 교사가 ‘교과 수업’

시간을 통하여 학생들에게 주로 전달하는 것은 ‘교과 지식’이기에 현 학

교 교육의 맥락에서, ‘지식’ 개념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 ‘지식’ 개념과 ‘체험’이 맺는 관계에 대해 새롭게 이해할 필요

가 있는 것이다.

과거에는 ‘교과 지식’이라고 하면, 교과서에 담겨있는 내용을 떠올리

며, 학생들에게 교과서에 담겨있는 내용에 대하여 ‘∼이라는 것을 안다’

는 명제적 지식7)의 형태로 받아들이도록 하는 것을 ‘지식 교육’으로 이

6) 고미숙(2006: 134)은 “체험학습을 교과교육을 보조하기 위한 수단으로 인식한다

면, 교과교육과 체험학습, 지식교육과 경험교육, 이론과 실제, 사고와 행동을 이분화하

는 문제를 낳는다”고 지적한다. 필자는 듀이의 ‘지식’과 ‘경험’ 개념을 검토해 볼 때, 이

러한 문제는 더욱 명확하게 드러난다고 생각한다.
7) 헝가리 출신의 영국 화학자이자 철학자인 폴라니(Michael Polanyi)는 “우리는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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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학생들에게 ‘교과 지식’을 이러한 명제적

지식의 형태로 받아들이도록 지나치게 강조하다보면, 학생들은 교과 지

식을 절대적 진리로 간주하며 교과 내용을 기계적으로 외워야 하는 것으

로 잘못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다. 학생이 교과 내용을 기계적으로 암기

한 것은 과연 그 내용에 대하여 ‘안다고’ 말할 수 있을까? 학생이 시험에

대비하기 위해 교과 내용을 기계적으로 외워야 하는 것으로 간주할 경우

에, 그 ‘교과 내용’이 자신의 삶에 어떠한 의미가 있으며 자신이 ‘세계’와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진지하게 생각해 보거나 이해하지 못한 채, ‘자아’

와 ‘지식’이 분리된 상태로 남게 된다. 그리하여 ‘교과 지식’은 시험을 치

룬 후에는 잊어버리거나 ‘폐기 가능’하며 쓸모없는 사실이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학생들이 교과를 통하여 배우는 ‘지식’은 어떠한 성격을 지니

고 있는가? 그리고 학생들이 ‘지식’을 어떻게 받아들일 때, 자기 자신과

관련지으며 ‘세계’를 이해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지식’이 될 수 있을까?

먼저, ‘지식’ 개념에 대한 검토를 하기 위해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보

도록 하자. 근대적 ‘지식’에 대한 로티(R. Rorty)의 해석에 따르면(곽덕

주, 2006: 114), “근대 철학자들의 의식 속 깊이 자리 잡고 있었던 진리

에 대한 모종의 가정은 지식은 ‘실재’와 일치하는 것”이다. 곽덕주(2006:

114)에 의하면, 로티는 근대 철학자들이 “인간의 마음을 자연의 ‘거울’로

보았다”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즉, 근대 철학자들은 마음의 ‘거울’을 통해

자연을 ‘정확하게’ “재현(곽덕주, 2006: 114)”해 낸 것을 ‘지식’으로 본 것

이다.

리가 말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알고 있다.(We can know more than
we can tell.)”라고 주장하며 암묵지(tacit knowledge, 暗默知)의 중요성을 역설하
였다. (김정래 외, 2017: 214) 폴라니에 따르면, 암묵지는 학습자 관점에서 주관적
이기에 ‘개인적 지식(personal knowledge)’이라는 특징이 있다. 이러한 개인적 지
식은 반드시 그 지식을 보유한 사람에게서 전수받아야 하는데 그 방법은 언어로
표현할 수 없다는 특징을 지닌다. (김정래 외, 2017: 219) 다시 말해, 암묵지는 학
습과 경험을 통하여 개인에게 체화(體化)되어 있지만 말이나 글 등의 형식을 갖
추어 표현할 수 없는 지식을 의미한다. 폴라니의 ‘암묵지’ 개념과 유사한 맥락으
로, 영국의 철학자인 라일(Gilbert Ryle)은 명제적 지식(knowing that) 위주의 주
지적 전통이 명제로 표현될 수 없는 지적인 영역을 도외시하였다는 점을 비판하
며 ‘방법적 지식(knowing-how)’을 강조하였다. 폴라니와 라일은 명제화할 수 없
는 지식을 강조한 점에서 맥락을 같이한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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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에 후기 근대 시대에는, ‘실재’와 일치하다고 간주되었던 ‘지식’에

대해 회의적으로 바라보게 되었고, 보편적이고 객관적인 진리의 존재에

대한 의심과 회의로 ‘지식’에 대해 다른 관점으로 해석하기 시작하였다.

일례로, 구성주의 담론을 들 수 있는데, 구성주의(Constructivism)는 “다

른(외적) 근거로부터 지식을 전달받기 보다는 학습자가 스스로 지식을

만든다고 주장하는 학습이론(Paul Eggen·Don Kauchak, 2010/신종호 외

(역), 2011: 341)”으로 정의될 수 있다. 곽덕주(2019: 157-158)에 의하면,

“구성주의 담론은 서구 근대 인식론의 근간인 합리성 중심 사고에 대한

포스트모더니즘 철학자들에 의한 인식론적 정초주의의 해체에 힘입어,

교육과정에서 ‘이론’보다는 ‘실천’과 ‘행위’, 그리고 지식이 담보하는 객관

적 ‘진리’보다는 그것의 주관적 혹은 상호 주관적 ‘의미’를 강조하여 왔

다”는 것이다. 구성주의 담론의 시각으로, ‘지식’은 고정불변하고 영원한

것이 아니며, 창조되어 가는 것으로 간주되는 것이다. 이러한 구성주의

담론은 학생을 ‘지식’ 창조의 주체로 간주하며, 학생이 교육의 주체라는

가정이 전제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곽덕주(2019: 158)는 구성주의 담론

이 “지식 생산의 ‘결과’보다는 지식 생산의 ‘과정’에 초점을 두는 교육과

정으로의 전환도 꾸준히 이끌었다”고 분석한다.

한편, 우리가 학교 교육을 ‘지식 중심 교육’이라며 비판할 때 여기서

의 ‘지식’은 근대적인 관점인 고정불변한 ‘지식’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학

교에서 이루어지는 ‘지식 중심 교육’을 비판하기에 앞서, 학교 교육 현장

에서 교과 내용으로서의 ‘지식’ 개념과 그 특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미국의 철학자이자 교육학자였던 존 듀이(John Dewey, 1859-1952)는

‘경험’을 통하여 형성된 ‘지식(knowledge)’8)을 미래의 탐구(inquiry)를 위

8) 래리 힉맨(Larry A. Hickman)(1998: 166)에 의하면, “듀이는 ‘지식(knowledge)’
이라는 명사형을 대신하여 동명사 형인 ‘알고 있는 것(knowing)’을 사용하였다”
는 것이다. 듀이는 ‘안다는 것(knowing)’이란 이보다 더 넓은 범주인 탐구
(inquiry) 과정의 일부분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동명사 형으로 표현한 것이라
고 힉맨은 지적한다. 힉맨의 이러한 해석에 따르면, 듀이는 ‘지식’을 불변하고 정
태적인 것이 아닌 탐구의 자원으로 활용되는 것으로 보았으며, ‘지식’은 변화 가
능하며 언제나 검토되어야 하는 특징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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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자원으로 바라보았다는 점에서, 우리는 ‘지식’에 관한 듀이의 사유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지식’이란 학생의 ‘경험’을 통하여 형성되는 것으로

본 듀이의 사유는, 학생이 ‘교과 내용’을 자신의 ‘경험’과 관련지어 해석

하며 탐구함으로써 ‘지식’을 창조하도록 돕는 교육을 지향하였다고 해석

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듀이의 사유는 오늘날 수업 시간에 무기력하

고 학업에 흥미를 느끼지 못하며 자신에 대하여 고민할 틈이 없는 아이

들에게 학교 교육이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한 함의를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듀이는 “학교에서 배우는 ‘지식’은 다른 경험들과 분

리되고 단절된 상태에 있어서 지금 우리가 부딪치고 있는 실제 삶의 상

황에서 사용할 수 없도록 되어있다(2002: 147)”고 진단하며, 학생의 ‘경

험’과 단절된 ‘무기력한 지식’만을 전달하는 학교 교육의 양상을 비판한

다. 듀이는 “감각에 의해 경험된 것에 근거를 두고 획득되는 것을 지식

(knowledge)으로 간주한 전통적 경험론자(the empiricists)를 비판(Pring,

2007: 51)”하였고, 근대 인식론의 정초주의(foundationalism)를 거부(양은

주, 2001: 123)하였다. 그리고 듀이는 “지식이라는 것은 지금 우리의 의

식 속에 들어있는 그 무엇이 아니라,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을 이해하는

데에 우리가 의식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성향(2012: 489)”이며 “행위로서

의 지식(knowledge as an act)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와 우리 자신과

의 관계를 파악하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향의 일부를 의식에 떠올리

는 행위(2012: 489)”라 설명한다.

‘지식’에 대한 듀이의 해석에 비추어보면, 학생은 실제 삶의 상황과

관련된 교과 지식을 통하여 세계와 ‘자아’를 관련짓고 현재의 ‘자아’가 세

계 역사의 흐름에서 어떠한 위치에 있으며, 자신의 삶이 어떠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다. 듀이에 따르면, “‘지식

(knowledge)’은 미래의 탐구(inquiry)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자원인 정보

로서의 역할(2012: 255)”을 하며, 세계에 참여하는 행위인 ‘탐구’를 통하

여 또 다른 ‘지식’을 창조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탐구(inquiry)’는 개인

이 해결하기 힘든 문제에 직면할 때 일어나는 과정(Pring, 2007: 65)”으

로, 탐구의 자원인 ‘지식’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근거이자 자원으로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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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될 수 있다. 이러한 듀이의 ‘지식’관에 비추어볼 때, 오늘날 학교에서의

교육은 학생들이 살아가면서 마주하는 ‘문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자원

으로서의 ‘지식 교육’이 강조되어야 하는 것이다. 우리가 듀이의 ‘지식’에

대한 사유에 근거할 때,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지식

(knowledge)’은 학생의 ‘삶의 경험’과 관련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학생의

일상생활과 유리된 무기력한 ‘지식’과는 성격이 판이하게 달라야 한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교사는 학생들에게 어떻게 교과 내용을 안내하여야 이것이

학생들의 ‘자아’에 연결되는 의미 있는 ‘지식’이 될까? 듀이가 비판하는

교육 방법 혹은 수업 방식은 학생들로 하여금 교과 내용을 기계적으로

암기하도록 하거나 교과 내용에 대하여 아무런 사고(thought)를 하지 않

고 단순 반복하도록 하는(2002: 110) 수업, 단순한 기술이나 기능을 습득

하도록 하는 데에 그치는 수업(2002: 110), 그리고 학생들의 즉각적인 기

분이나 감정에 맞추는 식의 교육(2002: 135)이다. 우리는 듀이가 비판한

수업이나 교육이 아이들로 하여금 ‘사고(reflection or thought)’를 하도록

하며 자신에 대해 돌이켜보도록 이끄는 수업이나 교육이 아니라, 단지

신체적인 활동에 그치거나, 아이들의 일시적인 기분을 충족시켜 주는 수

업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듀이가 비판한 형태의 수업 상황에서는 학생

들이 자신의 ‘경험’을 통하여 ‘지식’을 창조하기란 어려울 것이다.

한편, 후고 퀴켈하우스(Hugo Kückelhaus)는 “학교의 구조가 지적학

습이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도록 아이들의 유기적이고 감각적인 삶을 마

비시키고, 정신을 육체의 적대적 관계에서 고도로 훈련시키고 혹사시키

는 일종의 감옥소”(Andreas Flitner·Hans Scheuerl, 2000/ 송순재(역),

2000: 319)라고 표현하였다. 이때 후고 퀴켈하우스가 은유적으로 표현한

‘일종의 감옥소’와 같은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지적 학습’은 듀이가 비판

한 기계적인 암기식 학습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학교의 모습은

과거 우리나라의 학교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광경이었다. 과거에, 중학

교에 입학한 학생들은 초등학교에 비해 길어진 수업시간에 가만히 앉아

서(김대현 외, 2003: 8) ‘교사의 언어’를 이해하도록 강요받았고 교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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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를 얼마나 잘 이해하고 외웠는가에 대한 평가를 받았다. 또한 학생

들은 그들의 일상적 삶과 유리된 추상적인 내용을 ‘이성적 사고’로 ‘이해’

해야만 했다. 몇몇 학생들을 제외한 대부분의 학생들은 ‘교사의 언어’를

이해하지 못한 채, 시험을 치루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교사의 언어’를

외우곤 하였다. 이러한 수업의 광경에서는 학생이 ‘교과의 언어’를 이해

하지 못한 채, 단지 시험을 치루기 위해 교과 내용을 기계적으로 암기하

는 사태가 일어나는 것이며, 이러한 사태에서 학생은 자신이 마주하는

세계뿐만 아니라 ‘자아’로부터 소외되는 현상이 일어나기 마련이다. 더

나아가 학생 자신이 교과 수업을 통하여 ‘자아’가 세계와 통합되는 경험

을 하는 것이 아닌 철저하게 분리되는 상황에 이르게 될지도 모른다.

학생들이 수업 시간을 통하여 교사로부터 ‘전달받은’ 교과 내용을 얼

마나 잘 외웠는가에 대해 평가를 받는 ‘교육’ 상황에서는 학생들이 학교

안과 밖에서 겪는 ‘경험’으로부터 자신의 삶을 숙고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갖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어떠한 의미가 있고

자신의 삶과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를 파악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학생들은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 지식’을 학교 밖의 일상적 삶

과 관련짓지 못하므로 수업 시간을 통하여 ‘전달되는’ 교과 지식은 ‘무기

력한 지식’ 또는 화석과 같은 ‘과거의 기록’이 될 뿐이다.9) 이는 학생이

학교에서의 수업을 통하여 자신의 과거-현재-미래를 연결 짓지 못하고

교실과 수업 시간이 ‘자아’로부터 고립된 공간과 시간이 되는 것이다.

한편, 포스트모더니즘이 도래하면서, ‘지식’에 대한 패러다임의 변화로

‘지식’의 정초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이 확장되었다. 이에 따라, ‘지식’은

이성적 측면과 감정적 요소를 아우르고 지식의 내용도 고정된 것이 아닌

변화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이성과 신체가 분리되어 있다고

가정하는 근대 데카르트의 이원론에서 탈피하여, 인간은 이성과 감정, 신

체가 상호작용하는 존재10)라는 인간 존재에 대한 새로운 시각으로, 교육

9) 필자는 교과 지식 중심 수업을 반대하는 입장은 아니다. 다만, ‘교과 내용’이 학
생들에게 주입식으로 전달되는 수업을 문제 삼는 것이다. 필자는 학생이 교과 내
용에 대해 생각해 볼 겨를도 없이, 단지 시험에 대비하기 위해 교과 내용을 기계
적으로 암기하도록 하는 교수-학습 양상을 비판하는 것이다.

10) 일례로, 신경과 의사인 안토니오 다마지오(Antonio R. Damasio)에 의하면, 생물



- 14 -

현장에서도 “체육과 예술 교육을 강화(소경희, 2019: 230)”하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학교 교육에서 학생의 감수성을 함양할 수 있는

예술 교육이 중시되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11) 수업 방식의 측면

에서는 ‘협동학습’, ‘학습자 중심 수업’과 같은 새로운 수업 방법에 관한

담론이 조명 받고 있다. 이러한 시도들은 현재의 학교 수업 양상이 과거

와는 적지 않게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다. 그리고 학교 교

육에서 다양한 변화를 추구하는 경향은 후기 근대에 등장한 반정초적 지

식관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원화된 세계에서 살아갈 아이들이 마주하는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

으로, 한 가지 정답만이 존재하지 않을 수 있으며, 삶의 ‘경험’을 이해하

고 풍요롭게 살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타자의 ‘경험’을 이해

하는 “개방된 마음(open-mindedness)(Dewey, 2012: 277)”의 태도가 요

청되는 것이다. 아이들이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타자의 입장을 이해하고

소통할 수 있는 ‘개방된 마음’을 가진 인간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타자

와 상호작용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하도록 하며 감수성을 기를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 따라서 ‘체험교육’을 강화하는 학교 현장의 변화는 긍

정적인 시도라 볼 수 있다. 그러나 ‘지식교육’을 근대적 시각으로 해석한

다면, ‘지식교육’은 이성적인 측면만을 강조하는 교육이며, ‘체험교육’은

신체적 활동에 초점을 두는 교육이라는 이분법적인 구도로 이해될 수 있

다. 그리고 이러한 시각은 오늘날 교육 현장에서 다양하게 시도하고 있

는 교육적 실천의 목적에 역행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이분법적인

체는 뇌와 신체의 협력 관계에 의하여 형성되는데 그 협력 관계는 조화를 이루면
서 환경과 상호작용한다. 사람과 같이 복잡한 생물체는 단지 상호작용하는 것 이
상의 일을 하며, 뇌와 신체는 내향성 반응을 만들어 내기도 하는데 그 가운데 일
부는 시각적, 청각적, 신체 감각적 이미지와 같은 이미지를 형성하며, 이것이 마
음(mind)의 기본이 된다.(Antonio R.Damasio, 1994 /김린(역), 2017: 146-147) 다
마지오의 설명은 신체와 이성을 구분하는 이원론적인 서양 근대 철학 사상적 배
경과 다르다고 볼 수 있다.

11) 우리나라의 2009 개정 교육과정의 부분 개정 사항 중 “체육·예술 교육 강화를
통한 바른 인성 함양을 위해 중·고등학교의 체육·예술(음악/미술) 교과는 학기당
8과목 이내 편성에서 제외하도록 허용하고, 중학교에서 체육·예술(음악/미술) 교
과목은 기준 수업 시수를 감축하여 편성할 수 없도록” 제시되어 있다.(소경희,
2019: 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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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를 바탕으로 교육을 실천한다면, 교과 수업은 기계적인 암기식 교육

으로 회귀할 것이며 체험교육은 신체적인 활동 교육으로 그칠 것이다.

우리가 앞서 살펴본 후기 근대의 ‘지식’에 대한 패러다임으로 해석해

볼 때, “교사는 교과의 내용을 있는 그대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학생

이 이를 의미 있게 체험하며 자신만의 의미로 재구성할 수 있도록 제시

해야(김상현, 2016: 5)”하는 것이다. 따라서 필자는 지식 교육과 체험 교

육이 연결되어 지식 교육으로서의 체험 교육, 체험으로서의 지식 교육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무엇보다 우리가 그 동안 학교 교육에 있어서

교과서에 담겨있는 ‘교육 내용’에는 초점을 두었지만, 학생 개개인의 ‘경

험’에는 많은 관심을 두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자유학기제의

교육은 학생들에게 ‘체험’이나 ‘경험’을 통하여, 자기 자신에 대하여 이해

하고 삶의 맥락에서 진로를 탐색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교육적으로 주목할 만한 의의가 있다.

그리하여, 필자는 본 논문을 통하여 ‘경험’은 ‘사고(thinking)’와 ‘지식

창조(knowledge creation)’, 그리고 ‘탐구하는 것(inquiring)’과 연결되어

있다(Pring, 2007: 51)고 주장한 미국의 교육 철학자 존 듀이(J. Dewey)

의 ‘경험’과 ‘교육적 경험’에 대한 논의를 고찰하고자 한다. 그리고 필자

는 존 듀이의 논의에 기대어, 자유학기제에서 강조하는 ‘체험’이나 ‘경험’

개념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명료화하며, 교육 현장에서 듀이의 ‘교육적

경험’의 특징이 자유학기제의 ‘체험교육’에 어떠한 방식으로 적용될 수

있는지 탐색해 보고자 한다. 이러한 작업은 자유학기제가 본래의 취지에

맞게 운영되기 위해 교사들이나 학생들의 교육적 실천이 구체적으로 어

떻게 구성되고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보다 분명한 그림을 제공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필자는 먼저, 자유학기제 정책이 추구하는 ‘체험교육’에서 ‘체험’ 개념

에 대한 검토를 위하여, 교육 연구자나 실천가들이 설명하는 자유학기제

의 ‘체험활동’에 대하여 검토해 보고, 그 개념적 한계는 무엇인지 분석하

고자 한다. 그리고 그 개념적 한계를 극복하고, 자유학기제의 ‘체험활동’

이 ‘교육적 경험’으로 기획되고 실천되기 위한 근간을 마련하기 위해, 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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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 ‘교육적 경험’ 개념이 중학교 자유학기제에서 강조하는 ‘체험활동’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탐색하고자 한다. 필자는 이어서 듀이의 ‘교육적

경험’ 개념이 자유학기제의 실천에 어떠한 함의를 제공할 수 있는지 논

의해 볼 것이다.

2. 연구 문제

본 논문에서 논의하고자 하는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1. 중학교 자유학기제에서 강조하는 ‘체험교육’에서 ‘체험’ 개념은 어떻

게 이해되어 왔으며, 그 이해의 개념적 한계는 무엇인가?

2. 듀이의 ‘경험’ 개념과 ‘교육적 경험’ 개념은 어떠한 특징을 지니는가?

3. 듀이의 ‘교육적 경험’ 개념이 중학교 자유학기제에서의 교육적 실천

에 주는 함의는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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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중학교 자유학기제에서 강조하는 ‘체험’에 대한

이해와 그 개념적 한계

우리 교육의 지나친 경쟁적 분위기와 입시에 초점이 맞춰진 현상에

대해 대안을 마련하고자 2013년 3월 교육부의 ‘국정과제 실천계획’에서

중학교 자유학기제가 도입되었다.(신철균, 2014: 46) 자유학기제는 박근

혜 정부의 대선 공약으로 언급되었고 정권이 바뀌었어도 남아있는 교육

정책이다. 자유학기제는 2016년부터 전국적으로 중학교에서 전면적으로

시행되었으며, 2018년부터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자유학기와

연계학기를 함께 운영하는 자유학년제가 확대 시행되어, 현재는 희망하

는 중학교에서는 자유학년제가 시행되고 있다. 자유학기제가 추구하는

교육이 무엇인지 보다 명확하게 탐색하기 위하여 교육부가 2013년에 정

의한 자유학기제의 개념을 살펴보자.

· 자유학기의 개념

: 중학교 교육과정 중 한 학기 동안 학생들이 중간·기말고사 등 시험부담

에서 벗어나 꿈과 끼를 찾을 수 있도록 수업 운영을 토론, 실습 등 학생

참여형으로 개선하고 진로 탐색 활동 등 다양한 체험 활동이 가능하도록

교육과정을 유연하게 운영하는 제도 (교육부, 2013, 강조는 인용자)

위의 자유학기에 대한 정의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자유학기의 주요

특징은 정기 고사를 시행하지 않고 학생 참여형으로 수업을 개선하며 다

양한 체험활동이 가능하도록 교육 과정을 유연하게 운영하는 점이다. 그

동안 우리나라의 교육은 시험 결과에 초점을 두어 학생들 간에 과도한

경쟁을 유발하고 그에 따라 학생들은 ‘시험형 인간’12)으로 살아가고 ‘적

응’하지 못하는 학생들은 무능한 인간으로 취급받았다. 학교 수업은 시험

을 대비하기 위해 보다 ‘효율적’으로 교사 중심의 수업이 이루어지며, 학

12) ‘시험형 인간’이라는 용어는 최선주 외(2012)의 ‘시험형 인간으로 살아가기: 입시
경쟁체제에서 형성된 아비투스가 추동하는 삶’에서 인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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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들은 교과 내용에 흥미를 잃고 수동적으로 앉아있는 모습이 전형적인

우리나라 중등학교 수업의 풍경이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자유학기제에서

강조하는 ‘다양한 체험활동’은 우리나라의 중등학교 교육이 비판을 받아

온 측면을 개선하고 학생들이 교과 수업의 주체가 되어 자아를 탐색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는 긍정적인 구상이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자유학기 정책이 지향하는 다양한 체험활동은 어떠한 특징

이 있는가? 이 물음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연구자는 자유학기

제에서의 주요 특징이라 할 수 있는 ‘체험교육’ 이라는 것이 교육 연구자

나 실천가들에 의해 어떻게 이해되고 있는지 살펴보고, ‘다양한 체험활

동’이 어떠한 의미에서 교육적으로 가치로운 경험이 될 수 있고 또 되어

야 하는지 고찰해 보고자 한다.

1. 자유학기제의 ‘체험교육’에서 ‘체험’ 개념에 대한 이해

교육부를 비롯한 여러 교육학자들이 설명한 중학교 자유학기제의 ‘체

험교육’ 또는 ‘체험활동’13)에 대한 정의와 범주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먼저 교육부(2013)가 설명하는 중학교 자유학기제의 ‘체험활동’ 혹은

‘체험교육’에 대하여 검토해보면 자유학기를 “수업 운영을 토론, 실습 등

학생 참여형으로 개선하고 진로탐색활동 등 다양한 체험활동이 가능하도

록 교육과정을 유연하게 운영하는 제도(교육부, 2013)”로 설명함으로써,

자유학기 동안에 이루어지는 체험활동이 ‘자유학기 활동’ 중 진로탐색활

동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교육부(2015)의 연구 문헌인 ‘(학생의 꿈과 끼를 키워 행복교육을 실

현하는) 중학교 자유학기제 시행계획(안)’에 의하면, “자유학기 활동이

학생중심의 다양한 체험 및 활동으로 운영되도록(2015: 8)” 권장하며,

“다양한 체험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유학기 활동은 오후

13) 필자가 생각하기에, ‘체험활동’은 학생을 교육활동의 주체로 간주한 용어이고,

‘체험교육’은 교사의 교육활동에 초점을 둔 용어이다. 필자는 문맥에 따라 두 용어를

선택하여 사용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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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편성, 운영하는 것을 권장(2015: 12)”하도록 제시되어 있다. 또한 이

문헌에는 “다양한 범교과 학습 주제는 교과와 자유학기 활동 시간 등을

활용하여 체험·활동형으로 운영(2015: 23)”하도록 하며, “수업에 참여하

는 태도와 자기 표현력 향상을 위한 협동학습, 토론 수업 및 실험·실습

등 체험 중심 수업을 활성화하도록 한다(2015: 23)”고 제시되어 있다. 따

라서 이 문헌은 자유학기제에서 이루어지는 ‘체험’의 범주를 자유학기 활

동과 교과 시간 중에 이루어지는 실험 및 실습 등을 포함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교육부와 한국 직업 능력 개발원(2015)이 공동 연구한 문헌인 ‘자유학

기제 학생 체험 인프라 확충 방안 연구(장현진 외, 2015)’에 의하면, “일

반적으로 자유학기제 학생 체험은 자유학기에 학교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체험 활동(2015: 5)”으로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이 연

구에는 “학교 교육을 통해 체험활동이 강조되고 있으며, 특히 자유학기

의 전체 교육과정을 통한 체험 확대가 중요 요소로 강조되고 있다(2015:

8)”고 명시되어 있다. 이 문헌에 의하면, 자유학기제에서 이루어지는 ‘체

험 활동’이 자유학기제의 모든 과정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교육부의 ‘중학교 자유학기제 확대·발전 계획’(2017) 문헌에 의하면,

“진로 탐색 활동, 주제 선택 활동, 예술·체육 활동, 동아리 활동으로 이

루어진 ‘자유학기 활동’이 학생 중심의 다양한 체험 및 활동으로 운영되

도록”(교육부, 2017:11) 권장하고 있다. 따라서 교육부(2017)는 이 문헌을

통하여 자유학기제에서 이루어지는 ‘체험’을 ‘자유학기 활동’ 영역에서 이

루어지는 것으로 규정하였다는 것을 유추해볼 수 있다. 이 범위는 교육

부의 자유학기 초기 문헌(2013)에서 규정한 진로탐색활동 등에서 이루어

지는 ‘체험’의 범주가 확대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자유학기제에 관한 교육부의 몇몇 문헌들을 살펴본 결과, 자유학기제

에서 이루어지는 학생의 ‘체험활동’에 대한 범주가 다양하게 규정되어 있

음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교육부가 규정한 ‘체험활동’에 대한 범주는 연

구 연도에 따라 범위가 넓어지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필자는 자유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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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에서 이루어지는 ‘체험활동’ 혹은 ‘체험교육’이 자유학기제의 교과교육

과정과 자유학기 활동 등의 모든 과정에서 이루어진다고 보는 입장이다.

다만, 이 연구에서는 주로 ‘자유학기 활동’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체험활

동’의 양상에 대한 연구자들의 해석에 근거한 문헌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교육부의 자유학기제에 관한 문헌에서 살펴보았듯이, 현행 중학교의

자유학기제에서는 학생의 ‘체험활동’을 강조하며, ‘자유학기활동’ 수업의

방향이 ‘체험교육’으로 이루어지도록 권장된다고 볼 수 있다. 이때 ‘체험

활동’ 혹은 ‘체험교육’은 무엇을 의미하고 교육 실천가들에 의해 어떻게

이해되는가? 이것의 의미와 이해 방식을 구체화하기 위해 자유학기제가

적용되는 ‘2015 개정 교육과정’의 특징을 살펴보고, 이것에 대한 연구자

들의 논의, 그리고 실제 소개되는 자유학기제의 ‘체험교육’의 특징을 검

토해보고자 한다.

소경희(2015: 202)에 의하면, 현재 학교 현장에서 적용되고 있는

‘2015 개정 교육과정 총론’의 주요 방향은 “학생들이 배움의 즐거움을 경

험할 수 있도록 교과 내용을 실생활에 활용 가능하고 삶을 성찰할 수

있도록 구성하는 것(교육부, 2014; 소경희, 2015: 202 재인용)”이다. 그리

고 ‘2015 개정 교육과정’에는 이것이 학생의 ‘역량(competency)’을 신장

시키는 것이라고 설명되어 있다. 이때 ‘역량’이란 단순히 어떤 교과 지식

이나 기술의 습득만을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을 할 수 있는

일반적이고 통합적인 능력이자 자질로서, 핵심역량으로 창의적 사고 역

량, 의사소통 역량, 심미적 감성 역량, 공동체 역량 등이 제시되어 있다.

(교육부, 2013: 23) 학생에게 이러한 ‘역량’을 신장시키기 위한 교육의 방

향은 교사의 교수 활동보다 학생의 학습 활동이 더 많은 시간을 차지하

는 수업을 추구한다. 즉, 학생들이 학교 수업에서 주체적이고 능동적으로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그들의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기

르도록 돕는다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교사의 역할은 학생들의 삶

과 유사한 맥락에서 교과 내용을 재구성하며 학생들이 배운 내용을 토

대로 지식을 삶과 연결하고 재창조하도록 학생들을 돕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신철균(2014: 60)은 최근 학교 수업에서 핵심역량들을 반영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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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교과체험 중심의 활동수업으로의 변화와 탐구학습을 강화하는 방

향으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설명한다. 필자가 보기에, 자유학기제에

서 강조하는 ‘체험교육’은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추구하는 학생의 ‘역

량(competency)’을 신장시키기 위한 하나의 중요한 교육방법이 될 수 있

는 것이다. 그렇다면, 자유학기제에서 강조되는 ‘체험활동’이나 ‘체험교육’

의 특징은 교육학자들에 의해 어떻게 설명되어 있는가? 필자가 자유학기

제에 관한 교육학자들의 문헌들을 검토해보니, ‘체험활동’의 해석에 대한

다음과 같은 특징들을 이해할 수 있었다.

첫째, 체험활동은 신체적인 활동을 의미하기도 한다. 교육부의 ‘「중

학교 자유학기제 시행계획」확정’ 보도자료(2015)를 검토해 보면, 자유학

기제의 체험 활동은 주로 진로 체험(교육부, 2015: 13)으로 설명되어 있

고 이것은 그 “모형으로 강연·대화, 현장견학, 학과 체험, 진로 캠프, 직

업 실무체험, 현장 직업 체험이 예시되었고 직접 체험 위주의 진로 체

험 활동을 권장”(교육부, 2015: 13)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교실 수업 운

영에 대해서는 학생들의 수업에 참여하는 태도와 자기 표현력 향상을 위

한 “협동 학습, 토론 수업 및 실험과 실습 등의 체험 수업을 활성화”(교

육부, 2015: 12)하도록 방향이 제시되어있다. 여기서 자유학기제의 체험

활동은 학생이 ‘신체적으로’ 직접 활동하며 수업에 참여하는 활동의 측면

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둘째, 체험활동은 이론 중심의 교과 수업과는 다른 교육 활동으로 이

해되는 경향이 있다. 예를 들어 황규호(2014: 11)는 자유 학기제의 동아

리 활동 중점 모형이나 예술·체육 중점 모형을 교과 외 학습 경험의 활

성화를 위한 자유 탐구와 체험활동을 지원하는 교육과 관련지어 운영해

볼 수 있다고 제안(2014: 11)한다. 그리고 황규호는 “이러한 모형을 운영

함에 있어서 틀에 박힌 학교 공부의 외연을 확대해 준다는 관점에서 그

동안 학교 교육에서 소홀하게 취급되었던 다양한 자율적 활동들에 대한

체험을 강조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황규호, 2014: 11)”고 논의하며 “자유

학기제 체험 활동의 ‘교수학습 방법’의 예시로 실험·실습 활동, 현장 방

문 등을 제시(황규호, 2014: 11)”하여 “조사 및 토론 활동(황규호,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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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과 구분한다. 황규호의 논의를 정리하면, 자유학기제의 ‘체험활동’은

교실에서 이론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교과 수업과는 다른 국면의 활동이

며, 교과 외 과정이나 자유학기 활동 영역의 현장 학습이나 동아리 활동

등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활동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셋째, 자유학기제의 체험활동은 교과 수업과 연계되어 이루어지

는 것으로 해석되기도 한다. 신철균(2014: 53)은 자유학기제의 ‘체험교육’

을 통해 “삶과 배움이 연계되는 교육”이 실현될 것을 기대하면서 프로

그램 간에 연계하고 통합함으로써 학생들이 학습 내용의 연계성을 지

닌 교육을 경험할 수 있도록 기획될 것을 강조(2014: 57)한다. 그에 따

르면, 다양한 체험활동이 교과 수업과 연계되고 “다양한 학습 내용이 통

합”되는 융합형 교육 과정의 운영을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때 “체

험활동은 학교 밖 활동이라는 사고의 틀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는데, 학

교 안에서 이루어지는 실험과 실습, 그리고 토론 수업을 통해 다양한 체

험 중심의 실천 활동이 가능하다는 것(2014: 60)”이다. 신철균의 논의를

정리하면, 자유학기제의 ‘체험교육’은 교과 수업에서도 이루어진다고 보

아 좀 더 확장된 개념으로 해석될 수 있다.

다음 절에서는 자유학기제가 전국적으로 시행된 시점에서, 중학교 자

유학기제의 ‘체험교육’이 교육적인 ‘체험교육’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검

토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자유학기제의 ‘체험교육’에 대해 사례 연구한

문헌들을 검토해보고, 그에 대한 연구자들의 해석을 토대로 자유학기제

‘체험교육’의 실천적 양상과 그 평가를 탐색해보고자 한다.

2. 자유학기제 ‘체험교육’의 실천적 양상과 그 평가

본 절에서는 자유학기제의 ‘체험교육’이 어떻게 시행되고 있는지에 대

해 사례 연구한 문헌들을 검토해보고, 그 양상이 어떻게 이야기되고 있

는지 탐색해 보고자 한다. 자유학기제가 어떠한 교육과정으로 수업이 진

행되는지 검토해보면 다음과 같다.

자유학기의 교육과정은 크게 ‘교과’ 교육과정과 ‘자유학기 활동’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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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누어지는데 전자는 주로 오전에 운영되며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등의 기본 교과 수업으로 편성되어 있다. 자유학기제 하에서의 교과 교

육과정은 역량기반 교육과정으로 학생중심 수업과 과정 중심 평가를 지

향한다는 특징(임종헌, 2018: 32)이 있다. 이러한 교과 교육과정은 교과

교사가 교과별 핵심성취기준14)에 중점을 두고 수업을 진행하도록 방향

이 제시되어 있다.

한편, ‘자유학기 활동’은 학생의 흥미와 관심에 기초하여 진로탐색 활

동, 주제선택활동, 동아리 활동, 예술·체육 활동 중심으로 구성(교육부,

2015: 9)되며, 학교의 상황과 사정에 따라 이 네 가지 활동 영역 중 특정

영역에 중점을 두고 운영하는 점(교육부, 2013: 39)이 특징이다.

‘자유학기 활동’ 중 ‘진로탐색 활동’은 외부강사 초청 강연, 진로 검사,

포트폴리오 제작 활용 등의 활동으로 이루어진다. 그리고 진로탐색 활동

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진로 체험은 강연, 대화, 현장견학과 같은 ‘간접

체험’ 방식보다는 직업 실무 체험, 현장 직업 체험 등의 ‘직접 체험’ 위주

의 진로 체험 활동이 권장15)된다. 무엇보다, 지역 사회의 체험 기관과 학

교를 연결하여 체험 인프라를 구축하도록 하도록(류정섭, 2013: 56)하는

방향은 학교가 속해 있는 지역의 자원을 활용하여 학생들에게 다양한 체

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학생들이 삶의 맥락에서 진로를 탐색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러한 체험을 통하여, 학생은

자신이 환경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으며,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필수

불가결한 존재라는 것을 인지할 수 있다. 여기서 환경은 타자, 문화, 사

회 등으로 볼 수 있는데, 학생은 지역 사회와 연계된 ‘체험교육’을 통하

여 자신이 속한 지역 사회의 특성을 파악하며 ‘자아’와의 관련성을 생각

해 볼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체험교육’은 학생으로 하여금 자아를 확

장하도록 이끌며 사고의 지평을 확장하도록 도와줄 수 있다는 측면에서

14) 핵심성취기준이란 기존 성취기준 중에서도 반드시 알아야 내용을 선별한 것으로
대상 과목은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사회, 역사, 도덕 등이다. 한국교육과정평가
원은 교육부의 의뢰로 2013년 5월부터 핵심역량에 따른 교과별 핵심성취기준을
제시하였다.(한국교육신문, 2013.9.30.기사에서 발췌)

15) 진로체험의 프로그램 유형은 당일에 이루어지는 현장 방문형 프로그램인 현장
체험형 프로그램, 캠프형, 박람회 형 등(교육부, 2016: 2)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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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 있다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자유학기 활동’의 ‘주제 선택활동’16)은 학생의 흥미와 관심

사에 맞는 체계적이고 심층적인 프로그램으로 운영되며, 학생의 학습 동

기를 유발하고 학생들에게 전문적인 학습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기획된

영역이다. ‘주제 선택활동’은 교과 교사가 교과의 범위를 확장하여 주로

일상생활과 연계한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운영되며, 학생들은 관심과 희

망에 따라 수업을 선택하여 참여하도록 되어있다. ‘주제선택활동’은 학

생의 ‘활동’을 강조하며, 현재 중학교의 교과목에서 확장된 특정 주제를

바탕으로 운영(임종헌, 2016: 34)된다. 교사는 교과와 관련되지만 교과서

에서 다루지 못한 활동이나 실험을 ‘주제 선택활동’을 통하여 시도해 볼

수 있다. 아울러 학생들은 ‘주제 선택활동’을 통하여 교과를 일상생활과

관련지어 배움으로써 자신이 배우고 있는 교과가 삶 속에서 어떠한 의미

가 있는지 인식할 수 있고, 삶 속에서 교과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살아

있는 지식’을 형성해가는 것이다. 그리고 ‘주제 선택 활동’은 교사가 수업

을 자율적으로 구상하고 진행함으로써, 교과 교사로서의 전문성을 발휘

할 수 있기에 교사의 입장에서도 ‘가르침’의 의미를 되찾을 수 있는 기획

이라 생각한다.17) 임종헌(2018: 31)에 따르면, ‘주제 선택활동’은 교육 과

정적으로 교과와 비교과를 잇는 교육과정이며 교육 내용적으로 삶과 밀

착된 내용을 다루는 수업이라는 측면에서 교육적 의미가 있다.

학생은 ‘주제 선택활동’의 프로그램을 직접 선택하고, 관심 있는 교과

와 관련해서 폭넓은 활동을 해 볼 수 있다. 따라서 학생 자신이 무엇에

관심 있고 필요한가에 대하여 생각해보고 그에 맞는 프로그램을 선택함

으로써, 자아 탐색의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것이다. 이에 더하여, 학생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선택하여 참여한다는 것은 수업에 흥미를 가지고 몰

16) ‘주제 선택활동’은 학생 선택 프로그램이라고 일컬어지기도 하며, 수업의 예시로
드라마와 사회, 3D 프린터, 헌법과 법질서 교육, 문학탐구, 수학체험, 융합과학,
생활영어 등의 인문 사회, 탐구, 교양 프로그램 등(교육부, 2015: 9)이 있다.

17) 필자는 최근 2년 동안 중학교 자유학년 담임이자 자유학기제 수업을 담당하였
다. 필자가 자유학기제 수업을 담당한 교사로서의 경험을 비추어 판단하건대, 교
사는 ‘주제 선택활동’을 통하여 관심 있는 주제를 가지고 수업을 구상하고 진행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주제 선택활동’은 교사에게 수업에 대한 자율성이 주
어지는 영역이라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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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할 가능성을 제공하는 것이다. 학생은 수업을 통한 몰입 경험으로 자

아와 수업 상황이라는 환경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경험할 수 있다. 이

렇듯, ‘주제 선택 활동’은 학생이 자신의 관심 분야를 직접 선택하고 교

과 내용을 일상생활과 연관 지어 배움으로써 삶과 배움을 통합할 수 있

는 ‘자유학기 활동’의 한 영역인 것이다. 이에 따라 교사는 ‘주제 선택활

동’을 통하여 학생으로 하여금 흥미와 관심을 가지고 수업에 참여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 그러므로 교사가 ‘주제 선택활동’ 수업을 심사숙고하여

구상하고 실천한다면, ‘주제 선택활동’의 취지는 교육적으로 의미 있다고

볼 수 있다.

‘자유학기 활동’의 또 다른 영역인 ‘동아리 활동’은 학생들의 공통된

관심사를 기반으로 조직하고 운영함으로써 학생 자치 활동을 활성화하고

학생의 특기와 적성을 개발하도록 기획된 영역이다. 자유학기의 ‘동아리

활동’의 예로는 문예 토론, 라인 댄스, 과학 실험, 천체 관측, 캘리그라피,

수제쿠키 만들기, 원예 체험, 바리스타, 제과 제빵 등의 프로그램들(교육

부, 2015: 9)이 있는데, 학생은 희망에 따라 수업을 선택하여 참가할 수

있다. 물론 학교의 사정에 따라 다르겠지만, 동아리 프로그램은 외부강사

가 진행하는 경우도 있다. 학생들은 동아리 활동을 통하여 교과 수업에

서 배우기 힘들었던 다양한 분야에 대하여 직접 접해보고 배울 수 있다.

학생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특기와 적성을 탐색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사고의 지평을 넓히며 자아를 탐색하고 일상생활과 관련된 체험을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학생이 주도적으로 활동을 계획하고 실행하며 관심

사를 타인과 공유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학생들은 동아리 활동을 통하

여 타자와 상호작용할 수 있다. 학생들은 이러한 상호작용의 기회를 통

하여 타자의 경험을 이해하는 교육적 체험을 하는 것이다. 이러한 면에

서 동아리 활동은 교육적인 체험 교육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마지막으로 ‘자유학기 활동’의 ‘예술·체육 활동’은 다양하고 내실 있는

예술·체육 교육을 통해 학생들의 소질과 잠재력을 계발하도록 돕기 위하

여 편성된 ‘자유학기 활동’ 영역 중 하나이다. 예술·체육 활동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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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연극, 뮤지컬, 오케스트라, 작곡, 벽화 그리기, 축구, 농구 등(교육부,

2015: 9)이 있다. 체육 활동 형태의 정규 수업인 학교 스포츠클럽 활동은

창의적 체험 활동18)으로 편성되기도 하지만, 학교에 따라서 ‘자유학기 활

동’의 ‘예술·체육 활동’으로 편성될 수 있다. 자유학기제는 교육과정 편성

에 있어서 단위 학교가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으므로, 이는 학교의 여건

과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다. 그동안 예술과 체육 교과는 우리나라

의 입시 위주 교육에서 소홀히 취급되었고 이른바 ‘주변 교과’라 간주되

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예술과 체육 교과는 학생으로 하여금 이성,

감정, 신체를 총체적으로 활용하도록 함으로써 학생의 성장을 도울 수

있는 교과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예술과 체육 교과는 교육적으로 의미

있는 체험 교육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자

유학기 활동에서 ‘예술·체육 활동’이 중요한 한 영역을 구성하고 있다는

점은 학생들로 하여금 온전한 자아를 형성하도록 돕는 가능성을 제공한

다.

정리하면, 자유학기제의 ‘체험’ 교육 활동은 교육과정 측면에서 단위

학교의 교육과정에 대한 “자율성을 확대하고 학생 선택권을 제공한다는

특징”(신철균 외, 2015: 31)이 있다. 수업 방식은 주입식, 학생의 “수동적

학습에서 벗어나” 학생이 능동적으로 참여하도록 이끌며 활동 중심의 수

업을 지향(신철균 외, 2015: 31)하도록 방향이 제시되어 있다. 자유학기

동안에 정기고사는 치르지 않지만, 교사가 수업에 참여하는 학생의 태도

를 관찰하여 서술하는 “과정 중심 평가”로 이루어진다. 그리고 자유학기

제는 “학교를 개방하고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다양한 체험 및 참여의 기

회를 보장하도록 하는 것이 주요 특징이다.

자유학기제의 본래 취지는 진로탐색 활동 등 다양한 체험 활동이 가

18) 창의적 체험활동은 ‘2009 개정 교육과정’부터 도입되었다. 창의적 체험활동은 기
존의 특별 활동과 창의적 재량활동을 통합한 것으로, 교과 외 활동을 그 본래의
취지를 살려 체험 중심으로 운영하기 위해 새롭게 강화된 것이다. (소경희, 2019:
220) 그리고 국가적 차원에서는 2012년부터 스포츠클럽 활동을 국가교육과정에
편입하는 등 학생들의 ‘체험’을 위한 다양한 노력들을 기울여왔다. 창의적 체험활
동은 자율 활동, 동아리 활동, 봉사 활동, 진로 활동 등의 영역으로 이루어져 있
다(소경희, 2019: 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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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하도록 교육과정을 유연하게 운영하는 것(곽덕주 외, 2016: 324)이기에

자유학기제의 ‘체험활동’은 기존의 수업보다 일상생활과 밀착되어 이루어

지도록 기획될 수 있다. 그리고 필자는 일상적 삶을 교과와 연관시키고

자 하는 자유학기제의 취지가 교육적으로 매우 중요하고 긍정적인 가치

를 가진다고 생각한다. 그리하여 학교 현장에서 자유학기제가 본래의 취

지에 맞게 운영되기 위해서, 교육의 주체인 교사, 학생 그리고 학부모가

자유학기제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자유학기제가 교육적으로 지향하

는 ‘체험활동’에서 ‘체험’의 의미를 깊이 있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 따라

서 필자는 ‘체험활동’에서 ‘체험’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개념을 탐색해

볼 것이다. 아울러 필자는 ‘체험’의 의미를 확장하여 ‘교육적 체험 교육’

이란 학생이 수업 시간을 통하여 이성, 감정, 신체를 총체적으로 활용하

여 몰입하도록 이끌며 학생이 자신에 대하여 검토하고 탐색할 수 있는

교육, 그리고 타자를 이해하고 존중함으로써 자아를 확장하도록 안내하

는 교육이라 간주하고 이러한 교육적 체험 교육을 ‘넓은 의미의 체험교

육’이라 명명할 것이다.

그렇다면, 자유학기제가 시행되고 있는 학교 교육 현장에서 ‘체험활

동’이 교육적 ‘체험교육’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필자는 이 물음에 대한

답을 검토해보기 위해 자유학기제의 ‘체험활동’이 학교 현장에서 실제로

실행되고 있는 사례에 대해 질적으로 연구한 문헌들을 살펴보고 다음과

같은 공통된 특징을 발견하였다. 필자가 앞에서 설명하였듯이, ‘교육적

체험교육’은 학교 교육의 모든 수업을 통하여 전반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러나 다음의 특징들은 자유학기제의 ‘자유학기 활동’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체험교육’의 실천 양상이 어떻게 이야기되고 있는지 간접적

으로 살펴 본 것이다. 이에 대한 필자의 해석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자유학기제의 ‘체험활동’ 자체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도

있었는데, 성적이 상위권인 학생들은 자유학기제의 ‘체험활동’이 본인들

의 지적 성장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응답하기도 하였다(임종헌,

2018: 49)는 것이다. 이러한 답변은 몇몇 학생들이 ‘체험 교육’을 학업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는 것을 말해준다. 이러한 경향은 ‘체험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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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을 좁은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고 좁은 의미의 체험교육은 이성, 감정,

신체가 총체적으로 작용된다고 보지 않고 별개의 것으로 보는 사고에서

비롯된 것이다. 필자가 앞서 설명하였듯이, 학생이 이성, 감정, 신체를 총

체적으로 활용하여 수업에 몰입하며 참여한다면 ‘체험활동’은 교육적 체

험 교육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

둘째, 학생들은 자유학기제 ‘체험활동’으로 교사나 친구들과 상호작용

을 많이 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이러한 상호작용은 학생들

의 관계적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작용하여 학생들의 학교생활 적응에 도

움이 되었다는 것이다. 학생은 학교생활 동안에 겪는 다양한 경험 중 자

유학기제의 ‘체험활동’으로 친구들 간 혹은 교사와 시간을 많이 공유하게

되고, 이러한 체험은 학생들로 하여금 학교에서 긍정적인 감정을 경험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한다. 여지영 외(2016: 707)에 따르면, 자유학기제

는 또래 집단과의 건강한 관계 형성을 통해서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발

달에 긍정적 방안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연구의 참여자들은 중학생

이 된다는 막연한 부담으로 1학년 생활을 시작했지만, 중학생의 자유학

기제 경험을 통하여 과거보다 한결 여유로워진 학교생활 속에서 정서적

으로 안정감을 경험했다고 응답했다(여지영 외, 2016: 707)고 한다. 학생

들은 자유학기제의 ‘체험활동’을 통하여 자아가 환경과 상호작용하는 관

계를 인식하며 타자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다. 또

한 학생은 타자와의 긍정적인 관계 형성을 통하여, 자아가 속해있는 공

동체의 문화를 체험하게 되는 것이다.

하정희 외(2018: 154)의 ‘중학생들의 자유학기제 경험에 대한 질적 연

구’에서도 연구 참여자들은 자유학기제 경험이 자신들의 학교생활에 긍

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중학생들은 친구 및 교사와의

관계에서 매우 긍정적인 경험을 이야기하였고 시험에 대한 부담이 사라

져 친구들과의 관계가 활발해지고, 모둠활동을 통해 친구관계가 형성되

고 대화를 많이 하면서 서로 이해하고 우정을 많이 쌓게 된다(김달효,

2015: 195)는 것이다. 김달효(2015: 194)의 연구에서도 중학생들에게 자유

학기제의 경험이 친구들과의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하도록 할 뿐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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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학생들은 학교와 수업에 대한 친근감이 생겨 교사와의 관계에서도

긍정적인 경험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하

정희 외(2018: 156)는 “자유학기제 기간에 학생들이 경험하는 또래 및 교

사와의 긍정적인 경험이 학교 내 관계문제로 나타나고 있는 학교 폭력

문제, 집단 따돌림 문제, 학교 부적응 등의 문제들을 조금이나마 감소시

킬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고, “학생들이 또래와의 긍정적인

관계 형성을 토대로 학생이 사회적 차원의 공동체에 참여”하도록 하는

등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학교 문화 형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주

장한다. 하정희 외(2018: 156)의 주장은 학생이 “학교에 적응하고 향후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데에 이러한 경험은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하정희 외, 2018: 156)”을 의미한다. 필자가 생각하기에, 학생

이 자유학기제의 ‘체험활동’을 통해 타자와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는 점은 자아를 확장하도록 돕는 교육적 ‘체험교육’의 가능성을 보여

준다.

셋째, 교사들은 지역 사회와 연계하여 수업을 꾸리는 과정에서 한계

점을 인식하기도 하였다. 강재태 외(2017: 31)에 의하면, 선택교과와 관

련해서 아이들은 배우기를 원하지만 학교 내 교사가 감당할 수 없는 영

역이 많다보니 교사들은 지역사회의 전문가나 장인들의 도움을 요청하게

된다고 한다. 필자가 생각하기에, 이러한 점은 지역 사회의 여건에 따라

긍정적으로도 부정적으로도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지역의 여건이 가능

하다면 자유학기제의 ‘체험활동’이 지역사회와 연계되어 학교 밖의 활동

과 학교 내의 활동을 연결 지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럼으로써, 학생의 학

교에서 이루어지는 ‘체험활동’은 삶과 연관되는 풍부하고 살아있는 체험

교육이 된다. 필자가 생각하기에, 학생은 일상생활과 연관된 ‘체험 교육’

을 통하여 교과 내용을 토대로 배운 지식을 자신의 삶과 연결 지을 수

있으므로, 사고의 지평을 확장하고 자아와 환경과의 관계를 인지할 수

있게 된다. 학생이 학교 수업을 통하여 배우고 있는 내용이 자신의 삶에

서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깨달음으로써, 자아를 확장하고 형성해 나가는

성장이 일어나는 것이다. 이러한 경우에, 자유학기제의 교육활동은 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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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설명한 ‘넓은 의미의 체험교육’이 된다.

넷째, 자유학기제의 ‘체험활동’에 대한 또 다른 반응으로는, 체험활동

프로그램이 다양하지 못하다는 점이다. 여지영 외(2016: 704)에 따르면,

연구 참여자들은 진로체험에 있어서 학교 측의 사전준비가 미흡했으며

일부 체험이 적성을 고려하지 못한 채 비효율적이고 형식적으로 진행된

것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냈다. 정영희 외(2016: 803)의 ‘자유학기를 겪어

본 교육주체들의 경험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연구 참

여자들은 진로체험 운영이 박물관, 과학관, 공예체험 등 기관 중심으로

한정되어 있는 점을 아쉬워했다. 그리고 학생들에게 의미 있는 교육 체

험을 제공해 줄 만한 교육 프로그램을 갖추고 있지 않아서 체험학습이

소극적인 견학 수준에서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신철균, 2014: 185)

는 한계가 드러났다. 연구 결과들을 검토해보면, 자유학기제의 ‘체험활동’

의 이러한 한계점은 ‘체험활동’이 교과 수업과 다른 ‘교과 외 활동’이고

자유학기제의 덧붙여진 활동으로 인식되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다.

자유학기제의 ‘체험활동’이 이러한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면, 교육적 의미

를 기대할 수 없고 그냥 시간 보내는 활동이 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교

사와 학생은 자유학기제의 ‘체험활동’이 중요한 교육적 취지가 있다는 점

을 인식하고 넓은 의미의 체험 교육으로 이루어지도록 인식을 전환하고

실천하고자 노력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자유학기제에서 이루어지는 교육 활동의 특징으로, 자유

학기제 하에서 학생 평가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고 정립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다. 자유학기제 하에서는 기존의 중간고사, 기말고사와 같은 지필고

사 형식의 정기고사를 치르지 않지만, 교사가 학생의 수업 활동을 관찰

하여 생활기록부에 기록해야 하므로 학생들은 또 다른 형식의 평가가 존

재한다고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무엇보다도 학생은 자유학기가 아닌 일

반학기에 지필고사를 보아야 하므로 지필고사를 치르지 않는 자유학기

기간 동안에 오히려 불안감을 느낀다는 것이다. 김아람 외(2018: 517)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학생과 학부모에게 있어서도 자유학기는 “행복하면

서도 불안한 기간”에 가까웠다고 한다. 학생과 학부모는 자유학기제 기



- 31 -

간 동안에 학생들이 학교생활을 즐거워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크게 공감

했지만 자유학기제가 대학 입시제도와 연계되지 않는 한, 자유학기제를

통해 경험하고 배우는 것들이 결국에는 상급학교로의 진학을 위한 입시

준비에 방해가 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있었다(김아람 외, 2018: 517)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학생과 학부모는 자유학기제의 취

지에는 공감하나 자유학기제를 상급 학년이나 상급 학교의 교육과정과

대학입시와는 단절된 기간으로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김아람 외, 2018:

517)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또 다른 연구(김진섭 외, 2015: 17)에 의하면,

교사들은 타 학기의 학습 비중증가와 자유학기 이후의 학습 적응 문제,

중간, 기말고사 등의 지필고사를 실시하지 않아 학생들의 학력이 저하될

것을 우려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이에 더하여, 교사들은 자유학기제의 평가 과정 개발에 부담을 느끼

는 경향이 있는 것(김진섭, 2015: 20)으로 나타났는데, 김진섭(2015: 23)

은 평가 방법 및 모호함 등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여 교사의 업무 경감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신철균 외(2015: 46)의 자유학기제에

대한 교사인식연구에 의하면, 자유학기제로 인해 교수-학습의 변화가 촉

진되었지만 평가 기록과 공정한 평가에 대한 부담 등으로 평가는 여전히

교사들에게 “심리적, 업무적 부담”이 되고 있었다. 그리고 여지영 외

(2016: 704)에 의하면, 학생들이 학교생활에서 가장 큰 스트레스로 지적

하는 것은 시험과 평가에 대한 불안과 긴장이었는데 학업관련 스트레스

와 부정적 감정이 자유학기제 하의 학교생활에서도 많은 부분을 차지하

는 것을 볼 때 중학생들의 과도한 학업 부담을 감소시켜 줄 수 있는 방

안에 대한 정책적 고민이 심도 있게 제기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자유학

기제 ‘체험활동’의 평가 측면에서의 한계점을 살펴본 결과, 우리 사회에

서 ‘대학 입시’가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에 중학교 교육도 ‘입시’에

서 결코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연구 결

과들을 통하여, 몇몇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자유학기제의 ‘체험활동’을 좁

은 의미로 해석하여 자아 탐색의 계기가 아닌 단지 입시와 관련 없는 활

동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엿볼 수 있다. 따라서 자유학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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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평가’가 학생의 활동에 대한 ‘등급 매기기’의 개념이 아니라, 학생이

교과 내용을 잘 이해하고 의미 있게 받아들일 수 있는 ‘성장’의 계기가

되도록 자유학기제의 ‘평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교육 주체들에게 요청

된다.

필자는 지금까지 자유학기제를 경험한 학교의 사례를 연구한 문헌을

검토해 보며 자유학기제의 ‘체험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 실

천 양상에 대한 학부모들과 학생들의 인식을 간접적으로 확인해 보았다.

그리고 자유학기제의 ‘체험교육’이 학교 현장에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

는지에 대한 기존의 사례 연구들에서 발견되는 공통된 특징을 검토하였

다.

필자가 문헌들을 통해서 검토해보니, 자유학기제의 취지가 교육적 체

험교육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한편,

자유학기제 취지의 긍정적인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자유학기제의 ‘체험활

동’은 교육적 체험교육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필자가 문헌

들을 통해서 살펴본 결과, 자유학기제 ‘체험활동’이 넓은 의미의 체험교

육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한계점들이 드러났다. 그리고 그 한계점들은

‘체험활동’을 좁은 의미로 해석하여 발생된 문제점들이라 진단할 수 있

다. 그렇다면, 자유학기제의 ‘체험활동’이 실천과정에서 교육적 ‘체험활동’

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데에 어떠한 한계점들이 있을까?

첫째, ‘체험활동’의 프로그램이 다양하지 못해서 학생들이 수업을 선

택하는 데에 제한이 있었다는 점이다. 학생이 자유학기제의 ‘체험활동’

프로그램을 선택하는 데에 있어서 일부 과목에 한정되고 선착순으로 선

택하는 체제이므로 완전한 선택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자유학기제

의 ‘체험활동’에 대한 학생의 수업 선택 방식은 ‘제한된 선택’이라 볼 수

있다. 학생이 자신의 관심사를 탐색하고 수업을 선택한다는 측면은 ‘넓은

의미의 체험교육’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을 제공한다. 그러나 학생들이 수

업을 선택하는 데에 제한적이라면 넓은 의미의 체험 교육으로 이루어지

는 데 한계가 있기 마련이다. 임종헌(2018: 47)은 이러한 맹점의 원인으

로 수업 시수가 감축된 교과 담당 교사들이 주제선택 활동을 맡게 되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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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구조적으로 수업 시수가 줄어든 교과와 연계된 주제선택 활동이 편성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라 진단한다. 임종헌(2018: 52)은 주제선택 활동

의 프로그램이 영역별 고른 주제로 학생의 선택권을 다양화하고 체험활

동19)을 다양한 영역으로 확대해야한다고 제안한다. 학교 현장은 교육 과

정, 교사 수급, 예산, 수업 시수가 맞물려 이루어지기에 학생들이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택하기에는 여러 제약이 따르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학

교의 상황을 고려하여 이러한 한계점에 대해 논의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

다.

둘째, 자유학기제 기간 동안 교육 주체들은 ‘평가’에 대한 부담감을

느꼈다는 점이다. 이러한 ‘평가’에 대한 부담감은 자유학기제에서 이루어

지는 ‘평가’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과 자유학기제의 ‘체험활동’이 상

급학교의 진학이나 대학입시와 관련이 없다는 인식으로 나눌 수 있다.

전자의 경우, 자유학기제의 ‘평가’에 대해 명확한 기준을 정립하고 자유

학기제에서 이루어지는 평가의 성격이 분명해지도록 논의가 이루어질 필

요가 있다. 후자의 경우, 우리 교육이 대학입시에 초점을 두고 있는 현실

의 사회구조적인 측면에서 기인하는 점일 수 있다. 이러한 교육 현실에

서 학습은 시험을 대비하기 위한 도구에 불과한 행위로 간주되어 학교

수업의 양상은 기계적 암기 훈련이 될 위험이 있다. 이러한 우려의 원인

인 사회구조적인 문제를 차치한다면, 자유학기제의 ‘체험활동’이 ‘앎’과

‘삶’을 연관 짓는 교육적 ‘체험 교육’이 되기 위해서 교육 주체인 교사,

학부모, 학생들에게 ‘체험’에 대한 인식의 지평을 확장할 것이 요청된다.

셋째, 교육 주체인 학부모, 학생들이 자유학기제의 ‘체험활동’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점이다. 이러한 한계점은 필자가 바로 앞에서 제시한

교육주체들이 경험하는 ‘평가’에 대한 부담감과 관련된다. 그것은 교육

주체들이 체험과 학업을 분리해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이다. 교육

주체들이 자유학기제에서 이루어지는 체험교육과 학업을 이원적으로 생

19) 임종헌(2018)의 논문 ‘자유학기제 “주제선택 활동” 운영 사례 분석: 주제선택 활
동의 교육적 의미 고찰’은 자유학기제의 주제선택활동에 대한 사례 연구 문헌이
다. 필자는 자유학기제의 모든 영역에서 ‘체험 활동’이 가능하다고 간주하기 때문
에 ‘체험 활동’이라고 표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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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한다면, 체험활동에 소극적으로 참여하거나 ‘그냥 시간 때우는’ 수업으

로 간주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인간의 이성과 신체 또는 이성과 감

정을 이원적으로 분리하는 근대적인 사고에서 말미암은 것이다. 자유학

기제의 ‘체험활동’이 의미 있는 교육활동이 되기 위해서 ‘체험과 학업’ 또

는 ‘체험과 학습’이 연관되어 있다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학생이 교

과 수업 시간을 통하여 자아를 성찰하고 자신의 흥미와 적성을 탐색해

봄으로써 미래의 자아에 대하여 그려보게 되는 ‘자아 탐색’의 경험을 한

다면, 그 교과 수업은 교육적 ‘체험 교육’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교사는 자유학기제의 교육활동이 학생의 학업과 체험을 연결하는 넓은

의미의 ‘체험교육’이 되기 위한 수업을 구상하고 학생들에게 안내할 필요

가 있다.

마지막으로, 교사가 ‘자유학기 활동’ 수업을 기획하는 데에 느끼는 부

담감이 한계로 드러났다. 이를테면, 교사가 자신의 전공 분야와 비전공

분야를 융합하여 가르치다보니, 프로그램 운영의 질적인 면에서 한계를

느꼈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나타났다(김아람 외, 2018)는 것이다. 자유학

기제 프로그램의 스포츠클럽 활동이나 예술·체육 활동의 경우, 비전공

교사가 수업을 담당하여 학생들을 지도하기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

이다. 이러한 경우에 외부 강사나 타 과목 교사와의 협력 수업을 활성화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전공과목을 확장해서 가르치는 ‘주제 선택활동’

의 경우, 교사가 자신의 전공분야를 확장하여 일상생활과 전공 교과를

연관 지어 연구를 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자유학기 활동’의 주제 선

택활동은 교사가 교과서에서 벗어나 직접 프로그램을 구상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교사의 자율성을 발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교사가 학생의

관심사, 학교와 지역 사회의 특징을 고려하여 수업을 구상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개발한다면 ‘주제 선택활동’의 취지에 맞도록 프로그램

을 운영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자유학기제의 정의와 교육 지침에 대해 설

명된 문헌에는 학생의 ‘체험활동’이 강조되고 있다. 그러나 ‘체험활동’에

서 ‘체험’ 개념에 대한 이해가 상당히 다양하고 강조점에 따라 의미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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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가 다른 것 같아 보인다. 필자가 자유학기제의 정책 관련 문헌들을 살

펴본 결과, 자유학기제 하에서 이루어지는 ‘체험’의 영역, 종류, 공간에

대해서는 명시되어 있으나, ‘체험’이 무엇이며 ‘체험’의 특성은 어떠한지

개념적으로 명료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교육 정책의 주요 개념

들이 명확하지 않고 혼돈스럽다면, 교육 현장에서 그것을 해석하여 적용

하는 교사들의 교육적 실천은 또한 혼란스럽고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

물론 교육 정책의 개념을 현장의 맥락에 맞게 교사들이 해석하는 것 자

체가 교사들의 자율성을 누리는 방식이라고 말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이런 의미에서 ‘체험교육’이라는 것의 의미가 다양하게 이해되고 해석된

다는 것 자체는 문제가 될 것이 없다. 다만, 교육 현장에서 그렇게 다양

하게 이해되고 해석된 ‘체험교육’이 전술된 것처럼, 정작 그 정책이 의도

한 교육적 경험을 만들어내고 있다기보다는 ‘활동을 위한 활동’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면 우리는 무엇을 위한 ‘체험교육’인가라는 질문을 하

지 않을 수 없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체험’ 개념이 무엇을 의

미하는지에 대한 개념적 명료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필자는 ‘체험’ 개념을 보다 심도 있게 검토함으로써, 자유학기제에서 이

루어지는 ‘체험 교육’이 보다 의미 있는 교육으로 이루어지기 위한 방향

을 재고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체험’ 개념을 보다 심도 있

게 검토하기 위하여, 체험 개념에 대하여 철학사적으로 의미 있게 다룬

세 학자, 딜타이, 가다머, 그리고 메를로-퐁티가 말한 ‘체험’ 개념을 살펴

보고 이것으로부터 교육적으로 의미 있게 재구성될 수 있는 ‘체험’ 개념

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들의 체험 개념에 대한 논의는 2차 문헌에 많이

기대고 있음을 미리 밝힌다.

3. ‘체험’ 개념에 대한 철학적 논의들과 그 시사점

일상적 용어로서, 체험(體驗)은 몸(體)으로 직접 해 보는 것으로써 사

물이나 상황을 직접 보고, 듣고, 만져보는 등 우리의 신체 감각을 통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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겪어보거나 직접 참여하는 것으로 이해20)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우리

가 흔히 말하는 ‘타문화 체험’은 타문화의 음식을 직접 먹어보거나 타문

화 사람들을 직접 만나봄으로써 타문화의 관습, 정서, 사회 제도 등을 직

접 겪어 본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요컨대, 체험(體驗)은

자아가 신체 감각을 통하여 세계(환경)에 직접 참여한다는 의미이며 ‘체

험’은 ‘신체’와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체험한다’는 것은 ‘신

체 활동’을 통한 감각이나 경험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체험한다’는

것은 체험 주체자가 낯선 상황이나 낯선 존재를 마주하면서 불쾌나 놀라

움, 혹은 신비스러움, 기쁨, 행복감 등과 같은 ‘감정’을 느끼고 이를 통해

기존의 사고가 수정되거나 확장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즉,

‘체험한다’는 것에는 자아의 감정적 개입이 동반될 수도 있는 것이다. 이

러한 의미에서 ‘체험’은 신체와 관련이 있지만 ‘체험한다’는 것은 단순한

신체적 활동과는 다른 의미이며, 사고, 감정, 신체가 총체적으로 작용하

고 개입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을지 모른다. ‘체험’ 개념에 대하

여 보다 심도 있게 살펴보기 위해 먼저 딜타이의 사유를 살펴보고자 한

다.

1) 딜타이 : 시간의 흐름에서의 ‘체험’

독일의 해석학자인 딜타이(Wilhelm Dilthey, 1833-1911)는 그의 저서

『체험·표현·이해(Erleben, Ausdruck und Verstehen)』를 통하여 ‘체험

(Erlebnis)’이란 시간의 흐름 속에서 현재에서의 통일성을 형성하는 것

(Dilthey, 1979/ 이한우(역), 2002: 19)이라 설명한다. 여기서 딜타이가 말

하는 ‘체험’ 개념에서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체험에 역사성이 존재한

다는 점(Ibid, 19)이다. 즉 시간의 흐름에 따라 체험의 과거-현재-미래가

연결되어 의미를 가지게 되고 이것이 자아의 형성에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딜타이에게 ‘체험’이란 체험의 순간에 삶

20) 이 정의는 연구자가 정의한 것으로 ‘체험’의 사전적 의미는 ‘자기가 몸소 겪음
또는 그런 경험’(표준국어대사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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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부분들이 시간의 흐름으로 연결되며 그 결과 포괄적인 통일성을 가진

역사가 되는 것이다.

딜타이의 위 저서 역자인 이한우(2002)에 따르면, “우리말에서 ‘체험’

은 ‘경험’과 달리 감각적, 감성적, 혹은 감정적 차원의 용어로 자주 간주

되는 반면, 딜타이의 ‘체험’ 개념에는 사고 작용들이 포함되어 있다. 딜타

이는 이를 체험의 지성적 성격, 즉 지성성(智性性)”(Ibid, 163)이라고 부

른다. 즉, 딜타이는 우리가 체험을 할 때, 혹은 체험을 하고 난 후, 과거

의 체험과 연관 짓기도 하고 현재를 되돌아보기도 하며, 낯선 체험에 대

하여 탐색해 보는 과정에 주목한 것이다. 딜타이는 “체험이 인간의 육체

와 연결되어 있지만, 체험을 하는 우리는 체험과 더불어 물리적(신체적

또는 육체적) 현상들에서 정신적인 현실성의 제국으로 들어간다(Ibid,

25)”고 설명한다. 딜타이는 신체적인 것을 바탕으로 정신적인 삶이 출현

하며 “정신적 삶은 지상에서 최고 단계의 진화(Ibid, 25)”라고 역설한다.

이 지점에서 필자는, 딜타이가 “정신적 세계에 관한 지식(Ibid, 25)”을 인

간의 삶에 있어서 최고선으로 간주하였고 인간의 육체와 연결된 체험을

최고선에 이르는 출발 지점, 즉 전제로 간주하였다는 점에서 딜타이가

‘체험’의 지성성(知性性)을 언급했다고 하더라도, 정신과 신체를 분리시키

는 이분법적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했다고 생각한다.21)

딜타이의 ‘체험’ 개념에서 또 다르게 주목해야 할 점은 그것의 ‘시간

성’이다. 이는 전술한 ‘역사성’과 관련지어 생각해 볼 수 있다. 딜타이에

게 ‘개인’은 역사의 흐름에 존재하며 위치한다고 해석된다. 이 지점에서

필자는 딜타이가 과거의 ‘체험’을 설명하는 방식에서 흥미로운 점을 발견

하였는데, 과거의 체험은 ‘기억’된다는 것이다. 달리 표현하자면, 자아는

과거의 ‘체험된’ 것들 중 특별히 의미 있는 것을 ‘기억’하여 현재와 결속

되어 흘러간다. 딜타이에 따르면(Ibid, 24), 우리가 (현재) 체험하는 것은

21) 딜타이에 따르면, ‘정신적 세계에 관한 지식’은 체험, 다른 사람들에 대한 이해,
역사적 작용의 주체로서의 공동체들에 대한 역사적 파악, 객관적인 정신 등의 연
관 속에서 성립한다.(Ibid, 25) 따라서 딜타이의 ‘정신’ 개념은 칸트의 ‘순수 이성’
과는 다른 보다 포괄적인 개념이다. 연구자가 해석하기에, 딜타이에게 있어서 ‘체
험’은, ‘이해’를 통해 정신과학에 이르는 하나의 단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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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금 있었던 것의 변형들이며 개개의 체험들이 지니고 있는 개개의 성질

들이 서로 결합해 다른 것이 되어갈 때 우리는 변화를 체험한다. 딜타이

는 개인이 ‘체험’을 통하여 자아의 과거-현재-미래의 흐름으로 이어진다

고 본 것이다. 다시 말해, 딜타이는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가 연결된

존재로서의 개인은 시간에 따른 ‘체험’을 통하여 자아가 형성되어간다고

본 것이다.

그러나 딜타이는 ‘개인’에만 관심을 두지는 않았다. 이는 딜타이의 ‘이

해(Verstehen)’ 개념을 검토해 보면 알 수 있다. 딜타이에 따르면(Ibid,

34-40), ‘이해’는 하나의 세계를 열어주는데, 체험 자체에 대한 이해를 바

탕으로, 그리고 체험과 이해의 지속적인 상호작용 속에서 낯선 삶의 표

출이나 타자에 대한 이해가 이루어진다. 다시 말해서, 각기 다른 ‘체험’을

하는 타자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소통’의 가능성이 열리는 것이다. 이

한우의 딜타이 사유에 대한 해석에 따르면(Ibid, 149), “개인의 의의란 결

국 시대와 지역을 아우르는 보편적인 역사에 비추어 부여받게 되는 것”

이다. 이 해석에 기대면, 딜타이가 주목하는 궁극적인 것은 공동체, 역

사의 흐름이라는 것이다. 필자가 판단하기에, 딜타이는 존재를 파악하는

데에 있어서 ‘연결’ 또는 ‘연관됨’을 상당히 중요시하였다. 딜타이가 강조

하는 것은 ‘전통의 역사적인 연속성 속의 자기 자신과 연결됨(Ibid, 67)’

과 ‘이해’를 통한 낯선 존재와의 연결됨이다.

딜타이는 ‘신체’ 개념을 시간성, 역사성과 관련지음으로써 ‘자기 성찰’

의 계기로서 체험의 개념을 마련한다. 딜타이에 의하면, 삶은 체험을 통

하여 전달되고 이런 심층적인 것으로 자기 자신의 자아, 그리고 세계에

대한 자아의 관계가 이해(Ibid, 39)되며, 그리하여 체험은 자기 자신에

대한 성찰의 토대가 된다. 전술하였듯이, 딜타이는 ‘체험’ 개념에서 신체

적인 것을 출발점으로 삼지만 이것을 신체적인 것에 한정짓지 않는다.

딜타이의 ‘체험’은 신체적인 것을 바탕으로 하여 ‘이해와 해석’을 통하여

정신적인 것으로 ‘발전’한다. 딜타이가 ‘이해’를 정신과학을 실현하는 매

개로 삼음으로써, 개인이 자아에 함몰되지 않고 타자의 체험(체험의 역

사)을 ‘이해’함으로써 타자와 소통의 관계를 맺을 가능성을 제공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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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 그리고 현재를 과거, 미래와 연결 짓는 ‘체험’을 통하여 자아를 이해

하는 가능성을 제공한다는 점은 특별한 교육적 함의를 준다.

그러나 딜타이가 설명하는 ‘체험’ 개념은 교육적 측면에서 몇 가지 한

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것은 바로 딜타이가 ‘정신적 삶’을 지상에서

최고 단계의 진화로 분류(Ibid, 25)하고, 각기 다른 체험이 ‘이해’를 통해

변증법적으로 정신과학에 도달한다고 본 점22)을 미루어 볼 때, 그가 비

판한 이성주의를 벗어나지 못했다는 것이다. 딜타이는 ‘정신과학’을 최고

선으로 상정하였고, ‘체험’을 정신과학에 이르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간주23)한 것이다.

딜타이의 ‘체험’ 개념에 대한 필자의 또 다른 의문점은 체험이 자아와

‘연관’ 혹은 ‘연결’되는 방식이다. 우선 딜타이는 (자아의) 체험을 시간의

흐름으로 규정한다. 그리고 ‘기억’에 의존해 과거의 체험을 ‘취사선택’하

여 현재의 체험과 연결 짓는다. 그러나 이 점은 의심스럽다. 딜타이는

“기억 속에는 조망 가능한 전체가 생겨난다(Ibid, 71)”고 표현하였는데

이는 사실이기도 하다. 그러나 ‘기억24)’은 왜곡되기 마련이고 자아가 감

22) 이는 필자가 딜타이의 ‘체험’ 개념을 해석한 방식임을 밝혀둔다.
23) 체험자체는 육체적인 것인 것이고, 체험이 ‘이해’를 통해 정신적인 제국으로 도

달한다(Ibid, 25)는 딜타이의 말은 육체적인 것과 정신적인 것에 대한 위계를 전
제한 것으로 해석된다. 필자가 판단하기에, 체험이 정신과학으로 발전하는 방식에
대한 딜타이의 설명은 신체와 이성의 이분법적인 분리를 전제한 것으로 해석된
다. 김영한(2005: 14)에 따르면, 딜타이의 ‘정신과학’은 인간, 사회, 국가에 대한 학
문인데, 정신의 세계는 인간을 연결하는 공동적인 세계이다. 김영한은 그의 논문
(2005: 14)에서 딜타이가 정신과학의 대상을 ‘정신(Geist)’으로 나타내면서 정신을
마음(Seele)과 분리했다고 설명한다.

24)『기억의 일곱 가지 죄악』(Schacter, 2001/ 박미자(역), 2006)의 저자 Schacter,
D.L.은 인간이 자신의 경험을 ‘기억’해 내는 작업을 진화론적 관점에서 해석하는
관점과 그에 대한 비판적인 관점으로 구분하여 설명하고, 저자는 이 중 진화론적
관점의 입장에서 인간의 ‘기억’에 대하여 탐구한다. Schacter, D.L.에 따르면, 인간
은 과거의 일을 ‘있는 그대로’ 기억하지 못하는 ‘죄악’을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죄
악은 인간에게 오히려 ‘적응’의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미덕’이
될 수 있다. 인간은 사소한 정보들을 망각함으로 보다 중요한 정보, 사건에 집중
할 수 있는 경우처럼 자료 과부하를 방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인간에
게 기억의 죄악이라 할 수 있는 ‘소멸’, ‘막힘’ 현상은 인간을 잠재적인 혼란에서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Schacter, D.L.의 ‘기억’에 대한 해석처럼 ‘기억’
의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필자는 ‘자아 성찰’의 측면과 연관시켜볼 때 ‘기억’에
의존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생각한다. 필자의 생각으로 ‘자아 성찰’은 이성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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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적으로 각인된 ‘체험 사건’들만을 일부 취사선택하여 과거의 자아라고

단정 짓는 것도 가능하다. 그러나 단지 ‘기억’에 의존한 ‘자아성찰’은 교

육적 측면에서 생각해 보았을 때, 의심스럽다. 한편, 낯선 존재에 대한

‘이해’를 통해 환경(타자)과 연결 짓는 방식에 대한 딜타이의 설명은 그

리 명료하지 않다. 물론 낯선 존재, 낯선 체험에 대하여 ‘이해’하고자 하

는 것은 자아를 확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지만, 나르시시즘에

빠지지 않고 어떤 방식으로 ‘이해’할 수 있는지, 그 방식을 찾는 것은 쉽

지 않다. 그리고 타자를 단지 ‘이해’함으로써 소통의 관계를 맺을 수 있

을지도 의문이다.

2) 가다머 : 삶의 모험으로서의 ‘체험’

철학적 해석학의 창시자라 불리는 가다머(Hans-Georg Gadamer,

1900-2002)는 그의 저서 『진리와 방법(Wahrheit und Methode)』에서

‘체험’에 대한 개념사를 조망한다. 가다머는 ‘체험’이라는 낱말이 최초로

나타난 문헌은 헤겔(Hegel)의 한 여행에 관한 보고라고 추측(Gadamer,

1960/이길우 외 (역), 2018: 97)한다. 가다머에 따르면(Ibid, 97), 괴테 시

대에 많이 나타나는 ‘체험하다(erleben)’는 말은 “어떤 무엇이 일어난다

면, 아직 살아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체험된 것’이란 주체가 직접 체험

한 것이기에, ‘체험한다’는 것은 어떤 현실적인 것이 포착되는 직접적인

특징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가다머에게 있어서 ‘체험을 통한 앎’은 주체

가 직접 겪었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것’, ‘몸소 확인한 것’이라 볼 수

있다. ‘백문불여일견(百聞不如一見)’이라는 말처럼, 체험을 통한 앎은 하

나의 ‘증명된 앎’ 혹은 ‘신념(belief)’이 된다고 볼 수 있다. 가다머에 따르

면(Ibid, 105), “‘체험된’ 모든 것은 자기가 직접 체험한 것이며 ‘체험된’

것은 바로 자기(selbst)의 통일체에 속하며, 생(生) 전체와 바꿀 수 없고

대체 불가능”하다. 이렇듯 가다머에게 ‘체험’은 삶의 기반이자 앎의 기반

반성과 자기 검토의 과정이 따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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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해석된다고 볼 수 있다. 동시에 가다머의 시각으로 바라 본 자아는

‘체험’을 통하여 ‘존재함’을 인식하는 것이다. 가다머(Ibid, 104)는 딜타이

의 ‘체험’ 개념을 설명하는데, 딜타이의 생철학(生哲學)에서 체험 개념은

순전히 인식론적 개념으로 나타나고 목적론적 의미에서 사용되지 개념적

으로 규정된 것은 아니라고 지적한다. 이 점에서 가다머는 딜타이보다

‘체험’ 개념에 더 가까이 다가갔다고 볼 수 있다. 무엇보다 ‘미적 체험’에

대한 가다머의 설명은 교육적으로 의의가 있고 또 탁월하다. 그는 다음

과 같이 말한다.

예술 작품의 힘을 통해 체험하는 사람은 그의 삶의 연관성에서 분리함

과 동시에 그를 자신의 삶 전체로 되돌려 연관시키는 것처럼 보인다. 예

술 체험에는 특유한 내용이나 대상에만 속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생의

의미 전체를 대표하는 일종의 충만한 의미가 있다. (Ibid, 109)

위의 인용문에서 보듯이, 예술 작품을 ‘체험’하는 사람은 예술 작품을

통하여 자아와 만나기도 하고 거리를 두기도 함으로써 자아를 조망한다

는 것이다. ‘체험’에 대한 가다머의 이야기 중 “모든 체험에는 모험적인

요소가 있다(Ibid, 108)”는 말은 매우 매력적으로 다가온다. 가다머의 말

에 따르면, ‘모험’은 일상적 삶이 얽매여있는 제약과 구속을 떨쳐버리고

불확실한 것에 용감하게 도전하는 것이다. 즉, 가다머의 ‘체험’ 개념은 낯

설지만 의미를 부여하는 사건(event), 성장하는 계기가 되는 특징을 가진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자아는 ‘체험’을 통하여 자신이 ‘살아있음’을 ‘느끼

고’ 자신의 존재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다. 가다머는 “체험 그 자체가

생의 전체 안에 있으며 동시에 전체는 또한 체험 안에 현전(Ibid, 109)”

한다고 표현한다. 가다머에게 ‘체험’이란 삶이고 삶 자체가 체험이라고

볼 수 있다.

필자가 판단하기에, 딜타이는 ‘체험’을 정신과학에 이르기 위한 하나

의 수단으로 과소평가한 반면에, 가다머는 ‘체험’을 삶을 구성하고 개인

의 진정한 ‘자기다움’을 위한 존재의 원천으로 보았다. 그리하여 가다머

의 ‘체험’ 개념을 교육에 적용한다면, 그것이 진정한 자아를 발견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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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도록 돕는 노력의 계기가 될 수 있다. 그러나 가다머의 ‘체험’에 대한

이야기에는 ‘타자’와의 연결이 언급되지 않기 때문에 자기 자신 안에 갇

히고 함몰되는 체험이 될 우려가 있다.

3) 메를로-퐁티 : 실존적 만남으로서의 ‘체험’

한편, 현상학자인 메를로-퐁티(Maurice Merleau Ponty, 1908-1961)는

“신체의 복원이 인간 실존과 자유를 구체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계기(심

귀연, 2012: 145)”이며, “반드시 ‘여기’에 있으며, 반드시 ‘지금’ 존재하는

것은 나의 의식이 아니라 신체(심귀연, 2012: 146)”라고 이야기한다. 이

지점에서 ‘신체의 복원’이란 그간 인간적 존재의 일부로서 인정받지 못해

왔던 ‘신체’가 있음으로 해서 ‘내’가 존재한다는 의미이다. 이것은 (근대

적 의미의) 이성으로서 존재를 인지하고자 하였던 데카르트25)의 코기토

(Cogito)에 대한 비판으로 볼 수 있다. 메를로-퐁티는 인간의 자아를 데

카르트보다 좀 더 가까이 두고 이성의 힘으로 억압되지 않은 ‘살아있는’

존재로 파악한 것이다.

이남인(2013)에 따르면, 메를로-퐁티에게 자아의 진정한 모습은 실존

이며, 사유의 진정한 모습은 실존을 토대로 해서만 파악할 수 있다. 그리

고 사유의 진정한 모습은 원초적인 실존의 차원에서 “경험을 가능하게

해주는 저 사유”(cette cogitatio qui rend possible l’experience)

(Merleau-Ponty, 『지각의 현상학』: 429; 이남인, 2013: 237 재인용)이

다. 이 지점에서 원초적 실존은 원초적 세계에 대한 자아의 원초적 경험

을 통해서 계속된다. 최재식(2004: 30)에 의하면, “원초적 경험과 원초적

세계란 현상학에서 말하는 이론 이전의 경험과 세계”를 말한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마주하는 공간과 사물을 용도나 기능으로 파악하는

경향이 있다. 예컨대, ‘연필’이라고 하면 필기하는 도구로 생각하고 ‘책상’

이라고 하면 책을 읽거나 공부하기 위해 평평하게 되어 있는 가구로 생

25) 데카르트는 인간의 신체가 마음과 분리된 이원론적 사고에 근거를 두고, 인간의
‘마음(mind)’을 ‘기계 속의 유령’이라고 비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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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한다. 그러나 메를로-퐁티의 ‘원초적 경험’과 ‘원초적 세계’ 개념으로

바라보는 동일한 사물이나 공간은 시간에 따라 다른 존재로 체험될 수

있는 것이다. 부언하면, 동일한 책상에서 의미 있는 독서를 하며 자아를

만나고 세계를 만나는 체험이 지속된다면 그 책상은 단지 공부하는 ‘도

구’가 아닌 ‘나’와 세계를 연결해주는 존재처럼 여겨지기도 한다. 다른 예

로, 메를로-퐁티가 예로 들었던 프랑스의 화가 폴 세잔(Paul Cézanne)의

경우26), 자신의 정물화 대상인 ‘사과’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먹

는 과일’이 아니다. 심지어 세잔에게 ‘사과’는 정물화의 대상이라기보다

자신과 상호작용하는 ‘하나의 살아있는 존재’였을 것이다.27)

우리는 우리 앞에 마주하는 존재를 사회적 관습으로 형성된 고정관념

과 편견을 가지고 해석하는 경향이 있는데, 메를로-퐁티의 사유에 기대

어 생각해보면, 존재를 마주할 때에 편견의 잣대에서 벗어나 새롭게 바

라보는 것이 진정한 실존적 만남이다. 이러한 실존적 만남은 다른 것이

아니라 메를로-퐁티의 사유로 해석해보면, ‘체험’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

다. 메를로-퐁티의 ‘원초적 경험’ 개념은 우리가 선입견과 편견으로 존재

에 부여하는 ‘사고의 틀’을 깨고 ‘새로운 시각, 다른 관점으로 바라보기’

를 지시한다는 점에서 교육적으로 주목할 만한 개념이다. 우리는 무심코

지나치고 단정 짓는 세계를 ‘유심히 관찰’함으로써 세계와의 실존적 만남

이 이루어지고, 이는 세계를 ‘체험’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태도는 우

리가 마주하는 존재가 또한 변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을

동반하고, 결과를 열어놓는 열린 관점이다. 열린 관점을 갖는다는 것은

인식의 지평이 확장됨을 의미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메를로-퐁티의 ‘원초적 경험’의 개념은 교육적으로

탐색해 볼 가치가 있다. 최재식(2004: 27)에 따르면, 메를로-퐁티의 ‘경

26) 메를로-퐁티가 그의 논문『세잔의 회의(Le doute de Cézanne)(1945)』를 통하
여 세잔의 회화를 현상학적 시각으로 분석한 것은 익히 알려져 있다.

27) 사물과 상호작용한 필자의 경험으로, 10여 년 전에 런던에 위치한 내셔널 갤러
리를 방문하여 고흐의 작품인 ‘해바라기’를 본 적이 있다. 그 당시는 아주 무더운
여름날이어서 지쳐있었는데, 고흐의 ‘해바라기’를 마주한 순간 살아 숨 쉬는 듯한
생명력을 가진 해바라기가 필자에게 손짓하는 느낌을 받았던 충격적인 경험이
있다. 필자는 그림 속의 생동감 있는 해바라기와 상호작용을 했던 ‘체험’을 지금
도 생생하게 기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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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 개념은 “다의적이고 개방적인 것”으로 해석된다. 이를 ‘원초적 경험’

개념과 연관 지어 생각해보면, 우리가 사물, 공간, 인간, 상황 등을 마주

할 때 일정한 잣대로 규정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바라보는 ‘나’와 보여

지는 ‘존재’가 얽혀있는 상호작용의 관점으로 바라본다는 것이다. 메를

로-퐁티는 자아28)와 세계가 분리된 것이 아닌 ‘연결됨’ 혹은 ‘하나임’이

라는 개념으로 설명한다. 메를로-퐁티의 ‘체험’ 개념에 대한 박준상(2007:

150)의 해석에 따르면, 우리 경험의 구조는 인간과 사물들이 서로 영향

을 주고받으면서 얽혀있다. 메를로-퐁티에게는 이러한 ‘관계 맺음’이 모

든 체험의 시작이자 특징이다. 이는 주체와 객체가 나누어지지 않는 ‘접

촉’, 즉 ‘소통’의 개념과 상통한다. 우리가 사물을 ‘체험한다’는 것은 우리

가 주체가 되고 사물이 객체가 되는 이분법적 관계가 아니라 서로 상호

작용하는 ‘관계맺음’을 의미한다. 박준상(2007)에 의하면, “존재는 관계맺

음, 관계 내에 있음의 사건이며 ‘나’는 그 관계 내에서만 비로소 존재할

수 있기에 근본적으로 수동적이라는 것(박준상, 2007: 157)”이다.

이러한 메를로-퐁티의 ‘존재’ 개념을 극단적으로 해석한다면, 인간은

환경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으므로 수동적인 존재이고, 그런 의미에서

주체성과 개인의 자유가 결여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런 해석의 가능

성은 메를로-퐁티의 ‘체험’ 개념을 교육에 적용하기에는 다소 아쉬운 점

으로 남는다. 그러나 필자는 가다머의 ‘체험’ 개념에서는 찾기 어려웠던

자아와 세계의 관계 맺는 방식에 대한 설명을 메를로-퐁티의 ‘체험’ 개

념에서 발견할 수 있었다. 그리고 메를로-퐁티는 일상적 체험을 복원하

였다는 점에서, 필자는 메를로-퐁티의 사유가 우리의 교육적 ‘체험’에 대

28) 이남인(2013: 237-240)은 메를로-퐁티가 이야기한 ‘자아’의 특징을 검토하였는데,
퐁티의 ‘자아’ 개념이 의미하는 바는 “원초적인 실존의 차원”에서 말을 하며 세계
를 경험할 수 있는 자아, ‘묵언의 자아’라 일컫는다는 것이다. 이남인이 검토한 퐁
티의 ‘묵언의 자아’는 실존하는 자아로서 세계와 연루되어 있고, 모든 것은 세계
를 토대로 경험되며, 신체를 가지고 있는 자아이다. 신체가 자아의 핵심이기에
‘묵언의 자아’는 ‘육화된 자아’라고 설명된다. ‘묵언의 자아’는 시간적이며 역사적
인 자아이므로 “자아를 구성하는 본질적 요소로서 시간과 역사를 벗어나 존재”할
수 없다. 그리고 ‘묵언의 자아’는 “타인들과 더불어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상호주
관적 자아”이다. 상호주관적 지평은 실존하는 “자아를 구성하는 본질적인 요소”
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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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이해에 많은 함의를 제공해줄 수 있다고 본다.

4) 철학적 ‘체험’ 개념이 현행 자유학기제 ‘체험’에 주는 시사점

필자는 서구의 세 철학자들의 ‘체험’ 개념을 검토하여 우리나라 자유

학기제에서 강조되는 ‘체험교육’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그 개념적 자

원을 얻고자 하였고, 특히 ‘체험’이 교육에서 중요한 이유에 대한 이해를

구하고자 하였다. 세 철학자들의 ‘체험’ 개념을 검토해 본 결과 얻게 된

통찰은 다음과 같다.

먼저 이들의 ‘체험’ 개념에 따라 체험 교육을 이해하자면, 체험 교육

은 학생의 가시적인 ‘활동’에 한정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비록 전통적 방

식의 수업이더라도, 수업 시간의 경험을 통하여 학생의 내면에서 일어나

는 배움이나 깨달음이 있다면 그것도 ‘체험’이라 할 수 있다. 이렇게 해

석된 ‘체험교육’은 학생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변화’의 모든 측면을 아우

른다는 점에서, 앞서 묘사된 좁은 의미의 ‘체험교육’에 대비되어 넓은 의

미의 ‘체험교육’으로 말할 수 있을지 모른다.

그리하여 학교 수업 상황에서의 ‘체험교육’을 넓은 의미로 해석하자

면, 교실 밖 현장 체험학습이나, 교실 내에서 신체를 움직이는 활동 수업

이라고 하더라도 이것이 학생으로 하여금 ‘사고’를 하도록 하지 않는다

면, ‘체험교육’이 될 수 없다. 다른 한편 학생이 교과 내용에 관심과 흥미

를 가지고 몸과 마음으로 완전히 몰입하여 교과 내용을 모험적으로 탐색

한다면, 이러한 수업 상황은 그 학생에게 넓은 의미의 ‘체험교육’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일례로 학생이 수업 시간의 교과 내용을 통하여 ‘경이로

움’을 느끼는 신체적, 정서적 경험29)을 하고 과거의 경험과 연관 지어 자

신의 사고를 수정하고 발전시키는 과정을 겪는다면, 이러한 수업은 그

29) 필자는 ‘경이로움’이라는 감정을 신체적, 정서적 경험이라고 표현하였는데, 예컨
대 우리가 대자연의 형언할 수 없는 풍경을 보고 ‘경이로움’을 느낄 때 입이 벌어
지거나 몸이 떨리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하는 신체적 반응을 한다는 점에서 신체
적, 정서적 경험이라고 표현하였다. 학생이 교과 내용을 배우면서 자신이 몰랐던
세계에 대해 신기함, 놀라움을 느낄 수 있고 번뜩이는 사고를 할 수 있을 때에,
학생은 교과에 대한 ‘경이로움’을 느낄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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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에게 넓은 의미의 ‘체험교육’이 되는 것이다. 이런 경우에, 학생은 교

과 내용을 ‘체화(體化)’한다고 볼 수 있다. 이는 필자가 앞서 소개하였던

딜타이의 ‘체험’ 개념과 맞닿아있다. 필자는 딜타이가 ‘체험’을 정신과학

에 이르는 수단으로 취급했다는 점에서 비판을 하였지만, 그는 신체와

연관되어있는 ‘체험’이 ‘이해’를 통하여 정신과학에 도달해야 할 것을 역

설한다. 이런 식의 생각을 학교 교육의 수업 상황에 적용한다면, 교사는

‘체험교육’을 통하여 학생이 단순히 신체적 활동에 머무르지 않고 자신의

바로 그 ‘체험’을 돌이켜보며 ‘사유’를 할 수 있도록 안내할 수 있다. 이

러한 맥락에서 딜타이의 ‘체험’ 개념에 대한 설명, 즉 체험으로부터 정신

과학에 이르는 과정은 한 가지 넓은 의미의 ‘체험교육’의 개념을 제공할

수 있는 것이다.

필자는 학교 교육에서의 ‘체험교육’은 광의의 ‘체험교육’으로 이루어져

야 한다고 생각한다. 학교에서의 ‘체험교육’을 신체적 활동으로만 한정지

어 좁은 의미로만 해석한다면, 학생은 수업 시간에 신체적으로 ‘참여’ 하

였지만 의미 있는 경험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 일례로, 과거 ‘열린 교육’

에서의 실천 양상을 생각해보자. 학교 현장에서는 ‘열린 교육’에서의 ‘열

린’의 의미가 취지와 다르게 ‘자유방임적’인 의미로 잘못 해석되기도 하

여(황인수, 2014: 305) 학생들은 수업 시간 동안 아무 것도 배운 것이 없

는 채, 그것을 ‘그냥 노는 시간’으로 받아들이기도 하였다. 따라서 교사는

교육 정책을 실천하는 데 있어서 용어를 심도 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마찬가지로, 학교 교육에서 ‘체험교육’이 신체적, 감각적 측면으로만 좁은

의미로 해석될 경우, 그것은 교육적으로 아무런 의미가 없는 시간 때우

기 식으로 소비될 위험이 있다. 그렇다면 자유학기제 하에서의 체험교육

이 교육적으로 의미 있는 ‘체험교육’이 되기 위해서는 이것이 어떠한 특

징을 가지고 있어야 할까?

첫째, 학생이 학교 수업 시간을 통하여 이성, 감정, 신체를 총체적으

로 활용한다면 그 수업 시간 동안에 이루어진 교육은 넓은 의미의 체험

교육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30) 이때 교사의 역할은 중요하다. 교

30) 우리는 ‘몰입’을 하게 될 때에 이성, 감정, 신체를 총체적으로 활용한다. 심리학
자인 미하이 칙센트(Mihaly Csikszentmihalyi)는 ‘완전히 빠져드는 경험’을 ‘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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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가 교과서의 내용을 학생들에게 ‘있는 그대로’ 전달하는 수업은 학생들

에게 이제 더 이상 설득력이 없다.31) 교사가 학생의 관심사, 배경, 학교

와 지역 사회의 특징을 고려하여 교과서의 내용을 재구성하여 학생들에

게 안내한다면 학생은 교과에 대하여 좀 더 흥미를 가지고 교과 내용에

몰입할 수 있을 것이다.32) 이러한 과정에서 학생이 수업의 주체가 되고

‘체험교육’을 통하여 ‘사유(思惟)’를 한다는 점에서, 이것은 감각 주의적

경험론을 배경으로 하는 ‘실물 교육론’33)과 다르다. 필자가 정립한 넓은

의미의 체험교육의 첫 번째 특징인 ‘체험’을 통하여 사유한다는 점은 앞

서 살펴본 딜타이의 ‘체험’ 개념에 기반을 두고 규정하였다.

둘째, 광의의 ‘체험교육’은 학생이 학교의 수업을 통하여 과거의 자아

와 현재의 자아를 연관지어보며 미래의 자아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학생은 수업 시간 동안의

‘체험’을 통하여 자아에 대해 성찰하고 자신의 흥미와 적성을 탐색해 봄

으로써 미래의 자아에 대해서 그려보게 되는 ‘자아탐색’의 경험을 할 수

있다. 이는 필자가 검토해 보았던 가다머의 ‘체험’ 개념과 맞닿아 있다.

“‘체험된’ 것이 바로 자기(selbst)의 통일체에 속하며” 대체 불가능하다

(Gadamer, 1960/이길우 외 (역), 2018: 105)는 가다머의 이야기를 음미해

볼 때, 교사는 ‘체험교육’을 통하여 학생이 자신의 자아를 만나고 이해할

(沒入,flow)경험’이라고 일컬었다. 그는 몰입 경험의 순간에 느끼는 것, 바라는 것,
생각하는 것이 하나로 어우러지며 ‘몰입’은 삶이 고조되는 순간에 물 흐르듯 행동
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느낌을 표현하는 말이라고 설명(미하이 칙센트, 2014:
45)한다. 학생이 수업에 ‘몰입’할 때에 수업에 진정으로 ‘참여’하는 것이다.

31) 그렇다고 하여, 교사는 수업 시간에 교과서의 내용을 가르칠 필요가 없다는 의
미는 아니다. 물론, 교과서의 내용은 우리의 전통과 문화유산이 담겨져 있으므로
우리의 ‘과거’이자 ‘현재’라 볼 수 있다. 다만, 학생이 수업 시간에 교과에 관심과
흥미를 느끼지 못하고 아무런 사유를 하지 않는다면, 수업 시간은 학생에게 ‘교육
적’ 의미가 없다고 볼 수 있다.

32) 교사는 학생이 교과에 ‘관심과 흥미’를 가지고 수업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도록 이
끌기 위해서, 다양한 수업 방법을 시도해 볼 수 있다. 이종아(2017)의 ‘중학교 교
사들의 학생 참여형 수업 이해에 관한 질적 연구’에 따르면, 학생은 자신과 관련
된 이야기에 관심을 가지는 경향이 있다.

33) 강영혜(1999: 8)는 『체험학습의 이론적 기초』를 통하여 극단적인 실물교육론
은 감각활동만을 따로 떼어 내어 그 자체를 목적으로 삼게 되면 수업을 일종의
신체적 훈련, 감각기관을 단련하는 신체적 훈련으로 만들게 되고 사고를 소홀히
하게 된다는 듀이의 말을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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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성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넓은 의미의 ‘체험교육’은 학생이 자아탐색을 하도록 이

끌 뿐만 아니라, 자아와 연결된 환경(타자, 문화, 사회 등)의 존재를 인지

하고 이해하며 존중할 수 있는 사고를 이끌 수 있다. 메를로-퐁티는 자

아란 타자(환경, 타인, 사물)와 상호작용하는 존재라는 것을 은유적으로

설명하며, 타자를 ‘존재 그 자체’로 인정하는 모습을 ‘체험’으로 그려낸다.

메를로-퐁티의 사유를 교육적 맥락으로 담아낸다면, 교사는 ‘체험교육’을

통하여 학생이 타자의 존재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경험을 하도록 안내할

수 있다. 송하인·남상준(2008)에 따르면, “체험교육은 학습자와 교육자,

그리고 학습자와 환경 사이의 상호 작용을 본질로 하고(송하인·남상준,

2008: 101)” 교사는 이를 염두에 두어야한다. 다시 말해, 넓은 의미의 ‘체

험교육’은 학생 개인의 주체성을 존중하는 교육을 추구하지만, 학생이 자

아와 환경은 서로 필수불가결한 존재라는 사실을 인식함으로써 ‘자아를

확장’할 수 있도록 이끈다는 특징을 가진다.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실행되고 있는 자유학기제 ‘체험활동’

의 실천 양상에 대한 교사, 학생, 학부모들의 이해를 간접적으로 살펴보

고 ‘체험활동’의 가능성과 한계를 탐색해 보았다. 그리고 필자는 자유학

기제의 ‘체험활동’이 교육적 체험교육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하여 ‘체험’의 의미를 탐색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리하여 철학자 딜타이, 가다머, 메를로-퐁티의 사유에 기대어, ‘체험’

개념을 검토해 보았다. 그리고 세 철학자들의 ‘체험’ 개념은 ‘교육적 체험

교육’을 이해하는 보다 깊은 안목을 제공하였고 결과적으로 좁은 의미의

체험교육이 아니라 광의의 체험교육의 가능성에 대한 지평을 열어 주었

다.

그러나 이 광의의 ‘체험’ 개념은 세 철학자들의 ‘체험’에 대한 사유 중

에 교육적으로 의미 있다고 판단되는 특징을 일부 택하여 구성한 것이기

에, 교육 현장에 적용하기에는 단면적이라는 한계를 지닌다. 그리하여,

이들 학자 각각의 개념들이 가진 한계를 극복하는 방식으로 재구성되기

위하여 교육에서 ‘경험’을 강조한 교육 철학자 존 듀이(John Dewey)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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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 개념으로 보완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일상적으로 ‘체험’과 ‘경험’을 구분하지 않고 사용하는 경향이

있으나, ‘체험’과 ‘경험’의 의미는 현상학적으로 구분된다. 고미숙(2006:

139)에 따르면, ‘체험’은 우리가 겪고 인식하는 대로의 경험으로 세계에

대한 “직접적, 전반성적 생활의식”을 의미하며, “경험에는 의미와 해석이

연관되어 있다”. 필자가 생각하기에, ‘체험’ 개념이 자아의 환경보다는 체

험 주체의 사고, 감정, 신체에 초점을 두고 있기에 자유학기제의 교육적

‘체험 교육’에 대한 개념적 토대로 삼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한다. 다

시 말해, 필자는 ‘체험’ 개념이 환경이나 타자와 관계의 측면보다는 ‘일인

칭적 자아’에 초점을 두는 개념이라 판단한다. 따라서 필자는 교육적 맥

락에서는 이 ‘체험’ 개념의 난점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듀이

는 그의 저서『경험과 교육』(2002: 141)에서 자아가 환경과 교변작용34)

(transaction)하는 경험을 통해서 자아가 형성되고 확장되며 이를 ‘성장’

이라 일컬었다. 필자가 판단하기에, 학생이 타자, 지역 사회, 문화 등의

환경과 자아의 관계 인식을 바탕으로 자아를 탐색하고 확장해 나가도록

이끄는 행위가 교육이다. 필자의 이러한 교육관을 바탕으로, 앞에서 살펴

본 ‘교육적 체험교육’에 대한 개념적 토대로서 한계가 있는 ‘체험’ 개념을

보완하기 위해서, 듀이의 ‘교육적 경험’ 개념을 고찰해 보고자 한다. 필자

는 듀이의 ‘교육적 경험’ 개념을 고찰해 봄으로써, 자유학기제의 ‘체험활

동’이 교육적 ‘경험 교육’으로 이루어지기 위한 초석이 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34) 듀이의 ‘경험’ 개념에서 ‘transaction’은 중요한 단어인데, 교육학자들은 이 단어
를 우리말로 ‘교호작용’ 혹은 ‘교변작용’으로 번역하였다. 필자는 듀이의
‘transaction’ 개념이 자아와 환경이 상호작용(interaction)하여 영향을 미치며 변
화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측면에서, 박철홍(2016:181)이 번역한 용어인 ‘교
변작용’으로 사용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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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듀이의 ‘경험’과 ‘교육적 경험’의 의미 탐색

우리는 ‘경험’이라는 단어를 떠올리면, 일반적으로 ‘연륜(年輪)’이라는

단어와 관련지어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특정한 분야에 누군가 ‘연륜이

깊다’라고 하면, 그 사람이 그 분야에 오랜 시간 동안 종사하여 관련된

일을 잘 해낸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그런데 누군가 특정 분야에 연

륜이 깊다는 것은 그 사람이 관련된 일을 하는데 단지 오랜 시간을 보냈

다는 사실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중요한 점은 그 사람이 자신이 하는 일

에 얼마나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노력해왔는가 하는 것이다. 우리가 ‘경

험’을 연륜(年輪)과 관련된 의미로 해석한다면, ‘경험’은 특히 기술(skill)

을 요하는 직업 분야에서 중시되고 있다. 그리고 우리가 ‘경험’을 “실지

로 보고 듣고 겪는 일, 또는 그 과정에서 얻는 지식이나 기능(동아출판

(주), 2020: 167)”의 의미로 해석한다면, 우리가 특정한 상황을 접할 때

‘과거의 경험’은 현재의 상황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판단의 근거가 되기도

한다. 이렇듯, ‘경험’은 다양한 각도로 해석되며, 우리의 삶에서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우리가 ‘경험’을 개인의 삶과 관련지

어 해석한다면, 학교 교육 상황에서는 ‘경험’이라는 단어가 경시되어 왔

던 것이 사실이다. 교육 철학자 존 듀이는 “경험의 문제와 관련하여 교

육은 ‘경험 내에서의, 경험에 의한, 경험을 위한 발달’이라 정의내릴 수

있다”(Dewey, 1938/ 박철홍 (역), 2002: 113)고 주장하였다. 기존의 이성

중심 교육 상황에서 듀이가 ‘경험’을 교육의 기반으로 끌어들인 점은 획

기적인 기획이며, 우리의 교육 상황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필자는 본 절에서 듀이의 ‘경험’ 개념이 교육적 맥락에서 어떠

한 의미가 있는지 검토해보고, 듀이의 ‘경험’ 개념의 교육적 의의를 탐색

해 보고자 한다. 이에 앞서 ‘경험’ 개념에 대한 한 철학 사전의 정의 중

일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경험이란 외적 세계에서 일어나는 것이 경험 주체의 의식적 삶을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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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이다. …(중략)… 내 경험 자체와 내 자신의 관계는 기억, 깨달음,

그리고 묘사를 포함하고 이 모든 것은 개인 간에 영향을 주며 변화시키는

상호작용(interpersonal transaction)으로 실행되는 것을 통하여 나타난다.

(Simon Blackburn, 1994: 125)

위의 한 철학 사전의 정의에서 알 수 있듯이, ‘경험’ 개념은 자아의

‘외적 세계’라 할 수 있는 문화적, 사회적인 맥락에 놓인 자아의 체험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경험’ 개념은 자아의 주관적이

고 개별적인 일인칭적인 의미를 내포하는 ‘체험’ 개념과는 다르다고 볼

수 있다. 달리 말하면, ‘경험’ 개념은 자아와 타자를 모두 아우르며 그 관

계를 지칭한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경험’ 개념에 대한 듀이의

설명을 살펴보면 좀 더 명확히 알 수 있을 것이다.

경험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은 개인과 개인 밖에 무엇인가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개인 밖에 상호작용할 무엇인가가 주어져 있지 않다면 경험

은 결코 일어날 수 없습니다. 경험은 신체 밖에 존재하고 있는 외부적인

요소들로부터 경험하는 데에 필요한 것들을 끊임없이 제공받습니다.

(Dewey, 1938/ 박철홍 (역), 2002: 133)

교육적 맥락이라고 하는 것은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지만, 필자는 교

육을 통해서 학생들로 하여금 자아를 창조하고 타자를 이해하고 존중하

는 태도를 갖도록 하는 것이 교육의 중요한 방향이라 생각한다. 따라서

자유학기제의 ‘체험활동’이 교육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넓은 의미의

체험’ 교육의 의미와 맞닿아있지만, 교육적 맥락에서 그보다 더 구체적이

고 심도 있는 이해를 도와줄 수 있는 듀이의 ‘교육적 경험’의 의미를 검

토해 보는 것은 의의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필자는 듀이

의 ‘경험’ 개념과 그 교육철학적 의미를 검토한 후에, 듀이의 ‘교육적 경

험’ 개념을 탐색해 보고자 한다.



- 52 -

1. 듀이의 ‘경험’ 개념의 검토와 교육철학적 의미

필자가 듀이의 저서 『민주주의와 교육』(2012), Experience and

Nature (1958), 『경험과 교육』(2002), 『철학의 재구성』(2010), 그리고

『경험으로서 예술』(2016)을 검토해본 결과, 듀이의 철학은 ‘경험’에 초

점을 두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듀이가 사유의 초점을 ‘경험

(experience)’에 둔 이유는 무엇일까? 그리고 듀이의 ‘경험(experience)’

개념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경험’ 개념과 유사한 개념인가 아니

면 다른 개념인가? 다르다면 어떻게 다를까? 필자는 본 절을 통하여 위

의 물음들에 대한 필자 나름의 답을 찾아가도록 할 것이다. 우선, 첫 번

째 물음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듀이가 비판한 철학자들의 ‘경

험’에 대한 사유를 검토해 보고자 한다. 이러한 작업은 듀이의 ‘경험’ 개

념을 좀 더 명확히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듀이에 따르면, 경험주의(the empiricism)와 그에 맞서는 이론에서

‘경험’과 ‘지식’을 분리하는 사조(思潮)는 교육에도 영향을 끼쳤는데 학교

교육에서 학생의 일상생활과 단절되고 고립된 ‘지식’만을 강조하여 학생

들의 활동적인 성향(active pursuits)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DE: 31

2)35)이다. 듀이는 “플라톤 시대부터 가지고 있었던 ‘경험’의 실제적 의미

를 잃어버리고, ‘경험’ 개념은 지적이고 인식적인 것을 가리키게 되었

다”(2012: 395)고 지적한다. 그렇다면 듀이가 설명한 플라톤의 ‘경험’ 개

념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경험의 ‘실제적 의미’라는 것은 무엇

을 뜻하는가? 그리고 듀이는 ‘지식(knowledge)’을 일상생활과 연관된 실

체라 간주한 것인가? 필자는 이 물음들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첫 번째

과정으로, 듀이가 ‘경험’ 개념에 비추어서 비판한 철학자들의 ‘경험’에 대

한 사유를 검토해 보고자 한다.

35) 본 논문에서 DE는 듀이의 Democracy and Education (1916)의 약자임을 미리
밝혀둔다. 다만, 동일한 책의 번역본인 『민주주의와 교육』(이홍우 역, 2012)을
인용한 부분은 번역본의 출판연도로 표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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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양 전통 철학에서의 ‘경험’ 개념에 대한 검토

먼저, 듀이가 그의 저서 『철학의 재구성』(2010)을 통하여 설명한 플

라톤의 ‘경험’ 개념에 대하여 살펴보자.

플라톤에게 있어서 경험은 과거 및 관습에의 예속을 의미했다. 경험은

이성이나 지적인 통제를 통해서가 아니라 반복과 눈대중으로 형성된 기존

의 관습과 거의 같은 것이었다. (플라톤에게는) 오로지 이성만이 과거의

우연에 대한 종속에서 우리를 끌어올릴 수 있었다. (Dewey, 1920/ 이유선

(역), 2010: 130)

우리는 위의 인용문을 통하여 플라톤의 ‘경험’ 개념에 대한 듀이의 통

찰을 알 수 있다. 플라톤은 기존의 관습에 무비판적으로 예속되는 행태

를 비판하였다는 점에서는 열려 있었지만, ‘경험’을 기존의 관습과 동일

시함으로써, ‘경험’은 폐기해야 하는 것이며 지양해야 하는 것으로 과소

평가했다는 것이다. 플라톤의 ‘경험’ 개념에 대한 듀이의 해석에 기대어

볼 때, 플라톤은 이성과 분리된 ‘경험’을 과거에서부터 으레 해오던 관습

으로 간주한 것이다. 그리고 듀이의 주장처럼, 플라톤은 ‘경험’을 축소 해

석하고 ‘경험’에 불명예스러운 멍에를 씌운 것으로 보인다.

반면에, 플라톤은 ‘이성’의 작용을 통하여 고정 불변하고 절대적인 ‘선

(the good)’의 이데아에 도달할 수 있으며, 자아가 올바름에 도달하기 위

하여 이성을 잘 발휘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하였다. 플라톤에게 ‘경험’은,

‘이성’과 다른 것이며 변화하고 불완전한 ‘감각’의 개념을 의미하는 것이

다. 플라톤이 ‘실재(實在)’라고 상정한 아름다운 것 자체(auto to kalon)가

아닌 ‘아름다운 것’을 파악하는 것은 감각-경험을 통해서이며, 감각적 현

상들에 우리의 이해가 머무르면 의견(doxa)의 단계에 있는 것으로 플라

톤은 묘사한다. 플라톤에 따르면, ‘의견(doxa)’을 갖는다는 것은 무지와

인식의 중간에 위치하는 ‘꿈을 꾸는 상태’(Plato, 2005: 377)라 볼 수 있

다. 이러한 감각-경험으로 인한 이해의 단계는 아름다움 자체(auto to

kalon)를 인식하는 단계(episteme, 앎, 지식)에 미치지 못하는 중간 단계



- 54 -

인 것이다. 따라서 플라톤에게 감각-경험을 통하여 획득된 이해는 참된

지식이 아닌 것이다. 한편, 플라톤이 긍정적으로 간주하는 ‘경험’은 철학

자의 ‘경험’(Plato, 2005: 587)인데, 이 경험은 ‘사유의 경험’을 의미한다.

‘사유의 경험’은 인간이 직접 겪고 느끼는 감각 경험과는 다른 의미이다.

플라톤이 말하는 철학자의 ‘경험’은 직접 겪지 않더라도 더 깊이 있고

폭넓게 깨닫는 사유 능력인 것이다. 그러나 플라톤이 감각-경험을 완전

히 부정한 것은 아니다. 플라톤은 현상계에 있는 여러 사물 등은 감각-

경험을 통하여 인간이 알고 있던 형상을 상기해 내는 것(이명준, 1986:

93)이라 설명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플라톤은 감각-경험 개념을 ‘영혼

의 올바름’에 이르기 위한 수단으로 간주한 것이다.

듀이는 그의 저서 『민주주의와 교육』(2012)에서 플라톤의 ‘경험’과

‘이성’에 대한 견해를 검토한다. 듀이(2012: 389)에 따르면, 플라톤은 ‘경

험’을 실제적 관심(practical interest)과 동일한 것으로 보았으므로 경험

은 물질적 이익과 관련되며 경험의 기관은 우리의 몸으로 보았다는 것이

다. 이에 더하여, 플라톤의 ‘경험’ 개념은 언제나 결핍, 필요, 욕망과 관련

되어 있고 그 자체만으로 결코 충분하지 않은(2012: 389)상태를 의미한

다는 것이다. 필자가 해석하기에, 플라톤이 말하는 ‘실제적 관심’이란 우

리가 생존을 유지하기 위한 의식주로 볼 수 있다. 듀이의 설명처럼, 현

시대 상황의 ‘실제적 관심’은 물질적인 것으로 볼 수도 있다. 필자의 이

러한 해석은 플라톤의 『국가』에서 설명된 ‘선분의 비유’를 근거로 한

다. 『국가』에서는 하나의 선분을 눈에 ‘보이는 부류’와 ‘지성’에 의해서

알 수 있는 부류로 나눌 수 있다는 대화(Plato, 2005: 440)가 소개된다.

여기에서 ‘경험’은 눈에 보이는 부류에 속하는 것이다. 반면에, 플라톤에

게 있어 지성(nous)은 그 자체로서 완전하고 포괄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

고 그 원천은 물질적인 것과는 전혀 다른 마음(2012: 389)이라고 듀이는

설명한다. 듀이의 해석에 따른 플라톤의 ‘경험’ 개념은, 플라톤의 ‘이성’

개념과 철저하게 분리된 개념이며 완전히 다른 개념인 것이다. 필자가

플라톤의 『국가』를 통해서 살펴본 최고의 선(the good)인 이데아는 저

아래에 있는 ‘경험’의 개념과는 거리가 먼 이성적 개념인 것이다.



- 55 -

듀이가 ‘경험’ 개념과 관련해서 비판하는 또 다른 철학자는 베이컨

(Bacon), 로크(Locke)등의 경험론자(the empiricist)이다. 듀이에 따르면,

경험론자인 베이컨은 기존의 권위를 부정하고 새로운 인상에 대하여 개

방적인 태도를 갖도록 하는 것(2012: 394)을 ‘경험’으로 간주하였다. 듀이

의 설명에 따르면, 경험론자에게는 “경험에 의존한다는 것은 사물을 덮

고 있는 편견의 베일을 벗기고 사물을 있는 그대로 마음속에 받아들이는

것(2012: 395)”을 의미한다. 경험론자들은 “감각에 의해 ‘경험’된 것을 인

식의 근거로 삼은 것(Pring, 2007: 52)”이다. 반면에 듀이는 경험론자들이

이성을 “공허한 형식, 경직된 편견, 권위의 질적인 독단에 불과한 것

(2012: 394)”으로 간주했다고 설명한다. 경험론자들은 ‘경험’을 인식의 근

거로 보았고 ‘이성’을 편견, 독단으로 간주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경험론

자들은 “‘경험’의 세계는 ‘조악한 그림자(a poor shadow)’의 세계이며,

‘이성’의 세계야말로 실제 세계(real world)(Pring, 2007: 52)”라고 보았던

플라톤이 정립한 ‘경험’과 ‘이성’의 관계를 바꾸어 놓았다고 볼 수 있다.

듀이의 해석에 따르면, “공허한 형식에 불과한 이성은 감각적 관찰로 내

용을 채워 넣어야 타당성을 갖게 된다는 것(2012: 394)”이 경험론자들의

주장이다. 경험론자들의 ‘경험’ 개념은 감각적 인식을 의미하며, 이성의

작용에 기반으로써 경험이 강조되었다는 것이다. 듀이는 경험론자들의

이러한 논리를 비판하는데 ‘경험’을 이성의 기반으로 삼게 되면, “마음

(mind)을 수동적인 것으로 보게 된다(2012: 396)”는 것이다. 그렇다면 ‘마

음이 수동적이라는 것’의 의미는 무엇을 뜻하는가?

듀이의 해석에 기대어 생각해보면, 경험론자인 베이컨은 경험을 감각

과 동일시하였고, ‘경험’은 이성의 기초 역할을 한다고 간주한 것이다. 그

러나 베이컨은 감각인 ‘경험’ 내에는 반성적 사고(reflection)가 결여된 것

으로 보았기에 ‘경험’과 ‘이성’을 이분법적으로 바라보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필자가 해석하기에, ‘감각 경험’에 기초한 이성36)은 감각을 있는 그

대로 각인함으로써 감각의 일면만 가지고 상황을 단정 지을 위험이 있

36) 물론 여기에서 경험론자의 ‘이성’ 개념은 듀이의 ‘사고’나 ‘이성’ 개념과는 다른
개념으로, 판단하지 않고 낱낱의 감각 단위들을 결합시키는 작용(2012: 397)을 가
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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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다시 말하면, ‘마음37)이 수동적’이라는 말은 주체가 감각을 있는 대로

받아들이고 단정 지어 생긴 협소한 생각 또는 굳어진 편견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경험론자들은 ‘마음(mind)’에는 검토하거나 검증하거나

비판하는 능동적 사고 작용이 결여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한 것이다. 필

자는 경험론자들이 ‘경험’ 개념을 ‘이성’과 이분법적으로 간주한 점과 ‘경

험’ 개념을 감각적 인상에 대한 각인과 동일시한 점을 듀이가 비판한 것

으로 생각한다.

다른 경험론자인 로크(Locke)의 ‘경험’에 대한 사유를 검토해보자. 백

종현(2008: 173)에 의하면, “인간은 ‘이성과 인식의 재료들’을 모두 ‘경험

으로부터’ 얻는다는 것이 로크(Locke)의 ‘경험’에 대한 사유이다. 로크에

게 ‘경험’이란, 감각 경험을 의미(백종현, 2008: 173)한다는 것이다. 듀이

는 감각주의적 경험론(empiricism)이 지식을 감각적 인상과 동일시하지

만 ‘맥락(context)’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을 비판(2012: 398)하였다. 즉,

감각주의적 경험론자들이 말하는 ‘직접적인 인상’의 의미는 유기체가 환

경과 상호 작용하는 측면을 고려하지 않고 인식 주체의 ‘감각’이라는 범

위로 한정된다는 것(2012: 399)이다.

또 다른 경험론자인 흄(Hume)의 ‘경험’에 대한 입장을 살펴보면, “인

간의 사고 기능은 순전히 경험에 의존적이며, 필연적인 사고의 법칙 같

은 것도 습관적인 경험의 산물에 불과하다는 것(백종현, 2008: 173)”이다.

흄(Hume)의 ‘경험’에 대한 입장은 인간은 감각 경험에 전적으로 의존하

여 사고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그런데 듀이의 설명에 따르면, ‘경험’이

라는 것은 우리가 능동적으로 하는 ‘활동’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고 이 활

동은 본능적이고 충동적인 것으로서 사물과 상호작용(2012: 400)하는 특

징이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듀이는 경험론의 입장이 ‘경험’의 가장 중요

37) 듀이는 ‘마음(mind)’ 개념을 문맥에 따라 다양하게 사용하는 데, 그의 저서 『민
주주의와 교육』에서 ‘마음’을 “사물이 어떤 용도로 사용되는가를 이해하는 힘
(2012: 81)”으로 설명하기도 하며, “그 자체로서 온전한 실체를 가진 어떤 것을
가리키는 이름이 아니라, 지력으로 방향 지워진 행동의 진행을 가리키는 이름
(2012: 216)”으로 설명하기도 하였다. 필자가 해석하기에, 듀이는 ‘마음(mind)’을
‘이해’하는 지적인 특성과 경험을 진행시키는 정서적 특성이 있는 ‘자아’의 능동적
인 성향 혹은 태도로 바라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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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요소인 능동적 반응의 입장을 도외시한다고 비판(2012: 400)한다. 듀

이는 이러한 경험론자의 입장을 비판하며, ‘경험(experience)’은 능동적으

로 하는 ‘활동’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고 이 활동은 본능적이고 충동적인

것으로서 사물과 상호작용한다는 점(2012: 394)을 강조하였다.

한편, 백종현(2008: 173)에 따르면, “칸트에 의해 대변되는 초월론

(transcendentalism)은 이성론과 경험론의 화해를 시도”한다. 칸트는 “우

리의 모든 인식이 경험과 함께 시작된다 할지라도, 그렇다고 해서 우리

의 인식 모두가 바로 경험으로부터 생겨나는 것은 아니다.(백종현, 2008:

178)”라고 통찰함으로써 “경험론의 주장을 하면서도 기본적으로 이성론

의 입장에 선다”고 백종현은 설명(2008: 173)한다. 듀이에 의하면, 칸트의

이론은 ‘이성’이 유일하게 올바른 도덕적 동기를 제공한다고 간주(2012:

501)된다. 연구자가 해석하기에, 칸트는 ‘이성론과 경험론의 화해를 시도’

하였다 할지라도 플라톤과 경험주의자들과 마찬가지로 ‘경험’과 ‘이성’을

다른 범주의 개념으로 간주한 것이다.

우리가 살펴본 바와 같이, 플라톤으로부터 이어지는 서양 전통 철학

에서 ‘이성’은 ‘경험’과 대비적으로 보다 높은 차원의 것이며 인간을 동물

이나 다른 생명체와 구분할 수 있는 것은 인간의 ‘이성적 능력’에 근거를

두고 설명되어왔다. 다시 말해, ‘이성’은 ‘경험’과 다른 개념이고 ‘감정’과

도 다른 개념으로 서양 전통철학에서 ‘경험’과 ‘이성’의 관계에 대해서는

이분법적인 사고가 지배적이었다. “과거의 권위 있는 철학이론에서는 어

디서나 ‘경험’은 이성이나 합리성에 반대되는 것으로 취급되었다”고 듀이

는 설명한다.(2012: 341) 듀이는 기존 담론의 ‘경험’에 대한 해석에 대하

여 비판하며, 인간은 ‘경험’을 통하여 성장하며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그의 저서 Experience and Nature (1958)에서 피력한다. 듀이의 ‘경험’

개념은 기존 철학자들의 ‘경험’ 개념의 의미와 다르며 더 풍부하고 넓은

범위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듀이가 기존의 ‘경험’을 완전히 다른 각도

로 해석하며, 그의 철학의 중심으로 삼았다는 점은 획기적인 기획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듀이는 ‘경험’을 ‘삶’과 ‘교육’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2002: 100)으로 바라보았다. 필자가 보기에, 듀이가 과거의 교육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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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외되었던 ‘경험’과 ‘삶’을 교육과 연결하였다는 점은 교육적 맥락에서

주목할 만하다. 필자는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고, 듀이의 ‘경험’ 개념은

무엇을 의미하며 교육적 측면에서 어떠한 의의가 있는지 탐색해 보고자

한다.

2) 듀이의 ‘경험’ 개념의 특징

“우리 인간의 삶은 ‘경험’의 연속(EE: 40)38)”이라는 듀이의 말은 우리

인간이 ‘경험’함으로써 삶을 살아간다고 해석될 수 있다. 프링(Pring. R.)

에 의하면, 듀이가 이성주의자(the rationalist)와 전통적 경험주의자(the

empiricist)의 양 측에 제기했던 주요 문제는 인식하는 주체(the subject

knowing)와 인식된 객체(the object known)를 구분하는 이분법(Pring,

2007: 53)이었다. 이성주의자들과 경험주의자들은 ‘인식하는 주체’를 세계

이든 감각 혹은 감정의 세계이든 관찰된 것에 대하여 보고 생각하는 주

체로서, 관중(spectator)의 입장(Pring, 2007: 53)으로 묘사한 것이다. 그

러나 듀이는 인식하는 주체와 인식되는 객체 모두가 서로 상호작용하며

‘경험’에 참여하는 ‘경험의 주체’로 간주한다. 이에 대한 근거는 듀이의

‘경험’ 개념과 그 원리를 탐색함으로써 알 수 있을 것이다.

프링(Pring. R.)에 따르면, 듀이가 교육에 있어서 ‘경험’에 초점을 둔

이유는 그 당시 전통 교육에서 어린 학습자들(young learners)들이 고통

받는 암울한 교육 환경에서 학습자의 ‘경험’에는 아무도 신경을 쓰지 않

았기 때문이다.(Pring, 2007: 50) 앞서 살펴본 플라톤의 사유처럼, 전통적

으로 ‘경험’은 실제적인(practical) 것과 동일한 것으로 여겨졌고 ‘경험’은

전통주의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그 당시 교육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왔던

‘이론적인 이해’가 부족한 것으로 간주되어 왔던 것이다.(Pring, 2007: 50)

반면에, “이론(the theory)은 ‘우월한 지성(superior intelligence)’으로 여

겨져서 지적으로 탁월한 사람들은 ‘학문적인 이론’을 배우는 반면에, 그

38) 본 논문에서 EE는 듀이의 Experience and Education (1938)의 약자임을 미리
밝혀둔다. 다만, 동일한 책의 번역본인 『경험과 교육』(박철홍 역, 2002)을 인용
한 부분은 번역본의 출판연도로 표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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렇지 못한 사람들은 실제적인(practical) 일을 한다는 믿음이 여전히 만

연해 있다(Pring, 2007: 50)”고 프링은 듀이의 ‘경험’ 개념에 비추어 비판

한다. 듀이가 비판한 이성주의자들, 그리고 경험주의자들의 ‘경험’ 개념과

듀이의 ‘경험’ 개념을 대비해보면, 듀이의 ‘경험’ 개념은 ‘기존의 관습과

권위’를 의미하는 플라톤의 ‘경험’ 개념과 다르며 경험주의자들이 인식의

근거로 삼았던 ‘감각’의 개념과도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듀이는 ‘경험’을 어떠한 의미로 규정하였으며 듀이의 ‘경험’ 개념은 어떠

한 특징이 있을까? 필자는 듀이의 저작들과 프링(Pring, R.)의 해석에 비

추어, ‘경험’에 대한 듀이의 사유를 탐색해 보고자 한다.

가. 능동적 요소과 수동적 요소의 특수한 결합

듀이는 “‘경험(experience)’이라는 것은 능동적 요소(trying)와 수동적

요소(undergoing)의 특수한 결합으로 이루어져 있다(2012: 227)”고 설명

한다. 여기에서 “능동적 요소는 ‘해보는 것’ 혹은 ‘시도하는 것’이고, 수동

적 요소는 ‘겪는 것’ 혹은 ‘해보는 것에 대한 결과’(Pring, 2007: 55)”이다.

그리고 ‘겪는 것(undergoing)’ 혹은 ‘해보는 것의 결과’는 다음의 시도

(trying)에 영향을 미치며 우리가 미래에 경험을 시도할 방식을 결정

(Pring, 2007: 55)하는 데에 영향을 미친다. 듀이가 예로 들었듯이(2012:

227), 불을 처음 본 아이가 호기심에 손을 불에 가까이 대어 손을 데었

다면, 그 이후에는 ‘불’이라는 것에 대한 느낌과 정서뿐만 아니라 ‘사고’

가 달라지며 멀리하거나 조심히 다루게 된다. 그 아이의 정서는 ‘불’이라

는 실체에 대한 호기심이 두려움으로 바뀔 수 있고, 자신을 다치게 할

수 있는 존재라는 ‘불’에 대한 사고의 변화로 ‘불’을 조심히 다루는 실천

을 할 것이다. 이 사례에서 아이가 불 속에 손을 댄다고 해서 이것만으

로 경험이 되는 것은 아니다.(2016: 104) 그 행위의 결과에 의한 사고와

정서의 변화가 있고 그에 따른 실천의 변화가 있을 때 ‘경험’이 되는 것

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아이가 손을 불에 가까이 댄 것은 능동

적 요소(trying)이고 그 행위의 결과인 손을 덴 것은 수동적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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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dergoing)라 볼 수 있는데, ‘능동적 요소’의 결과인 ‘수동적 요소’로 인

한 그 아이의 사고, 정서, 실천의 변화는 ‘능동적 요소’와 ‘수동적 요소’의

관계인 것이다. 즉, ‘능동적 요소(trying)’와 ‘수동적 요소(undergoing)’ 사

이의 관련이 있으며, 행위자(agent)가 그 관계를 파악할 때에 ‘경험’이 된

다고 볼 수 있다.

듀이는 전통적 경험론자들(the empiricists)이 ‘경험’의 ‘능동적 요소’를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을 비판(2012: 400)하며, ‘경험(experience)’은 능동

적으로 하는 활동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고 사물과 상호작용한다는 점

(2012: 394)을 강조하였다. 여기에서 ‘능동적으로 하는 활동(activities)’이

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가 경험의 행위자를 인간이라고 가정

한다면, 유기체의 특징에 대한 듀이의 설명을 검토해 보며 ‘능동적으로

하는 활동’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있을 것이다. 듀이는 그의 저서

『철학의 재구성』(2010)에서 유기체의 특징을 설명(2010: 125)한다. 듀

이가 말하기를, “유기체는 어떤 것이 외부로부터 자신에게 힘을 가할 때

까지 생기 없이 수동적으로 기다리지 않으며 단순하게든 복잡하게든 자

신의 환경에 대해 자신의 구조에 따라서 ‘활동’(2010: 125)”한다. 듀이에

따르면, 유기체의 생명의 형태가 고차적일수록 환경 조건 안에서 생명을

유지시키기 위해 “환경 조건을 적극적으로 재구성(2010: 124)”한다.

우리가 ‘경험’ 개념을 다면적으로 해석할 수 있지만, ‘경험’이란 인간

이 생존을 유지하기 위한 근본적인 ‘행위’라고 상정하면, 인간은 ‘환경

속’에서 존재하며 생존을 유지하기 위해 모종의 ‘능동적인 활동’을 하는

것이다. 일례로, 필자가 글을 쓰고 있는 이 시점은 ‘코로나 바이러스 감

염증-19’라는 신종 호흡기 증후군으로 전 세계가 시름하고 있다. 세계

각 국은 하루 빨리 이 신종 전염병에 대한 치료제와 백신을 개발하기 위

해 노력하고 있다. 이때 전염병이 창궐하고 있는 상황의 ‘환경’에서, 치료

제와 백신을 개발하기 위해 탐구하는 행위는 경험의 ‘능동적 활동’이라

볼 수 있다. 듀이는 ‘경험’을 구성하는 요소로서, 우리가 능동적으로 하는

활동을 경험의 ‘능동적 요소(trying)’(2012: 227)라 일컬었는데, 이는 산만

하고 초점 없이 무산되는 활동인 단순한 활동과 다르다. 위 사례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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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의 행위자(agent)에게 행위의 목적이 있으며 ‘경험’의 행위자가 환

경에 영향을 주고자 시도하는 행위를 한다는 점에서 경험의 ‘능동적 요

소’는 ‘단순한 활동’과는 다른 행위인 것이다.

듀이(2012: 125)에 따르면, 유기체가 자신의 환경에 대해 활동한 것에

대한 결과로 환경에 변화가 나타나는데, 이러한 환경의 변화는 유기체와

그 활동에 다시 작용하고 이러한 과정에서 살아있는 생물은 자기 “자신

의 행동의 결과를 겪고 견디어 내는 것(2010: 125)”이다. 이러한 환경의

반응에 대한 ‘견딤’은 듀이가 경험의 특성으로 언급한 수동적 요소

(undergoing, 당하는 것)의 과정으로 볼 수 있다. 필자가 예로 든 바이러

스에 대한 치료제와 백신을 개발하고자 연구하는 행위(능동적 요소)는

치료제가 질병을 낫게 해주고 백신이 질병을 예방하는 결과(수동적 요

소)를 기대하며 행하는 것이다. 듀이는 유기체가 환경에 대해 활동하고

그 결과로 나타나는 변화를 견디고 겪어내는 것 사이의 밀접한 연관이

우리가 ‘경험’이라고 부르는 것을 형성(2010: 125)한다고 설명한다.

그렇다면, ‘경험’을 구성하는 능동적 요소와 수동적 요소가 ‘특수하게

결합’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듀이는 ‘해보는 시도(능동적 요소)’

를 통한 변화는 ‘결과(수동적 요소)’와 의식적으로 관련되어야 학습이

일어난다(2012: 394)고 설명한다. 경험의 행위자가 경험의 능동적 요소와

수동적 요소의 관련성을 ‘의식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두 가지 요소가 ‘특

수하게’ 결합된다는 것이다. 여기서 ‘의식적’으로 파악하는 것은 경험의

행위자가 목적을 가지고 ‘해보기(trying)’ 전에 그 행위가 어떠한 결과를

낳을 것이며 환경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 예측 혹은 예견하는 것

이다. 또한 경험의 행위자는 자신의 행위에 따른 결과에 비추어, 자신의

예측이 ‘맞았구나’ 혹은 예측이 ‘맞지 않았구나’라는 방식으로 판단할 수

있다. 이렇게 경험의 결과에 비추어 판단하는 행위는 검증하는 행위로

볼 수 있다. ‘경험’이 형성되는 과정을 정리해보면, 경험의 행위자가 ‘해

보기(trying)’를 시도하기 전에 그 행위의 결과와 영향을 예측한다는 것

이다. 그리고 경험을 ‘시도’한 후에 나타난 결과에 비추어 판단하는 검증

을 하며, 경험을 시도하는 행위(능동적 요소)와 그 행위의 결과(수동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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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 사이의 ‘관계’를 파악하는 것은 ‘사고(reflection or thought)’의 작

용으로 이루어진다. 경험 행위자의 예측과 검증의 결과가 맞는 긍정적인

관련이 있으면 그 경험은 하나의 ‘지식’이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경험의 결과가 예측에 맞지 않고 경험 행위자가 시도한 행

위가 좌절된 결과를 가져오는 부정적인 관련이 있다면 그 행위는 ‘경험’

이 될 수 없는 것일까? 이러한 경우, 경험의 행위자가 경험을 시도했을

때에 기대에 미치지 못한 결과로부터 실망을 느끼고 애초에 시도했던 행

위가 잘못된 결과를 야기한 것이라 판단할 수 있다. 듀이에 따르면, ‘사

고’는 현재 진행 중인 미 완결된 사태와 관련하여 일어나며(2012: 239)

인간이 어떤 행위를 시도하게 되면 특정한 고통과 감동을 겪는다(2010:

119). 경험의 행위자는 시도한 행위의 결과가 예측과 맞지 않을 경우에

는 고통을 겪지만, 처음에 시도했던 행위와는 다른 방법으로 ‘다시 시도’

해 볼 수 있다. 필자가 앞서 제시한 사례의 경우, 특정한 약품에 대한 임

상 실험 결과가 효과가 없거나 약품으로 사용하기에 위험할 수 있다는

결과가 도출되면 경험의 행위자는 다른 약품을 개발할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경험의 ‘능동적 요소’는 그에 따른 결과인 ‘수동적 요소’가 예

측에 맞으면 미래의 경험에서도 시도하지만, 예측에 맞지 않으면 이전의

경험과는 다른 시도(trying)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때 경험의 행위자가 목적을 위해서 처음에 시도했던 행위와

다른 방법으로 다시 시도한다면 이전 경험을 토대로 ‘사고’를 수정하는

과정을 거쳐 다시 해 본 것(trying)이므로 하나의 경험이 될 수 있는 것

이다. 즉, 경험의 행위자가 기대에 미치지 못한 결과를 하나의 ‘경험’으로

받아들이고 이를 통해 기존의 ‘지식’을 수정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경험의 행위자가 처음 시도했던 행위가 잘못된 결과를 야기했으므로 포

기하고 다시 시도하지 않는다면, 처음에 시도했던 행위는 ‘시행착오’ 혹

은 기계적인 행위에 지나지 않는다. 듀이는 이렇게 ‘사고(reflection or

thought)’가 개입되지 않은 경험을 의미 있는 ‘경험’이 아닌 단순한 활동

(2012: 234)에 불과하다고 강조한다. 듀이는 경험에서의 ‘사고’란 우리가

하는 일과 그것에서 나오는 결과 사이의 관련을 ‘구체적으로’ 파악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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써 양자가 연속적인 것이 되도록 하려는 의도적인 노력이라고 설명한

다. 그에 따르면, ‘사고한다는 것(thinking)’은 우리 경험 속에 들어있는

지적 요소를 명백히 드러내는 것이고 우리가 목적을 머릿속에 그리면서

행동할 수 있게 해 준다는 것(2012: 234)이다. 다시 말하자면, 듀이는 ‘사

고한다는 것’을 능동적 요소와 수동적 요소의 긴밀한 관련을 의식적으로

파악하는 성찰(reflection) 또는 통찰(insight)의 과정으로 간주한 것이다.

이러한 성찰 혹은 통찰하기 위해서는 경험의 능동적 요소가 수동적 요소

로 진행되기 전의 예측의 과정도 필요하지만 수동적 요소를 기반으로

검증하는 절차도 필요하다.

듀이(2012: 243)에 따르면, “통찰이 깊어지면 예견이 정확하고 포괄적

인 것”이 된다. 필자가 해석하기에, 우리는 ‘의미 있는 경험’을 많이 해

봄으로써 통찰이 깊어지고 시행착오를 줄여 나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

다. 흥미로운 점은 듀이가 그의 저서 『철학의 재구성』(2010)을 통해

플라톤의 ‘경험’ 개념을 설명하는데, 플라톤의 ‘경험’ 개념은 과거의 행위

의 결과에 대한 “기억은 개별적인 사건들을 보존하고 축적”(2010: 119)함

에 따라 “불규칙적인 변이는 제거되고 공통적인 특징이 선택되고 강화되

며 결합”(2010: 119)되어 점차 행위에 대한 타성적인 습관이 형성되는 것

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행위의 타성적인 습관(habituation)은 대

상이나 상황에 대한 특정한 일반적인 그림을 그려내게 된다(2010: 119)”

는 것이다. 듀이가 설명한 플라톤의 ‘경험’ 개념에서 ‘기억에 따른 일반적

인 그림’은 심리학 용어인 ‘자동화(automaticity)’와 관련지어 생각해 볼

수 있다. ‘자동화’란 자각이나 의식적인 노력 없이 수행할 수 있는 정신

적 조작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Paul Eggen·Don Kauchak, 2010/신종호

외 (역), 2011: 303)을 의미한다. 이를테면, 컴퓨터 자판을 처음 치는 경

우(Ibid.), 수행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잘못 치기도 하지만, 익숙해

지며 시행착오가 줄어든다는 것은 자판을 치는데 ‘자동화’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심리학의 ‘자동화’ 개념과 플라톤의 ‘경험’ 개념을 듀이의 ‘경험’ 개념

과 비교해보면, 전자의 두 가지 개념에는 생략된 요소가 있다. 그것은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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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경험에서의 ‘사고’ 작용이다. 듀이는 ‘경험’이란 능동적인 것과 수동적

인 것의 긴밀한 관련이라고 설명하였는데, 이러한 경험의 과정에는 ‘사

고’가 반드시 개입되며 결과에 따른 반성(reflection)도 사고의 중요한 과

정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예측에 맞는 결과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진

지하게 검증하는 과정이 요구된다. 그러나 심리학 용어인 ‘자동화’와 듀

이가 설명한 플라톤의 ‘경험’ 개념을 검토해보면, 무언가를 처음 시도하

는 경우에는 ‘사고’의 과정이 일어나지만 여러 번 수행하여 익숙해지면

‘사고’의 작용이 줄어들게 되어 하나의 굳어진 행위가 되는 것이다. 이렇

게 굳어진 행위를 하는 과정에는 다시 검토하며 검증하는 사고의 과정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심리학에서 일컫는 ‘자동

화’ 개념은 듀이의 ‘경험’ 개념과 다르다고 볼 수 있으며, 경험을 행위에

대한 타성적인 습관(habituation)39)으로 간주한 플라톤의 ‘경험’ 개념과

유사한 측면이 있다.

듀이에 따르면, ‘경험’에서의 사고 과정은 현재 상태로서는 완결되지

않은 것을 출발점(2012: 228)으로 한다. 필자가 해석하기에, 듀이의 ‘경험’

개념은 능동적 요소와 수동적 요소가 서로 상호작용하는 특징이 있으므

로 완결된 결과에 대해서도 재검토라고 반성하는 ‘사고’의 과정이 계속

일어나는 것이다. 예측에 맞는 경험도 또 다른 상황과 환경에서는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자면, 듀이의 ‘경험’ 개념의

특징은 ‘능동적 요소’가 ‘수동적 요소’로 진행되는 일방적 방향이 아니라

두 요소가 끊임없이 상호작용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는 결코 느슨하지

않은 긴밀한 관련을 맺고 있는 것이다.

나. 정서적(심미적), 지적, 실천적 성질의 총체적 작용

필자는 듀이가 말한 ‘경험’ 개념의 특징 중 ‘능동적 요소’와 ‘수동적

요소’의 긴밀한 결합을 통하여 ‘경험’이 된다는 원리를 소개하였다. 그렇

39) 여기에서 ‘타성적인 습관(habituation)’은 듀이의 ‘습관(habit)’ 개념과 다르다. ‘타
성적인 습관(habituation)’은 ‘버릇으로 굳어진 성향’을 의미하지만, ‘습관(habit)’은
‘지적, 정서적 성향을 형성해주기도 하는 행동 경향성(2012: 102)’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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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면, 경험이 시작되는 ‘능동적 요소’ 혹은 ‘해보는 것(trying)’은 어떻게

촉발되는 것일까? 듀이에 따르면(2016: 40), “환경 속에 있는 유기체는

환경 속에서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고, 균형 상태에 이를 수 있는 방법을

찾고자”하는 경향이 있는데, 유기체가 “환경과의 균형 상태가 깨어질 경

우”에 이 불일치를 극복하고 환경과 조화를 이루고자 “어떤 상태에 이를

것인가 하는 목적”을 갖게 된다. 이 때, 유기체가 환경과의 “불일치한 상

태에 있을 때 이를 느끼는 정서”는 유기체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을 극

복하기 위하여 사고하고 반성하도록 자극한다(2016: 40)”는 것이다. 이러

한 듀이의 설명은 정서가 사고를 이끌어내어 ‘경험’이 시작된다고 해석된

다. 필자가 앞에서 예로 들었던 신종 전염병에 대한 백신과 치료제를 개

발하고자 애쓰는 ‘능동적 요소(trying)’는 전염병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고

일상생활이 무너지는 등의 ‘불균형’ 상태를 개선하고자하는 필요성을 느

끼고 “조화로운 상태를 회복하고자 하는 욕구”와 “‘관심’ 갖는 정서40)

(2016: 40)”에서 시작된다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경험’이 시작되는

‘능동적 요소’는 정서에서 사고로 그리고 실천으로 이어진다고 볼 수 있

다.

그렇다면 ‘경험’이 시작되는 ‘해보는 것(trying)’을 촉발하는 정서적(심

미적), 지적, 실천적 성질이 개별적으로 작용하는 것인가? 이에 대한 답

은 듀이의 ‘하나의 경험(an experience)’ 개념을 검토해 봄으로써 알 수

있을 것이다. 듀이는 우리가 하는 모든 일상적 경험이 ‘하나의 경험’이

될 수 있다(2016: 89)고 설명하면서 ‘하나의 경험’은 일상 경험 중 미적

경험의 특징이 잘 나타나는 경험을 의미(2016: 88)한다고 강조한다. ‘하

나의 경험’은 다양한 내용들이 긴밀한 관련을 맺는 통일체를 이루게 된

다는 점에서 ‘완결된 경험’(2016: 89)이라 할 수 있다. 듀이에 의하면, 하

나의 경험에서 보면 ‘사고’한다는 것은 경험에서 일정한 ‘질성41)(quality)’

40) 듀이는 “유기체가 환경과 불균형의 상태에 처해 있을 때. 환경과 조화로운 상태
를 회복하려는 욕구는 환경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조건을 확보하는 데 관심을
갖는 정서로 변화시킨다(2016: 40)”고 설명한다. 필자가 해석하기에, 듀이는 유기
체의 ‘욕구’와 ‘관심’을 ‘정서적 성질’로 간주한 것이다.

41) 이돈희(1993: 89)는 그의 저서 『교육적 경험의 이해』에서 영어 ‘quality’를 ‘질
성(특질)’로 설명하였다. 박철홍(2016: 42)도 『경험으로서 예술』에서 ‘quality’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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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드러나도록 지각되는 관념들을 계속적으로 연결시키는 것(2016: 94)

이며 이 과정은 지적 경험이라 할 수 있다. 필자가 앞에서 예로 든, 신

종 전염병에 대해 백신과 치료제를 개발하고자 시도하는 행위자(agent)

는 ‘수동적 요소’인 결과를 예측하며, 그 결과를 분석하고 ‘사고’를 한다.

이러한 ‘능동적 요소’의 결과인 ‘수동적 요소’에 대하여 예측하고 분석하

는 사고의 과정은 ‘지적 경험’인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듀이의 ‘하나의

경험’을 검토하면서 간과하지 말아야 할 부분은 바로 경험의 ‘심미적 성

질42)’이다. 듀이는 어떤 종류의 경험도 ‘심미적 성질(esthetic quality)’을

갖지 못한다면 통합되고 완결된 경험이 될 수 없다(2016: 99)고 강조한

다. 듀이는 ‘심미적 성질’을 가진 경험에서 갖게 되는 성질은 ‘정서적인

것’(2016: 102)이라고 설명한다.

위의 사례에서, ‘경험’의 행위자가 경험이 시작되는 ‘능동적 요소’인

행위를 시작하기 전에는 ‘간절함’, ‘안전에 대한 욕구’, ‘기대감’ 등의 정서

를 가지고 ‘시도’하며 ‘능동적 요소’에 대한 결과인 ‘수동적 요소’가 예측

에 맞을 경우에는 ‘만족감’이나 ‘안도감’의 정서를 느끼지만, 예측에 맞지

않을 경우에는 ‘실망감’ 혹은 ‘허탈감’의 정서를 느낄 것이다. 듀이는 ‘하

나의 경험’에는 내재적인 능동적인 측면과 정서적인 측면이 있고(2012:

406), ‘경험으로부터 배운다(to learn from experience)’는 것은 우리가 사

물에 대하여 하는 일과 그 결과로 사물에서 받는 즐거움이나 고통 사이

를 앞과 뒤로 연결한다는 뜻(2012: 228)이라고 이야기한다. 필자가 전술

하였듯이, 경험의 행위자는 ‘경험’의 두 요소 중 능동적 요소의 결과인

수동적 요소가 예측에 맞을 경우, 즐거움이나 희열과 같은 감정을 느끼

‘질성’으로 번역하였다. 듀이는 『경험으로서 예술』을 통하여 ‘질성’은 일상적으
로 경험하는 대상과 장면에서 즐거움을 얻거나 고통을 느끼는 것이라고 설명
(2016: 42)한다.

42) 『경험으로서 예술』의 역자인 박철홍(2016: 70)에 따르면, 영어 ‘esthetic’은 문
맥에 따라서 ‘미적’으로 번역되기도 하고 ‘심미적’으로 번역된다. 그러나 그는 이
두 가지를 구분한다. 그(2016: 70)에 의하면, ‘미적’이라는 용어는 객관적이고 일
반적인 인식의 측면을 함의하고 있는 ‘미학적인’ 성격이 강조되며 ‘심미적’이라는
말은 개인이 미적 경험을 통하여 갖는 감상이나 향유와 같은 주관적, 심리적, 정
서적 상태를 강조하는 용어이다. 즉, ‘심미적’이라는 용어는 ‘감정’, ‘감상’ 그리고
‘주관’과 같은 ‘개인적으로 느끼는 감성’을 지칭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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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 예측이 맞지 않을 경우에는 좌절감이나 혼란과 같은 감정을 느낄

수 있다. 따라서 ‘경험’의 과정에는 이러한 정서적 요인이 작용하는 것

이다.

특히, 우리는 예술 작품을 통하여 이러한 심미적 성질을 경험할 수

있다. 예컨대, 우리가 워즈워드(Wordsworth)의 ‘무지개’라는 시를 감상하

는 경우, 시의 내용과 관련해서 무지개를 보며 행복해했던 어린 시절의

과거 경험을 떠올리기도 하고 감성에 젖기도 한다. 여기에서 과거의 경

험을 떠올리며 시의 내용과 연관 짓는 행위는 지적 경험이라 할 수 있고

감성에 젖는 행위는 심미적 경험이라 할 수 있다. 듀이는 예술적인 대상

에서 심미적 성질을 느끼는 경우는 감각적인 질성과 지적 요소와 잘 융

합되는 경우(2016: 261)이고 “경험 내에서 지적 요소와 심미적인 성질은

결코 분리될 수 없다(2016: 95)”고 역설한다. 따라서 우리가 시를 감상하

는 경우에, 지적 요소와 심미적 성질이 총체적으로 작용된다고 볼 수 있

다.

달리 말하면, 경험의 요소들을 연결하고 관련짓는 것은 사고의 작용,

즉 지적 경험의 역할이고 경험을 통합하고 완결시키는 데에는 정서적

성질, 즉 심미적 경험의 역할(2016: 94)이므로 경험에서 지각되는 내용

을 계속해서 관련짓는 지적 경험과 경험을 완결시키는 심미적 경험은

‘하나의 경험’이 되기 위해 모두 필수적인 요소인 것이다. 듀이에 따르면,

“하나의 경험은 실천적, 심미적 그리고 지적 양태들이 서로 분리될 수

없이 통합되어 하나의 단일한 경험을 형성(2016: 126)”한다는 것이다. 이

렇게 심미적 성질과 지적 양태들이 서로 분리되지 않고 통합된다고 이해

할 때, 지적 경험 속에 심미적 성질이 존재하고 심미적 경험 속에는 지

적 성질이 존재한다고 유추할 수 있을 것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듀이(2012: 243)는 경험을 일차적으로 지

적인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하면서 ‘반성적 사고 경험

(reflective experience)43)’의 일반적 특징을 다섯 가지로 나누어 설명한

43) Democracy and Education (1916)의 역자인 이홍우(1987: 243)는 ‘reflective
experience’를 ‘사고적 경험’으로 번역하였다. 그러나 필자는 이 문맥에서 영어
‘reflective’가 우리말로 ‘반성적인’에 가깝다고 생각하여 ‘반성적 사고 경험’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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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 중 한 가지 특징은 “아직 성격이 충분히 파악되지 않는 불완전한

사태에 처하여 우리가 느끼는 곤혹, 혼란, 의심(2012: 243)”과 같은 정서

이다. 그러므로 듀이가 설명하는 반성적 사고 경험(reflective experience)

에는 정서적 요소가 포함되었다고 볼 수 있다.

듀이는 ‘반성적 사고 경험’의 또 다른 특징으로, “설정된 가설을 기초

로 하여 현재의 사태에 적용할 행동의 계획을 수립하고 예견된 결과를

일으키기 위하여 실제로 행동을 함으로써 가설을 검증하는 것44)(2012:

243)”이라고 설명한다. 필자가 생각하기에, 이 특징은 실제로 행동한다는

측면에서 실천적 성질과 관련이 있다. 듀이에 따르면, “인간은 세계 속

에서 살며 세계와 연속적인 상호작용(2016: 220)”을 하는 존재인데, “이

상호작용은 일차적으로 신체 운동적45)이며 감각적인 것(2016: 220)”이다.

여기에서 인간과 세계를 경험의 주체로 해석한다면, 인간과 세계가 상호

작용하는 ‘경험’에는 지적 측면, 정서적 측면, 실천적 측면이 모두 포함

되어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듀이는 심미적 경험이 경험의 요소를 통합하고 완결한다

(2016: 94)고 설명하였는데, 심미적 경험이 경험의 요소를 어떻게 통합하

고 완결 하는가46)? 듀이는 “지적 탐구를 수행하게하고 탐구의 과정을 정

직하게 수행하는데 중요한 원동력이 되는 것은 심미적 특징(2016: 95)”이

표기하였다. 필자가 전술하였듯이, 듀이의 ‘경험’ 개념에서 사태를 예측하고 결과
를 검증하며 관련성을 파악하는 것은 ‘사고’의 기능이라 볼 수 있다. 따라서 여기
에서의 반성적 사고 경험(reflective experience)이란 ‘하나의 경험’에 이르기 위해
경험의 수동적 요소의 결과에 대해 검증하고 능동적 요소와의 관련성을 파악하
는 경험으로 해석될 수 있다.

44) 반성적 사고 경험(reflective experience)의 다른 세 가지 특징은 주어진 요소에
관해 잠정적으로 해석하는 것, 그리고 그것이 가지고 올 결과에 대해 예측하는
것, 현 문제의 성격을 명료화하고 세밀히 조사하는 것, 그리고 보다 넓은 범위의
사실에 맞도록 잠정적 가설을 더 정확하고 일관성 있게 가다듬는 일(2012: 244)
이다.

45) 듀이는 과거의 교육이 학생의 ‘신체적 활동’을 소홀히 하였다는 점을 비판하며
신체적 활동의 의미를 아주 좁게 해석하여 신체라는 것을 ‘마음(의미의 이해)’과
무관한 것으로 생각할 때, 학습은 언제나 기계적인 것으로 된다(2012: 232)고 지
적한다.

46) 필자는 경험의 요소를 관련짓고 연결하는 지적 경험의 역할에 대해서 앞에서 설
명하였다.



- 69 -

라 지적한다. 필자가 생각하기에, 이는 ‘완전히 몰입하는 행위’와 관련지

어 생각해볼 수 있다. 듀이에 의하면, “예술의 자발성은 질서 있는 발전

의 과정 속에 완전히 몰입(absorption)하는 행동의 특성을 가리키고 이

는 미적 경험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며 모든 경험의 이상(2016: 168)”이라

는 것이다. 그리고 “과학자나 전문가도 자아가 가지고 있는 욕구와 충동

(the desires and urgencies)이 행위의 대상과 행위 과정에 완전히 몰입

될 때 바로 예술가와 마찬가지로 심미적 경험을 한다(2016: 168)”고 듀

이는 설명한다. 심리학적으로 ‘몰입(沒入)경험’은 “삶이 고조되는 순간에

물 흐르듯 행동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느낌을 표현하는 말(Mihaly.C.,

1997: 45)”이다. 필자가 생각하기에, 몰입은 신체적, 지적, 정서적 요소가

총체적으로 작용하며 자아가 경험 대상과 하나가 되는 현상이다. 바로

‘몰입(absorption)’이 심미적 경험의 중요 특성이라고 지적한 듀이의 설명

에 기대어 볼 때, 우리는 무언가에 ‘몰입’을 하면서 긴장감, 흥미, 즐거움

과 같은 감정47)을 느끼고 그 행위를 지속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몰입으

로 인한 정서적 느낌인 심미적 경험은 경험을 완결 짓도록 하고 ‘경험’이

지속되도록 한다고 볼 수 있다.

우리가 그림을 그리거나 수학 문제를 해결할 때 몰입을 경험함으로써

그 행위를 지속하는 경우가 바로 그러한 사례로 볼 수 있다. 풍경화의

나무를 그리는 경우, 현재 표현하고 있는 나무가 전체적인 풍경의 구조

와 어울리는지 ‘반성적 사고’를 하며 조화를 이루지 못한다고 판단을 하

면, 나무의 크기나 배치를 수정하기도 한다. 동시에 나무의 형태와 색채

를 세밀하게 관찰하며 나무 자체를 표현하는데 ‘몰입’하며 그림을 완성해

나가는 것이다. 수학 문제를 해결하는 경우, 기존에 가지고 있는 수학 지

식인 ‘과거의 경험’에 비추어 현재의 문제를 해결해 나아가는 데 적용하

고,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반성적

사고를 하며 문제를 해결해 나간다.

위의 두 사례 모두, ‘사고’를 수정하면서 수행했을 때 기쁨을 느끼거

나 희열을 느끼는 등의 정서적인 성질과 그림을 그리고 펜을 이용하여

47) 심리학자인 미하이 칙센트미하이는 행복감은 몰입(flow)에 뒤이어 온다(Mihaly.
C., 1997: 48)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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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를 푸는 움직임 등의 실천적 성질, 그리고 현재 수행하는 행위가 전

체적 과정과 조화를 이루고 있는지 사고하는 지적 성질이 통합적으로 작

용한 ‘하나의 경험’을 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위 두 사례의 경우, 그

림을 그리거나 수학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중도에 그만두지 않고 인

내하며 완성할 때까지 해내려는 태도는 바로 ‘몰입’을 통해 ‘경험’에 능동

적으로 참여하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몰입’을 통한 심미적 작용이

경험 요소를 통합하고 완결한다고 이해할 수 있다. 필자가 앞에서 설명

하였듯이, 듀이는 이렇게 경험을 완성하고 통일된 것으로 만들어 주는

심미적 성질을 가진 경험에서 갖게 되는 질성을 정서적인 것(2016: 102)

이라 말한 것이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정리하면, ‘정서’는 ‘경험’이 시작되도록 이끌며, 예

측을 하는 ‘사고’의 작용과 ‘해보는’ 실천을 통해 검증을 하는 ‘사고’의 작

용이 총체적으로 이루어지며 ‘심미적 경험’을 통하여 완결되어 ‘하나의

경험’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다. 시간과 공간의 교차

듀이는 “가치 있는 ‘경험’을 판단하는 기준(criteria)”으로 ‘계속성

(continuity)’과 ‘상호작용(interaction)’을 제시(2002: 154)한다. ‘경험’이

‘하나의 경험’으로 끝나지 않고 또 다른 ‘하나의 경험’으로 연결되어 지속

적으로 흘러간다면, 경험의 행위자(agent)에게 ‘경험’의 흐름은 삶에 스며

들어 가치 있는 ‘경험’이 되는 것이다. 듀이에 의하면, “우리는 ‘경험’을

통하여 습관(habit)을 갖게 되며, 이 습관은 우리의 삶을 구성하는 모든

조건들에 반응하는 일정한 태도와 반응하는 경향(2002: 125)”을 형성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듀이가 말하는 ‘습관’은 행위자의 ‘경험’을 통하여

형성되는 “정서적이고 지적인 태도(2002: 125)”를 의미한다. 경험 행위자

에게 ‘현재 경험’은 이전 경험의 결과를 배경으로 이루어지고, 미래의 경

험에 영향을 미쳐(2002: 125) 계속되는 것이다. 우리는 과거 경험으로 형

성된 ‘습관’을 가지고 현재 경험에 참여하며, 현재의 경험으로 형성된 ‘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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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은 미래의 경험에 참여하는 태도에 영향을 준다고 볼 수 있다. 듀이에

의하면, “일단 형성된 습관은 미래의 삶에 영향을 미치게 되며, 그 삶의

과정 속에서 변화하고 발전되는 것(2002: 124)”이다. 그리고 우리 인간은

이러한 ‘습관’을 가지고 계속되는 ‘경험’에 참여하며, 계속되는 ‘경험’의

과정 속에서 ‘습관’을 변화시키기도 하고 발전시킨다고 볼 수 있다. 그렇

다면 ‘경험’이 계속되는 것은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는 ‘진공상태’에서 일

어나는 것인가?

듀이는 인간의 특성은 홀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과 상호작용

하면서 서로 영향을 끼치며 성장하는 존재라 강조하며, ‘경험’은 “인간과

환경과의 상호작용(2016: 111)”을 의미한다고 역설한다. 따라서 인간이

‘자아의 경험’에 갇혀있지 않고 타자의 경험과 상호작용하며 경험을 확장

해 나갈 때 비로소 ‘성장’한다고 볼 수 있다. 듀이는 자아의 경험을 확장

해 나가도록 이끄는 요소로서 심미적 경험의 또 다른 요소인 상상력

(imagination) 개념(2016: 147)을 소개한다. 듀이에 따르면, 심미적 경험

의 요소인 “상상력의 가장 중요한 특성은 사람들로 하여금 직접적이고

개인적인 경험을 넘어서며 사적 이익을 벗어나서 비교적 넓고 공정한 관

점에서 생각할 수 있게 한다는 점(2016: 276)”이다. 그에 의하면, 특히 예

술작품은 상상력의 산물이라 할 수 있는데, 예술 작품에서 사용된 물질

들은 “상상력에 의해 이끌어내고 결합되며 통합된 의미들이 자아와 상호

작용하여 구체화된다(2016: 159)”는 것이다. 즉, 예술을 통해서 자연 속에

감추어져 있던 가능성을 계속해서 깨우쳐 보여주면 경험도 그에 따라 계

속해서 확대되고 팽창된다(2016: 276)고 듀이는 설명한다. 정리하면, “상

상력은 마음이 세계와 만나는 곳에서 존재하는 것들을 보다 크고 풍부하

게 결합시키는 것이며, 이전에 잘 아는 사물이나 사건이 경험 속에서 새

로운 것으로 변할 때 상상력이 작용한다(2016: 147)”는 것이 듀이의 설명

이다. ‘하나의 경험’의 진행 과정은 과거의 경험에 대한 “타성적 습관

(2016: 152)”에서 벗어나서 새롭고 낯설게 바라보는 것이고, 이를 통해

자아를 창조하고 타자에 대해서도 편견 없이 바라봄으로써 자신과 타자

를 이해하고 인정하는 과정을 통하여 ‘경험’이 확장되는 것이다. 듀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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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상상력’을 통하여 자아의 경험이 재창조되고 확장된다고 설명한

것이다. 듀이의 ‘상상력’ 개념은 경험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특성이라는 점에서, 경험의 범위를 넘어서는 ‘초월적(transcendental)’인

것의 개념과는 다르다고 볼 수 있다.

듀이는 ‘계속성(continuity)’과 ‘상호작용(interaction)’이라는 경험의 두

가지 원리는 “경험의 종적(longitudinal) 측면이자 횡적(lateral) 측면(EE:

44)”이라고 설명한다. 필자가 해석하기에, 경험의 종적 측면(the

longitudinal aspects)은 경험의 ‘계속성’으로 경험 행위자의 현재 경험이

과거 경험에 바탕을 두고 이루어지며, 미래의 경험으로 연결되는 특징을

일컬으며, 경험의 횡적 측면(the lateral aspects)은 경험의 행위자가 환

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특징을 일컫는다. 이에

더하여, 우리가 ‘경험’의 종적 측면은 시간적 측면이고, ‘경험’의 횡적 측

면을 공간적 측면으로 간주한다면, 시간과 공간이 교차하는 지점은 하나

의 경험이 시작되는 사건(an event) 혹은 “상황(a situation)(EE: 45)”으

로 볼 수 있는 것이다.

3) 듀이의 ‘경험’ 개념의 교육철학적 의미

듀이의 ‘경험’ 개념의 특징에 대한 지금까지의 논의를 정리해보면, 인

간의 삶은 ‘경험’의 연속이며 의미 있는 ‘경험’으로 경험의 행위자(agent)

인 자아(the self)가 ‘성장’할 수 있다는 듀이의 사유를 음미해볼 수 있다.

우리는 이 지점에서, “우리가 겪는 ‘경험’은 모두 우리의 ‘성장’을 돕는

경험인가?” 그리고 “듀이가 말하는 ‘성장’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필자가 앞서 설명하였듯이, 듀이는 ‘경험’이 교육적으로

의미 있는 경험이 되기 위해서는 ‘계속성(continuity)’과 ‘상호작용

(interaction)’의 기준(criteria)을 만족시켜야 한다(2002: 154)고 말하였다.

필자는 듀이가 제시한 교육적 경험의 기준인 ‘계속성’과 ‘상호작용’이

어떠한 원리인가에 대하여 앞에서 살펴보았는데, 그렇다면 ‘경험’은 어떠

한 방향으로 계속되며, ‘경험의 상호작용’은 어떠한 경우에 일어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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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가? 필자는 앞서 살펴본 듀이의 ‘경험’ 개념의 특징에서 드러나는 교육

철학적 의미를 탐색하며 이 물음들에 대한 답을 찾아나가도록 할 것이

다.

가. ‘경험’을 통한 자아 형성

학창 시절에 훌륭한 교사를 만나 그 교사가 담당하는 교과목이 좋아

져서 전공으로 이어지는 경우와 훌륭한 교사의 영향으로 교사가 되기로

결심하고 훗날 교사가 되는 경우를 생각해보자. 그리고 우울한 상황에

처했을 때 쇼팽(Chopin)의 곡을 우연히 듣고, 마음의 안정을 찾으며 이

후에 쇼팽의 곡을 즐겨 듣는 경우를 생각해보자. 훌륭한 교사와 만난 ‘경

험’과 쇼팽의 곡을 들은 ‘경험’은 자아의 삶에 변화를 가져온 의미 있는

‘경험’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위의 사례는 의미 있는 과거의 ‘경험’과

관련된 현재의 ‘경험’에 자아가 지속적으로 참여하며 미래의 ‘경험’으로

연결되어, ‘자아의 경험’이 형성되어 가는 경우로 볼 수 있다.

듀이는 “경험 속에서 획득된 의미나 가치는 우리의 자아를 형성하는

필수적 요소가 되며, 우리는 세계와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형성된 습관

(habit)을 통해서 이 세계에서 살아간다(2016: 221)”고 설명한다. 듀이에

따르면, 자아(the self)는 주위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개인의 “선천

적 능력들이 변형되고 일정한 모습을 띠게 되면서 형성(2016: 171)”된다.

듀이는 ‘자아(the self)’를 “전적으로 선척적인 것도 아니며 고정된 것도

아닌(2016: 171)”, ‘경험’을 통하여 ‘형성되어 가는’ 것으로 본 것이다. 위

의 사례에서, 훌륭한 교사와 만난 ‘경험’으로 그 교사가 가르쳤던 교과목

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더욱 깊이 있게 공부하는 ‘습관’이 형성될 수

있고, 교사가 되기 위해 관련된 공부를 하며 그에 따른 준비를 하는 ‘습

관’이 형성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쇼팽(Chopin)의 곡에 관심을 가지

고 찾아서 듣는 ‘습관’이 형성되어 ‘자아’를 형성하는 ‘경험’이 되는 것이

다.

이렇게 자아가 형성되어 가는 데에는 ‘자아’와 환경의 상호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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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action)이 필수적인 과정으로 볼 수 있다. 위의 사례에서 훌륭한

교사와 쇼팽의 곡이 ‘자아’의 정서, 사고, 그리고 실천에 영향을 준 ‘환경’

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환경이 ‘자아’에 정서적인 영향을 미칠

때 ‘경험’의 상호작용이 일어난다고 해석할 수 있다. 훌륭한 교사는 ‘자

아’에 존경심, 경외감 등의 정서를 불러일으켰을 수 있고, 쇼팽의 곡은

‘자아’에 ‘안정감’, ‘행복감’ 등의 정서를 유발한 것일 수 있다. ‘자아’는 이

러한 ‘환경’의 영향으로 정서적 변화를 겪으면서 사고의 변화가 생겨 동

시에 실천을 하며 ‘습관(habit)’이 형성된 것이다. 그리고 ‘습관’이 형성되

어 그 사람만의 개성(individuality itself)이 되는 것이다. 듀이는 “한 사

람이 지닌 개성(individuality itself)은 원래 잠재 가능성(potentiality)으로

존재하는데, 이 잠재가능성은 주위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구체적

으로 드러나게 된다(2016: 171)”고 말한다. 학생의 ‘잠재가능성’은 주위

환경의 영향으로 ‘경험’이 확장되며 그 학생의 ‘능력’으로 발현된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자아’가 능력을 발현함으로써,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것

이다. 필자는 앞에서 듀이의 ‘경험’ 개념의 세 번째 특징으로 경험의 횡

적 측면과 종적 측면을 설명하였다. 자아(the self)가 주변 환경과 상호작

용하는 측면은 경험의 횡적 측면(lateral aspect)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경험의 종적 측면(longitudinal aspect)을 시간의 흐름

으로 생각한다면, 자아(the self)의 현재 경험이 과거 경험과 연결되고 미

래 경험으로 진행되어 자아가 형성되어 간다고 볼 수 있다. 듀이에 따르

면, ‘경험’은 “자기창조와 자기규제”의 특징(2010: 132)이 있다. 필자가

해석하기에, 자아가 현재 마주하는 문제 상황이나 사건을 해결하기 위하

여 과거의 경험을 재검토하는 사고의 과정은 자기규제의 과정이고, 과거

의 경험을 토대로 결과를 예측하여 또 다른 새로운 경험을 하는 것은 자

기창조의 과정인 것이다. 과거의 경험을 돌이켜보며 재검토하고 재해석

하는 과정은 반성적 사고(reflective thought, reflection)가 작용하는 과정

으로 볼 수 있으며, ‘반성적 사고’는 자아가 형성되는 과정에 있어서 필

수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다. 듀이에 따르면, “산다는 것은 경험의 연속이

고 우리의 삶은 불완전한 경험들로 가득 차 있는데(2016: 87)”, “경험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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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들이 일정한 진행 과정을 따라서 원래 의도한 목적을 달성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경우(2016: 88)”에 ‘하나의 경험(an experience)’을 했다고 말할

수 있다고 설명48)한다. 듀이가 일컫는 경험의 능동적 요소와 수동적 요

소가 밀접하게 관련되어 이루어진 ‘하나의 경험’은 듀이가 말하는 의미

있는 ‘경험’으로 볼 수 있다. 물론 ‘하나의 경험’은 수많은 경험들이 상호

작용하여 일어나는 것이며, ‘하나의 경험’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또 다른

‘하나의 경험’이 형성되는 과정은 계속되는 것이다.

이렇게 ‘하나의 경험’이 또 다른 ‘하나의 경험’으로 계속 이어지면서

자아(the self)’는 형성되고 ‘성장’해 가는 것이다. 그렇다면 듀이가 말하

는 경험의 ‘성장’이란 무엇인가? 듀이에 의하면, “성장 혹은 성장해가는

것(growth or growing)은 경험의 ‘계속성(continuity)’ 원리의 예(EE:

36)”이며, 이때 “‘성장’한다는 것은 신체적으로뿐만 아니라 지적이고 도덕

적으로 발전하는 것(developing)을 의미(EE: 36)”한다. 듀이는 “모든 경

험은 나아가는 힘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의 가치(value)는 나아가는 방향

인 ‘성장의 방향’에 달려 있다(EE: 38)”고 설명한다. 도둑이 타인의 물건

을 훔치는 (도덕적으로 옳지 않은) ‘경험’을 계속하며 도둑으로서 ‘성장’

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Hutchinson, D.A.,

2015: 8)이며, ‘암(cancer)’과 같은 질병이 ‘성장’한다는 것(Hutchinson,

D.A., 2015: 8)은 신체적으로 해로운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전자의

경우는 ‘성장의 방향’이 도덕적으로 부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가는 경우이

고, 후자의 경우는 ‘성장의 방향’이 신체적으로 부정적인 방향으로 나아

가는 경우이므로 이러한 경우들은 ‘경험의 성장’으로 볼 수 없다.

듀이의 ‘경험’ 개념에 비추어볼 때, ‘경험’은 ‘자아’와 환경이 상호작용

하여 형성되며, ‘자아’는 ‘경험’을 통해 형성되고 확장되어 ‘성장’한다고

볼 수 있다. 듀이의 ‘경험’ 개념의 이러한 특징을 토대로 생각해 보면, 인

간의 능력은 후천적인 ‘경험’에 의해서 개발 가능하고 삶의 ‘경험’을 통하

여 ‘자아를 형성’해 나가는 것이다. 따라서 학교는 학생들에게 ‘교육적 경

48) 필자가 해석하기에, ‘하나의 경험’은 목적을 달성한 경험이라고 해서 완료된 것
이 아니라, 새로운 환경과 상황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지속적으
로 검증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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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을 제공할 책임이 있다. ‘경험’은 ‘능동적 요소’와 ‘수동적 요소’가 상호

작용하는 특징이 있다는 듀이의 설명을 상기해 볼 때, 학생이 학교 교육

을 통하여 ‘과거의 경험’을 돌이켜보고 재검토하며 ‘새로운 경험’을 다시

시도해 볼 수 있도록 이끄는 교사의 역할이 중요한 것이다.

나. 듀이의 ‘경험’ 개념과 ‘지식(knowledge)’의 관계

우리가 듀이의 ‘경험’ 개념의 교육철학적 의미를 탐색하면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경험’과 ‘지식(knowledge)’의 관계이다. 듀이가 비판하였

던 “전통적 경험론자들(the empiricists)에게 ‘지식(knowledge)’은 감각에

의해 경험된 것에 근거를 두고 획득되는 것이며, 그들은 인간이 감각을

느끼지 않는다면 인간은 어떠한 사고(thoughts)도 할 수 없을 것(Pring,

2007: 51)”이라 간주하였다. 필자가 앞서 살펴보았듯이, 전통적 경험론자

들은 감각에 의한 인식을 토대로 한 생각의 결과를 ‘지식’으로 간주한 것

이다.

프링(Ibid, 51)에 따르면, “듀이는 사고하는 것(thinking)과 ‘경험’하는

것을 구분하며 생각의 결과물인 지식(knowledge)과 ‘경험’ 사이를 구분

하는 것은 교육적 프로그램들을 왜곡시키는 ‘잘못된 이원론’의 하나였다

고 지적하면서 비판”하였다는 것이다. 프링(Ibid, 67)에 의하면, 듀이에게

‘경험’은 ‘사고하는 것(thinking)’, ‘지식창조(knowledge creation)’, 그리고

‘탐구하는 것(inquiring)’에 대한 더 넓은 철학적 이해 안에 규정된 것을

포함한다. 그렇다면, 듀이는 ‘지식(knowledge)’을 무엇으로 생각하였을

까? ‘지식(knowledge)’은 미래의 탐구(inquiry)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자원인 정보로서의 역할을 한다(2012: 255)고 듀이는 설명한다. 필자가

해석하기에, 경험의 행위자에게 ‘과거 경험의 결과’가 하나의 지식49)이

49) 필자가 생각하기에, 듀이는 ‘지식’을 일종의 재인(recognition,再認)으로 간주하는
듯하다. 듀이는 그의 저서 Experience and Nature (1958)에서 ‘re-cognition’은
이전 경험(former experience)에서의 의미를 되새기는 것이고 미래의 행동에서
용인되는 도구로 사용(EN: 328)된다고 설명한다. 프링(2007: 67)은 듀이의 ‘보증
된 주장(warranted assertion)’이라는 용어를 소개하는데, 보증된 주장은 ‘탐구의
만족된 상태’이며 경험에 대한 반성(reflection)에서 발생하고 ‘보증된 주장’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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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것이다. 그러나 필자가 전술하였듯이, ‘하나의 경험’으로 이루어진

과거의 경험이더라도 다른 상황에서 적용하기에는 동일한 결과가 도출되

지 않을 수 있으므로 과거 경험의 결과인 ‘지식’은 ‘반성적 사고’를 통하

여 지속적으로 검증되어야 하는 것50)이다. 그 결과 이전 경험의 결과인

‘지식’이 또 다른 ‘경험’의 과정에서 변화하고 수정될 수 있는 것이다.

프링(2007: 65)에 의하면, “탐구(inquiry)는 개인이 해결하기 힘든 문

제에 직면할 때 일어나는 과정”이고 새로운 상황이나 사건, 그리고 타자

에 의해 개입된 문제들은 과거에 이해되고 해석된 ‘경험’의 산물인 ‘지식’

에 들어맞지 않는 경우가 있다. 필자가 해석하기에, 듀이는 ‘지식’을 고정

되고 불변하는 진리가 아니라 과거의 경험으로 형성된 하나의 사례(a

case) 혹은 정보(information)라 간주한 것이다. 그리고 ‘지식’은 현재의

문제 해결을 위한 탐구(inquiry)의 자원으로 활용되며, 새로운 상황에 맞

지 않을 경우에 수정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듀이는 ‘지식’을 폐기해

야하거나 가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지 않았다. ‘지식’은 현재의 경험을

해석하며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하나의 자원(resource)이자 ‘과거

경험’의 소산(所産)이기 때문에, 현재의 ‘경험’을 해석하는 데에 정보나

자원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지식’은 ‘반성적 사고’의 검증을 통하여 변화 가능한 것이다.

듀이(2010: 17)는 “‘반성적 사고’는 더 많은 탐구를 하는 동안에 판단을

보류하는 것”이며 “가정(a hypothesis)의 겉모습만 보고 받아들이는 경향

인 타성을 극복하는” 과정이라고 설명한다. 이때 반성적 사고(reflective

thought)는 “믿음(beliefs)에 대한 체계적인 검토(Pring, 2007: 72)”를 하

는 과정으로 과거의 경험에 의해 형성된 ‘지식’을 검증하고 자아의 정서

와 실천에 대하여 검토하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 요컨대, ‘반성적 사고

(reflective thought)’는 경험의 과정에 참여하여 경험을 형성하는 작용도

하지만, 하나의 ‘완결된 경험’에 대하여 거리를 두고 재검토하는 것이다.

의미는 그 경험들과의 관계에서 드러난다고 할 수 있다. 필자가 생각하기에, ‘보
증된 주장(warranted assertion)’은 ‘검증된 지식’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보
증된 주장’도 변화하며 발전할 수 있는 것이다.

50) 『민주주의와 교육』의 역자인 이홍우(2012: 241)에 따르면, 듀이는 ‘지식’을 계
속 발전하고 변화 가능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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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으로써 ‘자아’는 자신 만의 경험 안에 매몰되지 않고 보다 넓은 시각

으로 상황을 조망할 수 있다. 또한 ‘반성적 사고’는 행동의 결과에 대한

“책임을 받아들이는 것(2012: 237)”인데, 이는 과거의 ‘경험’에 의해 형성

된 ‘지식’이 편견으로 작용되지 않도록 끊임없이 ‘반성적 사고’의 과정을

통해 검증될 필요가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근대시대에 학교에서 가르쳤던 ‘지식’은 ‘실제적인 지식’과 구분되는

‘이론적 지식’51)이라고 일컫는 고정된 지식이자 과거의 학자들로부터 인

정된 ‘권위적 지식’이었다. 그리고 학생들이 이러한 ‘지식’을 잘 이해하고

의존하도록 이끄는 행위는 ‘교수’ 혹은 ‘가르침’이라 일컬어졌고, 학생이

이러한 ‘이론적 지식’을 아무런 비판 없이 기계적으로 답습하는 양상은

‘학습’이라고 일컬어졌다. 이렇게 ‘지식’에 절대적인 권위를 부여하고 학

생들이 기계적으로 답습하도록 하는 ‘가르침’은 교과 내용이 개인의 ‘자

아’와 연결되지 못하고 단절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그리고 고정되고 절대

적인 것으로 간주되는 ‘지식’은 현재 경험을 ‘이해’하는 자원으로서 역할

을 하는 듀이의 ‘지식’ 개념과 다르다. 듀이는 “문제의 상황과 직접 부딪

쳐 씨름을 하고 자기 자신의 해결책을 모색하고 발견할 때에만 우리는

‘사고’를 하며, 부모와 교사는 학습자에게 사고를 자극하는 상황을 만들

어 주고 학습자와의 공동 경험에 들어가서 학습자의 활동에 대하여 공감

하는(2012: 257)”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듀이의 이러한 사유에 비추

어볼 때, 학생의 ‘지식’은 학생 ‘개인의 경험’으로 형성되며, 이렇게 형성

된 ‘지식’은 자신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며 ‘성장’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

는 자원이자 자신의 삶의 ‘경험’을 구성해가는 자원인 것이다. 따라서 각

각의 다른 과거 경험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에게 ‘고정된 지식’을 기계적

으로 받아들이도록 하는 양상은 교육이 아닌 것이다.

교육은 학생이 자신의 문제나 곤혹스러움을 극복하고 이해하기 위한

경험적 능력(the experiential capacity)을 갖도록 도와주는 일과 관련

(Pring, 2007: 64)된다고 볼 때, 학생에게 교과 지식을 기계적으로 전달하

51) 물론, 듀이는 ‘이론적인 것’과 ‘실제적인 것’을 구분하는 이분법적 사고를 비판
(2012: 394)한다. 여기에서, ‘이론적 지식’이란 실천적, 심미적 성질이 제외되고 이
성적 측면만 강조된 추상적 상징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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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이 아니라 학생의 개인적 경험의 맥락에서 문제의 상황을 파악하고

해결하는 ‘자원’으로서 교과지식을 안내하는 일이 교사에게 요청되는 것

이다. 프링은 “현명하게 가르친다는 것은 가르치는 행위에 이론을 적용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의 경험에서 배운 것을 새로운 환경에 알맞도록

적용하는 문제(Pring, 2007: 58)”라고 설명하며, “교사는 학생이 현재의

상황에 맞는 ‘경험’을 가능하도록 하고 학생 자신의 ‘경험’을 확장하고

(새로운 경험에) 도전하도록 도와주는 것(2007: 58)”이 중요한 임무라 제

안한다. 따라서 교사에게도 교사 자신만의 ‘과거 경험’을 토대로 가르치

는 현재의 경험을 이해하고 분석하며 미래의 경험을 예견하는 가르치는

‘지식’에 대한 ‘반성적 사고(reflective thought)’가 요청되는 것이다.

다. ‘일상적 경험’의 재발견

우리의 삶은 ‘일상적 경험(ordinary experience)’52)으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과거의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은 우리의 ‘일상적

경험’과 단절된 방식인 기계적 훈련으로 이루어졌던 것이 사실이다. 듀이

는 ‘일상적 경험’과 유리된 과거의 교과 교육은 ‘일상적 경험’으로 이루어

진 학생의 개인적 경험을 고려하지 않는 교육(2002: 147)이라 비판하였

다. 듀이는 학교에서의 교육은 학생의 ‘일상적 경험’을 바탕으로 이루어

져야 하며(2002: 147), ‘일상적 경험’이 정제된 형태는 예술(2016: 36)이라

설명한다. 필자가 앞서 설명하였듯이, ‘경험’을 시작하도록 하고 경험의

과정을 통합하는 것은 정서적, 심미적 경험이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를

심미적 경험은 주로 예술을 통하여 경험하며, ‘예술’은 일상적인 삶과 거

리가 먼 고귀하며 특정 사람들에 의해 향유되는 영역이라는 생각이 지배

적이었다. 그러나 듀이는 “예술작품은 ‘일상적 경험’ 사태에서 시작해야

하며 일상적 경험 사태라는 것은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하게 하는 일이

52) 필자가 판단하기에, 듀이가 말하는 ‘일상적 경험’은 학생의 ‘자아’를 형성하는 삶
의 경험으로 자아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학생의 ‘실제 삶의 상황’으로 해석될 수
있다. 따라서 ‘일상적 경험’은 자아와 연결되고 밀접한 관련이 있는 세계인 것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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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일어나는 곳이며, 사람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즐거움을 주는

그런 사건 현장(2016: 22)”이라고 말한다. 듀이는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삶의 현장인 ‘일상적 경험’은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경험이며,

‘예술’은 우리의 일상적 경험에서 시작된다고 생각한 것이다. 프링(Pring,

2007: 72)은 “기계를 다루는 기계공이 자신이 사용하고 경험하는 사물들

인 기계에 대하여 특정한 감정과 느낌을 가진다면, 그 기계공의 작업은

‘예술적으로 작업’하는 것”이라는 듀이의 시각을 설명한다. 프링(Pring,

2007: 72)에 따르면, “우리가 느끼는 감정은 일상적 경험(ordinary

experience)에서 예술을 인지하는 것이고 이는 미래의 경험(further

experience)을 예견하도록 도우면서 특정한 방식으로 ‘경험’하는 것이고

‘경험’을 다른 방식으로 의미 있게 만드는 것”이다. 우리가 듀이의 ‘경험’

개념에 대한 프링의 해석을 받아들인다면, 가치 있는 ‘경험’은 우리의 ‘일

상적 경험’에서 시작된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우리가 삶의 경험을 통하

여 ‘기쁨, 슬픔, 만족감, 좌절감, 놀람, 안도감’ 등의 다양한 감정을 느낀

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듀이의 시각으로 해석하면, 우리가

일상적 삶 속에서 다양한 감정을 느끼며 일상적 삶에 특별한 의미를 부

여한다면, 우리의 일상적 삶은 예술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듀이는 학교 교육은 학생들에게 우리가 “함께 생활하는 과정에서 배

우는 삶의 모습(2002: 171)”을 겪도록 도와주어야 하며, “다른 사람과의

삶 속에서 매일 매일의 일상적인 접촉과 교류를 하는 가운데 갖게 될 학

습이나 배움의 양식(2002: 171)”과 다르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학생

들은 각각의 ‘일상적 경험’을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일상적 경험’은 자아

를 형성하고 있는 경험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교사는, 학생들의 ‘일상

적 경험’을 이해하고 존중하며 학생들이 각자의 ‘일상적 경험’과 교과를

통한 ‘세계’를 연결하도록 안내하며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이다.

듀이는 이렇게 학생 자아의 ‘일상적 경험’ 안에 녹아든 ‘세계’를 통하여

학생들이 살아있는 현재를 더 풍부하게 감상하고 경험할 수 있는 능력을

확장하여 교육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학교 교육의 역할이

라고 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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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는 본 절을 통하여 듀이의 ‘경험’ 개념의 특징을 탐색하고 그 특

징들에 내포된 교육철학적 의미를 음미해 보았다. 듀이의 ‘경험’ 개념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겪는 ‘경험’을 어떻게 마주하며 받아들여야 할지에 대

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다. 특히, 듀이의 ‘경험’ 개념은 우

리가 학교 교육의 상황에서 학생들을 어떻게 대하며, 학생들에게 어떻게

교육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많은 함의를 지니고 있다. 그리하여, 필자는

다음 절에서 듀이의 ‘경험’ 개념의 특징 중에 특별히 의미 있다고 판단되

는 특징들을 선별하고 분석하여 ‘교육적 경험’ 개념을 규정하고자 한다.

그리하여 필자는 자유학기제의 ‘체험’ 교육에서 듀이의 ‘경험’ 개념을 어

떻게 적용하며 실천할 수 있는지 탐색해 보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

2. 자아의 확장으로서 ‘교육적 경험’과 경험적 방법의 특징

필자는 지금까지 듀이의 ‘경험’ 개념의 특징을 경험이 완결되는 ‘하나

의 경험’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통하여 검토하여 보았다. 그렇다면 듀이는

모든 경험을 교육적으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것으로 간주하였는가? 그

리고 교육에 있어서 ‘경험’을 기반으로 하는 모든 형태의 교육은 과연

‘교육적’이라 할 수 있을까? 듀이는 진정한 교육이란 모두 경험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주장하지만 경험에는 비교육적인 경험도 있다(2002: 108)

고 설명한다. 듀이는 경험의 계속적인 성장을 방해하거나 성장의 방향을

왜곡시키는 경험을 비교육적인 경험(2002: 109)으로 보았다. 듀이의 이러

한 관점을 토대로, ‘교육적 경험’이 어떠한 경험인지 생각해보면 경험 주

체의 계속적인 성장을 돕는 경험이 ‘교육적 경험’이라는 것을 알 수 있

다. 듀이는 다른 경험과 관련지으면서 계속적으로 성장할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경험을 ‘교육적인 경험’(2002: 109)이라고 설명한다. 여기서 ‘성장’이

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듀이가 지적(2002: 127)하였듯이, 교육의

관점에서 ‘성장’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며 교육의 목적이라고도 볼 수

있다. 여기서 경험을 재구성한다는 것은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현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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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에 참여하고 해석한다는 의미이다. 그리고 학생이 경험의 재구성을

통하여 ‘성장’한다는 것은 과거의 자아와 달라진 ‘새로운 자아’로 향해간

다고 해석될 수 있는데, 이때 ‘새로운 자아’로 향해가는 방향은 무엇인

가? 이 물음에 대한 답을 탐색하기에 앞서, 듀이의 ‘자아(the self)’ 개념

을 살펴보고자 한다.

우리가 흔히 ‘자아(自我)’라고 할 때 타자와 구별되는 자기 자신을 의

미하며 경험의 주체를 자아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우리가 말하는 ‘자아’

는 자아의 외부에 위치한 타자와 구분되는 개념으로 ‘자아’와 타자는 이

분법적으로 분리되어 있다는 가정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교육학에서 회

자되고 있는 ‘자아실현(self-realization)’은 자기 자신의 잠재력을 발휘하

여 목표로 하는 일을 성취한다는 의미이다. 이 때 ‘자아실현’의 의미는

타자와 구분되는 ‘개인의 성취’로 간주된다. 인간의 성장 동기로서 자아

실현에 대해 연구한 심리학자 매슬로우(Maslow)는 인간의 욕구를 결핍

욕구와 성장욕구로 구분하여 위계화 하였다(Paul Eggen·Don Kauchak,

2010/신종호 외 (역), 2011: 446-447). 이때 결핍욕구(deficiency needs)는

충족되지 않았을 때, 인간으로 하여금 그것을 충족하고자 노력하도록 하

는 욕구로, 생존 욕구, 안전에 대한 욕구, 소속욕구, 자아 존중감이 결핍

욕구에 속한다(Ibid.). 성장 욕구(growth needs)는 인간이 경험하게 되면

서 더 증가하는 지적 성취와 심미적 인식에 대한 욕구로 자기실현의 욕

구가 있다(Ibid.). 매슬로우에 따르면, 인간은 생존, 안전, 소속, 자존감과

같은 결핍욕구가 충족되면 자신의 잠재력을 실현하고자하는 성장욕구를

추구한다는 것(Ibid.)이다. 매슬로우는 개인이 최대한의 잠재력에 도달하

고자 하는 자기실현(Self-actualization)의 욕구는 최고 차원의 욕구라 간

주한 것이다.

한편 매슬로우에 따르면, “자기실현의 욕구는 결핍 욕구와는 달리 완

전히 충족되지 않는다(Ibid, 447)”. 개인이 특정 분야에 대한 이해가 깊어

질수록 그 분야에 대한 흥미도 증가하듯이, “성장 욕구는 경험이 풍부해

지면서 더 많아지는 지적 성취와 심미적 인식에 대한 욕구인 것(Ibid,

446)”이다. 매슬로우의 연구는 인간의 욕구 중 가족과 동료의 사랑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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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에 대한 욕구를 결핍 욕구로 간주한 점에서 인간을 사회적이고 감정적

인 존재(Ibid, 446-447)라고 간주하였고 경험의 계속성이 자아가 성장하

는 데 중요한 점이라고 가정한 점에서 듀이의 사유와 맞닿아 있다. 그러

나 매슬로우는 인간의 ‘자아’는 타자와 구분되는 개별적이고 독립된 존재

라고 전제하였고 생존과 안전과 같은 우리의 감정과 연결된 결핍 욕구를

충족해야 지적, 심미적 성취인 성장 욕구로 나아갈 수 있다고 주장했다

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이성, 감정, 신체가 총체적으로 작용하여

‘하나의 경험’을 형성하고 이것이 자아의 성장이라고 주장한 듀이의 인식

과 다르며, 경험의 개념에 대해서도 다른 견해를 가졌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듀이는 ‘자아’ 개념을 어떻게 해석하였을까?

듀이는 개인이란 관심53)(interest)에 따라 행동하는 존재(2012: 498)라

고 설명한다. 그에 따르면(2012: 498), 자아(the self)와 관심(interest)은

동일하며 한 사물에 대하여 능동적으로 표현하는 관심(interest)의 종류

와 양이 곧 그 사람의 자아의 질을 나타내며 가늠하는 척도이다. 인간의

욕구(need)가 관심(interest)과 관련된다고 간주할 때, ‘자아(the self)’에

대한 듀이의 논의는 인간은 욕구(need)를 가진 존재라는 매슬로우의 가

정과 맞닿아 있다. 그러나 듀이는 매슬로우가 바라보는 ‘자아’를 다른 관

점으로 바라보았다. 왜냐하면 듀이는 ‘자아(the self)’를 내면과 외부의 경

계가 흐릿하고 유동적이며 변화하는 존재로 바라보았기 때문이다.

듀이에 따르면(EN: 224)54), 데카르트(Descartes)는 ‘자아(the self)’를

‘마음(mind)’과 동의어로 사용하였는데, 이는 인간의 신체를 배제시키고

내면으로 향한 자아의 의미로 고대 철학에서의 ‘지성(nous)’과 유사한 개

념으로 볼 수 있다. 즉, 데카르트의 ‘자아’ 개념은 이성적인 개인이자 사

적인 존재로서, ‘타자’ 또는 ‘환경’과 철저하게 구분되는 개념인 것55)이다.

53) 듀이는 ‘자아’에 대한 한 가지 틀림없는 사실은, 개인은 그가 하는 일에 당연히
관심을 가져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그 일을 할 까닭이 없다(2012: 498)고 설명한
다.

54) 본 논문에서 EN은 듀이의 저서인 Experience and Nature (1958)의 약자임을

미리 밝혀둔다.
55) 무엇보다 듀이가 자아와 타자를 구분하는 이분법(dualism)에 반대하는 이유는
이분법은 다양한 존재들에 대해 공식화하고 해석하는 과정에서 정반대의 바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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듀이는 데카르트가 상정한 자아는 닫힌 자아이며 닫힌 자아는 순전히 필

요(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 사물들을 도구로 이용하는 개인(EN: 245)이

기에, 환경과 잘 어울리지 않고 간극이 있으며 분리된 별개의 존재로 해

석한다. 그리고 듀이는 ‘닫힌 자아’는 환경과 분리되고 조화를 이루지 못

하기에 자기중심적 고독(egotistical solitude)에 빠질 위험이 있다(Ibid,

246)고 경고한다. 이러한 닫힌 자아는 다른 경험과 관련될 가능성을 차

단하고 자기 충족적이기에 계속적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있는 경험에 참

여하기를 거부(2002: 141)한다. 즉, 닫힌 자아는 듀이가 교육적인 경험의

기준으로 상정한 경험의 계속성, 상호작용과 거리가 멀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닫힌 자아’는 인간이라면 모두 가지고 있는 일면의 모습

으로 해석된다. 듀이에 따르면(EN: 245), 개인(an individual)이라는 존재

는 두 개의 위치와 중요성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세계를 형성하는 행

위들과 관련된 사건들(events)의 지속적인 체제(system)에 속하는 개인

이고 다른 하나는 개인의 요구(requirements)를 만족시키며 그 자신의

선호에 따라 행동하는 개인이다. 개인에 대한 듀이의 이러한 이해는 필

자가 앞에서 설명한 환경과 분리될 수 없는 자아와 자신의 관심

(interest)에 초점을 두고 행위 하는 자아의 두 모습으로 이해될 수 있다.

그리고 듀이가 설명한 개인의 두 가지 특징 중 후자의 특성만을 가지고

있는 자아는 ‘닫힌 자아’로 이해될 수 있다.

듀이는 스스로 만들었던 고정되고 정착된 닫힌 세계에 갇혀있는 자아

가 새로운 자아(a new self)로 성장할 모험에 참여할 것(EN: 246)을 권

유한다. 다시 말해서, 듀이는 실존주의적 시각으로 인간 개인의 특징을

살펴보면, 인간 개인의 한 특징은 외부로부터 고립, 분리되는 성향이 있

고 다른 특징은 외부와 연결되고자 하며 지속되고자 하는 계속성의 특징

이 있다(Ibid, 242)는 것이다. 듀이는 이러한 상반된 것이 공존하는 인간

의 특징은 자연의 특징에 근간을 둔다(Ibid.)고 설명한다. 자연의 사건들

수 없는 공식들을 강요(EN: 241)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듀이는 존재를 이분
법으로 구분하는 것은 상반되는 것을 인위적으로 가정하고 억지로 강요하기에,
인위적으로 구분하는 것은 자연의 특성에 위배된다는 것이라 생각한 것이다. 따
라서 듀이에게 ‘자아’ 개념은 환경(타자)과 구분되어 있지 않고 서로 긴밀하게 연
결되어 있다고 보는 관점이 자연스럽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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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무관심과 저항, 임의적인 폐쇄와 편협, 그리고 개방성, 따뜻한 수용성,

탐욕스러운 추구,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사태와 한결 같음 등의 특성들의

결과라는 것(EN: 242)이다. 듀이는 이러한 상반된 성질들이 공존하는 자

연의 특성들은 인간의 차원에서도 발견된다(Ibid.)고 통찰한다. 필자가 해

석하기에, 듀이는 인간이란 자신의 관심(interest)에 따라 행위 하는 존재

이면서 동시에 환경과 상호작용하는 존재라 간주한 것이다. 그리고 듀이

는 인간에 대한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벽으로 둘러싼 자아를 깨부수

고 확장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인간의 자연스럽고도 불가피한 행위(Ibid,

244)라고 주장한다. 듀이의 이러한 설명은 인간은 타자와 연대하고 유

대하는 것이 인간 본성의 자연스러운 측면인 것으로 해석된다.

그렇다면 우리가 닫힌 자아에서 벗어나는 방법으로 듀이가 제시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듀이는 자아를 확장하는 방법으로 ‘경험’을 공유할

것을 제안한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듀이는 자아가 타자와 경험

을 공유하고 소통할 것을 권한 것이다. 듀이는 그의 저서 Freedom and

Culture (1989)를 통하여 개인과 사회의 대립 구도가 아닌, 인간의 본성

과 사회적 조건 사이에 상호작용하는 방식에 주목(FC: 32)56)한다. 듀이

는 그의 또 다른 저서인 『공공성과 그 문제들』(2014)을 통하여 개인과

사회는 대립적인 것이 아니며 고정되고 정해진 개념이 아니라 서로 영향

을 미치며 형성되어가는 모호한 개념(2014: 183)이라고 설명한다. 듀이의

‘자아’ 개념도 마찬가지로, 타자 혹은 환경과 구분되는 개념이 아니라 서

로 상호작용하며 만들어가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에서 간과하지 말아야 할 사실은 듀이가 ‘자아’를

환경의 영향을 받기만하는 수동적인 존재로 간주한 것이 아니라 환경과

영향을 주고받는 생동감 있고 능동적인 존재(2010: 220)로 여긴 점이다.

듀이는 자아와 사회는 ‘특정한 인과관계(Ibid.)’로 연결되어 있기에, 자아

가 그 자체로 완전한 어떤 것으로 간주된다면, 사회는 수동적인 어떤 것

으로 간주되어 도덕적 개선이 이루어지지 못할 것(Ibid, 219)이라고 설명

한다. 따라서 듀이는 사회적 장치가 폭넓고 평등한 방식(Ibid.)으로 이루

56) 본 논문에서 FC는 듀이의 저서인 Freedom and Culture (1989)의 약자임을 미
리 밝혀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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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지기 위해서 ‘자아’는 생명력이 있는 능동적 존재이어야 한다고 주장

한다. 다시 말하면, 모든 사회적 제도들은 “인간 개개인의 능력을 해방시

키고 발전시키는”(Ibid, 210)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그 목표는 각 개인이 가진 가능성을 충분히 성장시키도록 교육하는 것을

통해 이룰 수 있다. 이러한 교육은 개인이 타고난 배경과 무관하게 잠재

력을 능동적으로 발휘할 수 있다는 가정 하에 타자와 경험을 공유하며

성장하기 위한 환경을 제공하는 학교 교육을 통해 가능한 것이다.

듀이에 따르면, 사회를 형성하는 모든 것은 학교라는 기관을 통해서

미래 사회의 구성원들인 학생들에게 그대로 양도(2016: 15)한다는 측면

에서, 학생은 학교에서의 경험을 통하여 공동체의 문화, 전통, 생활양식

등을 배우게 된다. 그러나 학교는 학생에게 공동체의 문화, 전통, 생활양

식을 그대로 받아들일 것을 강요하기보다 학생 나름의 생각을 가지고 재

해석하고 재창조하도록 안내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듀이에 따르면(2010:

106), 과거의 지식이나 문화유산을 토대로 현재 부딪치고 있는 문제가

경험 ‘내’에서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지 파악함으로써 현재의 삶을 이해할

수 있다. 즉, 문화유산이나 과거의 지식은 인류의 과거의 경험이라 볼 수

있고 우리는 과거의 경험을 토대로, 현재의 경험을 해석하고 미래의 경

험을 예측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듀이는 인간은 ‘경험’을 통하여 성

장하며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그의 저서 Experience and Nature

(1958)를 통하여 피력한다.

‘경험’은 역사, 삶, 문화와 같은 것들과 동등하다. 즉 ‘경험’이라는 것은

인간의 역사를 통해 인간이 겪어 온 삶 자체이고 문화를 의미한다.

(EN: 40)

그렇다면 위 인용문에서 듀이가 ‘경험’과 동등하다고 설명한 ‘문화’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듀이가 그의 저서 Experience and Nature (1958)를

통해 소개한 인류학자 Tylor57)에 의하면, 문화는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57) 인류학자인 Edward Burnett Tylor(1832-1917)를 말한다. 듀이는 그의 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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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인간에 의해 습득된 지식, 믿음, 예술, 도덕, 관습, 그리고 모종의 능

력들을 포함하는 복합체(complex whole)(EN: 40)58)이다. 듀이에 따르면

(Ibid.), 문화는 어떠한 의미에서 하나의 전체로 볼 수 있지만 다양화된

전체인 하나의 복합체인 것이다. 듀이는 개인이 특정한 문화적 조건과

상호작용한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다(FC: 29)고 설명한다. 그는 인간의

삶 자체는 경험이고, 인간이 단독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과

상호작용하는 존재라는 점에 방점을 두었다고 볼 수 있다. 즉, 문화에 대

한 듀이의 관점은 개인의 경험이 문화의 영향을 받기도 하지만 문화에

영향을 준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왜냐하면 개인의 다양한 경험들

이 문화를 구성하기도 하고 개인의 경험은 문화에 영향을 받기 때문이

다. 그렇다면, 인간 경험의 환경으로서 문화와 학교 교육은 어떠한 관련

이 있을까? 필자는 학교 교육은 문화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으면서도

학교 교육은 문화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듀

이에게 있어서 학교 교육적 맥락에서의 ‘자아’는 경험을 통해 어떻게 형

성되어간다고 설명할 수 있을까? 경험과 교육에 대한 듀이의 다음 설명

을 통하여 생각해보고자 한다.

사고의 폭이 넓어져서 우리의 ‘직접적인’ 관심사 이외의 것을 포함하게

되는 것은 오직 사회적 공감의 성장과 더불어 시야의 범위가 넓어짐에

따라 점진적으로 이루어진다. 이것은 교육의 입장에서 대단히 중요한 의

미를 가진다. (2012: 239, 강조는 인용자)

Experience and Nature(1958)에서 ‘문화’에 대하여 설명하면서 Tylor의 설명을 인용
(1958: 40)하였다.

58) 듀이는 그의 저서 Freedom and Culture (1989)를 통해 ‘문화’는 하나의 거대한
실체라기보다 인간의 자유(freedom)와 관련이 있다고 설명(FC: 28)하며 개인이
특정한 문화적 조건과 상호작용한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다고 하면서 우리는 문
화라는 ‘단 하나의 거대한 힘’에 대한 영향력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FC: 36)
한다. 듀이는 우리 사회에 민주주의를 방해하는 ‘전체주의적 요소’가 만연되어 있
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FC: 34)하며, 경직된 사
고, 무비판적 수용, 검증되지 않은 사실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는 자세에서 벗
어날 것을 요청(FC: 88)한다. 그리고 듀이는 이러한 무비판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는 방법으로 공동체의 지적이고 도덕적인 통합(FC: 44)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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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인용문을 해석해보면, 우리는 타자와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사회

적 공감59)(social sympathies)을 경험하고 닫힌 자아에서 벗어나 사고의

지평을 확장하게 되는 것이다. 듀이는 그의 저서 『공공성과 그 문제

들』(2014)을 통하여, “상호의존적 행위의 결과 속에서 진정으로 공유된

관심이 욕망과 노력을 형성하고 그럼으로써 행위 하도록 이끌며 의미를

소통하는 수단과 방법을 완성시키는 것(2014: 155)”이라고 설명한다. 여

기에서 ‘공유된 관심’60)은 공동체에서 공동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나 공동

체의 구성원들이 공통적으로 바라는 목적이라 볼 수 있다. 공동체를 구

성하는 자아와 타자가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고 검토하여 ‘이해’에 도달한

상태가 ‘사회적 공감’이 아닐까? ‘사회적 공감’의 성장이 교육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듀이의 설명을 통하여, 인간은 환경과 상호작용하는 존재라

고 여기는 듀이의 생각을 엿볼 수 있다. 인간은 타자를 포함한 환경과

서로 상호작용하며 영향을 주고받으며 변화한다는 것61)이 듀이의 생각

인 것이다.

이 지점에서 듀이는 교육에서 학생이 자아를 형성하는 것뿐만 아니

라, 타자와 상호작용함으로써 자아를 확장하는 것을 동시에 강조하였다

는 것을 추론해 볼 수 있다. 그리고 듀이는 개인과 사회는 구분하기 어

려운 모호한 개념(2014: 183)이라고 설명하였는데, 이 설명에 비추어 볼

59) Oxford dictionary of philosophy (2008)에 의하면 ‘sympathy(동정, 공감, 위로)’
는 “타인이 슬플 때 느끼는 슬픔, 기쁠 때 느끼는 기쁨을 함께하며 타인의 감정,
관심을 공유하는 능력”(2008: 356)으로 정의되어있다. 이 사전에 의하면,
‘empathy(공감, 이입, 동정심)’는 타인의 내면 상황이 어떠한지 느끼며 감정적으
로나 인지적으로 타자와 조화를 이룬 상태(2008: 113)라 구분되어 있다. 필자가
해석하기에, ‘sympathy’는 타자의 감정이나 관심을 이해하는 상태이고 ‘empathy’
는 자아가 타자의 감정과 같이 느끼는 상태이다. 『민주주의와 교육』(2012)의
역자 이홍우는 ‘sympathies’를 ‘공감’으로 번역(2012: 239)하여 필자는 이에 따르
기로 한다.

60) 예컨대, 필자가 앞 장에서 예를 들었던 신종 전염병에 대한 백신과 치료제가 없
는 현 시점에서, 감염 확산을 줄이기 위해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회적 거리두기’
에 동참하고 있다. 이러한 것이 사회 구성원의 ‘공유된 관심’이라 볼 수 있다.

61) 박철홍(2016: 81)은 자아가 환경과 상호작용한다는 듀이의 개념 ‘transaction’을
‘교변작용(交變作用)’이라 일컬었는데, 경험의 과정에서 예술은 개인적 충동, 정서,
마음 등 개인에게 있는 것과 외부에 있는 대상이 만나 충분히 교변작용을 함으로
써 서로에게 침투하여 완전히 융합된 새로운 것을 창조한다고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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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교육에 있어서 학생이 경험의 주체로서 자아를 형성해가는 과정은

어떻게 설명될 수 있을까? 듀이에 따르면, ‘자아’는 환경과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변화하지만 개인들을 통한 특정한 다양성을 통하여 창의적인

생산이 항상 일어난다(EN: 213). 듀이는 개인의 다양성과 개별성이 존중

되어야 한다는 점에 주목한 것이다. 즉, 인간은 누구나 자신만의 삶의 경

험이 있고 이것이 존중되어야 하는 동시에, 타자의 경험과 공유될 때에

그 ‘자아’가 성장할 수 있는 가치 있는 경험으로 형성된다는 것이다.

흥미로운 점은 듀이가 ‘경험’을 ‘집’과 대체 가능한 용어(EN: 232)라

설명한 점이다. 듀이에 따르면, 개인은 재산이 있으면 집을 소유할 수 있

고 그 소유에 대한 특권을 가지고 있지만 동시에, 집이 속해있는 지역사

회를 고려해야 하고 세금을 내야하는 특정한 부담과 책임이 있다는 것이

다. 우리는 듀이의 이러한 논의에 비추어, 개인의 ‘경험’이란 개인 자신만

의 체험이 아닌 자아가 환경과 영향을 주고받으며 형성된다는 점에서 타

자의 영향을 받는 것과 동시에 자아의 행위에 영향을 받게 될 타자에 대

한 책임을 내포한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달리 말하면, 우리가 자신

이 원하는 바를 추구하고자 할 때, 우리의 행위에 영향을 받게 될 환경

과 타자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듀이의 사유는 학교

교육 상황에서 매우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학생이 자신에 대하여 탐색

하고 이해하며 타자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태도는 서로 관련되어 있고 영

향을 준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필자가 생각하기에, 학교 교육은 학생으

로 하여금 자아를 이해하고 탐색하며 타자에 대한 이해를 통해 자아를

확장하도록 돕는 것을 주요한 목적으로 삼을 수 있다.

이제 필자는 본 장의 앞부분에서 소개한 바 있는 듀이의 ‘경험’ 개념

이 ‘자아 형성’과 ‘자아 확장’으로서의 교육적 실천에 하나의 방향을 제시

해줄 수 있다는 측면에서, ‘교육적 경험’이 어떠한 경험인지 탐색해 보고

자 한다. 왜냐하면 ‘하나의 경험’이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교육적 경험이

되는 것은 아니다. 필자가 앞 장에서 설명하였듯이, 듀이는 교육적 경험

의 두 가지 중요한 기준으로 ‘경험의 계속성’과 ‘경험의 상호작용’(2002:

141)을 들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필자가 앞 장에서 살펴본 ‘하나의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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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그 자체로 교육적으로 의미 있는 경험이더라도 만약 단편적으로 일어

나고 그 이후에 오는 다른 경험과 연결되지 못한다면 교육적 경험이 될

수 없다. 앞 절에서는 ‘하나의 경험’에 대한 듀이의 ‘경험’ 개념이 미시적

으로 다루어졌다면, 본 절에서는 ‘하나의 경험’이 다른 경험과 연결되는

과정을 살펴봄으로써 듀이의 ‘경험’ 개념을 거시적으로 검토해 볼 것이

다. 이것은 교육적 경험을 통해 ‘자아’가 형성되고 확장된다는 것이 무엇

을 의미하는지 보여줄 것이다.

듀이는 그의 저서 Experience and Nature (1958)를 통하여 철학적

방법으로 경험적 방법(empirical method)을 채택한 이유를 설명(1958:

9)한다. 듀이에 따르면, 경험적 방법만이 ‘경험(experience)’의 포괄적인

온전함 또는 완전한 상태(inclusive integrity)(1958: 9)를 설명할 수 있다.

경험이 통합적인 개체(integrated unity)라는 듀이의 견해는 감정

(emotions), 욕구(desires)와 지성(intelligence)을 통합하는 것을 의미한

다. 듀이의 경험적 방법은 이성, 감정, 욕구의 통합을 시도했다는 측면에

서, 이성은 감정, 욕구와는 별개이고 이성을 절대적으로 간주했던 플라톤

의 이데아론과 다르다.62) 듀이는 비 경험주의(Non-empiricism)적 관점이

인간의 이성적 측면만을 중시하기에, 인간 주체의 감정, 느낌을 무시하는

결과를 낳는다고 비판한다. 그러나 듀이가 전통적 경험주의(empiricism)

를 옹호하지는 않았다. 듀이의 경험적 방법(empirical method)은 전통적

경험주의와 다른 노선을 취한다. 필자가 앞 장에서 로크와 흄의 예를 통

해 전술하였듯이, 전통적 경험주의 입장은 인간은 ‘경험으로부터’ 사고한

다는 점에서 듀이의 경험적 방법(empirical method)’과 유사하지만 전통

적 경험주의는 ‘경험’을 ‘사고’ 또는 ‘이성’과 분리하였다는 점에서 듀이의

62) 그러나 듀이는 지성(intelligence)의 역할을 결코 간과하지 않았는데, 그의 저서
Experience and Nature (1958)를 통하여 ‘중요한 점은 생각하지 않고 느낌을 사
용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EN: 302)’고 주장한 바 있다. 듀이의 주장은 감정은
지성(intelligence)을 동반한다고 해석될 수 있다. 듀이는 그의 또 다른 저서인
Freedom and Culture (1989)에서 공동체의 도덕적인 통합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는 공동의 지성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이는 공동체뿐만 아니라 자아가 도덕적으
로 통합되기 위해서 지성(intelligence)이 필요하다는 의미로 확대해석할 수 있다.
필자가 해석하기에, 여기에서 지성(intelligence)은 반성적 사고(reflective
thought)와 맞닿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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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적 방법과는 다르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듀이의 경험적 방법은 어떠한 특징이 있을까? 먼저 듀이는

‘경험’을 일차적 경험(primary experience)과 이차적 경험(secondary

experience)으로 구분한다63). 일차적 경험은 직접적이고 즉각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고 주체가 사건과 상황을 처음으로 접했을 때 겪는 경험(EN:

18)이다.64) 반면에 이차적 경험은 일차적 경험을 검토하는 경험으로, 지

식의 형식일 수 있고 간접적이고 중재되고 반성적인 차원(Ibid, 67)일 수

있다. 즉, 일차적 경험은 주체가 어떠한 상황을 처음 접하였을 때 느끼는

감정, 사고, 정서, 신체의 복합체를 의미한다. 듀이는 특히 예술적 경험을

할 때에 주체의 이성, 감정, 정서가 복합적으로 작용한다고 설명한다. 예

컨대, 우리가 문학 작품을 접하거나 미술 작품을 감상할 때에, 우리는 감

정, 정서를 느낄 뿐만 아니라 이성도 작용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학교의

수업 상황에서 학생이 경험하는 것은 어떻게 묘사될 수 있는가?

일반적으로 이성의 작용을 필요로 하는 교과라 할 수 있는 수학의 예

를 들어보자. 학생은 먼저 특정 수학 문제를 해결하는 데 그것에 대한

배경 지식을 바탕으로 여러 측면으로 사고하며 문제를 해결하려고 시도

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이성이 작용하지만, 문제가 해결이 잘 안될 때에

63) 듀이는 그의 저서 Experience and Nature (1958)에서 최초의 경험(primary
experience)을 검토하는 과정을 반성적 경험(reflective experience)(1958: 15)으로
명명하였다. 김동식(2005)은 듀이가 설명한 최초의 경험을 ‘일차적 경험’으로, 반
성적 경험을 ‘이차적 경험’으로 설명하였다. 필자는 듀이의 최초의 경험과 반성적
경험이 단계적으로 일어난다고 생각하여 김동식의 번역을 따르기로 하겠다.

64) 듀이는 주체가 경험을 하는 단계를 설명하는데, 첫 번째 단계는 주체가 사건과
상황을 처음으로 접하는 최초의 경험(primary experience)인 일차적 경험이고 두
번째 단계는 주체가 일차적 경험을 통하여 사고하고 반성하는 반성적 경험
(reflective experience), 즉 이차적 경험의 단계이며 이 단계는 주체가 다시 일차
적 경험의 의미를 검토해보는 단계(EN: 67)이다. 박철홍(1995: 87)은 반성 이후의
단계인 마지막 단계를 ‘질성적 경험(qualitative experience)’의 단계라 설명한다.
박철홍에 따르면, 듀이의 경험은 일회적이고 순간적인 사건(event)이 아니며, 시
작과 끝이 있는 사건이고 이 과정이 서로 밀접한 관련 속에서 일어날 때 그것은
‘하나의 경험’이 된다는 것이다. 필자는 듀이의 경험 단계 중, 경험 주체의 ‘일차
적 경험’, ‘이차적 경험’을 거쳐 일상생활과 관련지어 현재의 경험을 해석하고 미
래를 예측하는 경험을 ‘삼차적 경험’이라 일컬을 것이다. 필자가 보기에, 교육적
경험은 이러한 세 단계로 이루어진 경험의 단계를 아우르는 것이며 이러한 경험
이 지속적으로 상호작용할 때에 ‘교육적 경험’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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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끼는 좌절감, 문제를 어렵게 풀어나갔을 때 느끼는 희열감 등의 정서

도 학생은 동시에 경험하게 된다. 또한 학생은 문제를 풀어나가는 데 배

경지식을 활용하여 새로운 문제를 해결하는 ‘반성적 사고’도 한다. 따라

서 하나의 수학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과정에서도 학생은 자신의 이성과

정서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경험’을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차적 경

험에서 작용하는 ‘반성적 사고’란 무엇인가?

듀이에 따르면, 경험의 행위자가 일차적 경험(primary experience)을

접하였을 때 느끼는 감정, 사고, 정서를 다시 검토하고, 과거의 경험으로

부터 그 일차적 경험을 연관 짓고 재해석하는 ‘반성적 사고’의 과정이 이

차적 경험(secondary experience)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의 일차적

경험은 이차적 경험과 상호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 경험의 주체가 ‘사고

의 과정’을 통하여 다시 ‘일차적 경험’의 의미를 재해석한다는 측면은 듀

이의 경험적 방법이 전통적 경험주의와 구별되는 점이다. 정리하면, 자아

가 어떠한 사건65)이나 상황을 접할 때에 신체, 감정, 사고가 총체적으로

작용하는 일차적 경험을 거친 후, 이에 대해 검토하고 과거의 경험으로

부터 일차적 경험을 재해석하는 이차적 경험은 바로 ‘반성적 사고’를 통

하여 거리를 두고 자신을 바라보게 되는 경험인 것이다. 이러한 과정은

자기 자신의 사고, 감정을 돌이켜보고 검토한다는 측면에서, 자기 자신을

이해하고 타자의 입장에서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경험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반성적 사고’를 하는 이차적 경험은 자아가 형성되어가는 과정

인 동시에 자아가 확장되어 가는 과정으로 이해될 수 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자아가 일차적 경험을 겪는 과정에서 ‘자아’의 신

체(행위), 감정, 사고(판단)가 어떠한 방식으로 총체적으로 작용하게 되

는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듀이에 따르면, 우리가 인지적으로 인식하

고 있지 않는 특정한 감각들이 존재하기를 멈춘다면, 우리는 서있을 수

없거나 자세나 움직임을 조정할 수 없다(EN: 299). 그리고 이러한 감각

능력은 느낌(감정)으로 나타나는 데, 감정들은 옳고 그름에 대한 것, 예

컨대 무엇을 선택하고 따르며 버리고 무시해야 하는 가에 대한 우리의

65) 듀이는 그의 저서 Experience and Nature (1958)를 통해 ‘모든 존재는 하나의
사건(Every existence is an event.)’이라 설명(1958: 71)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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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식(sense)에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이것은 우리 인간의 마음과 신체

(mind-body)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듀이의 앞선 주장을 뒷받침

해주며, 자아가 일차적 경험을 하는 과정에서 신체, 감정, 이성이 총체적

으로 작용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려준다. 자아가 어떤 사건이

나 상황을 접하여 일차적 경험을 한다고 하였을 때, 그것은 이미 이성,

감정, 신체가 총체적으로 작용한 상태의 경험이며, 오직 ‘반성적 사고’를

통하여 이것과 거리를 두고 자신의 일차적 경험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

다.

그러나 우리가 이 지점에서 일차적 경험과 관련하여 간과하지 말아야

할 점은 자아는 과거의 경험에 영향을 받아 형성되어 간다는 것이다. 그

리고 듀이가 의미 있는 경험이라고 보는 ‘하나의 경험’이 되기 위해서는

일차적 경험에서 그치지 않고 이차적 경험(secondary experience)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차적 경험은 자아가 일차적 경험을 검토하고 과거의

경험으로부터 일차적 경험을 재해석하는 ‘반성적 사고’를 하는 과정인 것

이다. 그리고 이차적 경험을 통해 일상적 경험과 연결시키고 미래의 경

험을 예측하는 삼차적 경험66)을 겪고 나서야 자아는 교육적 ‘경험’을 통

하여 형성된다고 볼 수 있다. 듀이의 교육적 경험에서 이차적 경험은 과

거와 현재를 연관 짓는 것이고 삼차적 경험은 미래와 연관 짓는다는 점

에서, ‘자아’는 과거의 경험과 현재의 경험, 그리고 미래의 경험을 연결하

여 형성해 나간다. 듀이에 따르면, 고등 유기체에서 삶의 모든 형태에 대

한 명백한 사실은 이들이 이전 경험의 결과를 보존한다는 것이며, 모든

상황들에서 결정적 요소로서 과거의 경험이 자아에 영향을 미친다(EN:

246)는 것이다. 경험의 주체가 ‘경험’을 통하여 과거의 ‘자아’와 현재의

‘자아’, 그리고 미래의 ‘자아’를 형성하고 확대해가는 하나의 흐름으로 이

어지는 것이다. 듀이는 그의 저서 『경험으로서 예술』(2016)에서 다음

과 같이 ‘경험의 흐름’을 비유적으로 설명한다.

66) 듀이는 그의 저서 Experience and Nature (1958)에서 ‘경험’이 이루어지는 과정
에서 중요한 점은 현재의 경험이 미래의 경험(further experience)에서 어떻게 작
용할 것인가 예측(seeing)하는 것(EN: 18)이라 설명하였다. 필자는 듀이가 설명하
는 ‘경험’이 이루어지는 단계 중 미래를 예측하는 과정을 ‘삼차적 경험’이라 명명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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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경험이 진행되어 나가는 것은 한자리에 그대로 고여 있는 호수

의 물과 같은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굽이쳐 흐르는 강물과 같은 것이다.

흘러가는 강물은 언제나 한자리에 그대로 고여 있는 호수와는 달리 한 곳

에서 다른 곳으로 흘러 들어가고, 연속해서 흐르는 강물들은 각 지점이

서로 다르지만 하나의 강물을 이루며 나아간다. 하나의 경험 속에서 경험

은 계속적으로 진행되면서 다음에 오는 경험으로 연결된다.(Dewey, 1934/

박철홍(역), 2016: 91)

위 인용문의 ‘하나의 강물’에 대한 묘사처럼, 연속해서 흐르는 강물들

은 시작되는 지점이 다르지만 하나의 강물을 이루며 나가듯이 경험 주체

가 환경과 지속적으로 상호작용하면서 동시에 과거의 경험을 토대로 현

재를 경험하며 미래를 향해 자아를 형성하고 확장해가는 것이다.

듀이는 자신의 경험적 방법을 유기체가 자연과 상호작용하는 통합적

관점(holistic view)으로 설명한다. 박철홍(2016: 112)에 따르면, 그것은

또한 일종의 교변작용 과정(transactional process)이다. 듀이는 경험의

전체성과 유기체의 계속성을 강조하며, 유기체의 행위를 설명하는 데에

계속성과 성장의 과정을 포함한다. 즉 듀이는 유기체가 환경과 지속적으

로 상호작용하는 과정을 강조하는 것이다. 이때, 중요한 점은 유기체가

환경과 상호작용하는 과정에서 서로 변화되고 성장한다는 점이다. 앞 절

에서 살펴보았듯이, 듀이에 의하면(2016: 171), 한 사람이 지닌 개성

(individuality)은 원래 잠재 가능성(potentiality)으로 존재하며 이 잠재

가능성은 주위 환경과의 상호 작용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드러나게 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듀이는 ‘자아(the self)’를 고정되고 선천적인 것이 아니

며(2016: 171) 환경과 상호작용을 통해서 형성되며 성장하는 것으로 본

것이다. ‘경험’은 세계와의 능동적이고 활발한 교섭의 과정인 환경과의

상호작용(2016: 50)으로 최상의 상태에서 ‘경험’은 자아와 사물과 사건으

로 구성된 세계가 완전히 상호 침투되어 하나가 된 경지를 말하는 것

(2016: 50)이라는 듀이의 설명을 통하여, 우리는 자아와 환경이 상호작용

하는 방식을 알 수 있다. 닫힌 자아는 환경과의 이러한 소통의 가능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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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기하므로 성장할 기회도 없는 것이다. 다시 말해, 자아는 ‘확장’되어야

성장할 수 있으며, 자아가 형성되는 과정은 자아 확장을 전제로 이루어

진다고 볼 수 있다.

이를 교육적 맥락에 적용해 보면, 교사의 지식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경험, 상호작용, 감정도 중요하고 의미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지식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변화 가능하고 학생은 지식을 받아들이기만 하는 존

재가 아니라 창조할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존재로 보는 열려있

는 입장이다. 이에 더하여, 듀이의 경험적 방법은 교육적 맥락에서 교사

와 학생이 서로 교육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교육의 주체라는 것을 가

정한다. 듀이에 따르면, 삶의 경험이 더 풍부한 교사가 방향을 제시하고

학생들과 함께 새로운 계획을 수립하는 상호 협동적인 과정(2002: 190)

이 되어야 한다. 이때 교사의 역할은 학생들에게 지시적이고 강압적으로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의 개별성을 파악하고 학생들이 경험

을 의미 있게 받아들이고 이를 통해 사고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것이다.

학생은 교사의 이러한 가르침을 통해 자신의 과거 경험을 돌이켜보고 현

재의 경험을 형성해가는 것이다.

교사 중심, 일방적 지식 전달 수업과 시험을 대비하기 위한 수업 상

황에서는 학생의 다양한 사고를 인정하지 않기에, 교사와 학생 또는 학

생들 간의 상호 협동적인 과정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기 어렵다. 교사와

학생은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고 이해함으로써 성장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면, 애당초 필자가 제기한 질문, 즉 교육적 ‘성장’은 무엇을 의미하는

지 살펴보자. 듀이가 의도한 교육적 ‘성장’은 이성, 감정, 신체를 총체적

으로 활용하여 경험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며 자신의 경험을 돌이켜보고

타인에게 열려있는 ‘새로운 자아’로 나아가는 삶의 태도를 형성하는 것으

로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교육적 ‘성장’은 교육적 과정에서 학생

에게만 일어나는 것일까? 듀이는 어른도 경험을 성장시키고 발전시킬 것

을 멈추어서는 안 된다(2010: 209)고 말한다. 듀이에게 있어서 ‘경험’은

삶(EN: 40)이고 ‘성장’은 경험의 재구성을 통해 일어난다. 즉 ‘성장’이 멈

춘 삶은 생명을 부지하지만, 삶을 풍부하고 의미 있게 받아들이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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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협하고 고립된 닫힌 자아가 살아가는 모습인 것이다. 따라서 ‘성장’은

학생뿐만 아니라 교사에게도 요청된다. 학생과 교사, 또는 학생과 동료

학생 간에 상호 협동적인 과정은 학생뿐만 아니라 교사에게도 ‘성장’할

가능성을 제공한다. 교사와 학생은 경험을 공유하고 지속적으로 재구성

함으로써 서로 성장하는 것이 듀이가 바라는 교육의 양상인 것이다.

그렇다면, 듀이가 학교 교육의 상황에서 학생이 급우들뿐만 아니라

교사와 상호 협동하는 방법으로 제안한 것은 무엇인가? 지금까지 논의한

듀이의 ‘교육적 경험’ 개념에 비추어 보면, 개인의 개별성과 다양성도 중

요하지만 인간은 타자와 연대하고 유대하는 것이 인간 본성의 자연스러

운 측면이고 자아 성장을 위해 필수적인 것이다. 여기서 타자와 연대하

고 유대하는 것은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는 대화를 통하여 소통하는 것으

로 이해할 수 있다. 듀이는 동물들이 서로 신호를 통해 표현하듯이, 인간

에게 있어서 삶의 한 형태의 경험 결과가 타자들의 행동과 연결되어 있

기에, 이러한 표현 기능은 언어, 의사소통, 담화가 된다(EN: 280)고 설명

한다. 이러한 듀이의 설명에 비추어, 학교 교육의 상황에서 학생이 타자

와 상호 협동하는 방법으로 ‘의사소통’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듀이는 그

의 저서 『공공성과 그 문제들』(2014)을 통하여 교변작용67)

(trans-action)이 대화를 하는 상황에 일어날 수 있다(2014: 12)고 설명한

다. 두 사람이 대화를 한다는 것은 두 사람이 경험을 공유하는 상황에

참여하고 있는 것이며, 행위의 결과가 한 사람에게서 다른 사람에게로

이전되는 것(2014: 12)이다. 듀이가 ‘의사소통’을 자아가 타자와 경험의

공유를 통한 성장을 이끄는 방법으로 간주하였다는 사실은 그의 여러 저

서에서 발견되는데, 그 중에 『철학의 재구성』(2010)의 일부분을 통해

이야기한 듀이의 생각을 살펴보자.

사회는 경험, 관념, 감정, 가치가 전달되고 공유되는 방식의 협력 과정

이다. 이러한 적극적인 과정에 대해 개인과 제도적인 조직 양자 모두가

67) 이 책의 역자인 정창호와 이유선(2014)은 ‘transaction’을 ‘교호작용’으로 번역하

였다. 그러나 필자는 앞에서 ‘transaction’을 박철홍(2016)의 번역에 따르기로 하여

‘교변작용’으로 표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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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속되어 있다고 진정으로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개인이 종속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타자로부터 경험을 받아들이고 전달하는 의사소통의

과정이 없이는 개인은 얼간이로, 단순히 감각만이 있을 뿐인 짐승으로 남

을 것이기 때문이다. 동료와의 협력을 통해서만 개인은 의식적인 경험의

중심이 된다. (2010: 227)

위의 인용문을 통하여 알 수 있듯이, 듀이는 의사소통의 과정을 통하

여 자아의 경험이 확장되고 형성된다고 믿었던 것이다. 그에 따르면, “의

사소통의 정서적인 힘인 공유된 삶과 경험이 가진 기적의 정서적인 힘이

자연스럽게 느껴질 때(2010: 230)”, 우리는 삶을 풍요롭게 살 수 있는 것

이다. 자아는 타자와의 ‘의사소통’을 통해서 자신의 경험을 표현하고 타

자의 경험을 경청함으로써 상상력이 발휘된다. 필자가 앞 절에서 설명하

였듯이, 상상력은 경험의 주요한 심미적 요소이다. 그리고 필자가 앞서

설명하였듯이, 듀이는 상상력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개인의 사적 이익을

벗어나서 비교적 넓고 공정한 관점에서 생각할 수 있게 한다는 점(2016:

276)이라 설명한다. 필자가 해석하기에, 자아는 타자와 경험을 공유하는

과정에서 상상력을 발휘하고 타자의 경험을 이해하는 동시에, 타자의 경

험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 자신의 경험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상상력은 타자와의 ‘의사소통’을 통하여 발휘될 수 있으며 자아를 확장하

고 형성해나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다양한 개성을

가지고 있는 개인들이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며 자아의 경험이 타자로부

터 인정받고 타자의 경험을 이해함으로써, 자아의 경험은 확장되는 것이

다. 이렇게 자아가 타자와 경험을 공유하는 과정에서 자아는 ‘사회적 공

감(social sympathies)’을 경험한다.

듀이는 이러한 의사소통, 공유, 그리고 공동의 참여는 도덕법칙과 목

적을 보편화하는 유일한 현실적인 방법(2010: 226)이라 강조한다. 여기에

서 도덕 법칙과 목적을 보편화한다는 것은 공동체 구성원 간에 합의된

목적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보편화된 목적과 도덕 법칙은 공동체 구성

원의 다양성이 인정받으며 타자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풍토가 형성되어야

합의에 이르는 과정이 보다 열려있지 않을까? 물론 사회도 마찬가지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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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학교는 다양한 개성을 가진 학생들이 모여 있는 곳이다. 이러한 다양

한 개성을 가진 개인이 자신과 다른 타자를 이해하지 못하고 심지어 혐

오하는 분위기가 학교 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다. 듀이는 ‘의

사소통’을 통하여 자신과 다른 타자와 경험을 공유할 기회를 마련하고

서로의 생각과 느낌을 표현함으로써 자아를 확장하는 길이 ‘건전한’ 공동

체를 형성하는 방법이고, 공동체가 민주적이어야 공동체를 구성하는 개

인이 잠재력을 발휘하고 개개인의 능력을 개발시킬 수 있다고 믿었던 것

이다. 자아가 서로의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경험을 재구성하는 ‘성장’이

일어나는 것이다. 그리고 자아의 ‘성장’이 일어나기 위해서 ‘교육적 경험’

이 필요한 것이다. 듀이는 교육의 과업을 경험의 해방과 확장으로 정의

될 수 있다(2010: 177)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듀이의 사유에 비추어 볼

때, 학교의 역할은 자아가 닫힌 마음을 깨고 ‘새로운 자아’로 거듭나도록

학생들에게 ‘교육적 경험’을 제공해 주는 것이라 볼 수 있다.

필자는 본 절을 통하여 자아 형성과 자아 확장을 하는 데에 타자와의

상호작용이 필수적 요소라는 듀이의 입장을 확인하였다. 필자는 앞 장에

서, 듀이의 ‘하나의 경험’ 개념이 교육적 맥락에서 적용할 가치가 있다고

설명하였다. 그러나 ‘하나의 경험’은 하나의 완료된 경험으로 또 다른 경

험과 연결되지 못하고 거기서 그친다면 더 이상의 ‘성장’을 기대하기 어

려울 것이다. 듀이는 ‘경험’이 계속적으로 재구성될 때에 교육적 ‘성장’이

일어난다고 보았다. 자아의 경험이 확장되는 ‘성장’을 교육의 목적으로

볼 때, 듀이의 ‘교육적 경험’의 특징은 지금까지의 논의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듀이에게 교육적 경험은 일차적 경험(primary experience)에서

출발하여, 반성적 사고를 통하여 다시 이 일차적 경험을 검토해보는 이

차적 경험을 거쳐 미래를 예측하는 삼차적 경험의 단계를 거치며 형성되

는 경험이다. 김동식(2005: 73)은 이차적 경험이란 일차적 경험에 대하여

숙고하고 반성하는 과정이라는 점에서, 이를 반성적 경험이라 일컫는다.

그리고 박철홍(1995)에 따르면, 반성적 경험의 단계는 주체가 대면하고

있는 경험 상황을 새로운 관점에서 포착하게 되면서 시작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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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면, 주체가 어떠한 상황이나 사건을 접했을 때 그 경험에 대해 거

리를 두고 ‘사고’를 하는 것이 반성적 경험인 것이다. 그리고 여기에서

더 나아가 이 사고에 비추어 미래를 예측하는 ‘삼차적 경험’을 하는 과정

이 이루어지고 그 결과에 대하여 검증하는 과정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때, ‘교육적 경험’이라 할 수 있다.

둘째, 듀이의 교육적 경험은 행위자(agent)가 환경과 교변작용 과정

(transactional process)을 통하여 ‘서로’ 변화하고 성장한다는 특징이 있

다. 듀이에 따르면, 교육은 본질적으로 사회적 과정이며, 개인은 그 자체

로 홀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집단의 구성원으로 존재(2002: 167)

한다. 그리고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구성원들 사이의 상호작

용(interaction)과 의사소통(communication)을 한다는 것을 의미(2002:

167)한다. 따라서 듀이의 교육적 경험은 행위자가 환경과 상호작용하면

서 서로에게 변화가 일어나는 과정을 말하는 것이다. 박철홍(2002: 139)

은 이러한 교육적 경험의 특징을 ‘교변작용(transactional process)’이라

일컬었다. 교육에서 이러한 교변작용이 일어날 때 자아의 경험이 재구성

되고 성장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듀이의 ‘교육적 경험’의 특징은 삶의 경험(life

experience)이나 일상적 경험(ordinary experience)과 연관되어 일어난다

는 점이다. 이는 듀이의 다음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 있다.

학교에서의 큰 낭비는, 아동(학생)이 학교 밖에서 얻는 경험을 학교에

서는 완전히 자유로운 방법으로 활용할 수 없고, 또 한편으로는 학교에서

배우는 것을 일상생활에 적용할 수 없다는 데서 나옵니다. 그것은 학교가

고립되어 있다는 것, 생활로부터 고립되어 있음을 의미합니다. (Dewey,

1934/ 박철홍 (역), 2016: 82)

위의 인용문에서 알 수 있듯이, 듀이는 일상적 경험으로부터의 반성

(reflection)을 중시하였고, 학교 교육에서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교육 내

용은 일상적 경험과 관련되어야 한다는 것이 듀이의 설명이다. 듀이는

일상적 경험과 분리해서 가르치는 교과는 ‘방수 처리된 방’(2002: 147)에



- 100 -

놓여있는 것이라 비판하였다. 듀이에 의하면, 특수한 방에 갇혀있는 지식

은 다른 경험들과 분리되고 단절된 상태에 있기에 우리의 실제 삶의 상

황에서 사용할 수 없다(2002: 141)는 것이다. 따라서 일상적 경험으로부

터 단절된 교육은 듀이가 교육적 경험의 기준으로 제시한 ‘경험의 계속

성’과 ‘경험의 상호작용’(2002: 147)의 원리와 배치(背馳)된다고 볼 수 있

다. 우리는 듀이의 다음 이야기를 통해서, 듀이가 교육적 경험의 전제 조

건으로 일상적 경험과 관련된 교육을 강조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교육이 일상적인 경험 속에 들어있는 가능성을 현명하게 발달시키는 일

이 된다면 교육은 굉장한 잠재 가능성을 발휘하게 될 것입니다.

(2002: 219)

이상과 같이 필자가 선별한 듀이의 ‘교육적 경험’의 세 가지 특징은

듀이가 교육적 경험의 기준으로 제시한 ‘경험의 계속성’과 ‘경험의 상호

작용’을 충족시킨다. 즉, 듀이의 교육적 경험은 필자가 앞 장에서 정리한

‘하나의 경험’이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진행되고 다른 경험과 상호작용하

며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과정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리고

필자는 앞 절에서 ‘하나의 경험’은 지적 경험과 심미적 경험을 아우르는

특징이 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 따라서 ‘교육적 경험’으로 이루어지는 모

든 경험의 단계에서 경험 행위자의 이성적 측면, 감정적 측면 그리고 신

체적 측면이 총체적으로 작용하는 것이다.

듀이의 ‘교육적 경험’의 특징은 오늘날 우리 학교 교육에 의미 있는

시사점을 제공한다. 듀이의 ‘교육적 경험’의 특징을 학교 현장에 적용해

볼 때, 교사는 학생과의 의사소통의 기회를 마련하여 학생 개개인에 대

하여 이해하려고 노력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학교는 학생들이 교육 활

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학생들에게 일상적 삶과

관련된 ‘교육적 경험’을 체험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으며,

학생들에게 경험을 통하여 사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학생들

이 일상생활과 연관된 ‘교육적 경험’에 의미 있게 참여함으로써, 자신의

과거 경험을 돌이켜보며 현재의 경험을 해석하고 미래의 자아를 그려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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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된다. 그리고 타자와 소통함으로써 타자의 경험을 이해하고 자신의

경험을 확장하여 ‘성장’이 일어나는 것이다. 무엇보다 학생들은 일상생활

과 관련된 학교에서의 ‘교육적 경험’을 통하여 삶을 통하여 겪는 문제들

을 현명하게 검토하고 자신의 행위에 대한 결과를 예측할 수 있는 능력

을 함양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더하여, 학생들이 자신의 참된 개성과

주체성을 발휘하면서도 타자의 경험을 이해하고 공유할 줄 아는 ‘열린

태도’를 갖게 된다면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경험은 교육적으로 가치 있는

경험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살펴본 듀이의 ‘교육적 경험’ 개념의 특징은 필자가 앞 장

에서 정립한 ‘넓은 의미의 체험교육’ 개념과 맞닿아 있다. 예컨대, 딜타이

가 체험을 시간의 흐름으로 규정한 점은 듀이의 일차적 경험과 이차적

경험이 연결되는 방식과 유사한 맥락에 있고, 체험과 삶을 연관 지은 가

다머의 사유는 듀이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경험의 특징과 공통된 부분이

있다. 그리고 메를로-퐁티가 일상적 체험을 복원하고 ‘관계 맺음’을 강조

한 점은 듀이의 ‘교육적 경험’ 개념의 특징에도 드러난다. 그러나 필자가

앞 장에서 지적하였듯이, 딜타이가 정신과 신체의 이분법을 벗어나지 못

한 점, 가다머가 ‘타자’의 존재를 염두에 두지 않았다는 점, 마지막으로

체험 행위자의 주체성에 대한 메를로-퐁티의 설명이 부족한 점은 듀이

의 ‘교육적 경험’의 특징에 의해 보완되고 구체화된다고 볼 수 있다. 이

러한 점에서, 듀이의 ‘교육적 경험’ 개념은 교육 상황에 적용하기에 ‘넓은

의미의 체험 교육’ 개념보다 더욱 구체적으로 방향을 제시해준다. 따라서

필자는 다음 장에서 듀이의 ‘교육적 경험’ 개념을 토대로, 중학교 자유학

기제에서 이루어지는 ‘체험활동’을 보다 면밀하게 검토해보고 듀이의 ‘교

육적 경험’이 자유학기제의 실천에 어떠한 함의를 줄 수 있는지 탐색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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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듀이의 ‘교육적 경험’ 개념이 중학교

자유학기제의 실천에 주는 함의

필자는 앞 장을 통하여 듀이의 ‘경험’ 개념을 검토하고 그중에서 특

별히 교육적으로 의미 있는 특징들을 선별하여 ‘교육적 경험’이 어떠한

경험인지 탐색해 보았다. 듀이는 모든 ‘경험’이 교육적으로 의미 있는 것

은 아니며, 교육적인 경험이 있지만 비교육적인 경험도 존재한다고 지적

하였다. 우리가 앞 장을 통하여 살펴보았듯이, ‘교육적 경험’은 학생이 학

교에서 이루어지는 교육 활동의 경험을 통하여 ‘자아’를 형성하고 확장하

도록 도움을 줄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앞 장에서 ‘교육

적 경험’의 특징을 탐색해 보았고, 이러한 작업을 통하여 학생들에게 자

유학기제 하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이 보다 의미 있는 ‘교육적 경험’이 되

도록 수업을 기획하고 실행하는 데에 하나의 방향을 재고해 볼 수 있다.

따라서 필자는 본 장을 통하여, ‘교육적 경험’ 개념이 중학교 자유학기제

의 실천에 어떠한 함의를 제공할 수 있으며, 어떠한 방식으로 적용될 수

있는지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기존의 학교 교육은 입시에 초점을 두고 이루어졌고 학생들은 학교

교육을 대학 입시에 대비하기 위한 수단으로만 생각하며, 학교에서 이루

어지는 교육을 통하여 자신을 돌이켜보며 타인의 입장을 고려하고 공감

할 ‘여유’가 없었던 것이 사실이다. 학교 현장에서는 경쟁적인 분위기 속

에서, 학교 폭력이 끊이지 않고 자신과 다르다는 이유로 타자에 대한 혐

오의 분위기가 만연해 있다. 이러한 학교 교육의 무력함에 대한 반성으

로 인성 교육, 진로 교육 강화, 창의적 체험학습 등의 교육과정과 교육

정책 등이 등장하였다. 이러한 교육과정과 교육 정책들은 입시 위주의

교육에서 나타나는 폐단을 해결하고 대안을 마련하고자 기획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수업 개선에 대한 방안으로 ‘거꾸로 수업’, ‘하브루타

수업’, ‘프로젝트 학습’ 등의 다양한 수업 방법이 소개되었다. 물론 학교

교육을 개선하고자 하는 이러한 노력들은 교육적으로 의미 있으며 긍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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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흐름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학교 현장의 교사들은 수많은 교수

방법 중 어떠한 방법을 선택해야 할지 고민하며 자신에게 맞는 기존의

수업 방법이 아닌, 새로운 방법을 다시 배워야 할지 혼란스러워 하기도

한다.

이러한 교육 현장의 분위기 속에서 국가 교육 정책으로 그 동안 추진

해 온 진로 교육을 확대하고 더욱 강화할 필요(교육부, 2013: 1; 정광순,

2013: 402 재인용)와 학생들의 꿈과 끼를 살려주기 위해 기존의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자유학기제를 통해 통합하고 연계하며 체계화할 필요에서

중학교 자유학기제가 도입되었다.(정광순, 2013: 402) 자유학기제가 시행

되는 학기 동안에는 학생이 자신의 진로를 탐색하고 적성과 소질을 발견

하며 인성을 함양할 수 있는 다양한 체험활동을 할 수 있도록 단위 학교

는 주어진 교육과정을 유연하게 운영(정광순 2013: 402)할 수 있다. 따라

서 자유학기제의 교육은 ‘체험’이 강조되는 수업이 이루어지도록 방향이

제시되었고 단위 학교에서 교육과정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특징

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중학교의 자유학기제가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4년

이 지난 현시점에서, 교육 주체인 많은 교사들과 학부모들은 자유학기제

의 취지에는 공감하나 자유학기제의 실천 과정에서는 여전히 혼란스러워

한다. 심지어 몇몇 교사들은 자유학기제 이전의 아이들과 이후의 아이들

을 비교하며, 혼란스럽고 무질서한 학교 분위기의 원인을 자유학기제에

돌리곤 한다.

이러한 현상은 교육 주체들이 자유학기제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그

에 따른 실천에 있어서 어려움을 느끼며 자유학기제의 교육적 효과에 대

하여 의심하고 있다는 사실을 방증하는 것이다. 필자는 자유학기제에서

독려하는 ‘체험활동’이 학생들의 경험을 풍부하게 하며 자아를 형성하고

확장하도록 돕기 위한 기획이기에 교육적으로 의미 있다고 생각한다. 그

러나 교육 주체인 교사들과 학생들이 ‘체험’의 교육적 의미를 심도 있게

검토하지 않고 좁은 의미로 해석할 경우에, ‘체험활동’의 교육적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학생들이 자유학기제 ‘체험활동’의 경험을 통하

여 ‘자아’를 이해하고 확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면, 자유학기제의 ‘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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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은 학생들에게 교육적으로 의미 있는 경험이 되는 것이다. 우리가

앞의 3장에서 살펴보았듯이, 듀이의 ‘교육적 경험’ 개념은 학생으로 하여

금 ‘자아’를 이해하고 확장하도록 돕는 교육을 기획하고 실천하는 데에

많은 함의를 지니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필자는, 듀이의 ‘교육적 경험’

개념이 자유학기제의 실천에 어떠한 함의를 제공할 수 있는지 탐색해 보

고자 한다. 이를 위해, 필자는 앞의 3장에서 살펴보았던 듀이의 ‘교육적

경험’의 세 가지 특징들에 비추어서, 자유학기제의 프로그램을 분석하고

살펴볼 것이다.

1. 듀이의 경험학습과 중학교 자유학기제 ‘체험’의 관계

필자가 앞의 2장에서 설명하였듯이, 자유학기의 교육과정은 기본 교

과 수업으로 이루어지는 ‘교과’ 교육과정과 진로 탐색 활동, 주제선택 활

동, 동아리 활동, 예술·체육 활동 중심의 네 가지 활동 영역으로 구성된

‘자유학기 활동’으로 나누어져 있다. 그리고 ‘자유학기 활동’은 학생이 원

하는 수업을 선택하여 참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주로 오전에 이루어

지는 ‘교과’ 교육과정은 자유학기제 하에서 이루어지지만, 교사 중심 수

업의 형태로 진행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한편, 자유학기제 하에서 이루

어지는 수업에 대한 방향성은 교사 중심의 주입식 교육 대신에 토론, 실

습 등 다양한 체험활동 중심으로 수업이 꾸려지도록 독려되는 것이지만,

이러한 토론, 실습 등의 체험활동이 학생의 가시적인 신체적 활동으로만

해석되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다. 필자는 앞의 2장에서 자유학기제 ‘체

험교육’의 실천에 드러나는 문제점들에 대한 원인을 교육적 ‘체험’ 개념

에 대한 오해에 있다고 판단하고 그에 대하여 해명하였다. 본 절에서는

듀이의 ‘교육적 경험’의 특징에 비추어서, 자유학기제의 체험활동이 ‘교육

적 경험’으로 이루어지도록 이론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작업으로서, 자

유학기제 하에서 이루어지는 ‘체험’의 양상과 듀이의 경험 학습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듀이에 의하면(2012: 350), 우리 ‘경험’의 상당 부분은 우리와 사물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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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끼어들어서 사물을 대신하는 일체의 언어, 또는 일체의 상징으로

이루어져 있다. 듀이는 이러한 상징이라는 보조 수단에 의하여 얻어지는

경험을 ‘매개된(mediated)’ 경험(2012: 350)이라고 설명한다. 그리고 우리

는 이러한 ‘매개된 경험’을 흔히 ‘간접 경험’이라고 한다. 교과 수업에서

주로 이루어지는 강의식 수업은 교사가 학생에게 교사 자신의 언어로 교

과를 연결해 주는 형태로 이루어지므로, 학생은 교사의 강의식 수업을

통해 교과에 대한 ‘간접 경험’을 한다고 볼 수 있다. 반면에, 상징적 매체

의 개입을 통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생생하게 직접 참여하는 경험은 ‘직

접 경험’이라고 듀이는 설명(2012: 350)한다. 우리는 ‘직접 경험’으로 ‘생

생한 느낌(realizing sense)’을 가질 수 있는데, 이러한 ‘생생한 느낌’은

우리가 흔히 ‘실감’이라고 하며 경험 대상인 사물을 ‘직접적으로 인식68)

(진정한 인식)’하게 된다고 듀이는 말한다.(2012: 350)

교육의 상황에서 학생이 교과를 ‘직접적으로 인식’한다는 것은 교과

내용을 잘 이해하고 교과를 자신과 의미 있게 관련시키는 ‘경험’(2012:

350)이라 할 수 있다. 물론 학생이 교사의 강의식 수업이나 교과서의 글

을 통해 교과를 의미 있게 받아들이고 생생하게 느낀다면, 상징적 매체

를 통해서도 ‘직접 경험’을 할 수 있는 것이다. 필자가 보기에, ‘직접 경

험’은 경험의 행위자(agent)가 ‘경험’ 상황을 생생하게 느끼며 받아들이는

것으로, 행위자(agent)가 ‘경험’ 상황에 능동적으로 참여하여 ‘자아’와 관

련짓는다면 그러한 경험 상황은 경험의 행위자에게 ‘직접 경험’이 되는

것이다.

듀이에 의하면, 학교 교육은 본격적인 사태를 마련하여 학생이 직접

68) 듀이는 “‘직접적 인식’이라는 말이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의미인 ‘감상’은 ‘경멸’
과 반대된다”고 설명(2012: 358)한다. 듀이에 의하면, ‘감상’은 “보통의 경험 중에
서 마음이 끌리는 면, 완전하게 동화하고 싶은 면, 즐거움을 주는 면을 고양하는
것”(Ibid.)이다. 이러한 ‘감상’은 “문학, 음악, 회화 등이 교육에서 수행하는 으뜸가
는 기능”(Ibid.)인데, 그러한 활동은 “내재적으로 또는 직접적으로 즐거울 뿐만 아
니라 그 이상의 목적을 수행하기도 한다”(Ibid.)고 듀이는 설명한다. 그에 의하면,
“‘감상’은 취향을 결정하고 이후 경험의 가치를 판단하는 표준을 형성해주는 모든
직접적 인식이 수행하는 임무를 더 광범위하고 깊이 있게 수행”(Ibid, 359)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필자가 해석하기에, ‘직접적으로 인식’하는 것은 경험의 질을 변화
시키는 계기가 되는데 듀이는 ‘직접적 인식’을 오감으로 직접 체험한다는 의미를
넘어서 ‘마음’의 문제로 간주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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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하도록 함으로써 학교에서 전달하려고 하는 내용과 다루려고 하는

문제의 중요성을 학생들에게 알도록 하는 것이 중요(2012: 350)하다. 듀

이는 이렇게 학생들로 하여금 사실과 문제에 직접 익숙해지도록 하는 것

인 ‘감을 잡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교과를 배우는 초보 단계에서 필요

(2012: 353)하다고 설명한다. 그에 따르면(2012: 353), 교과를 배우는 초

보 단계에 있는 학생들에게 교과를 소개할 때에 중요한 점은 학생들에게

‘직접 인식’을 하도록 함으로써, 경험의 폭을 넓히고 풍부하게 하며 지적

진보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는 것이다. 필자가 해석하기에, 교과를 처음

배우는 학생들에게 낯선 대상인 교과가 보다 ‘친숙하게 와닿도록’하기 위

해서는 ‘직접 체험’해 보도록 하는 편이 낫다는 것이다. 일례로, 사칙 연

산을 처음 배우는 아이에게 사칙 연산의 기호들을 먼저 알려 주기보다는

실제 사물을 가지고 사칙 연산의 원리를 파악하도록 하는 것이 사칙 연

산에 대해 ‘직접 체험’해 보도록 하는 방법일 것이다.

우리가 앞의 2장에서 살펴보았듯이, 자유학기제의 ‘체험활동’은 학생

들이 문화예술 활동과 교과를 ‘직접 체험’해 보도록 기획되었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자유학기제는 중학교 교육 과정의 1학년 1학기나 2학

기, 2학년 1학기 중에(김은영, 2016: 36) 한 학기를 학교 급별로 정할 수

있는데, 대체로 자유학기는 중학교 1학년 1학기나 2학기에 시행되고, 2학

년과 3학년 교육과정에서는 일부 교과목에 한정해서 연계 자유학기 수업

이 이루어진다. 중학교에 입학해서 초등학교에서 배운 교과에 비해, 범위

가 넓어지고 본격적으로 전문적 학문의 기초 단계를 배우는 과정에 놓여

있는 중학교 1학년 학생들에게 교과에 대한 ‘직접 경험’의 기회를 부여하

는 것은 상당히 의미 있다. 교과에 대한 이해에 있어서 초보 단계에 있

는 학생들에게 체험을 통한 ‘직접 경험’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은 교육적

효과가 크지만, 그간 학교 현장에서는 시간적, 공간적 한계로 학생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체험을 통한 ‘직접 경험’의 기회는 지극히 한정적이었다.

그러나 자유학기제를 통한 ‘체험활동’은 학생들에게 ‘직접 경험’의 기회를

보다 풍부하게 제공해 줌으로써, 학생들이 학교에서의 ‘경험’을 보다 의

미 있고 폭넓게 겪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학생들에게 ‘직접 경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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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학생이 교과에 대해 보다 쉽게 이해하도록 도우

며, 학생이 교과를 통해 ‘자아’를 이해할 뿐만 아니라 세계와 만날 수 있

는 교과와의 ‘관계 형성’이 이루어지도록 도울 수 있는 것이다. 다시 말

하여, 우리는 자유학기제 ‘체험활동’을 통해 학생들에게 ‘직접 경험’의 기

회를 제공함으로써, 학생이 이러한 ‘직접 경험’을 통하여 자기 자신에 대

하여 이해하고 삶에서 느낌과 생각을 풍부하게 할 수 있게 되는 교육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그렇다면, 자유학기제의 ‘체험활동’을 통해 학생들에게 무조건 ‘체험’

을 많이 하도록 하면, 그러한 활동들은 학생들에게 ‘교육적 경험’이 될

수 있을까? 수박 겉핥기식의 체험은 학생들이 표면적으로만 경험하도록

함으로써 학생들에게 편견을 가지도록 할 수 있고 자유학기제 하에서 이

루어지는 ‘체험활동’이 학생들에게 오히려 시간 낭비가 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자유학기제의 ‘체험활동’이 학생들에게 보다 교육적으로 의미 있

는 경험이 되도록 돕기 위해 필자가 앞의 3장에서 검토한 ‘교육적 경험’

의 특징에 비추어, 중학교 자유학기제 ‘체험’ 활동의 실천 양상을 간접적

으로 검토해보며, 듀이의 경험 학습과의 관계를 탐색하고자 한다.

우리는 앞의 3장에서 듀이의 ‘교육적 경험’ 개념의 세 가지 특징을 탐

색하였다. 이 세 가지 특징 중 하나는 경험 행위자(agent)의 이성, 감정,

신체가 총체적으로 작용하는 일차적 경험을 거쳐, 일차적 경험을 재해석

하고 돌이켜보는 반성적 경험인 이차적 경험, 그리고 이를 토대로 미래

를 예측하는 삼차적 경험의 단계를 거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단계가

지속적으로 일어날 때 ‘교육적 경험’이라 할 수 있다. ‘교육적 경험’의 이

러한 특징은 경험의 행위자가 ‘경험’을 통하여 ‘자아’를 형성하는 과정으

로 이해될 수 있다. 이것은 경험의 행위자가 ‘경험’을 통해 자신의 생각

과 느낌을 돌이켜보며 검토하는 과정으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 자기 자

신과 관계를 형성하는 과정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또한 경험의 행위

자는 미래에 대해 예측하면서 자신의 미래 자아를 그려보고, 자신의 행

위가 타자에게 미치게 될 영향을 예측하는 경험의 단계를 거치면서 자

아가 확장되는 것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경험의 행위자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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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의 세 단계를 거치면서 자신이 ‘최초의 경험’을 통해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느꼈는지 파악하며, 자기 자신의 존재를 인식하고 이해하게 되는

것이다. 더 나아가,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반성적으로 되새겨 보는 과정

에서 거리를 두고 자신을 바라보게 되며, ‘자아’와 타자와의 연관 관계를

생각함으로써 사고의 지평을 넓히고 타자의 입장에서 공감하는 능력을

함양하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교육적 경험’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단계는 경험의 행위자가 ‘경험’을 통해 ‘자아’를 인식하고 확장하도록 돕

는 단계로 볼 수 있다.

우리는 자유학기제의 취지가 ‘학생의 꿈과 끼를 찾을 수 있도록 수업

운영을 토론, 실습 등 학생 참여형으로 개선하는’ 것이라는 것을 앞의 2

장에서 검토하였다. 여기에서 ‘학생의 꿈과 끼를 찾도록’ 한다는 것은 자

신이 관심 있는 분야가 무엇인지 탐색해보고 미래 자아를 그려보도록 하

는 것이므로 ‘자아 탐색’의 과정으로 볼 수 있다. 그렇다면, 학생이 ‘자아’

를 탐색하도록 돕는 자유학기제의 ‘체험활동’의 방향성에 대한 의미 있는

함의를 얻고자 할 때, 듀이의 ‘교육적 경험’의 첫 번째 특징을 하나의 규

범으로 활용할 수 있을지 모른다. 이러한 맥락에서, 실제 자유학기제가

운영되고 있는 학교 현장에서 ‘체험활동’이 어떻게 실천되고 있는지 필자

의 경험과 문헌들을 통해 검토해 보고자 한다.

자유학기제 하에서 이루어지는 ‘체험활동’의 양상을 필자의 경험과 문

헌들을 통해 살펴보면, 자유학기제의 ‘자유학기 활동’은 동아리 활동, 예

술·체육 활동, 진로 탐색 활동, 주제선택활동 중심으로 구성되는 ‘체험

활동’ 위주의 수업이라고 볼 수 있다. 자유학기제에서 시행되고 있는 ‘자

유학기 활동’ 중 동아리 활동 프로그램들은 자유학기 이후의 학기로 이

어지지 않고 한 학기에만 배우고 마는 등 체험 활동이 연속적이지 않고

단절적으로 이루어지며, 일회성의 체험에 그치는 경향(여지영 외, 2016;

신철균, 2014 등)이 있다. 자유학기제 하에서 추구하는 ‘체험활동’의 궁극

적 목표는 “학생들이 적성과 소질을 찾아 그에 적합한 진로 목표를 설정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여지영 외, 2016: 5)인데 자유학기제가 시행되고

있는 학교 현장의 체험 프로그램들은 학생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고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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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져 있으며, 학생들이 정해진 프로그램을 선착순으로 선택하기에 학생

들의 선택권이 제한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여지영 외의 ‘중학생의 자유

학기제 경험’ 연구 결과(2016: 704)에서 연구 참여자들인 학생들은 “진로

체험에 있어서 학교 측의 사전 준비가 미흡했으며 체험활동이 자신의 적

성에 맞지 않거나 흥미가 없는 곳으로 진로 체험을 가는 것은 시간적,

물질적 손해라 아쉬워했다”는 것으로 학생들은 자유학기제에서 이루어지

는 진로 체험을 통하여 의미 있는 경험을 하지 못한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물론, 학교에 따라 체험활동이 학생들의 흥미를 고려하여 이루어지

는 경우도 많겠지만, 위 연구에서 학생들의 의견은 학교에서의 진로체험

을 통하여 의미를 찾지 못했다는 것을 말해준다. 교육적 경험의 시작 단

계인 ‘일차적 경험’은 경험의 행위자가 경험이 일어나는 상황에 관심을

가지고 능동적으로 참여할 때에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는데, 자유학기

제 ‘체험활동’ 프로그램에 대한 이러한 접근 방식으로는 ‘교육적 경험’이

이루어지는 시작 단계인 ‘일차적 경험’ 조차 일어나기 어려울 것이다.

또한 자유학기제의 ‘체험활동’이 실천되는 양상을 간접적으로 살펴보

면, 학생들이 자유학기제의 ‘체험활동’을 통하여 겪는 최초의 경험인 ‘일

차적 경험’에 대하여 반성적으로 검토하는 ‘이차적 경험’을 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듀이의 ‘교육적 경험’ 특성에 비추어 보면, 일차적 경험을 검토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때에 이차적 경험으로 연결됨으로써 의미 있는

경험이 되는 것이다. 듀이의 ‘경험’ 개념은 단지 과거에 무언가를 해 봄,

또는 현재에 새로운 무언가를 해 본다는 의미에 국한되지 않는다. 행위

자(agent)가 ‘경험’을 통하여 과거의 ‘자아’와 현재의 ‘자아’, 그리고 미래

의 ‘자아’를 형성하고 확장해가는 하나의 흐름으로 이어질 때에, 그 ‘경

험’은 비로소 ‘교육적 경험’이 되는 것이다. 그렇지만 학교 현장에서 시행

되는 자유학기제의 체험 활동은 연속적이지 않고 각각 단절적으로 이루

어지고 일회성의 체험에 그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여러 연구 결과(여

지영 외, 2016; 신철균, 2014 등)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자

유학기제에서 기획되고 실행되는 ‘체험교육’은 학생들이 관심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는 ‘체험’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일차적 경험’을



- 110 -

검토하며 미래의 경험과 이어질 수 있도록 계획되고 실천될 필요가 있

다.

자유학기제의 ‘자유학기 활동’ 중 예술·체육 활동은 기본 교과의 미

술, 음악과 체육의 수업 내용을 확장하거나 새로운 교육 내용을 활용할

수 있으며 교육 내용뿐만 아니라 수업 방법에서도 교사가 자율적으로 운

영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유정애 외(2015: 902-903)에 따르면, 기본 교과

의 체육 수업69)은 자유학기제의 예술·체육 활동과 방향성에서 구분되며,

자유학기제의 예술·체육 활동은 예술과 체육 분야에 학생들이 다양한 재

능과 꿈을 발현하기 위한 것이고 학생들의 교육적 관심과 욕구가 다양하

게 나타나므로 “수업 방법에서도 다양성이 수반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유정애 외(2015: 902)는 자유학기제의 예술·체육 활동에서는 단지 축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축구 해설가, 축구 행정가, 축구 기록 분석관 등 축구

와 관련된 진로 교육을 실행하는 데에 목적을 둘 수 있다”는 것이다. 그

러나 학교 현장에서는 자유학기제의 예술·체육 활동이 기본 교과의 예

술·체육 수업을 대체하는 개념으로 오인되고 있어 기본 교과의 “예술·체

육의 실기 활동으로 동일시”되고 있는 현상이 목격된다고 유정애 외

(2015: 909)는 지적한다. 학교 현장에서, 위 사례의 경우처럼 자유학기

활동의 ‘체험 활동’이 단지 실기 활동으로 잘못 인식되어 이루어진다면

우리는 자유학기제를 통한 ‘교육적 경험’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우

리가 학생들에게 자유학기제를 통한 ‘교육적 경험’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

해서는, ‘체험활동’의 교육적 의미를 심도 있게 이해해야 할 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흥미와 관심 등으로 해석될 수 있는 학생들의 ‘과거 경험’을 이

해할 필요가 있다. 교사는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자유학기제 프로그

램의 특성과 취지에 맞도록 자유학기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실천할 수

69) 기본 교과의 체육 수업은 ‘다양한 신체 활동을 통하여 학생 개개인의 움직임 욕
구를 실천하고 운동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기능과 체력을 증진시키며, 운동과 건
강에 관한 지식을 이해하여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태도의 함양’(교육부, 2009; 황
지연 외, 2016: 958 재인용)을 목표로 하지만, 자유학기제의 체육 활동은 ‘학생들
로 하여금 신체 활동의 다양한 가치를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며, 학생의 선택권을 최대한 존중하는 프로그램을 제공하도록 하는 것’(최상
덕 외, 2014; 황지연 외, 2016: 958 재인용)을 목표로 한다. 따라서 기본 교과의
체육 수업과 자유학기제의 ‘체육 활동’은 목표와 성격이 다르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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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을 것이다.

박철홍은 그의 논문 ‘경험의 창조적 개연으로서 학습의 의미: 경험중

심교육과정관의 재발견’(2003)을 통해 “이성적, 반성적 사고는 반성적 사

고 행위 이전에 일차적 경험에서 포착된 무엇, 즉 경험 상황에서 직접적

으로 포착된 질적 특성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Dewey, 『Qualitative

Thought』: 259; 박철홍, 2003: 173 재인용)는 듀이의 이야기를 소개하였

다. 이차적 경험인 반성적 사고는 일차적 경험 이후에 일어나며, 일차적

경험은 경험의 행위자가 관심을 갖는 의미 있는 경험일 때 시작되는 것

으로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듀이의 ‘교육적 경험’에서 시작 단계인 ‘일

차적 경험’은 경험의 행위자에게 ‘사로잡는 무엇’ 혹은 ‘관심 있어서 몰입

하여 참여할 수 있는 무엇’을 접할 때 시작되는 것이다. 그러나 필자가

예로 들었던 유정애 외(2015: 909)의 연구에서 살펴본 자유학기 활동의

예술·체육 활동은 학생들의 다양한 관심사를 반영하지 않고 기존의 체육

교과 수업처럼 축구, 배드민턴과 같은 신체적 활동의 기능을 기계적으로

습득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수업의 실천 양상으로는 축구와 배드민턴에

관심 있는 몇몇 학생들은 적극적으로 참여할지 몰라도 신체 활동을 하는

데에 관심이 없는 학생들에게는 ‘교육적 경험’의 시작 단계인 ‘일차적 경

험’조차도 일어날 수 없는 것이다.

다른 사례로, 필자가 담당하였던 자유학기제 ‘자유학기 활동’의 예술·

체육 프로그램 중 ‘난타반’에 대하여 이야기해 보고자 한다. ‘난타반’은

학생들이 선택하여 참여한 자유학기제 프로그램이다70). 학생이 난타 수

업을 통하여 장단을 배우고 북을 치는 경험은 ‘일차적 경험’이 될 수 있

다. 만약에 학생이 박자를 잘못 맞추거나 전체와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실수를 하는 경우에, 왜 잘못을 했는지, 어떤 부분에서 북을 잘못 쳤는지

사고하는 과정에서는 ‘이차적 경험’인 반성적 사고가 일어나는 것이다.

더 나아가, 학생이 타인과 조화를 이루어 장단을 맞추며 북을 어떻게 연

주해야 하는지 사고하는 것은 미래를 예측하는 ‘삼차적 경험’으로 볼 수

70) 본 글의 ‘난타반’의 사례는 필자가 2019년 1학기에 담당하였던 ‘자유학기 활동’
중 예술·체육 프로그램으로 전문 강사가 학생들을 지도하였고 필자는 협력 교사
로서 수업을 관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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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학생마다 다르겠지만, 북을 연주하는 것에 주의를 기울이고 전체와

조화를 이루는 과정을 경험하는 과정에서 ‘교육적 경험’이 일어난 것이

다. 이 난타 수업에서 학생들이 북을 연주함으로써 ‘일차적 경험’과 ‘이차

적 경험’이 연결되고 학생이 다음에 어떤 부분에서 연주해야 하는지 예

측하는 ‘삼차적 경험’으로 이어지기에, ‘교육적 경험’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반면에, 학생이 난타 수업 시간에 북을 치는 것을 그냥

시간 보내는 행위로 생각했다면, 그 학생에게는 ‘교육적 경험’이 이루어

졌다고 볼 수 없다. 그러나 난타 수업을 통하여 ‘교육적 경험’을 한 학생

은 자아가 타자와 상호작용하여 조화를 이루었으며, 자신이 하나의 중요

한 역할을 해내었다는 것을 깨달으며 희열과 감동을 경험할 수 있는 것

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이 학생은 북을 연주하는 과정에서 반성적 경험

뿐만 아니라, 정서적 경험도 한 것이다. 듀이의 ‘교육적 경험’은 경험 행

위자의 이성적 측면, 정서적 측면 그리고 실천적 측면을 모두 아우르는

총체적 개념이라는 것을 상기해 볼 때, 이 학생의 경우는 북을 연주하는

경험을 통해 ‘교육적 경험’을 겪었다고 볼 수 있다.

위의 난타 수업의 예에서, 학생이 교사, 동료 학생과 서로 조화를 이

루며 북을 연주하는 행위는 하나의 ‘의사소통’으로 볼 수 있다. 오케스트

라에서 악기 연주자가 자신이 맡은 부분을 전체와 조화를 이루며 표현하

듯이, 북을 연주하는 학생은 타인의 연주와 조화를 이루며 ‘자아’를 표현

한다. 이에 더하여, 학생은 난타를 연주하는 과정에서 ‘자아’를 표현하고

타인과 조화를 이루려고 애쓰는 과정에서 ‘자아’가 확장되는 것이다. 다

시 말해, 학생이 난타를 연주하는 과정에서 타인과 조화를 이루며 하나

의 ‘의사소통’이 이루어졌다는 측면에서 경험의 행위자가 환경과의 ‘교변

작용(transaction)’을 통하여 ‘자아’를 확장하게 되는 것이다. 이 때, 경험

의 행위자와 환경 사이에 교변 작용(transaction)이 이루어지는 것은 필

자가 듀이의 ‘경험’ 개념에서 선별한 ‘교육적 경험’의 두 번째 특징이다.

김무길(2001: 30)에 따르면, 듀이의 교변작용(transaction)71)의 원리는

눈에 보이는 단편적인 상호작용이 아니라, 공간적 넓이와 시간적 길이가

71) 김무길(2001)은 듀이의 ‘transaction’ 개념을 원어 그대로 표기하였는데, 필자는
박철홍(2016)의 번역어인 ‘교변 작용’이라 일컫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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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대된 관계적 맥락을 의미한다. 필자가 보기에, 이 때 시간적 길이가 확

대된다는 것은 자아가 ‘교육적 경험’을 통하여 과거의 경험(일차적 경험)

을 돌이켜보고(이차적 경험) 미래의 경험을 예측(삼차적 경험)한다는 의

미로 해석될 수 있다. ‘교육적 경험’을 통해 과거의 자아-현재의 자아-미

래의 자아가 연결되는 것은 필자가 듀이의 ‘교육적 경험’의 첫 번째 특징

으로 소개한 원리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경험의 행위자가 환경과의 교변작용(transaction)으로 공간

적 범위가 확대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필자가 앞의 3장에서 소

개하였듯이, 듀이는 ‘자아’가 타자와 연대하는 것을 인간의 본성으로 보

았으며, 타자와의 연대는 ‘자아 성장’을 위해 필수적인 것이라 간주하였

다. ‘자아’는 타자와의 의사소통에 참여함으로써, ‘자아’의 경험이 확장되

고 ‘경험’의 질이 달라지는 것이다. 이렇게 타자와의 소통을 통해 ‘경험’

이 확장되는 것은 김무길이 지적한 교변작용(transaction)의 원리인 공간

적 넓이가 확대된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필자가 예로 들었던 자유학기제

‘자유학기 활동’의 난타 수업을 통하여, 학생들은 타인의 연주에 귀를 기

울이며 전체적인 연주의 흐름 속에서 어떻게 조화를 이루며 자신이 어떤

시점에 연주하며 어떠한 강도와 박자로 북을 연주해야 할지 예측하는

‘사고’를 하였다. 이렇게 북을 연주하는 과정에서 타자와의 ‘의사소통’이

이루어진 것이다. 다양한 개성을 가진 ‘자아’가 타자와의 ‘의사소통’을 통

하여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자아가 자신의 경험을 ‘표현’72)함과 동시

에 타자의 ‘경험’에 관심을 가지고 존중하는 태도가 요청된다. 이때 타자

의 경험을 ‘이해’하는 과정에서 상상력73)이 발휘되는 것이다. 그리고 ‘자

72) 듀이는 ‘표현(expression)’이라는 말이 표현 행위와 표현 대상 둘 다를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된다는 것은, 실제 사태에서 양자는 서로 분리될 수 없다는 것을 뜻
하는 것(2016: 182)이라 설명한다. 여기에서, 표현 행위는 자아가 하는 것이기에,
자아가 ‘표현’한다는 것은 자아와 표현 대상 사이에 교변작용(transaction)이 이루
어진다고 해석할 수 있다. 위의 난타 연주의 사례에서, 학생이 표현행위의 주체라
면, 표현 대상은 북이 될 수 있고 함께 연주하는 타자, 지휘하는 교사, 그리고 관
중이 될 수 있다. 필자는 자아가 타자에게 자신의 경험을 ‘표현’함으로써 자신을
이해하고 파악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듀이는 그의 저서 『공공성과 그 문제
들』(2014: 213)에서 ‘표현을 통해 소통되지 않고 공유되지 않고 재탄생되지 않은
관념은 독백에 불과한 것이며, 독백은 단지 부서지고 불완전한 사고일 뿐’이라 설
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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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 ‘상상력’을 발휘함으로써, 자신의 ‘경험’이 확장되는 것이다. 필자는

듀이의 ‘교육적 경험’의 두 번째 특징과 자유학기제의 ‘체험활동’의 관계

를 좀 더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자유학기제의 ‘체험활동’의 실천

양상에 대해 연구자들이 해석한 문헌들을 통해 그 관계를 검토해 보고자

한다.

앞의 2장에서 검토하였던 문헌(여지영 외, 2016: 707)에 의하면, 연구

참여자들은 자유학기제의 ‘체험활동’으로 교사나 친구들과 상호작용을 많

이 하였고, 이러한 상호작용은 학생들의 관계적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작

용하여 학생들의 학교생활 적응에 도움이 되었다는 것이다. 이렇게 학생

이 타자와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자아가 확장되는 ‘성장’이 일어나도록 돕

는 것은 듀이의 ‘교육적 경험’의 두 번째 특징으로 볼 수 있다. 우리는

앞의 2장에서 검토한 자유학기제에 관한 문헌들을 통해, 자유학기제의

‘자유학기 활동’ 프로그램들이 듀이의 ‘교육적 경험’ 개념의 두 번째 특징

인 자아와 환경의 교변작용(transaction)이 일어나도록 돕는 ‘교육적 경

험’의 기회를 제공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필자가 생각하기에, 교사는 ‘자유학기 활동’ 이외에 자유학기제의 ‘교

과 수업’을 통해서도 학생으로 하여금 이러한 ‘교육적 경험’을 겪을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다. 듀이에 따르면, “학교에서 가르치는 ‘교과 내용’

은 현재 사회생활의 의미 중에서 전수할 가치가 있는 의미를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표현한 것들(2012: 287)”이다. 그리고 “조직된 ‘교과’는 아이들

의 산만한 경험과 본질에 있어 똑같은 경험을 보다 성숙한 단계로 발전

된 상태를 나타낸 것(2012: 287)”이다. 듀이에 의하면(2012: 288), “교육하

는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 여러 교과는 활동을 위한 자원이자 자본이 된

다”. ‘교과’에 대한 듀이의 사유에 비추어 생각해 보면, ‘교과’는 학생들이

학교에서 배우는 인류의 과거 경험이자 환경적 요소라 할 수 있는 가치

있는 문화가 담겨있는 세계로 볼 수 있고, 학생의 ‘경험’과 교과에 담긴

‘경험’은 본질적으로 다른 것이 아니다. 다만 교과는 상징적인 문자로 내

73) 듀이에 따르면(2012: 356), ‘상상력’은 모든 분야에서 직접적 인식의 매체가 된다.
듀이는 “‘상상력’에 의해서 상징이 직접적인 의미로 번역되고 활동과 통합되어서
그 활동의 의미가 확장되고 풍부해지는 것(2012: 357)”이라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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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이 압축되어 표현되어 있는 것이기에, 학생이 이해하기에 어려울 수

있고 학생의 관심에서 멀어질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학생이 교과 내용

을 잘 이해하도록 돕고 교과를 통해 세계와 관계를 맺도록 도와줌으로

써, 학생이 교과를 통해 ‘자아’를 확장하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

로 교사의 임무인 것이다.

듀이는 학생의 반응이 교과와 어떤 관계를 보여주는가를 이해하는 것

이 교사의 임무(2012: 289)이며, 교과와 ‘학생 경험’ 사이의 관련에 늘 관

심을 기울이는 것이 교사의 습관적 태도로 되어 있어야 잘 가르칠 수 있

다(2012: 239)고 주장한다. 이 때 교사가 ‘잘 가르친다’는 것은 학생의 ‘과

거 경험’74)을 이해하고 학생이 무엇에 관심이 있는지 면밀히 파악하여

‘교과’가 학생의 필요와 상호작용하는 방식에 신경을 쓴다(2012: 288)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교사는 가르치는 학생의 특성을 파악하고, 그에 따라

‘교과’를 재구성하여 학생이 ‘교과’를 통하여 자아를 형성하고 동시에 인

식의 지평이 확장되도록 돕는다면, 그 교사의 교과 수업은 학생들에게

‘교육적 경험’을 제공하는 수업이 되는 것이다.

필자가 앞의 2장을 통해서, ‘넓은 의미의 체험 교육’은 학생의 가시적

인 활동에 중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학생이 교과 수업 시간을 통하여

‘자아’에 대하여 성찰하고 자신의 흥미와 적성을 탐색해 봄으로써 미래의

자아에 대하여 그려보게 되는 ‘자아 탐색’의 경험을 한다면, 그 교과 수

업은 ‘교육적 체험 교육’이 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자유학기제의 ‘교과’ 교육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기본 교과 수업이 강의식

수업 형태로 진행되더라도, 교사가 교과를 학생의 ‘경험’과 연관 짓도록

수업을 기획하고 실행한다면 학생은 교과를 통해 ‘교육적 경험’을 할 수

있는 것이라 볼 수 있다. 강의식 수업은 학생들에게 주로 상징적 언어로

이루어지는 ‘간접 경험’을 제공해 주는 형태이지만, 교사가 학생과의 상

호 작용을 통하여 학생에게 ‘교과’를 안내하여 학생이 ‘자아’를 확장해간

다면 강의식 수업의 형태라도 ‘교육적 경험’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이 때

교사가 학생의 개별성을 면밀히 파악하고 교과에 대해서도 깊이 있는 이

74) 여기에서 학생의 ‘과거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학생의 교과에 대한 이해, 흥미나
관심 등으로 해석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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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와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다시 말하면, 강의식 수업에서 ‘교육적

경험’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학생의 ‘과거 경험’의 맥락을 고려하여 ‘교

과’와 학생을 잘 연결해 주는 교사의 역할이 중요한 것이다.

김무길(2011: 39)은 ‘좋은 수업의 조건들’에 대한 제안으로 교사가 학

생에게 교과를 안내하는 방법을 제시한다. 그에 따르면(2011: 39), ‘좋은

수업’이란 학생의 ‘경험’을 성장시킬 수 있는 수업인데, ‘경험’의 성장을

추구하는 수업이 되려면 교사는 “교과의 내용에 함의된 경험적 과정을

탐색하고 그러한 경험적 과정이 현재 학생들의 능력이나 상황에 맞게 번

역되어 재구성될 수 있도록 충실한 수업 계획의 연구”를 해야 하는 것이

다. 즉, 교사는 학생이 배우는 교육 내용이 학생의 개별적인 경험이나 학

생을 둘러싼 ‘사회적 상황’의 맥락과 의미 있게 연결되도록 힘써야 하는

것(김무길, 2001: 30)이다.

이 지점에서 학생의 구체적인 ‘사회적 상황’은 학생이 속해있는 환경

인 공동체, 지역사회의 특징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지역 사회는 학생의

삶의 터전이며, 지역 사회에는 그 지역 사회만의 문화적 특징이 존재한

다. 필자가 앞의 3장에서 설명하였듯이, 듀이는 “개인이 특정한 문화적

조건과 상호작용한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다(2012: 29)”고 이야기하였다.

그리고 필자는 앞의 2장에서 자유학기제의 방향은 지역 사회와의 연계를

통해 학생들에게 다양한 체험 및 참여의 기회를 보장(류정섭, 2013: 56)

하는 것이라 설명하였다. 자유학기제와 관련된 여러 문헌들(이혜숙,

2018; 성은모 외, 2013)에서 공통적으로 지적된 점은 자유학기제의 프로

그램이 지역 사회와 연계되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학생은 자유학

기제의 지역 사회와 연계된 프로그램을 경험함으로써, 자신이 속해 있는

지역 사회에 보다 관심을 가지고 지역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책임감을 가

질 수 있다. 우리는 지역 사회와 연계된 자유학기제의 프로그램을 통하

여 이러한 긍정적인 교육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이다.

자유학기제의 지역 사회 연계 프로그램은 학생이 지역 사회 환경과의

교변작용(transaction)을 통하여 ‘자아’와 환경과의 연관 관계를 파악하고

환경에서 ‘자아’의 위치를 생각해 보며, 책임감을 갖게 된다는 측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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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적으로 의미 있는 프로그램인 것이다. 따라서 학교 밖의 삶인 지역

사회와 학교 교육을 연결하는 수업으로 이루어지도록 방향이 제시되어있

는 자유학기제의 ‘체험활동’은 듀이의 경험학습과 같은 맥락에 놓여있다

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자유학기제의 ‘체험활동’은 지역 사회와 연계해서 운영하는 데

에 여러 한계가 드러났다. 성은모 외(2013: 52)에 따르면, 체험활동 지원

에 대한 지역 사회의 인식이 상당히 부족할 뿐만 아니라, 지역에 따라

인프라도 부족한 형편이어서 체계적인 자원이 부족하다는 점(김현철 외,

2012; 성은모 외, 2013 재인용)이 한계로 지적되었다. 자유학기제 정책이

추구하는 취지는 삶과 배움을 연계하는 교육을 실현(신철균, 2014: 52)하

는 데에 있는데, 필자는 지역사회를 ‘교과’의 경험과 연계시키고자 하는

자유학기제의 이러한 취지는 교육적으로 매우 중요하고 긍정적인 가치를

가진다고 본다. 따라서 자유학기제의 ‘체험활동’이 지역 사회와 연계되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드러나는 한계점들은 교육 정책 차원에서 개선되어

야 한다.

필자가 앞의 3장에서 소개하였듯이, 듀이의 ‘교육적 경험’의 세 번째

특징은 삶의 경험(life experience)이나 일상적 경험(ordinary experience)

과 관련지어 일어난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의미 있는 교육’은 교사가

학생의 ‘일상적 경험’을 고려하여 학생들에게 교과 내용을 안내하고, 학

생은 학교에서 배우는 것을 자신의 삶과 연관 지을 수 있는 교육인 것이

다. 그렇다면, 학생들에게 ‘일상적 경험’과 관련지어 교과를 가르쳐야 하

는 이유는 무엇인가? 양은주(2018: 76)는 “흔히 교육자의 지식은 학생의

경험의 소재가 연속적으로 발달해 갈 방향임을 간과하고 기성의 지식을

부과할 때, 학생들에게 교과의 세계와 삶의 세계는 유리된다”고 지적한

다. 양은주의 이러한 지적은 교사가 학생의 ‘경험’을 고려하지 않은 채,

교사 자신의 ‘경험’을 중점으로 학생에게 교과의 내용을 전달할 경우, 학

생들은 교과와 삶이 유리되어 있다고 받아들일 위험이 있다는 것으로 해

석된다. 듀이에 의하면(2012: 289), 아이들의 경험은 ‘일상적 경험’으로 구

성되어 있기에, 교사가 아이들의 ‘일상적 경험’과 연관 지어 교과내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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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한다는 것은 아이들의 입장에서 교과를 가르치는 것이므로 ‘교과의

경험’과 ‘학생의 경험’의 간극을 메우며 연결시켜 주는 것이다. 그리고 아

이들은 자신의 ‘일상적 경험’과 관련지어 교과를 배울 때 교과를 잘 이해

하고 관심을 기울여 교과 내용을 통한 일차적 경험75)을 할 수 있다. ‘교

과’는 그 자체에 사회적 내용과 기능을 가지고 있기에(2012: 285), ‘일상

생활의 경험’과 관련된 교과 내용을 접하는 것은 교과를 배우는 자연스

러운 방법이 되는 것76)이다.

듀이에 의하면(2016: 82), 학생은 삶의 경험과 연관된 교과 내용을 통

해 세계와 만남으로써 학교 밖에서 얻는 경험을 학교에서 활용할 수 있

고, 또 한편으로는 학교에서 배우는 것을 일상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것

이다. 듀이는 학교 밖의 일상생활이 우리에게 ‘사고’를 일으키는 그런 사

태에 연결되어 있다(2012: 261)는 점에서 교과 내용은 반드시 일상생활

과 연관되어야 한다고 강조77)한다. 그에 따르면, 교사는 학생보다 더 넓

은 경험을 가졌기에, 교사는 학생이 교사로부터 배운 아이디어와 사실을

학생 자신의 직접적이고 일상적인 경험 속에 동화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

야 한다(2012: 302). 학생은 삶과 연계된 배움을 통하여, 일상생활 속에

서 겪는 문제를 ‘보다 현명하게’ 해결할 수 있는 사고 능력을 키울 수 있

는 것이다.

학교 교육이 학생의 ‘일상적 삶의 경험’과 관련지어 이루어진다는 것

75) 필자는 앞서 듀이의 ‘교육적 경험’의 첫 단계인 일차적 경험은 경험의 행위자
(agent)가 관심을 갖는 의미 있는 상황을 접할 때, 시작된다고 설명한 바 있다.

76) 듀이는 그의 저서 『민주주의와 교육』(2012)의 제14장을 통하여, 학교 교과의
대부분이 사회적 내용과 기능을 가지고 있지만(2012: 287),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
와 사회 집단에서 통용되는 습관이나 이상을 연결해 주는 고리가 느슨해져서 ‘공
부’라는 것은 교과의 사회적 가치와는 아무 관계없이 그 자체의 중요성 때문에
교과를 배우는 일인 것처럼 생각(2012: 286)하게 되는 사태를 우려한다. 필자가
보기에, 듀이가 우려하는 이러한 사태는, ‘교과 내용’이 일상적 경험과 단절되어
학생들에게 전달될 때에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77) 누스바움(2011: 79)에 의하면, 루소가 그 당시 학교 교육은 실제적 활용과 관련
없는 추상적인 내용만을 가르침으로써 아이들의 나약함과 수동성을 부추긴다는
점을 비판하였다. 누스바움(2011: 147)은 모든 학생이 자신 만의 일상생활을 하는
가운데 그 활동 자체에 이미 인간적 중요성을 지닌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다는
사실을 배우게 된다는 점에서 인간의 삶과 연계된 교육을 듀이가 강조하였다고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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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학생의 개별적이고 개인적인 ‘과거의 경험’을 존중하는 것이다. 그리

고 학생은 교과를 일상생활과 관련지어 재해석하고 재구성함으로써, 자

신의 ‘과거의 경험’을 돌이켜보는 반성적 사고(이차적 경험)를 하게 된다.

이렇게 학생은 교과를 ‘자아’와 관련지어 해석함으로써, 교과를 통해 자

신과 관계를 맺는 ‘자아 형성’의 계기가 되며, 교과를 통해 인간 삶의 경

험으로 이루어진 세계와 관계를 맺는 ‘자아 확장’의 ‘교육적 경험’을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삶과 유리되지 않고 실제적인 ‘경험’의 과정과 긴밀한

관련이 있는 자유학기제의 ‘체험교육’은 어떠한 양상을 띠어야 할까? ‘삶

의 경험’이나 ‘일상적 경험’과 관련된 교육은 무엇보다 학생이 학교에서

의 교과 수업이나 교육 활동을 통하여 자신의 삶을 음미하며 자신의 삶

과 연관 지을 수 있는 교육인 것이다.

필자가 앞의 2장에서 자유학기제 ‘체험 교육’의 실천 양상을 간접적으

로 검토하였듯이, 자유학기제의 ‘체험활동’은 학생의 일상생활과 맞닿아

이루어질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임종헌(2018: 41)에 따르면, 자유학기

활동의 ‘주제 선택 활동’은 “현실에서 경험하고 있는 주제에 대하여 배우

고 실생활과 연관된 체험으로 운영되고 있었기에 학생들은 자연스럽게

흥미를 가지고 수업에 참여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우리는 임종헌의 이

러한 연구 결과(2018: 41)를 통해서, 자유학기제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이

일상생활과 연관되어 실천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김은영

(2016: 68)에 따르면, “자유학기제 운영을 통해 얻은 성과 중 하나는 학

생들에게 삶의 맥락과 밀접한 학습 경험을 제공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학생은 “삶의 맥락과 연관된 학습 경험으로 ‘교과’가 자신의

삶과 어떻게 연관되며 자신이 무엇에 관심이 있고 배우고 싶은 것이 무

엇인지에 대하여 생각해 볼 수 있다”(김은영, 2016: 68)는 것이다.

자유학기제 하에서는 진로 탐색 활동 등 다양한 체험 활동이 가능하

도록 교육과정을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으므로(신철균 외, 2015: 30), 자

유학기제의 체험 활동은 일상생활과 밀착되어 이루어지도록 구상되고 실

천될 수 있다. 기존의 학교 진로 교육은 전통적으로 자기 이해와 진로

의사 결정에 치중하는 경향이 있었던 반면에, 자유학기제 ‘자유학기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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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 직업 체험은 학생들에게 학습의 연장선상에서 ‘삶’에 대해 사고하

며 계획하도록 하는 체험과 실천 중심의 교육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정윤경 외, 2011, ‘직업체험 중심 진로교육 지원체제 연구’; 이승범 외,

2016: 357 재인용) 필자가 생각하기에, 교사는 ‘자유학기 활동’뿐만 아니

라, 교과 수업을 통해서도 학생들의 일상적 경험과 관련지어 수업을 진

행할 필요가 있다. 교사가 학생의 ‘일상적 경험’의 맥락을 고려하여, 학생

의 관심사와 흥미 등의 ‘과거 경험’과 지역 사회와 연관 지어 수업의 소

재나 주제로 삼고, 학생들이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며 표현하도록 기회

를 제공한다면, 그 수업은 학생들에게 ‘교육적 경험’이 될 수 있는 것이

다.78)

지금까지 듀이의 경험 학습과 중학교 자유학기제에서 이루어지고 있

는 ‘체험활동’의 관계를 살펴보았는데, 자유학기제의 ‘체험활동’의 취지와

방향성은 듀이의 ‘교육적 경험’의 세 가지 특징과 맞닿아 있다는 것을 확

인하였다. 그리고 자유학기제의 ‘체험활동’이 듀이의 ‘교육적 경험’의 세

가지 특징을 토대로 기획되고 실천된다면, 자유학기제 하에서 실천되는

교육 활동이 학생들에게 의미 있는 ‘교육적 경험’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탐색해 보았다.

그러나 우리가 본 절을 통하여 확인하였듯이, 자유학기제의 프로그램

은 학생들의 관심이나 흥미가 반영되지 않고 구성되어 있는 경우가 있었

78) 필자가 자유학년제를 담당하면서 참관했던 수업 중 인상적이었던 수업을 소개하
고자 한다. 지역 사회의 외부강사가 교실로 와서 ‘협업’이라는 주제로 ‘자유학기
활동’ 중 진로탐색 수업을 진행하였다. 그 강사는 학생들을 모둠으로 구성하도록
한 후, 모둠별로 종이 몇 장과 탁구공을 나누어주었다. 그 강사는 학생들에게 주
어진 재료를 가지고 종이 롤러코스터를 만드는 과업을 주었다. 학생들은 모둠별
로 롤러코스터를 어떻게 하면 튼튼하고 보기 좋게 만들 것인지 서로 의견을 나누
며 구상하였다. 처음에는 서로 의견 충돌이 있었지만, 만드는 과정에서 서로의 의
견을 수렴하여 롤러코스터를 만들었다. 종이 롤러코스터를 만드는 과정에서 무너
지기도 하는 등 시행착오 끝에 모둠 별로 하나의 작품이 완성된 것이었다. 학생
들은 주어진 과업이 그들의 일상적 삶과 관련되어 있기에, 수업 시간 내내 모두
흥미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그리고 학생들은 과업을 완성하는 과정에
서 완성될 롤러코스터의 모습을 상상하고 시행착오를 겪으며 ‘반성적 사고’를 한
것이다. 또한 모둠원과 의사소통을 하며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고 과업을 완성하
는 과정은 학생들에게 일차적 경험, 이차적 경험, 그리고 삼차적 경험의 단계를
거친 ‘교육적 경험’이 되었다고 필자는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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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여지영 외, 2016), 학생들이 프로그램을 선택하는 데에 제한적이었다.

또한 자유학기제의 체험활동은 지역 사회와 연계해서 기획하고 실천하는

과정에서 지역 사회의 인식과 인프라가 부족하여 한계가 드러났다(성은

모 외, 2013). 그리고 자유학기제 ‘체험교육’의 양상에 관한 연구 결과들

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자유학기제의 수업이 학생의 ‘경험’을 고려하지

않고 진행되며 형식적인 일회성의 체험에 그친다면, 자유학기제의 수업

에서 이루어지는 활동들은 학생들에게 ‘교육적 경험’을 제공할 수 없고

학생들은 이른바 ‘자유학기 싱크홀’(정영근 외, 2015: 14)에 빠지게 될 우

려가 있다.

따라서 자유학기제의 ‘체험활동’이 ‘교육적 경험’으로 이루어지기 위해

서는, 교육현장에서 교육을 실천하는 교사들이 자유학기제 ‘체험활동’의

교육적 의미를 심도 있게 이해할 필요가 있으며 “단위 학교에서 보다 치

밀하게 운영될 필요(정영근 외, 2015: 14)”가 있다. 그리고 자유학기제가

삶과 앎을 연결하기 위한 교육으로 이루어지기 위해, 지역 사회의 협조

등 학교 밖에서도 자유학기제의 교육 활동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지원할

필요가 있다.

필자는 자유학기제의 실천 과정에서 드러나는 이러한 한계점을 보완

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듀이의 ‘교육적 경험’의 특징이 자유학기제

의 실천에 어떠한 함의를 줄 수 있는지 모색해 보는 작업은 의의가 있다

고 생각한다. 따라서 자유학기제에서 추구하는 ‘체험활동’이 ‘교육적 경

험’으로 이루어지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필자는

다음 절에서 듀이의 ‘교육적 경험’이 자유학기제의 실천에 어떠한 함의를

제공해 줄 수 있는지 탐색해 보고자 한다.

2. 듀이의 ‘교육적 경험’이 자유학기제의 실천에 함의하는 바

우리는 지금까지 ‘교육적 경험’의 특징을 검토하고 자유학기제 ‘체험

활동’의 취지와 실천 양상을 간접적으로 살펴보았다. 그리고 자유학기제

의 ‘체험활동’이 교육적으로 의미 있게 실행되기 위해서는 듀이의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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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경험’ 개념이 중요한 함의를 제공해 줄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현시점에서 자유학기제가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지만, 학교 현

장에서의 교육 주체들은 자유학기제를 실행하는 데에 여전히 혼란스러워

하며 자유학기제에 대한 반응은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이 공존한다

는 것을 문헌들(김아람 외, 2018, 여지영 외, 2016, 임종헌, 2018 등)을 통

해서 확인할 수 있었다.

자유학기제가 등장하게 된 배경과 취지를 살펴보면 여러 각도로 해석

할 수 있지만, 자유학기제는 “과도하게 경쟁적인 입시 위주 교육에 대한

대안을 요구하는 사회적 분위기”(신철균, 2014: 41) 속에서 “학생이 과도

한 학업 부담에서 벗어나 학생 자신의 적성과 소질을 찾고 미래를 설계

할 수 있도록”(신철균, 2014: 47) 돕기 위해 추진된 교육 정책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자유학기제의 방향성은 학생이 자유학기제의 경험을 통해

‘자아’를 탐색하고 타인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도록 돕는 ‘자아 형성’과

‘자아 확장’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우리가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점은

자아가 형성되는 모습은 저마다 다양하며 다양한 모습으로 성장해 가는

학생들을 격려하고 존중해야 한다는 점이다.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교육’

은 의도치 않더라도 사회적 특징에 영향을 받으면서도, 한 개인의 ‘성장’

을 돕는 데에 의미를 두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학교에서의 교육

은 인간 존재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와 사회적 상황에 대한 통찰을 바탕

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필자가 ‘서론’ 부분(p.2)에서 재인용한 번스타인의

이야기처럼, 학교 문화는 사회적 상황이 반영된다고 볼 수 있는데, 타자

를 대하는 우리 사회의 모습은 어떠한가?

산업화 사회는 다양한 개성을 가진 인간의 특징을 수량화해서 단편적

으로 ‘평가’하는 경향이 있었다. 마치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처럼, ‘성적

은 몇 점 이상’, ‘키는 몇 cm이상’, ‘자격증은 몇 개 이상’ 등의 외적 기준

으로 타자를 ‘평가’하는 분위기가 만연해 있었다. 한편, 포스트모더니즘의

영향으로, 인간에 대해 고정된 잣대로 ‘평가’하려고 하는 방식에 이의를

제기하고 인간의 ‘다원성’이 존중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져가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 사회에는 인간을 ‘수량화’하여 평가하는 방식에 익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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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며, 우리는 자신과 ‘다른’ 타자에 대해서 ‘이해’하려고 노력하기 보다는

소통을 차단하고 단절하고자 하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인간에 대해 ‘수

량화’하고 ‘다름’에 대해 거부하고자 하는 태도는 타자에 대하여 성급히

판단하고 단정 짓는 편협한 관점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관점

을 가진 자아는 듀이가 말한 ‘닫힌 자아’의 모습이 아닐까? 이러한 사회

적 분위기는 고스란히 학교 현장에도 반영되고 있다.

학교 교실을 들여다보면, ‘요즈음 아이들’은 자신의 생각이나 취향과

다르다고 생각하는 타자를 이해하려 하지 않고 자신과 다르다는 이유로

심지어 혐오하기까지 한다.79) 아이들의 이러한 태도는 ‘교과’와 관계 맺

는 방식에서도 드러나는데, 자신에게 흥미가 없거나 잘 이해가 되지 않

는 ‘교과’ 시간에는 딴청을 부리고 심지어 수업을 훼방 놓기도 한다. 이

러한 현상은 ‘교실 붕괴’나 ‘학교 붕괴’의 담론을 넘어서 ‘다름’에 대한 배

타적인 태도가 고착될 우려가 있기에, 심각한 현상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자아와 환경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교변 작용(transaction)한

다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라고 간주한 듀이의 사유(2002: 161)에 비추어

79) 요즈음 교실에서 유행하는 말 중 하나로 ‘손절’이라는 말이 있다. ‘손절’은 아이
들이 자주 사용하는 말로 ‘관계를 끊는다’는 의미를 지닌 은어이다. 필자가 보기
에, 아이들은 자신에게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 관계를 ‘끊어버리고’ ‘차단’하는 데
에 익숙해 보인다. 이에 더하여, 중학교 교실에서 몇몇 아이들은 상대를 비난하거
나 혐오의 표현을 서슴지 않고 하는 경향이 있다. 누스바움(2011: 67-68)은 ‘혐오
감’은 “단지 본능이 아니라 강력한 인지적 요소가 있으며, 우리 자신의 동물성,
소멸할 운명, 그리하여 중요한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우리의 무능력을
증거 하는 것들을 오염물질로서 거부하게 되며, 이러한 것들로부터 자신을 분리
시키는 과정에서 불안감을 해결하고자 하는” 심리로 ‘혐오감’이 생겨난다고 분석
한 실험 물리학자들의 의견을 소개한다. 그녀에 따르면(2011: 68), “혐오감은 어린
아이의 기본적 나르시시즘과 관련됨으로써 정말로 아이들에게 해를 끼치기 시작”
한다는 것이다. 필자가 해석하기에, ‘혐오감’은 자아가 자신에게 내재되어 있는 무
력한 부분, 불쾌한 부분을 인정하지 않고 마치 자아와는 ‘다른’ 것으로 이분법적
으로 생각하고 거부하는 자기 기만적인 감정이자 왜곡된 인지의 결과인 것이다.
따라서 타자에 대한 ‘혐오감’은 왜곡된 인지와 기만적인 감정을 타자에게 투영함
으로써 ‘자아’의 “우월성”(Nussbaum, 2010/ 우석영(역), 2011: 69)을 스스로 입증
하고자 하는 병적인 나르시시즘의 양상인 것이다. 듀이의 ‘교육적 경험’의 원리인
‘교변 작용(transaction)’의 시각으로 해석해보면, 교실 상황에서 자신과 ‘다른’ 타
자와의 관계를 끊어버리고 관계를 형성하려고 시도하지 않거나 심지어 ‘혐오’하는
현상은 자아가 타자의 ‘경험’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의 ‘경험’을 이해하지 못해서
발생하는 사태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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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 때, 타자의 ‘다름’에 대해서 배타적인 ‘닫힌 자아’는 타자와의 관계뿐

만 아니라 자기 자신과의 관계도 온전하지 못하고 왜곡된 자아의 모습이

라 할 수 있다.

자아에 대한 깊이 있는 탐색을 통해 자기 자신과 온전하게 관계 맺고

자 하는 태도와 타자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태도는 자기 자신뿐만 아니

라 타자와의 ‘관계’ 형성에 혼란을 겪고 있는 우리들에게 요청되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의 방식일 수 있다. 이는 듀이가 말한 경험의 재구성을 통

해 ‘성장’하고자 하는 우리 인간의 본성(김동식, 2005: 251)이기도 하다.

필자는 앞의 3장에서 듀이의 ‘교육적 경험’ 개념은 현재의 경험을 통해

과거의 경험을 돌이켜보며, 미래를 예측하는 경험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

관되어 이루어지며, 자아의 ‘경험’이 타자의 ‘경험’과 서로 영향을 주고받

으며 질적으로 변해가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우리가 듀이

의 ‘교육적 경험’ 개념의 이러한 특징을 되새겨볼 때, ‘교육적 경험’은 아

이들이 현재의 ‘경험’을 통해 자신을 되돌아보고 미래의 자아를 그려가는

창조적인 삶의 태도를 형성해 나가도록 돕는 교육의 방향을 제시해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더하여, ‘교육적 경험’은 아이들이 타자의

경험을 이해하고 존중하며 서로의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자아를 ‘확장’해

가는 열린 삶의 태도를 함양할 수 있도록 돕는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할 수 있다.

우리나라 교육 상황에서, 성적 위주의 줄 세우기 교육에 대한 반성으

로 등장한 자유학기제의 ‘체험활동’은, 학생들에게 다양한 ‘체험’을 통하

여 자신이 무엇에 관심이 있으며 하고 싶은 일은 무엇인지 탐색해 보며

타자와의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는 기획이라 할 수 있

다. 이러한 맥락에서, 앞서 살펴본 듀이의 ‘교육적 경험’ 개념은 학생이

자유학기제의 ‘체험활동’을 통하여 자기 자신과 온전하게 관계를 형성하

고 타자를 ‘이해’하고 존중함으로써 ‘자아’를 확장하도록 돕는 교육을 실

천하는 데에 많은 함의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것이다.

자유학기제의 ‘체험활동’이 학생들에게 의미 있는 교육이 되도록 실행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앞의 2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교육 주체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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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 변화, 지역 사회의 협조, 예산 문제, 일회성 체험이 아닌 연계된 체

험활동으로 이루어지기 위한 교육 과정과 교육 정책 등의 문제에서 그

한계가 개선되어야 한다. 그러나 무엇보다 학생을 마주하며 수업을 이끌

어가는 교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교육의 질은 교사

의 질을 능가하지 못한다”는 말(최석민, 2000: 1 17)이 있듯이, 아무리 교

육 정책이 잘 갖추어졌다 하더라도 교육을 실천하는 주체는 교사이기 때

문에 교사가 교육을 어떻게 실행하느냐에 따라 교육의 양상이 달라지는

것이다. 따라서 필자는 본 절에서 교사가 자유학기제의 수업을 진행하는

데에 듀이의 ‘교육적 경험’ 개념이 어떠한 함의를 제공해 줄 수 있는지

탐색해 보고자 한다.

학생이 ‘교육적 경험’을 통해 자아를 형성하고 확장하도록 돕기 위한

교사의 역할은 무엇일까? 먼저 다음 글을 통해, 교사가 학생에게 교과를

매개로 세계를 어떻게 안내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보고자 한다.

“눈 오는 저녁 숲가에서”와 같은 프로스트 R. Frost의 시를 제대로 감

상하기 위해서, 뉴잉글랜드 지방에서 직접 살아 볼 필요는 물론 없다. 누

구나 어두운 곳을 경험해 보고, 도심 한복판에서 확 트인 평원에서건 허

무감에 이끌려 보기도 한다. 마찬가지로, 소설 「모비 딕」Moby Dick을

이해하기 위해 고래잡이배를 타고 항해해 볼 필요는 없다. …(중략)…

인간 존재라면 (자기-파괴적이고 절망적인 심정이 될 때) “학교장에서 항

해사로” 옮겨가고, 자신의 상상 속에서 “거대한 고래”가 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든 급히 찾아 나서길 원하지 않겠는가? 결국 그런 경험에 따르는

위험을 무릅쓰고자 하는 교사라면, 자기 자신의 내면성inwardness의 발견

을 추구하며 스스로 온전히 몰두하여야 한다. 또한 이러한 일들이 자신의

학생들에게도 가능하게 하려면, 교사는 그들의 사적인 영역을 시작부터

끝까지 확실히 존중해 주어야 한다. 학생들 사이에서 서로 오가는 대화,

상호교류, 상호참여가 잘 이루어지게 해야 함은 물론이다. (Greene, 1973/

양은주 (역), 2013: 445)

위의 맥신 그린(M. Greene)의 이야기는 교사가 교과를 통해 학생들

에게 세계를 안내하여 학생들이 삶을 풍부하고 의미 있게 받아들이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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돕기 위해서, 교사 자신도 자신의 ‘경험’을 돌이켜보아야 하며 학생들의

‘과거 경험’에 대해 이해하고 존중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해 준다. 다

시 말해, 교사는 학생이 교실 수업을 통한 ‘경험’을 가볍게 지나치지 않

고 심층적으로 다룰 수 있고 교과와 삶을 연관 지어 삶을 풍요롭게 살아

가도록 돕기 위해서는 학생들을 존중하는 노력과 교사 자신의 ‘과거 경

험’을 돌이켜보며 ‘현재의 경험’에 천착하여 자아를 탐색하고자 하는 노

력이 동반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자아가 환경과의 ‘교변작용

(transaction)’을 통해 ‘경험’을 재구성하여 ‘성장’해간다는 듀이의 사유에

비추어 볼 때, 교사와 학생이 서로 이해하고 존중하며 서로의 ‘경험’을

공유한다는 것은 학생뿐만 아니라 교사에게도 ‘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는 것이다. 교사는 학생과의 ‘의사소통’을 통하여 서로의 ‘경험’

을 공유함으로써 학생의 ‘기존 경험’의 양상이 어떠한지 파악할 수 있고

교사 자신의 ‘과거 경험’도 돌이켜봄으로써 현재의 ‘경험’과 연관 짓게 되

는 것이다.

듀이의 사유에 기대어 생각해보면, 경험의 공유를 통한 ‘성장’이 일어

나기 위해서 학생의 ‘미성숙한 상태’를 ‘부족한’ 혹은 ‘결핍된’ 상태가 아

니라 ‘잠재력’으로 바라보아야 할 것이다. 듀이는 ‘미성숙(immaturity)’을

성장의 조건으로 바라보았는데, “‘미성숙’이란 아이들이 사회적으로 상호

작용하는 천부적인 능력인 의존성(dependence)(2012: 96)과 하나의 경험

에서 배운 것을 나중의 문제 사태를 해결하는 데에 활용하는 능력인 가

소성(plasticity)(2012: 97)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아이들은 특성상 ‘환경’에 관심이 많으며, 이차적 경험인 반성적 사고를

통해 현재의 문제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예측하고자 하는 능력을 선천적

으로 가지고 있다고 듀이는 간주한 것이다. 교사가 학생의 이러한 잠재

력과 가능성을 신뢰하고 ‘교육적 경험’의 기회를 제공한다면 학생뿐만 아

니라 교사 자신도 ‘성장’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교사와 학생이 서

로 존중하는 태도를 가지고 ‘경험’을 공유하며 ‘성장’할 수 있는 교육의

양상은 어떠할까?

학교 현장에서 학생과 교사의 만남을 통한 교육은 ‘의사소통’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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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어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교사와 학생 간에 이루어지는 ‘의사소

통’은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는 방식이 될 수 있는데, 타자와 “생각과 느

낌을 나누어 가지면 자아의 태도에 수정이 가해지며, 의사를 전달받는다

는 것은 자아의 경험이 확대되고 변화된다는 뜻”(2012: 45)이다. 듀이는

“자아의 경험을 타자에게 전달하는 과정에서, 타자가 알아들을 수 있도

록 말하려면 타자의 경험의 한 부분을 우리 자신의 마음속에 동화하지

않으면 안 된다(2012: 45)”고 설명한다. 다시 말하면, ‘의사소통’은 자아가

타자의 경험을 듣는 과정에서도 자아의 경험이 확장되지만, 자아가 타자

에게 자신의 경험을 ‘표현’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경험’을 듣게 될 타자의

입장에서 전달해야하기에 자기 ‘표현’을 통하여 경험의 질이 달라지고 확

장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듀이의 사유를 기반으로 할 때, 자유학기제의

수업은 학생의 질문을 수용하고 존중하며, 자아를 ‘표현’하고 타자의 ‘표

현’에 경청할 기회를 마련하도록 기획될 수 있다. 자유학기제로 인한 긍

정적인 변화로 학생들의 표현력이 향상되었다는 연구 결과(신철균, 2014:

174)가 있다. 신철균(2014: 174)은 자유학기제에서 이루어지는 수업이

“글쓰기와 발표 형태가 많아지면서 학생들은 자신의 생각을 말과 글로

표현하는 능력이 향상된 것”으로 진단한다. 이 연구 결과처럼, 자유학기

제의 수업은 서로 존중하는 분위기에서 ‘의사소통’을 통해 교사와 학생이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며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할 수 있도록 기

획되고 실천될 수 있는 것이다.

이상과 같이, 교사는 자유학기제의 수업을 통해 학생에게 ‘교육적 경

험’이 되도록 교과를 안내할 수 있는데, 교사가 자유학기제의 수업을 실

행하는 데 있어서 간과하지 말아야 할 점은 자유학기제가 추구하는 수업

양상이라 할 수 있는 ‘체험활동’을 표층적으로 해석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필자가 앞 장에서 강조하였듯이, ‘체험활동’이 교육적으로 의미

있는 경험이 되기 위해서는 단지 신체적 활동이 아닌 신체적, 지적, 정서

적 활동이 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체험 교육’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체험 교육’이 일회성의 활동에 그치지 않고 현재의 ‘경험’을

통하여 ‘과거의 경험’을 돌이켜보고 ‘미래의 경험’을 계획할 수 있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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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를 통하여 ‘자아’가 확장되도록 기획되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하다. 이

에 더하여, 자유학기제 하에서 이루어지는 체험 활동이 학생 삶의 경험

또는 일상적 경험과 연관되며, 자아의 경험이 타자, 지역 사회 등의 ‘환

경’과의 교변작용(transaction)을 통하여 서로의 경험의 질을 고양시킬

수 있는 체험이 된다면 교육적으로 의미 있는 ‘체험 교육’이 될 것이다.

무엇보다 자유학기제의 체험 교육이 학생에게 ‘성장’의 계기가 되도록

이루어지기 위해서, 학생이 ‘현재의 경험’에 관심을 가지고 능동적으로

참여하도록 돕는 교사의 역할이 중요하다. 듀이에 따르면, “우리는 ‘현재

의 경험들’을 통하여 살아가며 ‘현재의 경험’은 경험을 하는 그 당시 삶

의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는 것”(2002: 149)이며 “성장을 위한 교육은 현

재의 경험에서 풍부한 의미를 찾아내는 경험을 함으로써 미래에 대비하

는 것”(2002: 151)이다. 그리고 막연한 미래에 초점을 두고 “미래에 대한

준비가 중요한 목적이 될 때에 현재의 경험이 가지고 있는 가능성이 무

시되게 된다.”(2002: 149) 이러한 듀이의 사유를 음미해 볼 때, 자유학기

제의 ‘체험활동’이 미래의 대학입시 대비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지 않아

시간 낭비라는 생각보다는, 자유학기제의 ‘체험활동’에 능동적으로 참여

하여 자아를 탐색해 보고자 하는 노력이 학생들에게 요청되는 것이다.

듀이는 “학생들의 현재 경험을 보다 발전시킬 수 있도록 환경적인 조건

을 조성하는 것”(2002: 197)은 교사의 임무라고 주장한다. 필자가 해석하

기에, 학생이 참여하는 학교 교육 활동이 ‘교육적 경험’으로 이루어지도

록 돕기 위해 교사가 ‘환경적인 조건’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며, 수업

상황에서 학생이 ‘현재 경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 교사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학생이 자유학기제의 수업에 적극

적으로 참여하도록 돕기 위해서 교사는 어떠한 방식으로 수업을 구상하

고 실행할 수 있을까? 필자는, 앞의 3장에서 선별한 듀이의 ‘교육적 경

험’의 세 가지 특징에 비추어 자유학기제의 수업이 학생들에게 ‘교육적

경험’이 되도록 도울 수 있는 하나의 방향을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교사는 학생들이 ‘교육적 경험’의 세 단계를 경험할 수 있도록

자유학기제의 수업을 기획하고 실천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교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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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을 통해 학생들이 일차적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학생의 필요와 흥미

나 관심을 고려하여 교과를 재구성하여 학생에게 안내할 수 있다. 교사

가 학생의 ‘기존의 경험’을 파악하고 학생의 현재의 관심과 교과 내용을

연결한다면, 학생은 교과 내용을 좀 더 ‘실감 있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

이다. 다시 말해, 교사는 학생에게 교과 내용을 안내할 때에 교사의 시각

에서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의 ‘과거 경험’을 해석하고 그에 맞도록

교과를 재구성하여 세계를 안내한다면 학생은 교과를 이해하고 의미 있

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다.

필자는 듀이의 ‘교육적 경험’은 일차적 경험, 이차적 경험, 그리고 삼

차적 경험이 상호 연관되어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특징이 있다는 것을 강

조해왔다. 여기에서 이차적 경험은 ‘현재의 경험’을 토대로 과거의 경험

을 돌이켜보고, 과거의 경험과 관련지어 ‘현재의 경험’을 해석하고 재구

성하는 단계이다. 그렇다면, 학생이 자유학기제의 수업을 통하여 일차적

경험, 이차적 경험, 그리고 삼차적 경험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교육적

경험’을 하도록 돕는 방안은 무엇일까? 듀이의 ‘교육적 경험’ 단계에서

‘이차적 경험’은 ‘반성적 사고’를 하는 경험으로, 학생이 ‘현재의 경험’은

자기 자신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으며 ‘과거의 경험’과 어떠한 관계가 있

는지 사고하며 ‘자아’와 ‘현재의 경험’을 연결 짓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

듀이에 따르면, “반성적으로 사고한다는 것은 앞에서의 경험에 보다 지

성적으로 접근하기 위하여 자기가 한 행동의 의미를 되돌아보는 것이므

로 반성한다는 것은 도야된 마음의 핵심이며 동시에 모든 경험과 지식을

잘 조직하는 일의 핵심”인 것이다(2002: 215). 이러한 듀이의 사유에 비

추어 볼 때, 자유학기제의 ‘체험활동’이 학생들에게 교육적 경험이 되도

록 하기 위해서는 ‘체험’을 한 후에, 그 ‘체험’이 학생 자신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돌이켜보며, 자신이 ‘체험’에 어떠한 태도로 참여하였는지

되돌아보는 기회를 학생들에게 제공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학교 현장에서 자유학기제의 ‘체험활

동’이 일회성의 체험에 그치고 신체적 활동 위주로만 이루어질 경우에,

학생들이 체험을 통해 자아를 탐색하기에는 한계가 드러났다. ‘자유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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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집행과정에서 나타난 교사의 반응 양상’을 연구(2017)한 정유리 외

는 “자유학기제 정책 집행 과정에서 교사들은 자유학기제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활동중심 수업’의 질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정유리 외, 2017:

92)고 한다. 정유리 외(2017: 92)는 최상덕 외(2014)의 연구를 인용하여,

“체험·활동 중심 수업에 과잉 의존하는 문제를 지적한 바 있는데, 활동

을 지나치게 강조하다보면 교과의 기본 아이디어와 유기적으로 연결되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이러한 문제는 교육 주체인 교사와

학생이 ‘체험’과 ‘지식’을 이분법적으로 간주하여, ‘체험’ 개념을 신체적

활동으로 한정짓는 데에서 비롯된 것이라 볼 수 있다. 학생이 자유학기

제 하에서 지식 교육으로서의 체험 활동, 그리고 체험으로서의 지식 교

육을 통하여 자신의 과거 경험과 연관 짓고 자신을 성찰하는 경험을 갖

는다면, 자유학기제의 ‘체험활동’은 ‘교육적 경험’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자유학기제의 ‘체험활동’ 수업에서 중요한 점은 수업의 피상적인 형태

가 아니라, 학생들이 ‘체험’을 통하여 ‘교육적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수업

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김미진 외(2016)는 “어떤 학교에서는 자유학

기에서의 거의 모든 교과에서 모둠별로 탐구학습을 활용함으로써 학생들

은 피로감을 느꼈을 뿐 아니라 ‘무임승차’ 사례가 속출하였고 학부모들은

기계적인 모둠활동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요청하기도 하였다(최상덕 외,

2014: 85; 김미진 외, 2016: 9 재인용)”는 것이다. 한편, 양은주(2018: 79)

는 “학교에서 다양한 활동을 기획하고 도입하는 것 자체만으로 교육적인

의미를 살려낼 수는 없다”고 지적한다. 우리는 이러한 연구 결과들을 통

하여 수업의 가시적인 형태보다는 학생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수업

이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자유학기제의 수업이

일회성의 ‘체험’ 활동에 그치지 않고 활동 후, 학생이 깨달은 ‘경험’의 변

화를 ‘표현’하며 서로의 ‘경험’을 공유한다면, 수업을 통한 학생의 ‘경험’

은 더욱 풍부해지고 확장될 것이다. 이를테면, 자유학기제의 수업 시간을

통한 체험 후, 학생들에게 ‘성찰 노트80)’를 작성하도록 하고 서로 공유할

80) 김민정 외(2018: 65)의 『현장교사를 위한 자유학기제 및 자유학년제 수업 모형
가이드북』에는 수업 활동 후,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실제 활동하는 동안 느끼고
배웠던 점을 정리하는 ‘성찰 보고서’가 소개되어있다. 필자는 ‘성찰 보고서’ 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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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회를 제공하는 방법이 있다. 학생들은 ‘체험’을 통한 자신의 변화를 ‘성

찰 노트’에 기록해 봄으로써, 자신의 태도를 돌이켜볼 뿐만 아니라 미래

의 모습도 그려볼 수 있는 것이다.

둘째, 교사는 자유학기제의 수업을 의사소통의 장(場)으로 조성한다

면, 학생들이 수업을 통하여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며 자아를 확장해 갈

‘성장’의 계기가 될 것이다. 필자가 앞서 설명했듯이, 듀이는 ‘의사소통’을

통하여 참여하는 ‘자아’와 ‘타자’의 경험이 모두 변화되고 확장될 수 있다

고 지적하였다. 필자는 의사소통을 통한 자아의 확장이 이루어지기 위해

서는 의사소통 참여자의 상호 존중하는 태도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생각

한다. 타자의 경험을 이해하고 공감하고자 하는 열린 마음으로 의사소통

에 참여할 때에, 타자의 경험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 자신을 되돌아보며

자아가 확장되는 ‘교육적 경험’이 되는 것이다.

필자가 앞 장에서 예로 든 ‘자유학기 활동’ 중 난타 수업의 경우에 곡

의 동일한 부분을 동일한 장단으로 연주할지라도, 학생들 개개인의 북소

리는 저마다 다르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다양함 속에 서로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조화를 이룸으로써 하나의 예술 작품이 창조되는

것이다. 의사소통은 다양한 개성을 가진 자아가 참여하지만, 서로의 ‘경

험’을 공유하며 이해하는 과정이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우리는 의사소

통을 ‘불일치의 조화’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의사소통’은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많은 대안들이 제시된다는 측면에서, 결과적으

로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더라도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고 ‘이해’하려고 애

쓰며 의사소통에 참여하는 그 자체가 교육적으로 의미 있는 것이다. 양

은주(2007: 298)에 의하면, “듀이는 ‘환경’을 자아의 몸과 마음과 생각을

움직이도록 하는 것으로 바라보았으며, 공동 활동에의 관심을 불러일으

키고 다른 사람들과 생각과 정서를 공유하면서 자기 행위의 사회적 의미

를 깨닫도록 기능하는 것을 ‘진정한 사회적 환경’으로 간주한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자아는 타자와의 의사소통을 통하여 자아가 타자와의

공동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며,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자아와 환경과의

에 ‘성찰 노트’라는 용어를 사용하고자 하는데, ‘성찰 노트’는 학생들이 수업 시간의
체험을 통한 느낀 점, 생각의 변화, 자신의 태도를 돌이켜보며 기록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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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변작용(transaction)이 이루어지며 ‘경험’의 질이 고양되는 것이다.

학생이 타자나 환경과의 교변작용(transaction)을 경험하도록 하기 위

해, 교사는 수업 시간에 타자의 표현이나 이야기를 존중하고 경청하는

태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학생들에게 인지시킬 임무가 있다. 교사는 학생

들에게 타자의 의견에 경청함으로써 자신의 사고의 지평을 넓힐 수 있다

는 점을 설명하며 학생들이 상호 존중하는 태도를 갖도록 하는 것이 필

요하다. 예를 들어, 급우나 다른 모둠이 발표할 때에 자신의 의견 혹은

생각과 다르더라도 타자의 의견과 생각을 존중하는 태도를 갖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셋째, 학생들이 교과 내용에 관심(interest)을 가지고 자유학기제의 수

업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도록 돕기 위해, 교사는 학생들에게 교과 내용을

학생의 ‘삶의 경험’ 또는 ‘일상적 경험’과 관련지어 소개하는 방법이 있

다. 이를테면, 국어나 영어 교과 수업의 경우, 문학 작품의 주제나 소재

를 학생의 일상적 경험과 관련지어 글쓰기를 하도록 하는 방법이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교사가 로버트 브라우닝(Robert

Browning)의 ‘봄노래(Spring Song)’라는 영시를 학생들에게 소개하면서

‘봄’하면 떠오르는 영어 단어를 써보도록 한다든가, ‘봄’과 관련해서 학생

자신의 경험을 소재로 영시를 창작하도록 하거나 간단한 글을 영어로 쓰

도록 한 후, 서로의 글을 발표하고 공유하는 방법이 있다. 이때 영어에

서투른 학생들을 위해 영시나 영어 글 대신에 그림을 곁들인 간단한 영

어 단어를 쓰도록 하는 방법이 있다. 또 다른 예로, 요리 방법을 영어로

소개하는 영상 화면을 학생들에게 보여주고 설명한 후, 학생들이 자신이

만들 수 있는 음식에 대한 요리법을 영어로 작성하도록 하는 방법이 있

다. 교사가 이러한 수업을 진행할 때에, 학생이 실수에 대해 두려워하지

않도록 격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방법은 학생으로 하여금 자신의

일상생활과 관련하여 영어를 ‘표현’해 보도록 하여 생생하고 실감나는 방

법으로 외국어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데에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발달 단계상 아동기에서 청소년기로 접어들기 시작한 중학교 학생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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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구체적 조작기에서 형식적 조작기로 이동하는 시기”(정옥분, 2008:

63)이다. 심리학자인 피아제(Piaget)에 의하면, “구체적 조작기의 아동은

현재의 문제만을 다루며 눈에 보이는 구체적 사실들에 대해서만 사고가

가능하지만, 형식적 조작기의 청년은 시간을 초월하여 문제를 다루며 추

상적인 개념도 이해할 수 있다”(정옥분, 2008: 63)는 것이다. 필자가 생각

하기에, 자유학기제에 참여하는 중학교 1학년이나 2학년 학생들은 구체

적 사고 중심에서 추상적 사고가 가능한 과도기적 시기이므로, 수업 시

간을 통하여 자신과 관련되고 구체적인 일상생활과 관련 있는 내용을 배

울 때 수업 내용에 대하여 이해를 더 쉽게 할 수 있으며 흥미를 가질 수

있는 것이다.

듀이에 의하면, 교사는 교과 수업을 통해 학생이 “자아와 타자, 그리

고 사물의 세계를 이해하며 상호작용이 일어날 수 있는 환경을 제

공”(2012: 404)해야 한다. 달리 말하면, 학교에서의 수업이 현실 세계와

고립된 추상적인 내용만을 가지고 이루어진다면 중학생들은 배움에 대한

흥미를 잃을 수 있고 학교는 현실 세계와 단절된 곳이라는 사고를 할 위

험이 있다. 반면에 학생들은 그들의 ‘삶의 경험’ 또는 ‘일상적 삶’과 관련

된 학교 수업을 통하여 ‘자아’를 탐색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아’와

세계를 연관 지음으로 ‘자아’를 확장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교사가 수업 시간을 통하여 교사 중심 수업의 형태로 추상적인 내용을

학생들에게 전달하기 보다는 일상생활을 소재로 수업 내용을 구성하고

연관 지으며, 학생들이 사고하고 의견을 표현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배

움이 일어나도록 수업을 기획하고 실행할 필요가 있다. 학생은 일상생활

과 연관된 학교교육을 통하여, 일상생활과 이론적 지식의 간극을 좁힐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삶에 있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앞의 2장에서 검토하였듯이, 학교 현장에서 자유학기제의 ‘체

험활동’은 학생들의 삶의 맥락과 밀접한 학습 경험을 제공(김은영,

2016: 68)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학생들은 삶의 경험과 연

관된 학교에서의 ‘교육적 경험’이 자아와 연관되며 자신의 삶에 의미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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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것을 알게 됨으로써, 학교에서의 교육 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능동

적으로 참여할 것이다. 또한 학생들은 이러한 능동적인 참여 ‘경험’을 통

하여, 일상생활 속에서 겪는 ‘경험’을 지나치지 않고 숙고하며 인식의 지

평이 넓어지는 ‘성장’의 계기가 될 것이다.

필자는 이상과 같이, 듀이의 ‘교육적 경험’의 세 가지 특징에 근거하

여, 교사가 자유학기제의 수업을 실행하는 데에 학생으로 하여금 ‘교육적

경험’이 되도록 도울 수 있는 방법에 대한 하나의 방향성을 제안해 보았

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종합해보면, 자유학기제의 교육 방향은 학생들이

교과 내용을 기계적으로 암기하도록 하는 교수-학습 방법에서 벗어나,

학교에서의 다양한 ‘경험’을 통하여 자기 자신에 대해 이해하고 탐색하며

타자의 ‘경험’과 공유함으로써 자아의 ‘경험’을 재구성하여 ‘성장’하도록

하는 데에 교육의 목적을 두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지점에서 교

육의 목적은 ‘자아’의 외부에서 부여된 외적인 목적이 아니라, 학생이 ‘체

험’을 통하여 ‘자아’를 탐색하고 인식의 지평을 확장해나가도록 하는 내

재적인 목적으로 볼 수 있다.

듀이는 “‘성장’을 고정된 목표를 향한 움직임으로 간주할 때, 외적 목

적에 도달하기 위해 외적인 압력을 가하게 된다”(2012: 106)고 우려한다.

필자가 앞 장에서 언급한 심리학자 매슬로우(Maslow)의 경우, ‘자아실현

(self-actualization)’을 교육의 목적으로 삼았다면, 듀이는 교육에 있어서

‘자아실현’과 같이 미래를 향한 고정된 목표를 두는 것에 회의적이며, ‘현

재의 경험’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행위를 ‘성장’을 향한 움직임으로 간

주한 것으로 보인다.

우리는 당장 눈앞에 보이는 교과 성적 향상과 같은 외적인 목적 달성

보다는 ‘교육적 경험’을 통한 ‘성장’을 교육의 목적으로 삼을 때, 자유학

기제의 ‘체험교육’은 더욱 의미 있게 이루어지고 충실하게 실행될 것이

다. 자유학기제 하에서 학생에 대한 평가는 기존의 수량화된 평가 방식

에서 벗어나 학생의 참여도와 활동 내용을 기록하도록 한다(경기도 교육

청, 2015: 128). 그리고 자유학기제의 수업을 통하여 학생들과 교사가 서

로의 ‘경험’을 공유할 기회가 많아져서 학생들이 ‘관계’적인 측면에서 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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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적인 반응을 보였다는 것을 앞 장의 연구 결과(여지영 외, 2016: 707)

에서 확인하였다. 자유학기제의 이러한 긍정적인 교육 효과는, 필자가 본

글의 서두에서 제기하였던 문제인 타자에 대해 수량화하여 평가하는 경

향과 타자의 ‘다름’에 대한 배타적인 태도에 대해 개선할 수 있는 가능성

을 시사한다.

그러나 안희진 외(2016: 145-147)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자유학기제

에서는 오후 프로그램이 학생 참여식 활동으로 상호 소통이 자유롭지만

자유학기 이후의 일반학기에서 학생과 교사와의 친밀감 형성이 줄어들었

다”는 것이다. 그리고 “자유학기제에서 이루어진 진로 탐색이 일반학기

까지 연계되지 않았고, 일반학기가 되면서 협력과 소통이 없는 지루한

수업이 진행되고 높은 난이도와 빠른 진도로 수업에 참여하지 않는 학생

들이 늘었다(안희진 외, 2016: 145-147)”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자유학기 이후의 일반학기에는 자유학기제에서의 긍정적인 교

육적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대학 입시를 중

요시하는 사회 분위기 속에서 자유학기제 하에서 이루어지는 ‘체험교육’

이 대학입시와 단절된 것으로 간주되기도 하여, 자유학기제 이후에는 입

시 위주의 수업 양상으로 회귀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듀이가 ‘교육적 경험’의 두 가지 준거로 경험의 계속성(continuity)과

상호작용(interaction)을 제시하였듯이, 자유학기제의 ‘체험’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학생이 ‘자아’를 탐색하고 확장해 갈 수 있는 계기가 되기

위해서, 자유학기제 하에서 이루어졌던 ‘체험활동’과 수업의 양상이 자유

학기제 이후 학기의 수업과 연계되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그리고 무

엇보다 학생들이 ‘교육적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는 교사의 노

고가 요청되므로, 교사가 학생 지도와 수업 준비, 그리고 교육적 실천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교사의 행정 업무

부담, 학생 평가 기준의 모호함 등 자유학기제를 실행하는 데에 한계점

으로 드러난 점들에 대하여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개선하려는 노력

이 요청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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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요약 및 결론

필자는 우리나라 중학생들이 다양한 체험을 통하여 적성과 꿈을 탐색

할 수 있도록 기획된 자유학기제의 등장 배경과 취지를 살펴보고, 문헌

들을 통해 그 실천 양상에 대한 연구자들의 해석을 검토해 보았다. 이상

의 논의를 통하여 필자는 중학교 자유학기제의 ‘체험활동’ 프로그램들이

학생들에게 자아와 타자를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도록 기획되

었지만, 교육 주체들이 ‘체험’의 의미를 심도 있게 이해하지 못할 경우에

일회성의 신체 활동에 그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필자는

자유학기제의 ‘체험활동’이 학생들에게 자아를 형성하고 확장할 수 있도

록 돕는 의미 있는 교육이 되기 위해서, 교육적 ‘체험’ 개념에 대한 고찰

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리하여 필자는 교육 현장에서

이해되는 ‘체험’ 개념을 비판적으로 검토한 후에, 듀이의 ‘경험’ 개념이

자유학기제 하에서 이루어지는 ‘체험교육’의 기획과 실천에 어떠한 함의

를 제공해 줄 수 있는지 탐색해 보았다.

자유학기제의 시행 초기에는 학생들의 진로 체험에 중점을 두고 있었

지만 점차 교과 수업 개선으로 방향이 전환되고 있다. 자유학기제의 프

로그램은 ‘교과 교육과정’과 진로탐색 활동, 선택 프로그램, 동아리 활동,

예술·체육 활동 영역의 ‘자유학기 활동’으로 구성되는데, 교과 수업 시간

은 토론식, 협동학습 등의 학생 참여 수업으로 진행되도록 권장되고 있

다. 그리고 ‘자유학기 활동’은 학생들이 관심과 흥미에 따라 프로그램을

선택하여 참여하도록 기획되어 있다.

그러나 자유학기제에 관한 여러 문헌들을 검토해보고 중학교 자유학

년제 담임과 수업을 담당한 필자의 경험으로 판단하건대, 자유학기제의

실천에는 적지 않은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있다. 예컨대, 주로 오전에 이

루어지는 교과 수업은 교사 중심의 암기식 수업으로 이루어지거나, 협동

학습, 실험 위주의 수업으로 진행되더라도 단지 학생들의 신체적 활동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으며, 자유학기 이후의 교과 수업은 다시 교사 중심

수업으로 회귀하여 수업에 참여하지 않는 학생들이 늘었다는 것이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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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고 오후에 이루어지는 ‘자유학기 활동’의 경우, 학생들의 흥미나 관심

을 반영하여 프로그램이 개설되기에는 한계가 있었고 학생들이 프로그램

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선착순으로 선택하는 경우가 많기에, 학생들이 원

치 않는 프로그램에 어쩔 수 없이 참여하는 경우도 있다는 한계가 드러

났다. 또한 자유학기제 하에서 이루어지는 ‘자유학기 활동’의 프로그램은

한 학기에 그치고 다음 학기 또는 다음 학년으로 연계되지 않고 일회성

의 체험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서 학생들이 아쉬워했다는 점이 여러 문헌

들을 통해 드러났다.

자유학기제의 ‘체험활동’은 자유학기의 전 과정에서 이루어질 수 있

다. 이러한 ‘체험활동’은 발달 단계상 구체적 사실 중심으로 사고하는 단

계에서 추상적인 개념을 이해하기 시작하는 과도기적 사고 단계에 놓여

있는 중학생들에게 문자로 되어 있는 교과 지식을 교사의 언어로 전달하

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한계를 보완할 수 있다. 이에 더하여, ‘체험활동’은

학생들이 신체적, 지적, 감정적 능력을 총체적으로 활용하여 ‘직접 경험’

을 하도록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학생들이 교과를 실감 나게 배울 수 있

다는 교육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필자는 자유학기제의 ‘체험

활동’이 단지 학생들의 가시적인 활동, 신체적인 활동으로 협소하게 해석

되고 이해될 경우에, ‘체험활동’은 일회성의 체험 혹은 수박 겉핥기 식의

체험에 그칠 수 있다는 문제를 제기하였다. 특히, 우리는 자유학기제 하

에서 이루어지는 ‘교과 수업’과 ‘자유학기 활동’을 이분법적으로 간주하

고, ‘체험활동’이 ‘자유학기 활동’ 영역에서만 이루어진다고 해석할 경우,

자유학기제의 교육은 체험을 위한 체험에 그치며 단절적인 일회성의 체

험에 머무를 수 있는 한계를 문헌들을 통해 확인하였다. 필자는 ‘체험’이

신체적 활동으로만 해석되고 근대적 패러다임으로 ‘지식’을 이성적 특징

으로만 한정지어 해석하여 이원화하는 것을 ‘좁은 의미의 체험교육’이라

고 명명하였고, 이를 ‘넓은 의미의 체험교육’과 구분하였다.

필자는 본 연구를 통하여, 중학교 자유학기제 하에서 이루어지는 ‘체

험교육’의 실천 과정에서 드러나는 문제점들에 대한 원인이 대학입시에

초점을 둔 교육 환경과 ‘체험’의 의미를 좁은 의미로 해석하는 경향에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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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분석하였다. 그리고 자유학기제의 ‘체험활동’이 교육적으로 의미 있

는 ‘체험교육’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자유학기제에서 강조하는 ‘체험’이

나 ‘경험’이 교육적 맥락에서 무엇을 의미하는지 충분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듀이의 ‘교육적 경험’ 개념을 검토하였다. 필자가 듀이

의 ‘경험’ 개념을 근거로 삼은 이유는 듀이의 ‘경험’ 개념이 일인칭적인

자아의 체험의 범위를 넘어서,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전제한 ‘자아형성’이

라는 맥락을 내포하고 있고 이는 교육적 함의를 보여준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그 어느 때보다 요즘 아이들은 ‘관계 형성’에 서툴러 보인다. 요즘

아이들은 소셜 미디어(social media)와 같은 가상공간 상에서는 쉽게 관

계 형성을 하지만, 현실 세계에서는 ‘관계 형성’에 어려움을 느낀다. 요즘

아이들이 타인과의 ‘관계 형성’에 어려움을 느끼는 경향은 자기 자신과의

관계를 맺는 데에도 드러난다. 요즘 아이들은 자신이 진정으로 무엇을

좋아하고 자신의 생각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깊이 있게 탐색하려고 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자신의 사고와 행위를 돌이켜보며 반성하는

‘자기반성’이나 ‘자기성찰’이라는 말은 요즘 아이들에게 고리타분한 용어

로 다가온다. 요즘 아이들의 이러한 서툴고 얕은 ‘관계 형성’ 방식은 학

교의 교과 수업 시간에도 드러난다. 자신이 흥미를 느끼거나 이해가 잘

되는 수업 시간에는 참여하지만, 그렇지 못한 교과 수업에는 참여하지

않거나 훼방을 놓기도 한다. 이렇게 관계 형성에 서툰 아이들에게 자유

학기제의 ‘체험교육’이 의미 있는 교육이 되도록 기획되고 실천되기 위해

서, 듀이의 ‘경험’ 개념은 자유학기제의 실천에 근거로 삼기에 타당하고

교육적으로 의미 있다.

듀이가 우리의 ‘삶’은 곧 ‘경험’이라고 하였듯이, 우리의 삶은 ‘경험’으

로 점철되어 있다. 듀이가 말한 ‘경험’이란 ‘해보는 것’ 혹은 ‘시도하는

것’(trying)의 능동적 요소와 ‘겪는 것(undergoing)’ 혹은 ‘해보는 것의 결

과’인 수동적 요소의 특수한 결합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경험’은 경험 행

위자(agent)의 정서적(심미적), 지적, 실천적 성질이 총체적으로 작용하

여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다. 듀이는 과거-현재-미래가 연결되어 지속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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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계속성(continuity)’의 특징과 자아가 환경과 ‘상호작용(interaction)’하

는 특징을 가진 경험이 가치 있는 경험이며 교육적으로 의미 있는 경험

이라 설명하였다. ‘계속성’과 ‘상호작용’의 특징이 있는 ‘교육적 경험’ 개

념을 자유학기제의 ‘체험교육’에 적용해 보면, 학생 개개인의 과거 ‘경험’

은 하나의 ‘지식’이 될 수 있다고 해석된다. 이러한 ‘교육적 경험’에 비추

어볼 때, 학생들에게 ‘교과 지식’은 고정되고 절대적인 것이 아닌 것이며,

학생들은 교과 지식을 ‘자아’와 연관 지어 재해석하고 지식을 창조할 수

있는 가능성과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존재인 것이다. 그리고 교사는 학

생의 일상적 경험과 연관 지어 교과를 소개함으로써, 학생은 앎과 삶을

연결하여 생생하고 실감 나게 교과 내용을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다. 이

에 더하여, 우리는 듀이의 ‘경험’ 개념을 탐색하면서 인간은 환경과 상호

작용하며 존재하기에, ‘자아’는 환경과 상호작용하면서 형성되고 확장되

어 간다는 통찰을 얻을 수 있었다.

필자는 본 연구를 통하여 자유학기제에서 강조하는 ‘체험활동’의 실천

을 위한 이론적 근거로서, 듀이의 ‘경험’ 개념의 특징들 중 특별히 교육

적으로 의미 있는 특징들을 선별하여 ‘교육적 경험’이라 명명하였다. 교

육적 경험의 첫 번째 특징은 최초의 경험인 일차적 경험에서 출발하여

이 최초의 경험에 대하여 돌이켜보며 검토하는 반성적 사고를 하는 이차

적 경험으로 이어지며, 미래를 예측하는 삼차적 경험의 단계를 거친다는

것이다. ‘교육적 경험’은 학생들이 수업에 관심을 가지고 능동적으로 참

여할 때에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다. 학생들의 능동적인 참여는 학생 자

신이 ‘일차적 경험’을 통하여 무엇을 느끼고 생각했는지 표현하며 타자의

‘경험’과 공유함으로써 자신의 ‘경험’에 대해 거리를 두고 돌이켜보며, 자

아를 형성하며 확장할 수 있는 ‘교육적 경험’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다음으로, ‘교육적 경험’은 경험의 행위자가 환경과의 교변 작용

(transaction)을 통하여 서로 변화하고 성장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이때, 환경은 자연 환경, 사회적, 문화적 환경, 지역 사회, 학교, 교사, 급

우들 등을 아우른다. 인간은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며 인간과 환경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변한다는 듀이의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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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기대어 볼 때, 학생은 학교에서의 교사, 급우들과의 의사소통

(communication)을 통하여 상호 이해하고, ‘경험’을 확장해 갈 수 있는

것이다. 이때, 의사소통은 언어적 의사소통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필자가

본 연구에서 예로 들었던 자유학기제의 ‘체험활동’에서, 학생들이 악기

연주를 통해 조화를 이루는 과정, 그리고 공동의 과업을 완성하기 위해

서로의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은 모두 ‘의사소통’이라 일컬을 수 있는 것

이다. 듀이는 함께 참여하며 의미를 나누는 경험의 방식을 민주주의라

하였는데(2012: 155), 학생들과 교사는 의사소통을 통하여 자신의 ‘경험’

을 타자의 ‘경험’과 공유함으로써, 다양성을 이해하고 인정하는 민주적인

학교 문화를 형성할 수 있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자유학기제의 수업 시간에 이루어지는 ‘체험활동’이 일상

적 경험(ordinary experience)이나 삶의 경험(life experience)과 연관될

될 때에 ‘교육적 경험’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듀이는 “일상적 경험과

분리해서 가르치는 교과는 ‘방수 처리된 방’(2002: 147)”에 놓여있는 것이

라 비판하였는데, 교과란 인류의 일상적 경험을 선별하여 기록해 놓은

것이라고 볼 때, 교과를 일상적 경험과 관련된 방식으로 가르치는 것이

교과의 본질을 전달하는 것이며, 학생들이 교과를 통해 세계를 이해하며

‘자아’와 관련지을 수 있는 자연스러운 방법인 것이다. 본 연구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자유학기제의 ‘체험활동’은 학생들의 일상생활이나 삶의

경험과 더욱 밀접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측면에서 교육적 의의가 있

다.

지금까지, 필자는 듀이의 ‘경험’ 개념을 기반으로 ‘교육적 경험’ 개념

이 의미 있는 이유를 밝혀내고, ‘교육적 경험’ 개념이 중학교 자유학기제

의 실천에 어떠한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는지 살펴보았다.

이상과 같이 살펴본 결과, 본 연구가 지니는 의의를 몇 가지로 정리

하면서 결론을 대신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는 듀이의 ‘경험’ 개념의

특징 중 교육적으로 의미 있는 특징들을 선별하여 ‘교육적 경험’의 특징

을 정립하였다. 그리고 ‘교육적 경험’이 자유학기제의 실천에 어떠한 개

념적 근거가 될 수 있으며 어떠한 함의를 제공할 수 있는지 탐색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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써, 자유학기제에서 이루어지는 ‘체험활동’이 ‘교육적 경험’으로 기획되며

실천될 수 있는 하나의 방향을 제안하였다. 둘째, 본 연구는 ‘넒은 의미

의 체험 교육’의 개념을 규정함으로써, 자유학기제의 ‘체험활동’의 범위가

‘교과 수업’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그리하여, ‘자유

학기 활동’뿐만 아니라 ‘교과 수업’을 통해서도 의미 있는 ‘교육적 경험’

이 이루어지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가능성을 모색해 보았다. 이는 자

유학기제의 실천 양상에 대한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바인 일회성의

체험으로 그치지 않고, 교과 수업을 통해서도 ‘넓은 의미의 체험교육’이

이루어지도록 가능성을 제공하기에 의의가 있다.

학교 현장에서는 교과 수업의 개선이라고 하면, 강의식 수업에서 벗

어나 협동 학습이나 토론 중심 수업, 거꾸로 수업(flipped learning)등으

로 수업의 외적 형태를 변화시키는 것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

나 필자가 보기에, 학생 활동 위주의 수업이라 할지라도, 학생이 수업 시

간의 ‘활동’을 통하여 반성적으로 ‘사고’하지 않고 활동의 의미를 찾을 수

없다면 수업 시간에 이루어진 ‘활동’은 학생에게 ‘교육적 경험’이 되기 어

려울 것이다. 따라서 교과 수업이 강의식 수업의 형태라도, 학생이 수업

을 통하여 교과를 의미 있게 받아들이고 교과를 통해 ‘자아’와 세계를 연

관 짓게 된다면, 그 수업을 통해 학생 ‘경험’의 질이 변화되는 것이고 ‘자

아’가 형성되며 확장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그러나 교사가 학생의 ‘기

존 경험’을 고려하지 않은 채, 교사 자신의 언어로 교과 내용을 학생들에

게 일방적으로 전달하며 학생들은 침묵하는 형태의 강의식 수업이라면,

교과를 처음 배우기 시작한 초보 단계의 학생들에게는 그 수업이 ‘교육

적 경험’이 되기보다 교과 내용의 기계적인 전달에 가까울 것이다. 마지

막으로, 본 연구는 듀이의 ‘경험’ 개념을 통하여 학생들이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교사, 급우들 그리고 교과와 관계를 어떻게 형성해야 하는지 생

각해 보며 실천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필자는 듀이의 ‘경험’ 개념을 검토해보는 과정에서 듀이의 사

유를 비판적으로 바라보지 않고 전적으로 수용했다는 점이 본 연구의 한

계라 생각한다. 또한 자유학기제의 수업은 시간, 지역, 학교, 그리고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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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매우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나지만 한정된 문헌들과 필자의 좁은

경험으로 자유학기제 하에서 이루어지는 수업 양상을 일반화한 점이 아

쉬움으로 남는다.

교사 중심 수업, 기계적인 암기식 수업에 대한 비판과 수업 개선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는 우리나라 학교 현장에서, 듀이의 ‘경험’ 개념이

함의하는 바는 무궁무진하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듀이의 ‘경험’ 개념을

보다 심도 있게 탐색하여 우리나라 학교 교육의 실천에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함의를 고찰하는 연구가 더욱 풍부해지기를 기대한다. 그리고 이

러한 연구들과 그에 따른 실천으로, 교사와 학생이 서로의 ‘경험’을 존중

하며 ‘성장’할 수 있는 학교 문화를 형성하는 데에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란다.



- 143 -

참 고 문 헌

1. 존 듀이의 저작

Dewey, J.(1915). The School and Society. 송도선 역(2016).『학교

와 사회』. 파주: 교육과학사.

(1916). Democracy and Education. New York: The

Macmillan Company.

(1916). Democracy and Education. 이홍우 역(2012).『민주주

의와 교육』. 서울: 교육과학사.

(1920). Reconstruction in Philosophy. 이유선 역(2010).『철학

의 재구성』. 서울: 아카넷.

(1927). The Public and Its Problems. 정창호· 이유선 역

(2014). 『공공성과 그 문제들』. 서울: 한국문화사.

(1934). Art as Experience. 박철홍 역(2016). 『경험으로서 예

술』. 파주: 나남.

(1938). Experience and Education. New York: Simon &

Schuster.

(1938). Experience and Education. 박철홍 역(2002).『경험과

교육』. 서울: 문음사.

(1958). Experience and Nature. New York: Dover

publications.

(1989). Freedom and Culture. The Board of

Trustees: Southern Illinois University.

2. 기타 참고문헌

강영혜(1999). 체험학습의 이론적 기초. 열린교육연구. 7(2). 5-18.



- 144 -

강재태·유영주(2017). 자유학기제 관련 쟁점 및 운영의 실제현황. 중등교  

       육연구. 29. 27-46.

곽덕주(2006). 근대적 마음관, 내면적 근대성, 그리고 교육: 근대인식론에

대한 로티의 비판적 고찰을 중심으로. 교육철학. 37. 111-133.

곽덕주 외(2015). 미래교육, 교사가 디자인하다. 파주: 교육과학사.

(2019). 지식의 성격과 교육. 파주: 교육과학사.

경기도교육청(2015). 자유학기제 운영매뉴얼Ⅰ일반편. 수원: 경기도교육청.

고미숙(2006). 체험교육의 의미. 아시아교육연구. 7(1). 133-162.

교육부(2013). 배움을 즐기는 행복교육! 2015 개정 교육과정.

(2013). 행복한 학교생활로 학생의 꿈과 끼를 찾는다.: ‘중학교 자

유학기제 시범운영 계획’ 발표.

(2014). 유·초·중학교 교육과정 개선연구.

(2015). 중학교 자유학기제 시행 계획 확정.

(2015). (학생의 꿈과 끼를 키워 행복교육을 실현하는) 중학교 자

유학기제 시행계획(안).

교육부·한국직업능력개발원(2015). 자유학기제 학생 체험 인프라 확충 방

안 연구.

교육부(2016). 지역 특화 산업을 중심으로 수요자 맞춤형 진로체험 프로

그램 운영.

(2017). 중학교 자유학기제 확대·발전 계획.

김대현·김현주(2003). 입학초기 중학생의 삶. 교육과정연구. 21(4). 1-24.

김동식(2005). 듀이-경험과 자연. 울산: 울산대학교 출판부.

김무길(2001). 듀이의 교육적 경험론에 내재된 Transaction의 의미. 교육  

       철학. 25. 17-35.

(2011). 좋은 수업의 조건들에 대한 비판적 검토: 듀이의 성장 개

념을 중심으로. 교육철학연구. 33. 25-47.

김미진·이재창·임재일·홍후조(2014). 자유학기제 연구학교의 교육과정 특

성 분석: 2013 자유학기제 연구학교보고서 분석을 중심으로. 교  

       육과정연구. 32(2). 216-238.



- 145 -

김미진(2016). 자유학기제의 지속가능성과 중학교육의 정체성탐색. 교육  

       과정연구. 34(1). 1-28.

김민정 외(2018). 현장교사를 위한 자유학기제 및 자유학년제 수업모형  

       가이드북. 서울: 학지사.

김상현(2016). 내러티브의 재해석: 교육내용으로서의 내러티브. 서울대학

교 대학원 교육학과 교육학 전공 석사학위 논문.

김아람·김아미(2018). 혁신학교인 K중학교를 통해 본 자유학년제 운영

특징에 대한 사례 연구. 교육문화연구. 24(5). 499-523.

김영한(2005). 딜타이의 삶 해석학. 철학논총. 41(3). 3-26.

김은영(2016). 자유학기제의 중장기 추진 전략과 방안: 초·중·고 운영 확  

       대를 중심으로.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김진섭·문성배(2015). 자유학기제에 대한 중학교 교사들의 인식. 대한지  

       구과학교육학회지. 8(1). 12-24.

류정섭(2013). 중학교 자유학기제 정책 방향. 2013년 제13회 한국통합교

육과정학회학술자료. 47-58.

박준상(2007). 메를로-퐁티에 비추어 본 미적 경험과 예술–칸트와의 비

교를 중심으로-. 철학연구. 104. 138-160.

박철홍(1995). 듀이의 ‘하나의 경험’에 비추어 본 교육적 경험의 성격: 수단

으로서의 지식과 내재적 가치의 의미. 교육철학. 13(13). 81-109.

(2003). 경험의 창조적 재연으로서 학습의 의미: 경험중심교육과정

관의 재발견. 아시아교육연구. 4(2). 169-191.

백종현(2007). 철학의 개념과 주요문제. 서울: 철학과 현실사.

성열관(2015). 자유학기제 전면 시행에 따른 쟁점과 과제. 한국교육개발

원. 교육정책포럼 제270호. 8-10.

(2018). 수업시간에 자는 아이들. 서울: 학이시습.

성은모(2013). 자유학기제 도입과 청소년 체험활동 연계방안 연구. 한국  

       청소년정책연구원.

성은모·정효정(2013). 자유학기제 청소년 진로 체험활동의 효과적 운영을

위한 지역사회 연계 방안. 진로교육연구. 26(4). 49-63.



- 146 -

소경희(2015). 2015 개정 교육과정 총론 개정안이 남긴 과제: 각론 개발

의 쟁점 탐색. 교육과정연구. 33(1). 196-214.

(2019). 교육과정의 이해. 파주: 교육과학사.

송하인·남상준(2008). 사회과 체험학습의 의미 탐색. 사회과교육연구.    

       15(1). 85-109.

신철균(2014). 중학교 자유학기제 정착 방안 연구.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신철균·황은희·김은영(2015). 자유학기제 운영 실태 분석 연구. 아시아교  

       육연구. 16(3). 27-55.

신철균·박민정(2017). 자유학기제 연계 양상 및 관련 요인에 대한 사례

연구: 교사들의 관점을 중심으로. 한국교원교육연구. 34(1).

205-234.

심귀연(2012). 신체와 자유: 칸트의 자유에서 메를로-퐁티의 자유로. 서

울: 그린비.

심재희·오정아·조오숙(2017). 중학생의 진로교육 및 진로체험활동과 진로

성숙도 향상 효과. 한국청소년상담학회지. 2(4). 67-92.

안희진·김병찬(2016). 자유학기제를 경험한 학생들의 일반학기 학교생활

모습에 관한 질적 사례 연구. 교육행정학연구. 34(4). 129-154.

양은주(2001). 듀이의 탐구 연속성 원리와 지식교육. 교육철학. 26.

119-142.

양은주 엮음(2007). 교사를 일깨우는 사유. 서울: 문음사.

양은주(2018). 창조적 민주사회를 위한 듀이 교육과정론의 현재적 의미.

교육철학연구. 40(4). 65-91.

여지영·채선미(2016). 중학생의 자유학기제 경험. 한국콘텐츠학회. 16(5).

698-709.

유정애 외(2015). 중학교 자유학기제를 통한 예술·체육활동 발전방향 및

추진 전략탐색.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5(10). 899-918.

윤철경(1999). 교과 외 활동과 체험학습. 열린교육연구. 7(2). 19-35.

이기문 감수(2020). 동아 새국어사전 제5판. 서울: 동아출판(주).

이남인(2013). 후설과 메를로-퐁티 지각의 현상학. 파주: 한길사.



- 147 -

이돈희(1993). 교육적 경험의 이해. 서울: 교육과학사.

이명준(1986). 유토피아와 교육. 서울: 문음사.

이승범·진지형(2016). 자유학기제 적용에 따른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및

행복도, 인성, 진로에 관한 인식 분석. 관광레저연구. 28(2).

347-359.

이용숙(1995). 우리나라 열린 교육의 특성과 한계. 교육연구. 308.

이인회(2016). 자유학기제 정책에 따른 A중학교 학교변화 사례분석. 디  

       지털융복합연구. 14(1). 33-42.

이종아(2017). 중학교 교사들의 ‘학생 참여형 수업’ 이해에 관한 질적 연

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과 교육학 전공 석사학위논문.

이지연(2013). 「進路」 중심 자유학기제 도입의 타당성과 향후 과제. 진  

       로교육연구. 26(3). 1-22.

(2013). 성공적인 자유학기제 운영을 위한 진로탐색중심의 선결과

제.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정책포럼 제237호. 8-11.

이혜숙(2018). 자유학기제 진로탐색활동 활성화를 위한 서울시 전략. 정

책리포트. 243. 1-23.

임종헌(2018). 자유학기제 “주제선택 활동” 운영 사례 분석: 주제선택 활

동의 교육적 의미 고찰. 교육과정평가연구. 21(1). 31-60.

정광순(2013). 자유학기제 도입과 중학교 수업 개선 방안. 학습자중심교  

       과교육 연구. 13(6). 399-421.

정영근 외(2015). 중학교의 자유학기 교육과정 실행방안 연구. 서울: 한

국교육과정평가원.

정영희·이준기·신세인(2016). 자유학기를 겪어 본 교육주체들의 경험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 전라북도 지역 사례를 중점으로. 중등교육연  

       구. 64(3). 777-808.

정옥분(2008). 청년발달의 이해. 서울: 학지사.

정유리·송경호(2017). 자유학기제 정책집행과정에서 나타난 교사의 반응

양상 분석. 교육정치학연구. 24(3). 73-97.

주성호(2012). 메를로-퐁티의 ‘육화된 의식’. 서울대학교 철학사상연구소. 287-310.



- 148 -

최상덕·이상은·김병찬·박소영·소경희·홍창남(2014). 2014 자유학기제 연  

       구학교 사례연구 종합 보고서.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최석민(2000). 듀이의 “성장” 개념에 입각한 교사상 탐색. 초등교육연구.  

       13(2). 117-133.

최선주·한숭희·이병훈·이정희·장성연(2012). 시험형 인간으로 살아가기:

입시경쟁체제에서 형성된 아비투스가 추동하는 삶. 아시아교육연  

       구. 13(1).

최재식(2004). 메를로-퐁티에서 탁월한 경험으로서 미학적 경험. 철학과  

       현상학연구. 13-41.

하정하(2015).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자유학기제 진로체험활동. 부산여성  

       가족개발원. 26. 1-8.

하정희·김명희·조영아·김상희(2018). 중학생들의 자유학기제 경험에 대한

질적 연구. 학교사회복지. 42. 139-162.

한국교육철학회 편(2017). 교육과 지식. 서울: 학지사.

황규호(2014). 중학교 자유학기제 운영 모델 및 발전 방향 탐색. 한국교

육개발원. 이슈페이퍼. 03. 1-29.

황인수(2014). 학교현장교육에 대한 열린 교육의 빛과 그림자. 열린교육  

       연구. 22(3). 295-310.

황지연·유정애(2016). 중학교 자유학기제 체육활동에 대한 체육교사 인식

탐색. 한국체육과학회지. 25(1). 949-962.

Andreas Flitner, Hans Scheuerl(1993). Einführung in pädagogisches

Sehen und Denken. 송순재 역(2000).(개정판) 사유하는 교사. 서

울: 내일을 여는 책.

Antonio R. Damasio(1994). Descartes’ Error. 김린 역(2017). 데카르트  

       의 오류. 남양주: 눈출판그룹.

Derek A. Hutchinson(2015). Coming to Understand Experience

:Dewey’s Theory of Experience and Narrative Inquiry.

Journal of Thought. 49(3-4). 3-17.

Hans-Georg Gadamer(1960). Wahrheit und Methode. 이길우 외 역



- 149 -

(2018). 진리와 방법 1. 파주: 문학동네.

Larry A. Hickman(1998). Reading Dewey: Interpretations for a

Postmodern Generation. Bloomington: Indiana University Press.

Mihaly Csikszentmihalyi(1997). F inding Flow. 이희재 역(2005). 몰입의  

       즐거움. 서울: 해냄.

Nussbaum. M. (2010). Not for Profit. 우석영 역(2011). 공부를 넘어 교  

       육으로. 파주: 궁리.

Plato. 박종현 역(2005). 국가(政體). 파주: 서광사.

Paul Eggen·Don Kauchak(2006). Educational Psychology: Windows on

Classrooms. 신종호 외 역(2011). 교육심리학: 교육실제를 보는   

       창. 서울: 학지사.

Richard Pring(2007). John Dewey. London: Continuum.

Schacter, D.L.(2001). The Seven Sins of Memory: How the M ind

Forgets and Remembers. 박미자 역(2006). 기억의 일곱 가지   

       죄악. 파주: 한승.

Simon Blackburn(2008). Oxford Dictionary of Philosophy.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Wilhelm Dilthey(1979). Erleben, Ausdruck und Verstehen. 이한우 역

(2002). 체험·표현·이해. 서울: 책세상.

3. 온라인 자료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2020). ‘체험’. 출처:

https://stdict.korean.go.kr/search/searchResult.do

이상미(2013.9.30). 핵심 성취기준 바탕으로 교육과정 재구성

–안산 신길중의 ‘이유 있는’ 융합수업. 한국교육신문. 출처:

https://www.hangyo.com/news/article.html?no=42616





- 151 -

Abstract

Research on the Meaning of

Experiential Education in

Korean Free Semester System:
Drawing Upon Dewey’s Concept of ‘Educative Experience’

Su Mi Jang

Major Advisor: Duck-Joo Kwak, Ph.D.

Department of Education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a direction for planning

and practicing Free Semester System programs in Korean middle

schools based on John Dewey’s concept of ‘experience’ in education.

Korean society is highly competitive in terms of gaining

admission to a university or getting a job. The main purpose of

Korean secondary schools, therefore, is to produce good test results

for the students. Under such circumstances, young people in South

Korea only focus on studying for the best test results. Therefore,

they hardly have enough time to spend with their friends or to

participate in leisure activities. They give up their present happiness

for success in future. Having to use most of their time to focus on

memorizing the contents in their textbooks, students lose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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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portunity to examine and discover themselves. Therefore, they find

it difficult to form the self and to recognize their aptitudes and

interests.

After reflecting on Korean public education’s negative atmosphere,

Korean government made ‘Free Semester System’ for the first

graders of middle school students in 2013 to address the rote learning

and teaching that is used in most Korean schools. The goal of ‘Free

Semester System’ is to help students discover their aptitudes and

interests through various experiences and activities. The ‘Free

Semester System’ consists of club activities, arts, sports, and career

programs. Students can participate in discussions, debates, and project

tasks. The programs are student-centered and experience-oriented,

and the teachers evaluate the students by watching them participate

in curriculum-based activities and assessments. Theoretically, the

Free Semester System is meaningful because this program allows the

students to experience various aspects of their environments in

relation to their ordinary lives. Students can also express their own

opinions and share them with their friends, and they have to

cooperate with their peers to complete their tasks in the Free

Semester System. Thus, classes in the Free Semester System have

different points from the teacher or knowledge  centered classes.

However, I wonder if students can have many chances to grow

through reflecting on themselves throughout the program. I think the

system is not enough for students to have the chance because

‘experience’ in the Free Semester System is one off and segmental.

I think many teachers do not understand fully what ‘lived

experience’ means in Free Semester System in the context of

teaching and learning. Therefore, in order to get an insight into

giving students meaningful experience in Free Semester System,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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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tempted a research on Dewey’s concept of ‘experience’ in education

. According to Dewey, the empirical method was the only method

that could do justice to the inclusive integrity of ‘experience’. The

empirical method alone adopted the integrated unity as the starting

point for philosophic thought. I think Dewey’s idea of ‘integrated

unity’ means to integrate intelligence with emotions and desires.

I selected three characteristics of Dewey’s concept of ‘experience’

in the aspect of education. One of them is that he focuses not only

on secondary experiences but also on primary experiences. Primary

experience is direct, immediate, and it encounters original events or

situations. Conversely, the secondary experience could be in the form

of knowledge and have indirect, arbitrated and reflective dimensions.

Dewey considers an agent’s emotions, feelings, and thoughts that

come from primary experience. Therefore, focusing on primary

experience means prizing students’ emotions, feelings, and thoughts.

Second, his empirical method is a holistic one that covers the

interaction of organism with nature. It is a kind of transactional

process. That is to say, Dewey emphasizes the totality of an

experience and the continuity of organism. His concept of experience

includes the action’s continuity and the process of growth. In the

context of education, what is most important is the fact that students

not only articulate their own opinions but also exchange and interact

with their peers’ opinions. This results in their maturing through

‘experience’. Through communication, students can reflect on an event

and experience group interaction in solving problems. Communication

is an example of ‘experience’ of an individual interacting with society.

To put it another way, an individual can have an opportunity of

forming his or her own self and enlarging it through the experience.

All these processes are the experience Dewey emphasized 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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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ucation. In other words, Dewey’s concept of ‘experience’ in

education includes not only forming the self but also enlarging the

self. Dewey emphasizes integrating the individual and the society.

And Dewey explains continuity and interaction in their active union

with each other, and provides a measure of the educative significance

and value of an experience.

Finally, Dewey’s philosophic method is the reflection that comes

from ordinary experience. Dewey also puts emphasis on life

experience. In the context of education, not only teachers’ knowledge

but also students’ experience, interpretations, and emotions are

important and meaningful. It makes possible a stance that is open

about knowledge and a stance that is aimed at a democratic society.

In other words, Dewey’s method allows teachers and students to have

‘equal openness’.

From the educational perspective, teachers’ roles are not to cram

students’ heads with fixed knowledge but to let students doubt,

criticize knowledge of the past, and make their own opinions and

thoughts.

I have examined programs and modes of practice in Free

Semester System based on Dewey’s concept of ‘experience’. Hopefully

this study can not only give a direction of making and practicing

educational policy but also contribute to teachers’ educational

practices aimed to give students educative experience. Lastly, I hope

students can have chances to form and enlarge their selves through

school education.

Keywords : Free Semester System, experiential education, self,

educative experience, John Dew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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