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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 듀이와 그 이후 敎育哲學

李

I. 序 論

供

(數育學科)

雨

思想家록서 존 듀이는 정반대되는 견해블 가진 영쪽 진영으로부터 비판을 받은 좋은 보

71 가 된다. 한쪽 진영에서 보면， 듀이는 ‘個A을 社會의 機能 속에 용해시켜 버리려는 準

헤겔的 경 향’ , (1) 또는 ‘全體主義의 첫걸음’ (2) 융 나타내는 ‘社會同化的’ 敎育理論家로 비판

된다. 이 비판과 함께， 그것과는 정반대되는 입장에서 흔히 듀이에 대한 비판으로서， 그는

個人의 自由와 自發的인 自己表現， 問題解決 活動 등을 지냐치게 강조했다는 비판이 있다.

심지어， 듀이는 교육을 통하여 現存 社會에 개선을 가져올 수 있다는 浪漫的인 幻想을 가

진 社會的 夢想家로 지목되기도 한다 (3) 물론， 이러한 비판들은 듀이를 지치하는 사람들에

게는 그의 理論을 웅호하는 논점이 된다. 즉， 듀이는 결코 교육의 社會的 基盤을 도외시하

지 않았다든지， 個A의 自由는 듀이의 으뜸가는 관심사였다든지 하는 식이다. 이것은 교육

의 社會的 基盤 푼제에 있어서의 듀야의 견해를 논하는 것이지만， 이와는 달리， 敎育의 內

容이냐 方法 문제에 관해서도 마찬가치로 엇갈린 비판이 있다. 이를 테면， 듀이의 「敎育學

的 信條」에 대한 브루너의 비판을 보면， 이 문제에 대한 듀이의 견해는 知識 또는 敎科의

의미에 관하여 전혀 그릇된 생각을 기초로하고있다는점이 지적되어 있다 (4) 말할것도

없이， 이 비판은 브루너가 주장하는 ‘쩌]識의 構造’ 또는 ‘學問中心 敎育’에 업각한 것이다.

그러나 또 한펀 이 비판의 논지블 정면으로 부정하는 견해로서， 브루너의 ‘學問中心 敎育’

은 실상 듀。1 理論의 부연 이외의 아무 것도 아니라는 견해가 있다 (5) 뿐만 아니라， ‘스스

로 듀이의 思、想에 영향을 받았다고 公言하거나 흔히 그 思想을 제승하는 것으로 公認되는’，

자칭 自由主義者， 人間主義者틀， 말하지면 현대 학교제도를 맹렬하게 공격하는 폴 구드만，

(1) T.H.B. Hollins , ‘T he Problem of Values and John Dewey" T.H.B. Hollins (ed.) , Ailηs in
Ed，μcation: The Philosophic Approach, Manchester Univ. Pres5, 1964, p.96.

(2) G.H. Bantock, ‘John Dewey on Education' , in his Edμcation iη an Ind，μstrial Society ,
London, Faber and Faber, 1963, p.43.

(3) R. Niebuhr, Moral man and Immoral Society , New York , Charles Scribners, 1948, xii i.
(4) ].S. Bruner, ‘After John Dewey, What? ’ in his On Kηowing， Harvllrd Univ. Press , 1969.
(5) L. A. Cremin, The Genius of Americaπ Educatioη ， New York , Random House , 1965, PP.47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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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師 大 論 講 (25)

이반 얼리치， 조나단 코좋， 조지 데니슨， 에드가 프리덴버그， 조지 레나드 등등은 사질은

듀이의 ‘背信者’들이라는 지적에 이르러서는， 우리는 오직 어려둥절할 뿐이다.

이러한 사태에 대하여 우리는 물론， 그 양쪽 진영 중에서 어느 한쪽은 듀이블 잘못 파악

하고 있다는 식으로 간단하게 처리해 버릴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만은 할 수 없

는 것이， 이러한 사태가 사실은 듀야의 哲學 그 자체의 성격에서 필연적으로 나다나게끔

되어 었다는 점을 중요시해야 하는 것이다. 듀이 핍究者들 사이에 거의 장식이 되다시피한

것이치만， 듀이는 어떤 종류의 二元論에도 반대하는 ‘縣合의 哲學者’이다. 철학에서 흔히

거 론되는 二元論플， 心 • 身， 쩌] • 行， 理論과 實際， 事物과 言語， 知力과 情意， 權威와 自

由， 個A과 社會， 手段과 目的， 그리고 보다 敎育에 특수하게 관련되는 것으로셔， 敎科와

方法， A文敬育과 職業敎育， 興味와 힘II育 등등은 하나도 그의 哲學的 經合力에 견디지 못

한다. 그의 哲學은 바유컨대 모든 매립되는 요소틀을 하나의 合金으로 바꾸어 버리는 거대

한 擔鍵盧와 갇다. 그려나 半世紀가 지난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 용광로는 참으로

신버스려운 것이어서， 최종척으로 나오는 合金이 時間이라는 비바람에 식히고 씻기면 원래

의 原鍵에 들어 있던 대렵척언 요소들이 더 뚜렷하게 드러냐는 그런 것이라고 볼 수가 있

다. 그도 그럴 것이， 하나의 慶史的 事實로서， 듀이 이후의 敎育思期는 두 갈래 분명히 대

럽되는 路線을 보여주고 있고， 이 路線들이 곧 듀이가 經合하고자 한 두 가지 대럽되는 요

소틀을 지시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오늘날의 敎育思懶블 명백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 한， 듀이의 哲學的 鎔鍵輝에 들어간 對立的 몇素란 어떤 것인가， 그리고 그

용광로에서 나온 合金에 그토록 신lJl스러운 결과를 낳게 한 원인은 무엇인가를 아는 일 또

한 중요하다.

그러면 듀이가 그의 哲學에서 線合하고자 한 가장 기본적인 對立 횟素는 무엇인가? 여

기에 대한 대답을 하고자 할 때， 우리는 그 대랍이 듀이의 哲學을 보다 올바르게 이해함과

동시에 듀이 이후의 敎育思、團의 展開블 파악하는 데 에 도움이 되 기 블 바란다. 그 대 답의

한 방펀으로 여기서는 敎育理論의 핵심을 이루는 것으로 볼 수 있는 두 가지 質問을 제시

하고자 한다. 이 두 가지 질문에는 각각 두 가지 對立되는 대답이 있으며， 어느 대답을 택

하는가에 따라 군본적으로 다른 敎育顆이 정럽된다. 그 질문이라는 것은 1)社會와의 관련

에서 個A의 위치는 무엇인가， 2) 인간의 마음은 그 源황이 어디에 있는가， (6) 하는 것이

다. 어 떤 敎育理論이든지 간에 個人과 社會와의 관계 , 그리고 拍識의 源良과 獲得에 관한

모종의 假定을 반드시 포함하고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 위의 두 가지 질문은 敎育理論에

관하여 다소간 알고 있는 사람에게는 별로 신기할 것이 못된다. 그려나 일단 그 질문에 대

하여 두 가지 對立되는 대답이 있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듀이의 敎育理論이 바로 그 두

(6) ‘마음’은 흔히 ‘머리’와 對比되어， 주로 情繹的 機能을 대표하는 것으로 생각되나， 여기서는

知的 作用을 포함하는 精神作用 일반을 가리키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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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 對立되는 대답을 綠合하고자 했다는 점에 생각이 마치면， 그 질문들은 새로운 중요성

을 떠게 된다. 첫째 질문과 관련하여， 社會는 個A의 自由를 제한하는 抱束으로 생각되기

도 하고 個A의 自由를 질현하는 通路로 생각되기도 한다. 前者의 입장에서 보면 自由는

각개인의 自然權으로 주어져 있는 반면에， 後者의 입장에서 보면 個A은 그 自由는 물론，

個人으로서의 實體를 주장하기 위 해 서 라도 社會를 받아들이 지 않으면 안된다. 마찬가지 로，

둘째 질문에 관해서도， 한편으로 인간은 외부에서 들어오는 感覺 情報를 處置하는 정신적

능력을 다고 난다고 보는 입장이 있고， 또 한펀으로는， 마음은 社會的 影響에 의하여， 보

다 구체적으로 말하띤， 社會를 구성하고 있는 知識， 價f直， 情縮에 참여함으로써 形成된다

고 보는 입장이 있다. 이 입장의 차이는 知識觀의 차이로 연결된다. 前者의 입장에서 보

면， 知識은 각 개인이 가지고 있는 정신적 操作裝置를 통하여 획득되는 반면에， 後者의 입

장에서 보면 知識은 社會的 傳達過程을 통하여 획득된다.

위의 두 쌍의 대립되는 대답을 더욱 간단히 하면， 두 가지 크게 대럼되는 두 입장을 확

인할 수 있다. 하나는 個λ、의 自由와 마음은 그 원천이 個A의 ‘內部’에 있다고 보는 엽장

이요， 또 하나는 그 원천을 個A의 ‘外部’， 즉 社會에서 찾는 입장이다. 일종의 假說 형식

을 벌어 말하자면， 듀이에 있어서 그 두 가지 대렘되는 입장은 각각 루소와 헤겔로 대표되

어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우선，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듀이의 「民主主義와 敎育」에 루소

와 헤겔의 견해가 곳곳에서 對照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블 테면 敎育을 ‘天性의 發顯’으로

설명하는 이론을 논하는 대목에서 듀이는 헤겔을 ‘社會同化的언’ 이론을 나타내는 것으로

규정하고 그것을 루소의 個A主義 哲學과 대조시킨다Cf民敎J pp. 68-70). (7) 民主主義 敎育

의 개념을 논하는 부분에서 듀이는 루소에 의하여 대표되는 18세 기 ‘個A主義的 理想’에다

가 헤겔 哲學에 기초를 둔 ‘國家主義’ 교육 목적을 대조시킨다Cf民敎J 7章) . 이 두 견해는

敎育의 目的을 논하는 부분에서 가장 날카로운 대조를 보이고 있다. 루소에서 교육 목적은

‘天性의 開發’언 반면에， 헤젤에서 교육 목적은 ‘社會的 했率性’이다 Cf民敎J 9章) . 그러나

말할 펼요도 없이， 이 假說은 듀이의 敎育哲學에서 두 대립되는 요소를 구체적으로 확인하

고 듀이의 哲學이 그 두가지 요소의 綠合으로 성럽되어 있다는 것을 고찰함으로써 비로소

그 타당성이 펑가될 수 있을 것이다. 本 論文에서는 먼저 위에 대체적으로 제시한 두 가지

대립되는 견해를 간략하게 제시한 다음에， 듀이의 哲學에 그 두 가지 대럽되는 견해가 어

떻게 練合되어 있는가를 고찰하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재 敎育思湖의 두 가지 주요

경 향을 듀이의 理論과 관련치 어 고찰하겠다.

(7) 이하 「民主초義와 數育」의 언급은 John Dewey, Democracy and Education , New York,
Macmillan, 1916版의 페 이 지 플 가리 킨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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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根本的 對立 : 루소와 헤켈 (8)

師大論講 (25)

앞 절에서 제시한 두 가지 근본적인 질문， 즉 個A과 社會의 관계에 관한 社會哲學的 질

문과 마음의 원천에 관한 認識論的 질문에 대한 루소의 견해는 루소 특유의 포괄적인， ‘自

然’이라는 개념에 담겨 있다.

社會哲學的 개댐으로서의 ‘덤然’은 社會的 存在로서의 인간 존재의 兩面性에 관한 인식

과 그것에 대한 반응을 동시에 표현한다. 社會的 存:tE.로서의 인간은 각각 內面의 世界를

가진 個}I、(內的 自我)이면서 동시에 外部 社會와 관련을 맺고 그 영향을 받으면서 형성되는

존재(外的 自我)이다.f\.間存左의 兩面性이라는 것은 이와 같이 社會 안에셔의 인간이 ‘個

A’ 으로서의 삶과 ‘社會A’으로서의 삶을 동시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가리킨다 (9)

한 개인의 경우에 있어서나 인류 전체에 있어서나를 막흔하고， 인간 존재의 兩面性에 관

한 얀식은 인간이 그가 숙하고 있는 社會를 하나의 독럽된 範購로 지각할만한 정도의 *口的

成熟을 필요로 한다. 그리고 일단 그려한 兩面性을 인식하는 순간， 인간은， 다시 개인의

경우나 인류 전체의 경우를 막론하코， ‘自由’라든지 ‘진짜 自我’의 문제를 경험한다. 말하

자면， 이때까지 안간은 社會를 하나의 독럽펀 범주로 의식함이 없이 社會속에 沈濟되어 생

활을 영위해 왔지만， 이제 社會는 개인을 편안하게 담고 있는 ‘그릇’이 아니라 개안이 對

面해야 할 대상으로 되는 것이다. 개인의 입장에서 보면， 이제 社會는 ‘저 바깥’에 있는 그

무엇이며， 따라서 社會 속에 살고 있다는 사실은 어떤 모양으로든지 해결되어야할 문제로

등장한다.

역사상으로 보면， 루소는 인간 존재의 兩面性에서 파생되는 문제 의식이 절청에 달했던

시점에 잘았고， 또 그것에 대한 반응을 가창 劇的으로 표현했던 사람이라고 볼 수 있다.

社會哲學的 擺念으로서의 ‘自然3 은 물론， 個A이 社會와 對敵함이 없이 有機體的 -→體感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을 주장하는 것이지만， 루소에 있어서 그 유거체적 일체감은， 헤

겔의 경 우와는 정 반대 로， 個人이 社會블 ‘對面하기 전 상태 ’ 로 되돌아감으로써 회복되 어 야

한다. 그러 나， 사질， 이 ‘되 돌아감’은 이 미 불가능한 것으로 되 어 버 렸으며 , 보다 현실적

인 문제는 현재 있는 상태로서의 社會를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하는 문제로 등장한다. 이

문제에 대한 루소의 견해는 명백하게， 社會는 個끼“의 自由를 구속하는 ‘족쇄’라는 것이며，

(8) 本節의 논의는 紙面 관계로 원래 원고의 10분의 l 정도로 요약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01 점 에

대하여 애석하게 생각하며， 장차 다른 형태로 원고 전분량을 발표할 기회가 있을 것을 기약

한다.

(9) 人間存在의 兩面性과 그 社會哲學的 의미 에 관해 서 는 Anton C. Zijderveld, The Abstract
Society: A C.ιltαral Analysis 0/ 0.ιr Tir.ηe， Penguin, 1970 參照. 이 책 은 인 간 존재의 兩面性

에 대한 反應으로서 ‘浪漫主義’를 고찰하고 있지만， 루소의 경우가 전혀 언급되지 않은 것은

참으로 不可思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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個λ‘은 社會의 구속을 벗어나는 한， 自我와 自由를 실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것이 浪漫

主義의 근본적 인 주장이 다. 그리고 루소의 敎育理論의 한 요소로서의 ‘消極的 敎育’은 그

의 이러한 社會哲學的 견해의 반영이다.

루소의 ‘自然’은 또한 그의 인식론적 견해를 표현하기도 한다. 루소의 ‘自然에 의한 교

육’은 주로 實物敎育(言語에 의한 교육과 구별되는)을 의미한다. 實物敎育의 주장은 표면

상으로 보면 經驗論的 인식론의 주장과 마찬가지로， 마음의 원천을 外界의 事物에 두는 견

해 인 것처 럼 보인다. 그러 나 루소는 또한 개 인의 感受性이 나 ‘內面의 빛’을 인식의 으뜸가

는 원동력이라고 보았다. 이 점 때문에 학자들 중에는， 루소에 있어서 인식의 원천은 內部

와 外部의 두 가지라고 보는 사람이 있으나， 보다 중요한 것은 그 두 가지가 모두 社會의

영향 ‘밖에서’， 또는 그 ‘이전에’ 個J\.0J 內面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想定한다는

점이다. 사실상， 實物敎育이 가능한 것은 그 ‘內面의 빛’이 있기 때문인 것이다. 이 점에

서 ‘自然’의 인식흔적 의미로서의 實物敎育도， 사회철학적 의미로서의 消極的 敎育과 마찬

가지로， 루소의 전체적인 浪漫主義的 경향을 반영한다고 보아야 한다.

위에 제시된 두 가지 질문에 대한 헤겔의 견해는 哲學에 대한 그의 견해 또는 보다 구체

적으로 그의 論理學의 특수적 적용으로 이해될 수 있다. 헤젤에 의하면 哲學의 素材는 ‘總

對者’이다. ‘總對者’는 定義上 고정된 實體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의 활동에 의

하여 그 자체를 정-차로 구현해 나가는 전체적인 過程을 가리킨다. 물론， 이 細對者의 구현

은 유한한 개별적 사물에 기초를 둘 수 밖에 없다. 그러므로 哲學은 유한한 사물을 기초로

한 細對者의 영원한 구현 과정을 밝혀 주어야 한다. 이 점에서 헤겔은 常識의 세계와 哲學

의 세계를 구분한다. 前者는 事物의 세계요 ‘同一과 對立’의 세계이며， 後者는 思考의 세

계， 論理의 세계요， ‘對立의 同一’의 세계이다(10) 前者의 세계에서는 한 개별적인 사물이，

그것이 아닌 다른 것과 구별됨으로써 그것의 同一性을 유지한다. 그러나 이러한 개별적안

사물은 그것들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普遍者와 관련을 맺지 않는 한 ‘抽象的인’ 것이다. 개

별적인 사물은 이러한 普遍者와의 관련 속에서만 그 實體를 주장할 수 있다. 個J\.과 社會

의 관계는 이러한 特珠者와 普遍者의 관계로 설명된다. 社會와의 관련을 떠난 개인은， 물

론 常識의 세계에서는 존재하지만， 그 구체적인 實體롤 가질 수 없다. 個人은 그 自我와

自由를 전적으로 社會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다. 社會와의 관련 밖에서 個A이 自我블 실

현하고 自由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은 환상에 지나지 않는다. 루소의 경우와는 달리， 헤겔에

있어서는 現社會가， 비록 불완전하다 하더라도， 個A의 發展을 도모하는 데에 유일한 기반

이 된다. (11) 헤겔이 루소의 ‘놀이式 교육이론’을 비판한 것은 이 점에서 매우 당연하다 ( 12)

(10) ‘同一과 對立’ , ‘對立의 同-’ 은 각각 ‘identity and opposites ’, ‘identity of opposites’이 다.

(11) Hugh A. Reyburn, The Ethical Theory of Hegel: A Study of Philosophy of Right, Oxford
Univ. Press , 1921.

(12) G.W.F. Hegel , The Philosophy of Right (T.M. Knox , trans.) , Oxford Univ. Press ,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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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識論의 문제에 있어서도 헤겔의 견해는 루소와 정반대이다. 實物敎育의 경우를 두고

보더라도， 질물교육은 인식의 주체가 ‘이것’(책상) 또는 ‘저것’(나무)과 같은 특수적 대상

을 직접(또는 ‘非媒介的으로’) 지각한다는 것을 가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常識的 理

解는 논리적 분석에 의하여 당장 부정된다. 일견 특수적 대상으로 보이는 것은 반드시 普

遍的 擺念에 의하여 媒介되며， 따라서 직접 지각이라는 것도 있을 수 없다. 우리가 ‘마음’

이라고 부르는 것은 인식의 대상과 떨어져서， ~짜로 존제하는 것이 아니라， 대상에 대한 인

식이 바로 우리 마음의 내용을 구성한다. 이것은 곧 마음이 언식이전에 이마 우리 내부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인식작용과 함께 ‘形成’된다는 것을 의미하며， 또한 인식에는 ‘言

語의 媒介’가 절대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13) 루소의 견해에 의하면

교육은， 어느 펀인가 하면， 아동의 내부에 이마 존재하는 것으로 假定된 마음을 ‘表現’하도

록 하는 일임에 비하여， 헤겔의 견해에 의하면 교육은 普遍的인 擺;念 構造에 의하여 아동

의 마음을 ‘形成’하는 일이다. 그리하여 루소로서는 가장 ‘自然스려운’ 교육이 헤젤로서는

가장 ‘不自然스러운’ 교육이 된다.

浪漫主義는 대체로 古典主義的 傳統에 대한 ‘抗租’로 이해된다. 그렇다면 루소가 항거한

古典主義的 傳統을 헤젤哲學이라고 보는 데는 歷史上 先後關係가 맞치 않는다는 문제가 있

다.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한 해명이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古典主義의 전통은 오직

浪漫主義의 항거가 장당한 세력을 떨치기까지는 명백히 주장되지 않고 지나가는 것이다.

이 정 에 서 보면 古典主義도 浪漫主義와 다름없이 抗租(즉， 浪漫主義에 대한 항거)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ill. 듀이의 敎쯤哲學

앞 節에서 고찰한 두 思想家에 관하여 듀이가 다소간 득별한 관심을 가졌다고 생각하면，

마치 듀이의 앞에는 두 개의 큰 띠봉우려가 그의 思想的 進路블 가로막고 있었던 셈이다.

한 쪽에는 루소의 浪漫主義 li~짧아 우뚝 솟아서 , 個A의 自 由와 感覺主義的 교육 방법 이 라

는 찬란한 아이디어로 듀이를 유휴하고 있었다. 또 한쪽에는 헤겔의 古典主義 E峰이 우뚝

솟아서， 그릇된 常識에 업각한 個A主義 철학의 함정에 빠지지 말도록 경고하면서 개인이

나 사물의 본질을 규정하는 보다 넓은 전체적 體系에 주의를 기울이도록 종용하고 있었다.

듀이는 이 두 봉우리에 똑같이 마음이 끌려면서， 또 똑같이 마음이 내키지 않았다. 듀이로

서는 어느 쪽 길을 취하고 어느 쪽을 벼럴까를 결정하기가 참으로 어려웠다. 예컨대， 개인

은 사회의 영향에서 벗어나는 한에서만 자유롭다는 것과， 개인은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174-5 and notes.
(13) R. Norman, Hegel ’s Phenomenology: A Philosophical Introd，μctioη ， Sussex Univ. Press , 19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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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의 영 향을 받아야 한다는 것응 어느쪽이 더 타당한가 ? 또한， 아이들은 각각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事物을 통하여 學習할 수가 있으며， 言語에 의한 교육은 오직 사물을 통한

교육올 기초로 해야만 의미가 있다는 것과， 마음은 우리가 쓰는 言語에 들어있는 觀念體系

를 內面化함으로써 바로소 형성된다는 것과 어느 쪽이 더 타당한가? 이러한 두가지 l技路

에 서 듀이블 구출한 것은 그의 ‘鎔鍵;盧’ 哲學이 다. 말하자면， 앞의 두 입 장의 숭고함에 기

가 질린 나머지， 듀이는 마침내 그의 앞을 막고 있는 두 봉우리에서 눈길을 돌려 바로 자

기 발 앞에 있는 펀펀한 골짜기 길을 따르기로 작정한 것이다. 이제， 듀이의 哲學에서 이

골짜기 깊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뜻하는가를 고찰하겠다.

「民主主義와 敎育」에서 루소와 헤겔에 관한 언급을 찾을 째， 한 가지 당장 눈에 띄는 것

응 루소와 헤겔아 동일한 종류의 敎育理論(듀이의 용어로 ‘開發’ 敎育理論이 라고 하는 것)

을 제장한 것으로 해석되어 있고 ·또한 동일한 관점에서(즉， 固定된 敎育目的， 또는 ‘확정

적， 절대적 목적’을 제시했다는 점에서)비판되어 있다는 것아다 (r民敎J 5章 2節) . 그 ‘開

發’이라는 것이， 루소에서 보듯이 개인의 內的 濟在的 能力의 개발이건， 아니면 헤젤에서

보듯이 많存 社會의 外的 制度의 개발이건 간에， 兩者의 경우에 ‘開發’이라는 것은 그것이

나아가야 하는 固定된 完結點을 가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사실상， 듀이에 있어서 敎育이

‘固定된 目的’을 가지고 있다는 관점응 자기 자신의 理論을 제외한 거의 모든 敎育理論의

공동펀 결함으로 간주되고 있다. 과거의 文化遺塵을 敎科로 삼아서 그것을 가르치는 교육

은 ‘固定된 目的’의 잘 알려진 보기이다(r民敎J 6章 2節) . 이 ‘固定된 內容’은 통상 ‘靜的

인 또는 미리 形成된 마음’의 아이디어와 결부되어 있고， 여기에 따라 兒童의 受動性이 강

조된다. 形式蘭治 理論과 헤르바르트의 統覺理論은 바로 이런 관점에서 비판된다. 이 두

理論은 어떤 방식으로든지 固定된 敎育目的과 연관이 있다. 요컨대‘이상의 어떤 교육이폰

도 듀이가 본 敎育의 가장 근본적인 특성， 즉 ‘繼續的인 成長3의 원리를 제대로 드러내지

뭇한다.

‘계속적인 成長’은， 그 반대 개념인 ‘고정된 目的’이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무엇보다도.

敎育의 目的에 관계되는 문제이다. r民主主義와 敎育」에서 교육의 목적을 다루는 章(8章)

은 전적으로， 敎育의 目的은(그 점에서는 다른 어떤 활동의 목적도 마찬가지이다) 外部의

원천-그 원천이 무엇이건 관계없이-에서 부과될 수 없다는 것을 말하는 데에 할애되어

있다. ‘좋은 目的’의 한 가지 기준으로서 듀이는 ‘目的의 설청은 現存하는 條件에서 생겨

난 것이야 한다. 目的은 이미 진행되고 있는 것， 현재 상황의 자원과 난점의 고려에 입각

한 것이어야 한다’ (p . 121)고 말하고， 이 점을 敎育에 적용하여， ‘敎育의 目的은 교육받을

특정 개인의 內在的 活動과 必훨(생득적인 본능과 후천적인 습관을 포함하여)에 기초를 두

어야 한다’ (p. 126)고 말한다. 그렇다면， 外部에서 부과된 目的의 결함은 어디에 있는가?

듀이에 의하면， 그 결함은 바로 그것이 目的으로서， 다시 말하면 活動의 현명한 指針으로



8 師大論靈 (25)

서， 제 구질을 못한다는 데에 있다. 예컨대 權威에 의하여 시달된 目的은 고정된 R度로

화하여， 활동을 원만하게 수행하는 데에 반드시 펄요한 융통성을 결하게 된다. 보다 철학

적인 용어를 써서 말하면， ‘外部에서 부과된 目的은 手段과 덤的의 乖離를 가져 오는 반면

에， 활동의 內部에서 그 활동의 방향에 대한 계획으로 생겨난 目的은 目的이요 동시에 手

段이 다’ (p.124). 말하자면 外部的인 目的은 활동에서 유리된 목적 이 며 , 따라서 遠隔的이고

抽象的언 목적이 된다. 이 점에서 보면 듀이가 ‘계속적인 成長’을 강조하는 것은 곧 듀이

가 外的언 目的， 고정되고 융통성 없는 目的， 거리가 먼 抽象的 팀的에 반대하는 것과 면

밀히 상응한다고 볼수 있다. 사실상， 듀이가든 ‘좋은 敎育目的’의 세가지 기준 (pp. 126-9)

은 각각 위의 세 가지 ‘나쁜 目的’과 대비된다.

듀이가 보기에 루소와 헤첼은 모두 ‘고정된 교육목적’을 제시한 것으로 되어 있는 만큼，

듀이가 말하는 ‘活動 內部에서 생겨난 目的’이란 무엇을 뜻하는가가 매우 중요한 문제로

된다. 앞에서 말한대로， 이것은 敎育을 ‘계속적인 성장’으로 보는 견해와 밀접하게 관련되

어 있다. 듀이가 外部에서 부과된 目的을 비판하고 目的은 ‘현재 진행중인 活動에서 생겨

나와야 한다’는 것을 강조했다는 점 때문에， 사람들은 듀이가 ‘內在的’ 敎育目的을 강조했

다고 보는 경향이 있으나， 이것은 잘못된 해석이다. 듀이의 말로 널리 인용되고 있는 ‘교

육의 過程에는 그 자체 이외의 다른 目的이 없다. 그것 자체가 곧 目的이다’ (I民敎J p.59)

라는 말이 더욱 그러한 해석을 낳게 하는 것 같다. 근래에 와서 ‘內훈的 교육목척’을 강조

한 대표적인 철학자인 피터즈에 관해서는 다음 節에서 다시 고찰하고자 하거니와， 심지어

이 피터즈도 듀이는 ‘교육 활동의 內在的 價f直를 역설하었다’고 생각한다. 듀이를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근거는 그가 ‘교육활동은 단순히 다른 것을 위한 手段에 그치는 것이 아니

라고’ 생 각했다는 데에 있다는 것이 다(14) 그러 나 ‘內在的 價f直’ 와 ‘手段的 價f直’ (또는

‘外在的 價f直’)의 차이 및 관계에 관한 듀이의 설명을 읽어 보면， 교육의 목적에 관하여

듀이가 말한， 앞에서 인용한 내용을 과연 ‘內在的’ 교육목적을 주창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가 하는 의문이 생긴디. 적어도 ‘內在的’ 교육목적을 피터즈式으로 해석할 때에는 그

러하다. 듀이는 먼저 무엇인가를 소중히 여기는 행위와 무엇인가의 가치를 다른 무엇인가

와 比較하여 판단을 내리는 행위를 구분하고 이 사이의 차이를 內在的 가치와 手段的 가치

의 차이와 동일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할 때에는 內在的 價f直라는 것은 ‘價

f直를 따질 수 없는 것’， 다시 말하면 다른 것과 비교하여 그 가치를 ‘評價’할 수 없는 경

우를 가리킨다는 생각이 당연히 따라나올 수 있고， 짜라서 어떤 事物의 價f直를 다른 것과

벼교해서 ‘評價’할 경우에는 언제나 手段的 價f直가 문제된다는 생각이 따라 나온다. 內在

的 가치와 手段的 가치의 구분에 관한 듀이의 논의를 위와 같이 간단히 요약하기는 어렵겠

(14) R.S. Peters, ‘John Dewey’s Philosophy of Education' , R.S. Peters (cd.) , Johη Dewey
Reconsidered, London , RKP, 1977, p.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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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 어쨌든 듀이가 內在的 價{直를 ‘評價’한다든지 그것을 ‘正當化’한다든지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 것만은 분명하다 (15) 듀이는 內在的 價f直를 주로 즉각적인 정서적

매력과 비슷한 것으로， 다시 말하면 그것이 어째서 좋은가 하는 울음이 거의 해당되지 않

는 경우로 보고 있다. 듀이의 생각에 의하면， 이 물음은 요직 手段的 價f直에 대해서만 의

마가 있다. 듀이는 또한 價f直롤 比較하고 評價하는 일은 반드시 어떤 구체적인 JJ.絡에서만

펄요하게 된다고 본다. 이 점으로 미루어 다음과 같은 推論이 성립한다. 즉， 價f直가 하나

의 ‘문제’로서 발생하는 경우는 요직 어떤 구체적인 服絡에서이묘록， 價{直에 관한 ‘문제’

란 오직 手段的 價f直에 관해서만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구체척인 맥락에서는 흔히

가치릅 ‘즉각적인 정서적 매력’으로 설명해도 쉽게 수긍되는 경우가 많으며， 따라서 가치

를 正當化하는 일도 그만큼 볼펼요하게 된다. 가치에 관한 듀이의 이러한 思考는 그의 敎

育目的觀과 관계가 었다.

目的이 ‘현재 진행중인 활동에서 생겨나는 것’이라든지 ‘고정된 덤的은 목적으로서 제

구실을 옷한다’는 듀이의 말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데에 중요한 한 가지 단서는， 놀란제도，

哲學과 敎育과의 관계에 관한 듀이의 견해에서 찾아볼 수 있다cr民敎J 24章) . 아래에서 말

할 바와 같이， 이 단서는 또한 듀이가 루소와 헤젤에 나타난 두 가지 겸해를 騎合한 방법

을 이해하는 데에도 중요하다. 듀이는 ‘哲學의 가장 심오한 定義’라고 하여， 哲學은 ‘가장

일반적인 수준에서의 敎育의 理論’ Cf民敎J p.386) 이 라고 하고， 또 그 반대펀에서 ‘敎育은

哲學的 區分이 구체화되고 검증되는 실험실’ cr民敎J p.384) 이 라고 말한다. 교육을 어떻게

규정하든지 간에， 교육은 무엇보다도 ‘意圖的으로 행해지는 實際的 活動’ 이 다. 교육은 일

상적으로 진행되는 生活 事態에서 우리가 ‘하는’ 그 무엇이다. 哲學아 일상생활에서 행해

지는 敎育의 -般 理論인 만큼， 哲學的인 구분은， 만약 그것이 참으로 중요한 것이 되려고

하면， 敎育이라는 ‘實驗室’의 검증을 거쳐야 한다. 듀이의 말을 벨면， ‘만약 어떤 한 理論

이 敎育的인 노력을 하는 데에 아무런 차이를 가져오치 않는다면， 그것은 虛構이다. 敎育

活動과 관련하여 생각해 볼 때 비로소 우리는 哲學的 문제들이 어디서 생기며 어디서 심각

하게 되고 어디서 있으나마나 한 것이 되는가， 그 문제를 받아들이거나 배척하는 데에 따

라 과연 實際에 무슨 차이가 생기는가 하는 것들을 알 수 있게 된다’ cr民敎J p.383). 이

귀절을 가장 일반적연 수준에서 해석하면， 그것은 理論과 實際의 관련에 관한， 누구나 하

는 말 이상의 아무 것도 아닌 것처렴 보일지 모른다. 그러나 사질에 있어서， 이 귀철은 참

으로 듀이 哲學의 휩購라고 할만한 것을 담고 있는 것으로서， 얼른 지나쳐 버럴 것이 아니

다. 그 의마를 자세하게 짜져 보기에 앞서， ‘敎育目的’에 관한 듀이의 견해는 여기서 당장

(5) 듀이가 內在的 價植블 ‘評價’할 수 없다고 본 것은 곧 內在的 價f直와 手段的 價f直 사이에 참2..

로 중요한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견해와 연결되어 있다. 그리하여 듀이의 글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哲學的 怪物을 발견한다. 즉， ‘手段的 가치는 目的을 위한 手段이 펀다는 점에서

內在的 가치를 가진다’ Cf民敎J p.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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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혀질 수 있다. 즉， ‘만약 敎育目的에 관한 哲學的 論議가 理論이라면， 또는 적어도 이론

의 한 부분이라면， 그것은 현재 진행중인 觀育活動에서 직접 도출된 것아어야 한다. 현재

의 활동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는 점에서건， 외부의 權威에 의하여 강요되었다는 점에서건

간에， 어떤 이유에서든지 구체적인 敎育 事態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目的은 교육 활동의

진정한 지침이 될 수 없다.’ 그러나 다시， 아런 의미에서의 ‘內在的’ 교육목적은 피터즈가

말하는 ‘內在的’ 교육목적과는/거의 관련아 없다. 여기에 대해서는 다음 節에서 다시 언급

하겠다.

설사 앞의 귀절이 理論과 實際와의 관련을 말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은 보통 말하는

理論과 實際의 관련보다는 훨씬 더 심각한 내용을 함축하고 있다. 그 귀절에서 문제삼고

있는 관련은 단순히 오직 ‘한 가지’ 哲學的 區分(즉， 01 흔과 실제)의 관련이 아니라， 그

。l 상으로， 그 밖의 모든 哲學的 區分아 해석될 기초를 마련해 준다. 즉， 哲學的 區分 중에

서 오직 어떻게 해야 하며 어떻게 하지 말아야 하는가에 차이를 가져오는 것만이 의미가

있다는 것이다. (여기서 이 ‘차이’라는 것을 어떻게 규정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가 생긴다.

아마 여기에 대해서도， ‘구체적얀 實際的 事態’에서는 이 문제가 생기지 않으며， 생기더라

도 쉽게 해답된다는 견해가 성립할지 모른다. ) 우리가 흔히 들을 수 있는 二元論에 나다난

哲學的 區分이 듀이의 蘇合力을 견디 지 못한다면， 그러한 구분은 곧 哲學者들의 고답적 인

서적에나 나오는 ‘虛構’가 아닌가? 보다 특수하게 우리가 지금 고찰하고 있는 두 가지 구

분(즉， 社會와의 관련에서의 개인의 위치에 관한 것과 인간의 마음의 원천에 관한 것)

펀의상， ‘개인’과 ‘사회’， ‘내부로부터의 개말’과 ‘외부로부터의 형성’이라고 불러도 좋은

쿠분--음 과연 實際的 敎育 事態에 차이를 가져오는가 ?

이 문제에 답하기 위하여， 먼저 듀이가 생각하는 ‘實際的 교육사태’가 어떤 것인가를 알

아볼 펄요가 있다. r民主主義와 敎育」 첫부분에서 듀이는 그러한 교육사태의 한 가지 보기

로서 아이가 ‘모자’라는 단어를 배우는 경우를 든다(r民敎J pp.17-9). 이를 테면 어머니가

아아를 례리고 산보블 하러 나갈때， 요자를 씌워주면서 ‘모자’라고 말한다. 아이의 입장에

서 보면 이때까지 전혀 의마없던 ‘모-자’라는 소리가 산보를 가고 모자를 쓰고 하는 것과

같은 實際的 事態와 관련하여 의미블 가지게 된다. 마찬가지 로， 희 랍의 투구 또한 희 랍인

에게는 그들이 투구를 어다에 사용했는가와 관련하여 의미를 가졌다. 요새 아이들은 투구를

사용하지 않지 만， 이 경 우에도 희 랍인의 투구 사용을 ‘想像的으로 연습’ 함으로써 그 의미

블 이해할 수 있다. 역느 경우에 있어서냐 ‘사물의 의마를 이해하는 것은 그 사물을 주로

어다에 사용하는가와 관련해서이다’ (I民敎J p.35) 라는 점에서는 변함이 없다.. 이 보기는

몇 가지 일반적언 포인트를 예시하고 있다. 첫째로， 敎育 事態는 사람둘이 공동의 활동에

‘參與’하는 사태이다. 그 참여가 질지 참여를 의마하건 마음 속에서 연습하는 것이건 마찬

가치이다. 둘째로， 敎育 事態에서 사람들은 ‘기계적으로’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그 활동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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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 또는 ‘홍마’를 가지고 있다. 위의 보기에서 어머니와 아이는 모두 ‘산보간다’는 것

을 의식하고， 그 활동을 즐기며 그것에 흥미를 가지고 있다. 세째로， 이러한 ‘흥미’가 있

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기가 하는 일에 ‘마음을 쓰며’， 마음을 쓰기 때문에 그들은 그 활

동에 관련된 意味롤 적극적으로 추구한다. 그리하여， 공동의 활동에 흥미를 가지고 참여하

는 것， 그리고 거기서 따라오는 意味의 추구 또는 ‘探究’로 말미암아 사람들은 그 사태에

관련된 知的 • 情績的 寶質을 획득하게 된다. 이것이 ‘學習’이다. 아이가 ‘모자’라는 단어

를 배우는 것은 바로 ‘산보가는’ 공동활동에서 생기는 學習의 한 가지 보기이며， 이 사태

에서 그 밖에도 여러가지 學習(예컨대 家族의 組帶)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말할 펄요도 없

다 ( 16)

위의 고찰에 비추어 個人과 社會， 內部로부터의 開짧과 外部로부터의 形成이라는 反立이

듀이에서 어떻게 취급되어 있는가를 고찰하겠다. ‘마읍의 政治哲學’(17)이라고 부르면 딱 얄

맞을 章 cr民敎J 22章)에 서 듀이는 마음과 세계의 二元論에 업각한 ‘個A 및 自由와 社會紙

制 및 權威 사이의 관계에 관한 그릇된 견해’가 교육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데에 근본적인

장애가 된다는 것을 지적한다. 여기서 우리는 루소와 헤켈이 명백하게 對照되어 있음을 볼

수 있고， 兩者의 그릇된 견해가 듀이 자신의 哲學을 정립하는 데에 어떻게 작용했는가를

불 수 있다. ‘個A主義’ 哲學의 역사적 발달을 더듬으면서 듀이는 원래 知的， 道德的 영역

에서 權威에 대한 反作用으로 시작한 철학이 잘옷하여 ‘個A의 마음’--社會로부터 유리

된， 그러면서 社會에서 벗어나서 自由를 누리고자 하는 ‘個A의 마음’--을 假定하는 데

로 나아갔다고 말한다. 이 철학의 잘못은 ‘個A은 누구나 社會라는 매체 속에서 성장해 왔

으며 성장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중요한 사실， 그리고 ‘自我는 사물에 관한 지식아 그 주

위의 생활에 顯現되어 있는 그만큼 마음을 “획득”할 뿐， 결코 그 자체로서 지식을 새롭게

만들어 나가는 독립된 마음을 自我라고 볼 수는 없다’ cr民敎J p.344)는 중요한 사실을 도

외시한다는 데에 있다. 뿐만 아니라 그러한 個A主義 哲學은 역사상 자유를 위한 인간의

투쟁 과정을 기술하는 것으로서도 정확하지 않다. 안간이 자유를 위하여 투쟁할 때에는 自

然과 社會에서 벗어나려고 한 것이 아니라， ‘自然과 社會 안에서’ 자유블 찾으려고 한 것

이다 cr民敎J p.343). 社會 밖에서 찾는 自由는 하등 실현의 기반이 없는 沙上樓關이다. 이

점에서 듀이는 루소보다는 헤겔에 가깡다. 個A의 自由와 마음의 發達에 社會組織。1 가정

되어 있음을 인식했다는 점에서 듀이는 헤겔과 軟를 ·같이한다. 그러나 듀이는 헤겔이 社會

(16) 위의 견해가 학교 교괴의 학습에도 적용되는가? 물본이다. 듀이에 의하면， 학교 교과는 寶際

的 事態에서의 探究의 결과로 얻어진 知的 情絡的 자질이 아니고 우엇인가? 만약 그런 것이

아니 라면， 교과는 마치 철학자들의 고답적 인 서 적 에 나 나오는 哲學과도 같다. 사실 상， 敎育理

論에 있어서의 듀이의 특이한 공헌은 교육의 內容과 方法을， 원래 그것이 생겨난 寶際事態와

면밀히 관련지어 해석하려고 한 데에 있다.

(17) Martin Hollis , ‘The Self in Action', R.S. Peters (ed.) , op. cit. , p.72. 用語는 ‘the political
philosophy of mind’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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的‘制度的측면을지나치게 강조했다고비판한다. 즉， 헤겔의 哲學에는 ‘마음’이 現存社

會빼l度와 동일한 것으로 간주되 고， 敎育은 지 나치게 社會 權威에의 同化와 社會的 • 政治的

效率性의 수단으로 여겨진다는 것이다cr民敎J PP.69~70， 108-15, 138-41). 個A主義 哲學

이 自由블 갈망한 나머지， 個λ、의 自我로부터 社會的 영향을 배제하려는 잘옷을 저지른 것

과 마찬가지로， 헤겔 철학은 ‘思考’나 ·經驗’에 있어서의 個A 또는 自我의 역할을 충분히

존중해 주지 않는다고 듀이는 생각한다. 그런데， 듀이에 의하면， 思考나 經驗은 지식의 획

득과 사회 통제의 유일 다당한 기초이다. 비록 社會 ‘바깥에서의’ 개인의 自由가 抽象的。1

기는 해도， 그렇다고 해서 社會 ‘안에서의’ 개인의 自由， 다시 말하면 知的인 자유， 효과

적인 思考의 자유 또한 버려야 한다고는 말할 수 없다. 이 後者의 자유가 거부되는 곳에서

는 敎育은 성언의 知識이나 標準을 아이들에게 공공연히 注入하는 형태를 취할 수 밖에 없

다. 여기서 우리는 루소의 견해가 중요시됨을 본다. 루소의 ‘自然’에 의한 교육， 또는 ‘天

性의 發現’을 위한 교육은 마치 아이들에게는 전연 ‘마음’이라는 것이 없는듯이 아이들에

게 어른의 지식과 표준을 맹목적으로 받아들이도록 강요하는， 널리 퍼져 있는 敎育 實際에

대한 반작용이다.

듀이가 보는 바로는 루소도 헤켈도 전적으로 그릇되거나 전적으로 옳은 것이 아니다. 그

들에게 공통된 찰못이 있다면， 구체적인 교육사태에서 교육의 원리를 ‘抽象’해 내어서 社

會-個A의 反立 중에서 한 쪽만을 강조한 데에 있다. 구체적인 교육 사태에서 抽象되어 나

왔을 때， 個人의 自由를 강조하는 교육원리나 社會的 性向을 기르는 교육원리는 모두 固定·

된 外的 敎育目的이 될 가능성이 있다. 마찬가지로 생각하여， 그러한 원리가 참으로 타당

한 것이 되기 위해서는 그 원리를 구체적안 사태에 ‘도로 접어넣지’ 않으면 안된다. 듀이의

설명에서 이미 본 바와 같이， 교육 사태는 사람들이 공동의 활동에 ‘흥미’를 가지고 참여

함으로써， 집단 생활에 펄요한 知的 ·情縮的 性向을 획득하는 사태이다. 이러한 과정은 집

단내의 사람틀에게 공통된 心性을 부여하지만， 그렇다고 해 서 반드시 個A의 독창성과 자

유가 침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이 과청은 ‘코뮤니케이손1의 과정， 또는 집단 성원간의 자

유로운 상호작용의 과정이다. 개안의 마음이 社會的 영향에 의하여 ‘形成’된다는 것은 물

폰이다. 그러나 이 경우에 ‘社會的 영향’이라고 하는 것은 個人이 同化해야 할 個A外的인

기준이 아니라， 개인들이 참여하는 集團生活의 樣式 바로 그것이다. ‘民主主義’는 집단의

성원들이 최대한으로 자유로운 코뮤니케이손을 하면서 다양한 흥미블 共有하는 그렉한 집

단생활 양식이며 cr民敎J 7章) ， 여기에 民主主義와 敎育의 不可分의 관계가 있다.

事物과 言語의 우선 문제， 또는 특수적 事實과 보현적 擺念의 우선 문제도 듀이의 생각

에 의하면 個A과 社會의 對立에 못지않게 부질없는 문제이다. 다시， 그 이유 또한 敎育

實際의 구체적 사태에 눈을 폴럴 때에 쉽게 설명펀다. 듀이가 보기에， ‘知識’ 또는 ‘實在’

의 본질이 무앗인가에 관한 수세기에 결친 철학적 논쟁은 우리가 질지로 知識을 획득하고



존 듀이와 그 이후 敎育哲學 13

置理에 도달하는 구체적 언 맥 락을 떠 나서는 空念佛일 수 밖에 없게끔 되 어 있다. 듀이 가

知識이나 륨理의 개념을 探究나 思考의 개념으로 대치해야 한다고 생각한 것은 바로 이 때

문이다. 다시 말하면 探究나 思考가 知識과 륨理의 본질을 규청할 것이지， 그 適은 아니라

는 것 이 다. 물론， 知識은 探究의 結果 또는 최종 산물이 지 만， 용日識은 또한 探究過程에 그

手段으로， 다시 말하면 탐구과정 전체를 이끄는 지침으로， 등장한다. 이 경우에 手段과 目

的을 임의로 분리시켜서， 知識이 探究의 과정을 이끄는 수단인가， 아니면 探究의 결과로

나온 산물인가블 묻는 것은 오직 形式論理에나 나올 수 있는 질문이다. 듀이가 보기에 희

랍인들이 ‘學習은 不可能하다’는 펌룹辯에 도달한 것은 바로 그 形式論理의 함정 때문이 다

cr民敎J p.174). 그 논리에 의하면， 우리는 탐구를 시작하기 전에 知識을 가치고 있어야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우연히 탐구하고자 하는 내용에 부딪치더라도 그것이 우리

가 탐구하는 내용인지 알 수 없다는 것이다. 듀이에 의하면， 이 논리는 ‘알게 된다’는 可

能性을 안정하지 않는다. 질지 探究의 사태에는 탐구의 안내로서 필요한 知識이 ‘假說的

얀’ 結論이나 ‘暫定的’ 解決策으로 반드시 있기 마련이다. 희랍의 궤변이나 전통적인 認、識

論 논쟁에서 공히 간과된 것은 ‘經驗의 繼續性’， 즉 탐구의 특정한 단계에서의 최종 산물

인 知識은 다시 이후 탐구의 手段이 된다는 사실이다.

꺼口識과 探究의 관계에 관한 위의 고찰은 事物과 言語， 특수적인 것과 보편적인 것의 관

계를 고찰하는 데에도 적용된다 cr民敎J 20章， 25章) . 듀이가 보기에， ‘事物’ 또는 직접 경

험이 학습에서 가치가 있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으며， 이것을 설명하는 데에 感覺主義

的 認識論에 의존할 필요가 없다. 사물의 가치를 강조하는 데에 있어서 感覺主議 認識論은

사물을 즉각적 인 知覺의 對象으로 보는 그릇된 견해를 표명하며， 그와 동시에 마음을 個A

의 내부에 있는 心理的 實體로 파악한다. 만약 이 이론이 옳다면， 사물이 그 의마를 가지

게 되는 데는 하등의 설명이 가능하지 않으며， 그와 마찬가지로 지식 획득 과정에서 思考，

또 敎育도 하등의 위치블 차지할 수 없다. 그러나， 사실인즉， 사물은 공동의 활동에서 그

것이 주로 어디에 사용되는가에 따라 의미를 가진다고 듀이는 설명한다. 이 공동의 활동이

기반이 되어 사물이 각각 그 의미를 가지게 된다. 사물들이 어떻게 사용되는가， 사질들이

어떻게 해석되는가 하는 것은 실지 탐구 과정에서 假說的 結論이나 暫定的 解決이 되며，

사물이나 사실은 이 탐구 과정에 있어서의 擺念的 服絡에 들어옴으로써 비로소 의미를 가

진다. 이러한 식의 思考는 분명히 普過-特珠의 상호관련에 관한 헤겔의 생각을 반영한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實際的 活動과의 관련을 떠나서 言語로만 하는 학습이 중요하다는

논지는 성렵하지 않는다. 아닌 게 아니라， 듀이는 단순한 ‘敎室授業’을 비판하는 데 있어

서 루소와 완전히 戰를 같이한다. ‘교실 수업’은 보통 의미에서의 ‘敎育’이라는 말을 할

때 우리가 연상하는 모든 바람직하지 못한 특정을， 실생활과 거리가 멀다든지， 추상적이라

든치， 인위적이라든지， 서적위주 따위의 의미를 풍긴다. r民主主義와 敎育」의 처음 몇 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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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원으면 누구나 듀이는 루소에 못지않게 浪漫主義者라는 인상을 받는다. 그러나 우리는

듀이가 否定하는 내용을 그가 肯定하는 것에 비추어서 이해해야 한다. 우리는 ‘교실 수업’

에 대한 듀이의 비판 이면에 구체적인 공동 활동의 사태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그의

주장이 있다는 것을 보아야 한다. 사물과 언어， 사실과 해석은 이 공동활동의 맥락 안에서

그 올바른 위치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이다.

듀이는 個A과 社會， 內部로부터의 開發과 外部로부터의 形成， 事物과 言語 등의 對立을

심각하게 고려하면서， 이러한 對立을 종합하는 것을 그의 철학적 사명으로 생각했음이 분

명하다. 이상의 고찰에서 밝혀졌으리라고 생각하지만， 듀이가 이러한 對立을 종합한 방법

은 듀이 자신이 자기 철학의 핵심이라고 말한 것， 즉 ‘마음의 성장은 공동의 목적을 가진

협동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이루어진다’ cr民敎J p.377)는 주장과 놀랄만큼 일관된다. 비유

해서 말하자면， 듀이는 그 對立을 종합하는 방볍으로서， 우리 모두가 일상 공동으로 참여

하고 있는 실제적 활동의 수준으로 그 對立을 ‘끌어내렸다’고 할 수 있다. 그러한 對立은

우리의 일상 생활의 B따絡을 떠나서는 의미플 가질 수 없으며， 또한 그 服絡과 관련하여 이

해하자면 그러한 對立은 곧 對立으로서의 날카로운 맛을 잃어 벼린다. 듀이도 분명혜 의식

했겠지만， 그러한 哲學的 區分은 實際의 영역에서 추상되어 나온 ‘論理的 構成擺念’이다.

그렇지만， 寶際의 영역 그 자체는， 말하자면， 평탄하고 단조로울 수 밖에 없다. 實際의 영

역은， 擬念的 區分에 의하여 명백히 파악， 진술되지 않는 한， 바쁘게 돌아가는 삶의 소용

돌이에 불과하다. 존 듀이는 바로 이 實|聚의 영역에 우리의 주의를 집중시키고자 한 것이

다. 그렇게 함으로써 아마도 듀이는 자기가 보기에， 대부분의 경우， 긴박한 ‘삶의 현실’을

도외시하고 ‘A薦的인 區分’을 만틀어내는 데에 급급한 哲學의 목소리를 흘어막으려고 했

는지 모른다. c다시 한번， 우리는 자기 바로 앞의 심각한 삶의 현실에만 주의를 기울이면서

펀펀한 골짜기 걸을 걸어가는 듀이의 모습을 그려볼 수 있다. ) 그러나 만약 이것이 듀이의

의도였다면， 그 의도는 실패로 돌아갈 수 밖에 없었다. 哲學의 목소리， 그리고 그와 마찬

가지로 敎育哲學의 목소리는 우리가 ‘흥미 블 가지 고’ 공동활동에 참여하는 한， 결코 플어

막을 수 없는 것이다.

IV. 듀이 이후의 敎育思}朝

듀이가 교육의 浪漫主義的 관점과 古典·主義的 관점을 종합한 방법에 비추어 보면， 듀이

의 理論에 두 요소가 서로 복잡하게 얽혀 있다는 것은 쉽게 짐작할 수 있다. 듀이는， 비록

반반씩 섞언 離種이기는 하지만， 浪漫主義者요동시에 古典主義者였다. 교육목적으혹서 ‘천

성의 개 1괄’ 과 철저한 ‘寶物敎育’에 반대하기는 했지만， 듀이는 兒童期라는 것이 단순히 성

인의 지식이나 표준의 ‘缺如’ 상태가 아니라 그 자체의 가치와 가능성을 가진 것으로 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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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한다고 주장한 점에 있어서는 浪漫主義者였다. 듀이는 기존 사회의 표준을 個λ、에 게 단

도직업적으로 강요하는 데는 반대하였지만， 마음과 敎育의 으뜸가는 원천으로서 社會 環境

을 강조했다는 점에 있어서는 古典主義者였다. 이 두 가지 대조적인 건해를 하나의 敎育哲

學 體系에 수용함으로써 듀이는， 아마 의도한 바는 아닐지 모르나， 후세들에게 상당히 종

합적인 敎育哲學 자료칩을 제공한 셈이다. 그러나 후세들은 듀이가 바랐던 대로 나날의 바

쁜 삶에 주의를 기울이기를 거부하고， 평탄하고 단조로운 實際의 영역으로부터 눈을 몰려

서 主題가 허용하는 한， 날카로운 擺念的 區分을 시도하였다. 그렇게 하는 동안에， 그들은

듀이가 종합하고자 한 對立的 견해의 한쪽만을 취하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다른 한쪽을 취

한 사람들과 팽팽히 맞서게 되었다.

헤겔 쪽의 엽장을 취한 사람으로 두드러지는 사람은 피터즈이다. 우선， 피터즈의 「倫理

學과 敎育J (18) 을 읽어본 사람이면 누구나 그의 교육철학이 듀이의 그것과 긴밀한 유사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r倫理學과 敎育」에서 피터즈는 소위 ‘先驗的 論議’에 의

하여， 한펀으로 自由 ·Zf等 • λ、間尊重 • 他A의 利益考慮와 같은 윤리학의 근본원리와 또

한편으록 수학· 역사·문학 등 학교 敎科로 다루어지는 理論的 探究의 가치을 정당화하고

있다. 先驗的 논의라는 것은 그러한 윤리학적 원리와 이흔적 탐구의 가치가 운명된 生活의

樣式속에 ‘論理的 假定’으로서 붙박혀 있다는 식으로 그 가치를 논증하는 방법이다. 요컨

대 다음과 같다. 우려 인간은 社會文化的 진공 상태에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특수한 社會

文化的 服絡에 태어난다. 이 맥락이라는 것은 여러가지 논의의 양식이 발전되어 우리의 득

이한 삶의 形式을 부여해 주는 그러한 맥락이다. 이들 논의의 양식은 우리가 쓰는 공동의

言語 속에 담겨 서 우리 인간의 공통된 傳統을 이 룬다. 인간으로 태 어 나서 자라고 살아간다

는 것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그 삶의 형식， 그리고 그것과 함께 그것외 논리적 假定이

되는 운리학의 근본원리와 이론적 탐구의 가치를 배우고 받아들이는 것을 의마한다. 이것

이 파터즈의 歡育理論의 대강。1다. 펴터주가 공동 생활의 양식에 의존하여 윤리적 가치와

지적 탐구의 가치릅 정당화하려고 한 것은 분명히 듀이가 ‘공동 활동의 참여’를 교육의 기

초로 생각한 것과 동일한 發想이다. 피터즈가 ‘마음의 發達’에 있어서의 社會的 요인의 중

요성을 강조한 것， 다시 말하면 마음은 ‘公的인 言語에 담겨있는 公的안 傳統’에 들어옴으

로씩 발달한다 cr倫敎J 2章)고 주장한 것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우리는 또한 피터즈와 듀

이 사이의 차이--이 경우에 차이라는 것은 전적인 반대가 아니라， 피터즈는 듀이와는 다

른 방식으로 교육과 공동 생활 사이의 관련을 구체화했다는 점에서의 차이이지만--를 중

요시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 차이는 피터즈기- 특히 ‘內容’면에서 ‘교육의 가치를 보이려고

한 방법과 관련이 있다.

(18) R.S. Peters, Ethics and Edμcatioη ， London , George Allen & Unwin, 1966, 李供雨(譯)， J倫

理學과 敎育J ， 교육과학사， 1980. 이하 「倫敎」의 룹及은 영문낀- 페이지를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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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터즈는 교육에서 육성하려고 하는 理論的 活動(敎科)이 內在的으로 가치있다는 점， 그

리고 이 內在的 가치가 있다는 것으로 말미 암아 그런 활동들이 敎育의 內容이 된다는 점을

근거록 하여 敎育의 ‘內在的 目的’ 을 주장한다. 이 주장을 좀더 잘 이 해하는 데는 ‘正當化’

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생각해 볼 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말하여， 正當化라는 것은 어

떤 행위나 활동에 이유플 댐으로써 그것이 가치있다든지 올바료다는 것을 보이는 것을 말한

다. 그러나 ‘이유를 대는 일’은 다음 두 가지 중의 어느 쪽으로도 될 수 있다. 즉， 이유는

‘心理的으로 만족을 주는’ 이 유일 수도 있고 ‘論理的오로 강제 력을 가지 는’ 이유일 수도

있으며， 이 두 가지는 반도시 일치하지 않는다. 낚시질의 경우플 생각해 보자. ‘왜 낚시질

을 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생계의 수단으로’라는 대당은 ‘心理的인’ 견지에서 보면，

‘낚시질의 재미--살아있는 고기의 요동이 가느다란 실을 통해서 전달될 때의 그 기막한

홍분--때문에’라는 대탑에 조금도 못지 않게 만족스러운 대탑이 될 수 있다. 그러나 前

者는 결코 ‘논리적 강제력’을 가지는 대탑이 될 수 없다. 왜냐 하면， 생계의 수단이라면

낚시질 말고 다른 얼을 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충분히 가능하커 때문이다. 어떤 활동에

대하여 논리적 강제력을 가지는 이유란 곧 그 활동 특유의 意味， 포인트 등으로 제시되는

이유이다. 그러한 활동 특유의 포인트는 다른 활동을 통해서는 추구될 수 없는 것이다. 正

當化의 의미를 ‘논리적 강제력을 가진 이유를 대는 것’으로 규정하는 것은 일상 용어로서

의 正當化의 用法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결과가 될지 모르지만， 그래도 위의 두 종류의 이

유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만은 분명하다. 敎育內容에 대한 피터즈의 正當化는 ‘논

리적 강제력을 가진 이유’를 제시하는 것을 뭇한다. 이 관점에서 보면， 敎育課程 活動(敎

科)의 가치는 학생들이 거기서 섬리적 만족을 얻는가의 여부와는 하등 상관이 없다(19) 이

것이 그렇지 않다면， 敎科의 가치는 참으로 의심스렵다고 보아야 한다， 왜냐 하면， 피터즈

가 지적한 바와 같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물론， 심지어 아주 교육올 많이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科學과 藝術에 하등 직접적얀 배릭플 느낌이 없이 평생을 사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 다 cr倫敎J p.145). 敎育課程 活動의 가치는 그것을 배우는 사람들이 얻는 心理

的인 만족에 연유하는 것이 아니라， 그 활동 자체의 포인트에 연유하는 것이며， 그 가치는

우리의 삶의 形式에 論理的 假定으로 들어 있는 것을 ‘論理的으로’ 피헤쳐 냄으로써 확언

될 수 있다. 우리의 삶은 륨理探究를 위한 理論的 활동이 언제나 의미를 가지는 그런 삶이

며， 그 활동은 또한 우리 삶의 여러 국면에 빚을 던져주는 것이어서， 理論的 탐구에 동원

되는 觀念構造나思考方式이 없이는 우리의 삶 자체가 전연 의미를 가질 수 없게 될 것이

다. 피터즈가 지적한 대로， ‘삶을 위한 敎育3이라는 표어의 보다 중요한 의미는 ‘“삶”이라

는 것은 사람들이 그들의 행위를 파악하고 평가하는 것을 배우는 과정과 분리해서 생각할

(19) 그탱다고 해서 교과를 배워야 하는 이유를 착생을이 아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뜻은 아니다.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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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없다’는 데에 있다 cr倫敎J p.16 l) . 아난 게 아니라， 이런 뜻에서의 ‘삶을 위한 교육’은

바로 교육의 내용， 즉 擺念構造나 思考方式이 삶의 포인트 그 자체가 된다는 것을 지적한

다. 그리고 敎育課程 내용의 가치가 ‘論理的으로3 확립펴는 한， 아무리 많은 개인들이 그

가치를 의심하더라도 여전히 그 가치는 성럽한다 (20)

이것이 피터즈가 말하는 교육의 ‘內在的 正當化’， 또는 ‘內在的 敎育目的’이다. 듀이가

교육목적은 외부의 원천에서 강요될 것이 아니라 교육활동 그 자체에서 생겨나야 한다는

뭇에 서 ‘內在的’ 교육목적을 강조했다 하더 라도， 듀이와 피터즈 사이에는 교육을 正當化하

는 방식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는 것도 마찬가-지로 중요시해야 한다. 펴터즈에 비하면， 듀

이는 지식이 일상 생활의 실제적 문제를 해결하는 道具로서 가치를 가진다는 것을 강조함

으로써 지나치게 ‘手段的’ 또는 ‘外在的’ 가치에 의존한다. 그러나 피터즈가 보기에 지식

의 수단적 가치는 결코 敎育을 正當化하는 근거로 사용될 수 없다 cr倫敎J 1章) . 물론， 피

터즈도 敎育에 있어서 실제적인 문제가 차지하는 위치， 또 삶에 있어서 질제적인 활동이

차지하는 위치를 인정하지만， 그것은 거기서 얻어지는 해결이나 결과가 중요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이 理論的 탐구를 위한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이다 cr倫敎J 1章 5節， 6章 4

節). 理論的 탐구가 질제적인 문제해결과는 별도로 기-치가 있다는 생각， 그리고 그 가치는

주로 삶의 여러 국면에 빚을 던져주는 데에 있다는 생각은 듀이의 생각과는 거리가 멀다.

또한 교과의 가치가 학생들의 ‘心理’와는 별도로 ‘論理的으로’ 확립된다는 생각도 마찬가

지이다. 듀이는 교육의 목적이 학생의 ‘必몇’나 ‘興味’에 부합해야 한다는 것을 매우 강조

하였다 (21) 그러나 피터즈의 견해에 의하면， 학생의 필요나 흥미는 方法上의 原理로서나

중요할 뿐이며， 敎育內容의 價f直 문제에까지 연장될 것은 아니다.

피터즈는 그의 ‘先驗的 論議’ 또는 ‘論理的 假定에 의한 論議’를 착안하는 데에 있어서

칸트에 의존했다고 말하고 있다 cr倫敎J p. 1l4) . 그러나 그의 논의는 칸트보다는 헤겔 쪽에

더 가깡다는 것을 지적할 필요가 있다 (22) 인식론에 있어서나 윤리학에 있어서나 칸트는

피터즈가 그의 ‘先驗的 論議’에 의하여 주장하고자 한 점을 看過했다는 점 때문에 헤겔로

부터 비판을 받았다. 倫理學에 있어서 칸트는 소위 ‘定言 命令’ (23)을 인간 이성의 한계 이

상의 지위에 놓았다. 그렇게 함으로써 칸트는 아마 倫理學的 判斷에 확고한 객관적 기초를

(20) 허스트도 동일한 논거로 學校 敎科를 正當化한다. Paul H. Hirst, ‘Liberal Education and the
Nature of Knowledge’, R.D. Archambault (ed.) , Philosophical Aηalysis and Educatioη，

London , RKP, 1965.
(21) 물론， 듀이는 ‘必훨’나 ‘興味’의 擺念的 魔味住을 밝힌 그 후의 분석에 접할 71 회 가 없었다.

B.P. Komisar, ‘“Needs and the Needs·Curriculum" ’,B.O. Smithand R. H.. Ennis (eds.) ,
Langμage aηd Coηcepts iη Education , Chicago , Rand McNally, 1961; R.S. Peters, Ethics aηd

Educatioη ， Chap. 6 參照、-

(22) r倫敎J p. 1l4에 서 피터즈는 그의 논의가 칸트 논의의 ‘修正版’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것은 그

의 논의가 헤겔에 더 가깜다는 것을 달리 표현한 것인가?

(23) categorical impera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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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할 수 있다고 믿었을 것이다. 그러나 헤겔이 보기에 그 결과는 칸트의 의도와 정반대

이다. 윤리학적 판단이， 칸트의 形式主義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세상에서의’ 삶의 現實

과 유리될 때， 그 판단은 그 실현에 펄요한 制載力을 잃고 만다. 윤리학적 판단이 납득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판단이 삶의 現實 속에 자리잡아야 하며， 일단 이것이 수긍되면

‘왜 내가 도덕적이어야 하는가’라는 질문은 적어도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이라면 도저

히 심각하게는 할 수 없는 질문이다 (24 ) 認識論에 있어서， 헤겔의 칸트에 대한 비판은 칸

트가 知識과 그 準據 사이의 필연적 통일성， 다시 말하면 지식의 타당성 기준은 지식 ‘內

部에’ 있다는 점을 看過했다는 데에 있다. 헤겔의 이러한 논지 또한 피터즈가 敎育課程 내

용으로서 理論的 探究를 정당화하는 데에 사용되었다 (I倫敎J 5章 4節) . 더 나아가서， 피터

즈의 그것과 동열한 논의기- 그전에 이미 미국의 유명한 혜켈主義者， 어반에 의하여， 價f直

의 정당화에 사용된 바 있다. (어반은 그의 方法을 ‘論理的 假定의 방법’이라고 볼렀다. )

(25) 이런 점들을 고려할 때， 피터즈의 교육철학의 基調는 헤겔 철학이라고 볼 수 있다. 듀

이는 자신이 헤겔 철학에 의존한 바 크다고 말하였지만， (25) 듀이와 피터즈블 비교해 볼 때

듀이는 헤겔 철학을 寶際的 活動의 수준으로 끌어내런 데 비하여 피터즈는 實|聚的 活動의

사태에 論理的으로 內在해 있는 내용을 드려내 보이려고 했다. 이 점에서 피터즈는 듀이보

다 더 헤겔主義者라고 말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터즈는 듀이 哲學의 나머지 한 쪽， 즉 루소 쪽을 저버린 것인가? 피터즈는

결코 그렇다고 하지 않을 것이다. 우선， 한 가지 중요한 점으로， 피터즈의 理論에는 先驗

的 論議가 교육의 內容과 方法上의 원리 (즉， 학생들을 ‘平等하게’ 취급하고 ‘人間으로서

尊重’하여야 하며， 그들의 ‘利益’과 ‘自由’를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는 식)플 동시에 正

當化한다는 것을 지적할 수 있다. 또한 피터즈는 교육의 전통적인 ‘績型 模型’과 아동중심

의 ‘成長模型’을 대비시키면서 자신의 주장(아마 ‘成年式模型’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

다)은 그천 두 이론의 결함을 보충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 I倫敎J pp. 35-7， pp.51-2).

언젠가 피터즈는 자신의 교육관이 I ‘折表的’인 것이요， 전통적 교육과 진보적 교육의 중간

노선이라고 명백히 말한 바 있다 (27) 그러나 피터즈가， 교육에는 方法上의 원리가 있고 이

원리는 윤리학적인 관점에서 정당화되어야 한다고 말하는 것과， 자신의 교육이론이 傳統的

교육관과 進步的 교육관을 ‘折表’한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전혀 별개의 것이다. 이 後者의

주장은， 그가 양쪽 교육관에 서 어 떤 요소들을 취했는가플 상세 히-게 제 시 하지 않는 한， 敎

(24) Reyburn, op. cit. , p.73.
(25) Wilbur M. Urban, ‘Metaphysics and Value ’ , G.P. Adams and W.P. Montague (eds.) , Coη·

temporary Americaη Philosophy , vol. 2, London, George Allen & Unwin, 1930.
(26) John Dewey , ‘From Absolutison to Experimentalism', G.P. Adams and W.P. montague

(eds.) , op. cit. , pp.16-21.
(27) R.S. Peters, ‘In Defence of Bingo: Rejoinder,’ British J. of Edμcatioηa1 Studies. , 15-2

(1967) , pp.18S-94; also Ethics aηd Educatioη， pp.51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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育觀에 관한 철학적인 문제를 생각하는 데에 하등 중요한 빛을 던져 주지 않는다. 그요소

그것은 兩者의들을 상세하게 파악하기 시작하면， ‘折表’ 이 아니 라 ‘論理的 關聯’ 이라는 데

‘折表’의 경우와는

들어온다. 이것이

에 생각이 미칠 수도 있다.

요소가 그擺念的 區分이

‘論理的 關聯’에 서는，

손상됨이 없이 관련에

달리， 관련을 맺는 두

사실은 듀이와 피터즈

사이의 가장 중요한 차이이다‘ 듀이도 피터즈에 못지않게 ‘折表的’이요， 또 아마 피터즈보

다도 훨씬 더 ‘折홍的’ 이 었지 만， 듀이는 우리 가 浪漫主義와 古典主議라고 부른 두 대 럽되

는 요소의 끝을 우디게 함으로써 綠合하려고 했고， 그 반면에 펴터즈는 그 날카로움을 그

대로 두고 兩者의 論理的 關聯을 확럽하려고 했다. 01 점은 듀이의 理論 중에서 浪漫主義

요소를 채택한 것으로 보이는 一群의 思想家들을 고찰함으로써 분명히 드러낼 수 있다.

이 思想家들은 ‘근본적인 교육개혁가’， ‘自由學校派’， ‘脫學校派’등 여러가지 이름으로

풍뚱그려진다. 이들을 동일한 부류에 속하는 것으로 보는 이유윤 그들의 주장 속에 공통된

아이디어 또는 주제가 흐르고 있기 때문이다 (28) 바로우가 최근 그의 책에서 분명히 보여

준 바와 같이 , (29) 그들의 주제나 아이다어는 그 대부분이 루소에 그 연원이 있다. 〔이 점

E
←「에서 그들을 교육의 ‘新浪漫主義者3라고 부르는 것이 더 적절할 것이다. ) 그들은 모두，

획책하고

個A的

學校

볼건전하고 사악한 것이며 학생들의

있다. 그 중의 몇벚은 더욱 극단척으로，

개안에 대한 모종의 거대한 ‘陰짧’를

소와 마찬가지로， 制度化된 교육은 무엇인가

成長을 저해하고 있다는 기본 가정을- 가치고

敎育은 그 사회선발 기능과 敎化를 동하여

있으며， (30) 따라서 學校를 완전히 철폐하고 그 대신에 非形式的 學習集團을 운영해야 한다

고 주장한다. 이 렇게 극단으로 나가지는 않더 라도， 그들은 모두 ‘유용성’ , ‘적 합성’ , ‘個

人的 意味’등을 이유로 敎科의 가치를 의심한다. 피터즈가 內在的으로 가치있다고 말한 擺

念構造나 思考方式은 그들의 견해에 의하면 기껏해야 ‘陰諸’의 효과적인 수단이며， 그 수

단은 또한 ‘시험’째문에 더욱 효과를 가진다. 다시 한번， ‘自然에 의한 교육’， ‘實物에 의

한 敎育’， ‘자유로운 탐색’ 등의 옛 主題가 등장한다. 道德、， 특히 현사회에서 통용되는 도

덕은 독단적인 주엽의 한 형태로 의심의 대상이 되며， 道德敎育은 오직 아이들을 도덕적

타락으로 이끄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간주된다. 외부로부터의 注入이 해로운 것에 비

하면， ‘자유’라든지 ‘自律’이라든지 ‘自我實現’등， 여러가지 용어로 표현되는 個A的 주장

(28) 몇몇 보기를 들면， A.S. Neill , Summerhill , London , Victor Gollancz , 1961; Ivan I1lich,
Deschooling Society , New York, Harper & Row, 1970; Eγerett Reimer , School Is Dead , Har
mondsworth, Penguin, 1971: Paulo Freire, Pedagogy of the Oppressed, New York , Herder
& Herder , 1971. 그리고 本論文의 첫머리에 열거한 ‘존 듀이의 배신자들’이라고 한 사람들은

대부분 여기에 속한다.

(29) Robin Barrow, Radical Education: A Critique of Freeschoolers and Deschoolers, Oxford ,
Martin Robertson, 1978, p. 183.

(30) Richard Pratte, ‘Conspiracy, Schools and Schooling ,’ Ed，μcatioηal Jrhedry , 27-3(1977). 이 글

에서 Pratte는 Freire, Illich , Friedenberg, Dreeben, Reimer, Holt 등의 ‘conspiracy theory
argument' (CTA)를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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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매우 가치있는 것으로 여격진다. 그리고 이 주장에서， 개인은 각자 자신의 意味와 實在

의 창조자로 간주되며， 이 점이 책에 씌어진 敎科의 가치를 더욱 약화시키는 근거가 된다.

이상의 주제와 아이디어를 모두 듀이의 것으로 돌랄 수는 없다 하더라도， 그것이 듀이

이론의 한 측면과 관련이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 그것이 루소로 거슬러 올라가는 아이디어

라면， 듀이로도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新浪漫主義者라고 불리울

수 있는 사람을이 한 일은 듀이의 이론 중에서 루소 쪽에 해당하는 것을 취하여 그 論理的

極端으로 밀고 나갔다는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 그러므로 그들이 헤겔 쪽을 취한 피터즈

와 날카로운 대립을 보이는 것은 극히 당연하다 (3 1 ) 그들이 보기에 피터즈는 분명히 社會

的 同化主義의 魔手이며， 개인 아동의 진정한 담我發展의 敵으로 보일 것이다. 그리하여

이제 우리는 듀이가 그 이론에서 종합하고자 한 두가지 對立的인 思湖가 다시 맞서는 사태

에 있다. 아마， 이 대럽은 듀이 당시보다 더 팽팽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것이 오늘날

敎育理論의 가장 근본적 인 델레 마이 다.

특히 젊은 층에 서 그렇치 만， 많은 사람들이 , 바로우의 말로， 新浪漫主義의 ‘그렬듯한 이

야기’ (32)에 마음이 끌리고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그렇다면， 바로우가 보기에 ‘불명

료하고 부조리하고 비논리적언’ 그플의 이야기에 무엇이 들어 있기에 그토록 많은 순진한

마음을 사로잡는 것인가? 예컨대 니일의 다음과 같은 수사학적인 文句 이변에 무엇이 있

기에 그토록 가날픈 마음을 뒤흔드는 것인가? ‘아이의 기능은 자기 자신의 삶을 사는 것

이며 조바심하는 어른들이 요구하는 삶， 무엇이 가장 좋은지를 안다고 자처하는 교육자들

의 목적에 r 맞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다. 어른의 이러한 간섭과 지도는 모두 로보트의 세대

를 만틀어 낼 뿐이다. 아이들에게 음악이나 그밖의 어떤 것이든지블 좋아하도록 “만들려

면” 우리는 다소간1그들을 意志없는 어른으로 바꿀 수 밖에 없다. 우리는 그들을 現狀의

受諾者로 다듬는 것이다. 지긋지긋한 책상에 고분고분히 앉아있는 사람들， 가게에 꼬박 서

있는 사람플， 8시 30분 교외열차를 기계적으로 잡아타는 사람들을 펼요로 하는 사회를 위

해서는 이것은 분명히 좋은 일이다. 그러나 이러한 사회는 캡먹은 小人플--죽도록 캡먹

은 遭奉者의 보잘것 없는 어깨에 얹혀가는 사회이다.’ (33 ) 만약 위에 내건 질문에 분명한 대

밥을 할 수 있다면， 우리는 루소에서 시작하여 듀이와 新浪漫主義로 이어지는， 敎育의 浪

漫主義的 전통의 주창을 보다 올바르게 파악할 수 있을 것이 다. 또한， 그렇게 함으로써 우

리는 듀이가 그랬듯이 擺念的 區分을 무디게 함이 없이 浪漫主義의 주장을 古典主義의 배

경에 연결시키고 또 그러면서도 이전의 낭만주의자들이 빠졌던 철학적 함정에 빠지지 않을

(31) 다분히 古典主義 경 향을 니 타내 는 Bantock는 Rousseau , Dewey , 그리 고 新浪漫主義者틀을 ‘進

步主義者들’로 뭉뚱그려사， 설지로 싸움을 걸고 있다. 그러나 Bantock는 Peters보다는 훨씬 더

Dewey에 대하여 비 판적 이 다. G.H. Bantock, Dilemmas of the Cμrriculum， Oxford , Martin
Robertson, 1980.

(32) R. Barrow, op. cit. , p.4 andpassim. ‘likely stories'
(33) A.S. Neill , op. cit. , p.12.



존 듀이와 그 이후 敎育哲學 21

수 있게 될지 요른다.

위의 질문에 해답하는 데는 敎育을 記述하는 두 가지 관첨이 있다는 사실을 중요시할 필

요가 있다. 셰이퍼의 용어를 벌어， (34) 그것을 각각 ‘1A稱的 관점’과 ‘3人稱的 관정’이라

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1A稱的 관점이라는 것은 교육을 ‘교육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기

출하는 것이며， 이 경우에 교육은 그 사람에게 일어나는(얼어난) 일을 가리킨다. 그러나

교육은 그냥 얼어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누구에게 의도척으로 행하는 것이며， 따라서 교육

은 또한 ‘교육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도 기술될 수 있다. 이 3A稱的 관점에서 보면， 교육

은 누군가 교육하는 사람이， 다른 누군가 교육받는 사람에게 행하는(행한) 일을 가려킨다.

이 두 경우에 ‘교육’이라고 일컬어지는 것은 한 가지 일이며， 두 관점이라는 것은 요직 그

한 가지 일을 기술하는 두 가지 방법에 지나지 않는다. 敎育哲學에 관한 근래 文敵에 익숙

한 사람은 누구든지 교육의 3A稱的 관점에는 언제나 道德的 위험이 따른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것이다. 교육을 누군가가 다른 누구에게 ‘의도적으로’하는일로 볼 경우에는 그 누군

가가 과연 좋은 일을 하는지， 다른 누구의 자유를 간섭하는 것이나 아닌지， 등등의 의문이

반드시 생기기 마련이다. 한펀에서 보면， 이것은 교육에 倫理學的 문제가 큰 비중을 차지

하는 이유가 된다. 또 한펀에서 보면， 이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특히 浪漫主義的 경향을

가진 사람들로 하여금， 3人稱的 관점을 완전히 폐지하고 1A稱的 관점에서 도덕적 安全辦

을 찾으려고 한 근본옹기를 만들었다. 외부영향에 대한 저항， 感覺主義的 인식론과 그 가

청으로서의 意識의 個人性은 1人稱的 관점에 따르는 펼연적 귀결 또는 그 논리적 전제조건

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사질에 있어서 교육은 교육을 하는 사람이 무슨 일인가블 했기 ‘때문에’ 교육받

는 사람에게 얼어냐는 일이다.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무슨 일인가를 하는 데에 道德的 문제

가 생길 여지가 있다 하더라도， 그 무슨 일을 하지 않을 수는 없다. 비유해서 말하면， 삶

에 도덕적인 문제가 있다고 하여 삶을 포기할 수 없는 것과 깜다. 마치 모든 삶이 펄연적

으로 非道德的인 것이 아니듯이， 모든 ‘외부의 영향’이 필연적으로 나쁜 것은 아니다. 뿐만

아니라， 浪漫主義者들이 주장하듯이， 個A은 그 존재와 성장을 위하여 社會를 펄요로 한다

는 사실， 그리고 외부의 영향을 받지 않고는 우리가 ‘우리 자신의 마음’이라는 것을 가질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그 자체로 위험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요， 하물며 ‘도덕적

으로 나쁜’ 영향을 正當化하는 것은/더욱 아니다. 그령다면， 질문은 표면상 매우 간단한

것이 된다. 즉， 어떻게 하면 그릇펀 社會觀과 認、識論에 빠지지 않으면서， 3A稱的 관점에

끼어듭기 쉬운 도덕적 위험에서 벗어날 것안가 하는 것이다. 대답은 간단하지 않지만， 적

어도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이 무엇언가는 밝혀진 셈이다.

(34) jerome A. Shaffer, Philosophy of Mind, Englewood Cliffs, N.j. , Prentice'Hall, 1968. 여 기 서
Shaffer는 ‘마음의 理論’ 을 분류하는 데 에 ‘l人稱的 說明’ 과 ‘3A稱的 說明’ 이 라는 용어 를 사

용한다. 前者는 ‘자기자신의 경우에’ 비추어 마음을 설명하는 理論을 가리키며， 後者는 ‘다른

사람의 경우에’ 벼추어 마음을 젤명하는 理論을 가려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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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야trac야t>

Implied in any theory of education are answers to two fundamental questions, i.e. ,

1) What is the status of individuab in the society? and , 2) What is the locus, or source,

of human mind? There are two sets of answers to the above questions. The first set of

answers are: 1) The individual is set against the society , and he is free to the extent

that he is at the outside of the social control , and 2) The individual is endowed with a

mind in his inner self, which enables him to gain knowledge from the outside world. The

second set of answers are: 1) The individual cannot even claim his identity until he

enters into the social context, and he can be free only by subjecting himself to the social

influences , and , 2) The individual acquires his mind by internalizing the social stock of

knowledge.

In this paper, the two sets of answers are identified as characterizing the views of

Rousseau and Hegel respectively. An attempt is made to understand Dewey’s philosophy

of education as a synthesis of those two opposing tenets of thought. Based on this obser

vation, it is further argued that the two contrasting lines of educational thinking in the

contemporary scene are the separation of the two opposing elements that Dewey tried

to synthesize.

According to Dewey, the process of education is the one in which individuals acquire

the intellectual and moral dispositions appropriate to the particular society by participating

in the conjoint activities of the group. His emphasis on the participation in the group

life as the prime force of education reveals the Hegelian influence. However, Dewey makes

a strong case that, in order to be educationally significant, the participation must be

accompained by ‘interest’ on the part of those who participate, and in this sense he is

also continuing Rousseau’s emphasis on individual spontaneity. Dewey’s focus in educational

thinking lies on the practical situation of social activity in which the individuals parti

cipate, and in this situation, the conceptual distinctions between the individual and.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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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iety, and between the development from within and theformation from without nece

ssarily lose their point.

However , thedevelopment of two opposing lines of educational thinking in the wake of

Dewey can be taken as a clear indication that such conceptual distinctions are hardly

without point in educational theories. There is the line of the neo-romantists, pushing

Rousseau ’s view to its farthest logical consequences. Opposed to this , is Peters’ philosophy

of education, which is consistent with Hegelian philosophy. The task at hand seems to be

to identify the aspects of education that these two lines of thinking intend to bring into

focus. Seen from this perspective, the claim of the neo-romantists is best understood

as a warning against the moral danger in education, the danger of indoctrinating the

adult knowledge and standards to children, and it is in this claim that they have fallen

into prey to the error of disregarding the social aspect of education. The question must

be then: Howdo we guard off themoral danger of education without falling into false

theories of society and of mind that characterize the romantic concept of educat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