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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까지 Vygot sky, Polanyi , Col l ingwood의 이론을 교육학의 관점에서 해석한 학위 논문들은

직접 또는 간접으로 그것을 교과의 내면화에 관한 설명으로 취급하고 있다. 이 이론들은 교과의 내면

화에 관한 상식적인 규정—학습자의 바깥에 있는 교과가 학습자의 마음 속으로 들어가는 것—에 대한

대안으로서 그 나름으로 마음의 중층구조 를 잠재적 형태로 예시하고 있다. 그러나 그 이론들이 교과

의 내면화에 관한 비교적 완전한 설명이 되기 위해서는 마음의 중층구조를 명시적으로 표방하는 성리

학의 교육이론에 비추어 다시 해석되지 않으면 안된다. 마음의 중층구조는 마음을 형이상학적 관점에

서 규정하는 개념적 도구이며, 교과의 내면화를 이 개념적 도구에 비추어 해석하는 것은 교육의 본질

적 속성인 신비를 신비로 받아들이는 데에 도움이 된다.

Ⅰ. 序 論

교과의 내면화라는 용어는, 그것의 보다 일상적인 표현인 배운 것을 소화한다는 표현과 함께,

교육학의 기본 術語로 되어 왔다. 후자의 일상적인 표현이 학습을 생물학적인 비유로 나타낸다면,

내면화는 그것을 공간적인 비유로 나타낸다는 점이 차이라면 차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두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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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표현은 모두 학습의 내용이 완전히 학습자의 것으로 된 상태를 가리킨다. 말하자면, 학습이라

는 행위는 원래 학습자의 바깥에 異物質의 상태로 있던 교과가 학생의 안으로 들어와서 학생의

몸의 한 부분( 살과 피 )으로 되는 것을 뜻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비유는 우리의 마음이 우리 몸

안의 어디엔가에 위치하고 있다는 상식적인 통념과 결부되어 학습의 내용이 완전히 우리의 마음

으로 되었다는 것을 나타내는 표현으로서 의미있게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을 비유

적인 표현으로서가 아닌, 문자 그대로의 의미로 받아들일 때에는 그것에 무엇인가 이론적으로 해

명해야 할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교과의 내면화와 대비되는 용어로 여러 가지를 들 수 있겠지만,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으로

기계적 학습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이 기계적 학습이라는 용어는 기계와 유기체의 대비에 의하

여 교과의 내면화와 대비되는 상태가 어떤 것인가를 보여 주는 것으로 생각된다. 말하자면 앞의

내면화나 소화 비유가 우리의 몸과 마음을 유기체로 생각할 때의 성공적인 학습을 나타낸다면,

기계적 학습은 우리의 몸과 마음을 타자기나 컴퓨터와 같은 기계로 생각하는 데서 따라 오는 학

습의 폐단을 지적한다. 가령 컴퓨터에 자료를 입력할 때 컴퓨터는 키보드에 두드려 넣은 정보를

그대로 저장할 뿐이며, 다시 그 정보를 키보드에 두드려 넣은 상태 그대로 재생해 낸다. 교과의

내면화는 이것과는 대비되는 상태를 나타낸다. 만약 교과의 내면화가 단순히 원래 학습자의 바깥

에 있던 교과가 학습자의 몸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을 의미한다면, 컴퓨터의 경우에서 보는 것과

같은 기계적 학습도 교과의 내면화와 다름이 없다고 말해야 할 것이다. 교과의 내면화가 그와 같

이 단순한 공간적 이동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것은 책에 적혀 있는 문장이나 교사의 구두

설명이 학습자의 뇌리에 들어와 박힌다는 것과는 다른 의미로 해석되지 않으면 안된다. 이 해석

은 결국 교과와 마음의 관련을 어떻게 파악하는가, 또는 마찬가지 말이지만, 마음이라는 것을 어

떻게 파악하는가에 달려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은 우리 몸 속에 들어

있는 일종의 컴퓨터 칩이라는 식의 물리학적인 관점으로, 또는 심지어 두뇌 속의 세포에 불과하

다는 식의 생물학적인 관점으로 충분히 설명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교수학습 분야에 관한 한, 이때까지 교과의 내면화는 주로 평가와 관련하여 이해되어 왔다고

말할 수 있다. 교과의 내면화 문제와의 관련에서 보면 평가라는 것은 교과의 내면화 여부 또는

그 정도를 그것의 외부적 표현에 의하여 확인하는 작업을 뜻한다. 가령 Bloom 등의 교육목표

분류학 (Taxonomy of Educational Obj ectives , 1956, 1964)에 나타나 있는 위계는 명백히 내면화

의 정도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지적 영역의 경우를 두고 말하자면, 위계상 가장 낮은(또는 가장

표면적인) 항목인 지식은 앞에서 말한 것과 같은 의미에서의 기계적 학습의 수준을 가리키며,

여기서부터 차례대로 이해 , 적용 , 분석 , 종합을 거쳐 최종적으로 도달하게 되는, 위계상 가장

높은(또는, 가장 심층적인) 항목인 평가는 가장 높은 정도의 내면화를 가리키는 것으로 되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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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러나 교육목표 분류학 의 저자들도 분명히 인정하겠지만, 교과의 내면화 여부나 그 정도를

평가 문항에 의하여 확인하는 것과 교과의 내면화를 이론적으로 설명하는 것은 완전히 별개의 일

이다. 이 점은 교육목표 분류학 의 저작 방식에서도 분명히 드러난다. 분류학의 여러 항목은 교

과의 내면화의 의미를 먼저 규정하고 난 뒤에 그 정도의 차이에 따라 배열된 것이 아니라 많은

양의 평가 문항을 요인분석한 결과로 추출된 것이다. 교과의 내면화의 의미를 밝히는 것은 분류

학 저자들의 원래 관심과는 거리가 멀다. 그리하여 가령 지적 영역의 마지막 항목인 평가를 내

면화 정도가 가장 큰 상태로 볼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렇다고 해서 바깥의 교과가 마음 속에

들어간다든지 마음 속에 가장 깊이 들어간다는 말이 조금이라도 분명히 이해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이 말의 뜻이 분명히 밝혀지지 않는 한, 분류학의 한 항목인 평가의 의미(그리고 그 이전

의 여러 항목들의 의미) 또한 그다지 분명하지 않다.

그러나 관점을 넓혀서 교육학 연구 전체를 두고 생각해 보면, 교과의 내면화에 관한 종래의 교육

학적 관심이 오로지 평가에 국한되었다고 말할 수는 없다. 앞에서 교수학습 분야에 관한 한 교과

의 내면화는 주로 평가와 관련하여 이해되어 왔다고 말했거니와, 사실상 교수학습 분야라는 것도

얼른 생각하기와는 달리 그다지 엄밀하게 구획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배운 것을 자기 것으로 소화

한다는 상식적인 표현이 가리키는 것 이상으로 중요한 교육학적 관심사를 생각해 내기가 어려운

만큼, 이때까지 교육학 연구에서 교과를 배우는 것을 직접적인 관심사로 삼은 경우에는 거의 예외

없이 교과의 내면화 문제가 취급되어 왔다고 말할 수 있다. 그 하나의 예로서 朴在文의 학위 논문

(1981)은 Bruner의 지식의 구조의 의미를 구조주의와 관련하여 해석하면서 그 일환으로 이미 John

Dewey에서 논의된 논리와 심리의 관련 문제를 거론하고 있다. 이하에서 다시 언급할 바와 같이,

이 논리와 심리의 관련 문제는 교과의 내면화에 관한 설명 그 자체는 될 수 없을지 모르지만, 그것

을 하나의 문제로서 부각시키며 나아가서는 그 설명의 방향을 지시해 준다고 말할 수 있다.

현재의 시점에서 교과의 내면화와 관련하여 교육학을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은

이 문제가 종래의 교육학의 논의에서 어떻게 취급되었는지, 그리고 그 논의가 교과의 내면화를

이론적으로 설명하는 일에 어떤 길잡이가 될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일이다. 이하 이 글에서는 통

상적인 의미에서의 교수학습 분야 이외의 분야에서 교과의 내면화를 취급한 학위 논문들을 예시

적으로 개관하면서 이 문제에 관한 장차의 연구 방향을 시사해 보겠다.

Ⅱ. Vygot sky의 中樞發達地帶

최근에 金芝賢은 그의 학위 논문(2000)에서 교과의 내면화에 관한 Vygotsky의 이론을 상세하

게 해설하였다. 교과의 내면화에 해당하는 Vygotsky의 용어는 점유 (appropriation)이다. ( 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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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번역되는 appropriation은 교과 학습의 맥락에서는 교과를 자기 것으로 만드는 것 또는 자기

화로 번역될 수도 있다.) Vygotsky와 그 후계자들의 생각으로 보면, 종래에 일반적으로 사용되

어 온 내면화 (internalization 또는 interiorization)라는 용어는 이 글의 첫머리에서 말한 바 있는,

교과의 공간적 이동—학습자의 바깥에 있는 교과가 학습자의 몸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강하게

연상시키는 것으로 간주된 듯하다. 그리하여 金芝賢의 논문에서 내면화라는 용어는 오히려 그가

Vygotsky의 이론의 부정적 대안으로 삼은 상식적인 견해—그의 용어로 지식의 직접 전달 또는

정보 이송—를 지칭하는 것으로 사용되고 있다. 金芝賢도 지적하고 있듯이 교과의 학습을 직접

전달이나 정보 이송으로 설명하는 것은 내면화가 극복하고자 하는 언어주의의 위험을 언제나

안고 있다. 그러나, 말할 필요조차 없이, 점유 또한 내면화에 못지 않게 비유적 표현이며 내면

화라는 용어가 나타내고 있는 공간적인 비유를 점유라는 토지 소유의 비유로 바꾸어 부르는 것

이 그 자체로서 그것에 관한 정확한 이해에 기여하는 것은 아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관점에서 보

면, 기계적 학습에 대비되는 정상적인 의미에서의 학습을 내면화라고 부르는가 점유라고 부르

는가 하는 것은 결국 언어상의 문제에 불과하며, 중요한 것은 그런 비유적인 표현이 지시하는 과

정이나 현상을 이론적으로 어떻게 설명하는가에 있다.

교과의 내면화(또는 Vygot sky의 용어로, 지식 또는 고등정신기능의 점유)에 관한 Vygotsky의

관심은 아동의 지적 발달에 있어서의 사회적 측면의 중요성을 부각시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

다. 이 경우에 사회적 측면이라는 것은 성인과의 교섭을 의미하며, 따라서 지적 발달에 있어서의

사회적 측면을 중요시한다는 것은 곧 아동의 지적 발달에 교육이 중요한 요인으로 등장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다. 이 점에서 Vygot sky는 그의 초기 저작인 사고와 언어 (Thought and

Lang uag e 또는 Think ing and Sp eech, 소련어판 1933)에서부터 지적 발달에 관한 Piaget의 이론

에 이의를 제기한다(李 圭, 1986).

따지고 보면, Piaget의 이론 또한 목하 이 글의 관심사인 교과 또는 지식의 내면화에 관한 한

가지 설명으로 간주될 수 있다. 비록 그의 주된 관심이 교과의 학습이 아닌, 정신 구조의 발달에

있었기는 하지만, Piaget의 이론은 결국 아동의 바깥에 있는 논리적 객관적 구조가 아동 내부의 심

리적 주관적 구조( 셰마 )로 전환되는 과정을 설명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잘 알려져 있는 바와 같

이, Piaget는 지적 발달을 환경과 유기체의 상호작용, 또는 보다 구체적으로는 동화 (assimilation)

와 조절 (accommodation)의 평형으로 설명한다. Piaget가 발달에 있어서의 학습 또는 교육의 역

할을 전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에 있어서 발달은 주로 개인 내부에서 일어나는 자발

적 또는 자연발생적 과정이며, 원칙적으로 말하여 발달은 교육에 선행한다. 동화는 아동이 대면

하고 있는 환경의 논리적 구조가 아동의 심리적 구조의 제약에 따라 그것과 유사한 형태로 왜곡

되어 받아들여지는 과정(assimilation of the environment to oneself)을 가리키며, 조절은 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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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심리적 구조가 환경의 논리적 구조에 맞게 스스로를 변화시켜 가는 과정(accommodation of

oneself to the environment)을 가리킨다. 그리고 이 두 과정의 평형이라는 것은 곧 아동의 심리

적 구조와 환경의 논리적 구조가 일치된 상태를 가리킨다. 물론, 이 평형은 일회적인 것이 아니라

발달의 단계에 따라 파괴와 유지가 반복되는 점진적 연속적 과정이다.

교과는 환경의 논리적 구조를 대표한다고 생각해 보면 위의 설명은 그대로 교과의 내면화에

관한 설명으로 간주될 수 있을 것이다. 이하 이 글의 논의와 관련하여, 위의 설명에는 몇 가지 생

각해 볼 점이 있다. 우선, Piaget가 스스로 Kant의 이론을 심리학적으로 해석하였다고 말하는 것

은 분명히 그가 동화와 조절로 규정되는 지적 발달 과정에 Kant의 아 프리오리 (또는 카테고리 )

에 해당하는 아동 자신의 능동적 구성 능력을 가정하였다는 점 때문일 것이다. Kant에게 있어서

아 프리오리는 인식을 철학적으로 설명하기 위한 논리적 가정이다. 그러나 Piaget에게 있어서는

아동의 지적 발달이 일어나기 이전에 그것을 위한 사실적 조건이 아동의 내부에 이미 갖추어져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Piaget의 이론에서 감각 동작 셰마로 불리는 일종의 생득적 능력은 Kant

의 아 프리오리에 해당하는 심리적 특성을 가리킨다. Piaget가 철학자들이 말하는 것과 같은 생

득적 지식 (innate knowledge)을 인정했다고 주장하는 데는 분명히 무리가 있겠지만, 그가 Kant

의 인식론을 심리학적으로 해설하였다고 볼 수 있는 한, 그는 어떤 형태의 것이든지 생득적 능력

을 인정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다. 사실상, 인식에 관한 합리론자들의 이론을 설명하는 데에 사용

되는 생득적 지식이라는 것이 정확하게 어떤 것인가에 관해서는 좀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어쨌든 Piaget의 이론에서 지적 발달을 위한 사실적 조건으로서 일종의 생득적 능력이 인정된다

는 것은 교과의 내면화와 관련하여 중요한 의미를 띤다.

이 점은 이하 적절한 맥락에서 다시 거론하기로 하고, 여기서는 특히 Vygotsky의 관점에서

볼 때 Piaget의 이론이 지식의 내면화에 관한 설명으로서 어떤 특징을 나타내는가를 생각해 보

겠다. Piaget에 있어서 동화와 조절의 평형 과정은 흔히 음식물의 소화 과정에 비유된다. 말하자

면 환경의 논리적 구조가 아동의 심리적 구조로 받아들여지는 것은 우리 몸에 이물질인 음식이

소화의 과정을 통하여 우리 몸의 성분으로 되는 과정에 비유될 수 있다는 것이다. 설사 이 소화

비유를 동화와 조절의 정확한 규정이 아닌 비유로서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Piaget의 설

명에는 아동과 환경 사이의 상호작용 이상으로, 제 3자인 성인이 끼어들 여지가 없다. 사실상

Hamlyn(1967)이 비판한 바와 같이, Piaget는 지식의 습득을 다분히 생물학적인 관점에서 설명하

고 있다. 그러나, 물론, 지식은 음식물이 아니요 마음은 위나 창자가 아니며, 따라서 지식의 습득

은 결코 음식물이 소화되는 과정과 동일한 방식으로 설명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Vygotsky의 설명이 의의를 가지는 것은 이 대목에서이다. 교과의 내면화에 관한 Vygotsky의

설명에서 핵심이 되는 개념은 [현실적] 발달 수준과 잠재적 발달 수준 간의 거리로 정의되는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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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발달영역 (zone of proximal development)이다(金芝賢, 2000, p. 89). 근접으로 번역된 영어 단

어인 proximal은 distal에 대비되는 해부학적 용어로서 우리 몸의 중추부에 더 가깝다는 뜻을 가

지고 있으며, 따라서 근접발달이라는 용어는 우리 몸의 중추부, 즉 정신활동의 가장 깊은 핵심의

발달을 뜻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점에서 그것은 중추 발달로 번역되는 것이 더 적절할 것

이다. 그리고 영역으로 번역된 zone은 마찬가지 뜻으로 지대 (땅의 띠, 띠 모양으로 된 땅)로 번

역될 수 있다. 그리하여 근접발달영역 또는 중추발달지대라는 개념에 의하여 Vygotsky는 우리

마음 속에 현실적 발달 수준과 잠재적 발달 수준이라는 두 개의 수준에 의하여 구획되는, 정신활

동의 핵심부의 발달이 일어나는 지대를 설정한다. ( 지대라는 용어는 점유라는 말이 자아내는

것과 동일한 토지 소유의 비유를 시사한다.) 중추발달지대가 정신활동의 중추부의 발달이 일어

나는 지대를 뜻하는 만큼 그것이 학습의 준비성을 규정하는 근거로 간주되는 것은 충분히 짐작

될 수 있다(辛範錫, 1995).

Vygotsky에 의하면 교과의 내면화 또는 지식의 점유는 이 지대 안에서 일어난다. 그 일이

어떤 일인가를 설명하기 위하여 Vygotsky는 다시 정신활동이 일어나는 두 개의 국면 또는

평면 (plane)을 설정한다. 그것은 (개인)정신간 국면 (intermental plane)과 (개인)정신내 국

면 (intramental plane)이다. 아동의 [지적] 발달에서 모든 기능은 두 번 혹은 두 수준에서 나타난

다. 첫 번째로 사회적 수준에서 나타나고, 그 다음에 심리적 수준에서 나타난다. 첫 번째로 그것은

개인정신간 국면으로서 인간간에서 나타나고, 그 다음에 개인정신내 국면으로서 아동내에서 일어

난다 (Vygotsky를 인용한 金芝賢, 2000, p. 59). Vygotsky에 의하면 지식의 점유는 개인정신간 국

면으로부터 개인내적 차원에서 정신기능이 형성되는 과정 (金芝賢, 2000, p. 59)으로 규정된다.

위에 인용된 Vygotsky의 말만으로 이해하자면, 정신기능의 정신간 국면은 사회적 수준에서,

또는 성인과 아동(교사와 학생) 사이에서 일어나는 정신활동을 지칭하며, 정신내 국면은 심리적

수준에서, 또는 아동의 내부에서 일어나는 정신활동을 지칭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

다. (말할 필요조차 없이 명백한 것으로서, Piaget와의 대비에서 Vygotsky의 특이성은 이 정신간

국면을 인정하였다는 점에 있다.) 그러나 정신간 국면과 정신내 국면의 차이는 순전히 두 개의

몸 사이와 하나의 몸 안의 차이에 상응하는 것으로 이해되어서는 안된다. 정신활동에는 몸 밖과

몸 안이라는 공간적인 경계가 설정될 수 없다. 구태여 공간적인 용어로 말하자면, 정신간 국면과

정신내 국면은 모두 아동의 내부에서 일어나는 정신활동이며, 다만 그것들이 일어나는 평면이

다를 뿐이다. 정신간 국면과 정신내 국면을 상이한 평면에서 일어나는 동일한 정신활동이라고 말

할 수 있는 것은 교사와 학생이 동일한 언어를 사용한다는 점( 언어매개 ) 때문이다. 결국, 정신간

국면으로부터 정신내 국면으로의 전환이라는 표현에 의하여 Vygotsky는 아동의 바깥에 있는 교

사의 정신활동(또는 그것의 언어적 표현인 교과)을 학생 자신의 정신활동의 한 평면으로 끌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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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고 그것이 마침내 학생 자신의 평면으로 전환된다는 것을 말하고자 한 것이다.

金芝賢에 의하면 지식의 점유에 관한 Vygotsky의 이론은 그의 학문적 관심사인 발달심리학의

이론적 맥락에서 배태된 것으로서 교육이론의 독자적 구조를 반영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그리고

특히 교육어 (교육을 위하여 언어를 사용하는 것)의 특이성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비판될

수 있다. 분명히 Vygotsky의 이론은 이 면에서 비판의 여지가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또한 우리는 관심을 Vygotsky의 이론 그 자체로 또는 그 안으로 돌려서 그의 이론에서는 충분

히 해답되지 않은 근본적 질문을 제기함으로써 그 이론이 대상으로 하고 있는 교과의 내면화를

좀더 깊이 이해하려고 할 수도 있다. 가령 아동의 정신활동이 일어나는 두 개의 평면인 정신간

국면과 정신내 국면은 각각 어떤 상태를 가리키며 양자 사이의 차이와 관련은 정확하게 어떤 것

인가? 양자는 그 활동의 내용이나 성격에 있어서는 완전히 동일하면서도 단순히 그것이 일어나

는 수준이나 평면을 달리하는가, 그렇지 않으면 활동의 내용이나 성격을 달리하는가? 하나의 평

면에서 다른 하나의 평면으로의 전환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양자 사이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모종

의 관련 또는 유사성이 있다고 보아야 할텐데 그 관련과 유사성은 정확하게 어떤 것인가? 그리고

그 전환은 중추부에서 일어나는 발달인 중추발달과 어떤 관련을 맺는가? 예컨대 이런 질문이 해

답되지 않는다면 Vygotsky의 이론은 결국 교과와 학습자라는 외적 관계를 학습자 내부의 정신활

동 속으로 단순히 옮겨 놓은 것에 지나지 않는 셈이 된다.

金芝賢과 동일한 시기에, 그러나 그와는 별도로, 李在浩는 그의 학위 논문(2000)에서 Vygotsky

의 이론을 도덕적 지식의 내면화에 관한 설명으로 해석하였다. 그에 의하면 Vygotsky의 중추발

달지대( 근접발달영역 )의 개념은 Kohlberg로 대표되는 발달적 접근과 행동의 습관화를 강조하

는 사회화 접근의 대안으로서 양자를 통합할 가능성을 보여 준다. 중추발달지대는 지식에 의하

여 마음이 형성되는 과정을 설명해 주는 개념이며, 이것은 곧 교사에 의하여 전달되는 도덕적

지식이 도덕적 행동의 원천이 되는 것을 의미한다. 李在浩의 이러한 분석은 Vygotsky가 말하는

정신기능의 두 국면 사이의 전환과 그것에 의하여 가능하게 되는 중추발달의 의미를 해석하는

데에 유용한 시사를 준다고 볼 수 있다.

Ⅲ. Pol any i 의 自得知

Polanyi 이론의 표제 용어인 personal knowledge는 person에 정확하게 부합하는 우리말을 찾

기가 어렵다는 점 때문에 번역에 어려움이 있다. 여기에서와 같이 person이라는 단어가 지식을

수식하는 형용사형으로 쓰일 경우에 그것은 당사자 자신이 몸소 아는 것 또는 그 지식이 완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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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아는 것을 뜻한다. Polanyi의 이론을 다룬 두 편의 학위 논

문(辛素林, 1992, 嚴泰動, 1998) 중에서 뒤의 것에서는 personal knowledge가 당사자적 지식으로

번역되어 있다(嚴泰動, 1998, p. 108n). 이 번역은 그것이 우리말로서 생소하다는 점만 제외하면

원래의 의미를 비교적 정확하게 전달한다고 말할 수 있지만, 다른 연구자들(예컨대 車美蘭, 2000,

pp. 113- 4n)은 그것을 자득지라는 보다 익숙한 용어로 번역하고 있다. 자득이라는 것은 현대의

용어로 교과의 내면화에 정확하게 해당하는 성리학의 용어이다.

Polanyi의 이론은 그의 주저인 자득지 (P ersonal K nowledg e, 1958)에 개진된 것만 하더라도

그렇지만 그 이외의 방대한 저작까지 합치면 엄청나게 다양한 분야에서 나온 다양한 정보를 원용

하고 있고 그 논의의 수준 또한 깨알같이 상세한 것에서부터 우주의 비밀에 이르기까지 넓은 폭

에 걸쳐 있기 때문에 그 이론을 정당하게 요약하기는 대단히 어렵다. 이때까지 그의 이론은 인문

학과 사회과학의 여러 분야에 널리 영향을 끼쳤으며, 교육학 또한 예외가 아니다. 쉽게 짐작할 수

있다시피, 자득지라는 용어에서 자득은 지식을 수식하는 것이 아니라 정의하는 단어이며, 따라서

자득지는 여러 가지 종류의 지식 중의 한 가지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올바르게 획득되고 사용

되는 경우의 지식, 다시 말하면 자득지가 아닌 것은 지식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의미에

서의 지식을 가리킨다. 그의 이론이 지식을 다루는 모든 분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은 이

점에서 당연하다. 그러나 교육은 지식의 전달을 그 중심 과제로 삼고 있는 만큼, 그의 이론은 다

른 어떤 분야보다도 교육학에 밀접하게 관련된다. 특히 이 글의 관점에 비추어 보면, Polanyi의

이론은 교과의 내면화와 그것의 다양한 함의를 설명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앞에서 언급한 두 논문 또한 Polanyi의 이론을 대체로 이러한 관점에서 해석하고 있다. 辛素林

은 그것을 학습자의 주체적 노력과 열정적 헌신을 강조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교육의 무게 중심

을 가르침에 두던 종래의 교육관에서 탈피하여 가르침과 배움을 대등하게 존중하는 교육관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다. 嚴泰動은 Polanyi의 이론이 Kierkegaard의 간접전달과 함

께 교육적 인식론의 맹아적 초보적 형태를 제시하는 것으로 평가한다(嚴泰動, 1998, p. 214). 그

에 의하면 교육적 인식론은 교육이 지니고 있는 독특한 내재률에 의거하여 인식론의 난제에 대

해 한 가지 해결책을 제공하려는 교육학의 탐구영역이다(嚴泰動, 1998, p. 153). 嚴泰動의 경우,

그의 논문이 해결하고자 하는 인식론의 난제는 지식이 정초주의에 입각하지 않고서도 정당성이

나 확실성을 보장받을 수 있는 길은 무엇인가, 또는 다른 말로, 인식에 있어서 반정초주의를 받아

들이면서도 상대론이나 허무주의에 빠지지 않는 길은 무엇인가 하는 문제이다. Polanyi가 강조한

지식획득에 있어서의 당사자적 참여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중요한 시사를 제공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 시사는 교육의 독특한 내재률에 비추어 좀더 완전한 형태로 발전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물론, 교육의 사태를 통하여 해결할 수 있는 인식론의 문제는 이것에 국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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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지 않는다. 가령 교육인식론 서설 이라는 제목으로 된 柳漢九의 학위 논문(1989, 1998, pp.

26- 8)에서는 아동이 자신의 경험을 통하여 공적 지식을 내면화하는 일이 어떻게 가능한가라는 질

문을 교육인식론의 핵심적 질문으로 간주하고 있다. Polanyi의 이론은 이 질문과 관련해서도 교육

인식론의 초보적 형태를 보여 준다고 말할 수 있다. 그리고 嚴泰動은 그의 인식론적 난제와 관련

하여 Polanyi의 이론을 Kierkegaard의 간접전달론에 결부시키고 있지만, 사실상 Polanyi의 이론과

Kierkegaard의 간접전달론은 柳漢九의 질문에 비추어 볼 때 비로소 그 각각이 가지고 있는 원래의

심각한 의의가 드러난다.

교과의 내면화와 관련하여 생각해 볼 때, Polanyi 이론의 골자는 우리는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 이상을 알고 있으며, 말할 수 없는 것에 대한 우리의 앎에 의존하지 않고는 아무 것도 말할 수

없다 (Polanyi를 인용한 嚴泰動, 1998, p. 113)라는 명제로 표현되는 默識의 구조이다. 이 묵식

(tacit knowledge 또는 tacit dimension of knowledge) 또한 자득지와 마찬가지로 묵시적 지식 ,

암묵적 지식 등 다양하게 번역되고 있다. 묵식의 구조는 앞의 명제에서 말할 수 있는 것과 말

할 수 없는 것으로 표현된 두 항 사이의 기능적 관계로 이루어져 있다. Polanyi의 저작에서는 이

것이 수많은 예로 설명되어 있지만, 嚴泰動의 학위 논문(pp. 113ff)에서 사용된 예를 따라 망치로

못박는 경우를 생각해 보겠다. 망치로 못을 박을 때 우리는 망치와 못 대가리 부분에 의식적으로

(또는 초점적으로 ) 주의를 기울인다( 초점식 , focal awareness). 그러나 이 경우에 우리는 이와

같이 초점적으로 주의를 기울이는 것과는 다른 방식으로(즉, 보조적으로 ), 못을 치는 우리 몸의

상태—안구의 움직임, 손아귀의 느낌, 팔의 운동 등—에 주의를 기울인다( 보조식 , subsidiary

awareness). 초점식의 대상은 우리가 의식적으로 주의를 기울이는 대상인 만큼 우리가 명시적으

로 드러내어 말할 수 있는 반면에, 보조식의 대상은, 역설적으로 말하자면,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

는 사이에 의식한다. 망치로 못을 박는 동작은 보조식에 의존한 초점식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다

시 말하여 그것은 보조식과 초점식의 기능적 관련으로 이루어진다. 그리고 일체의 지식은, 그것이

만약 올바른 의미에서의 지식(즉, 자득지 )이라면, 이러한 묵식의 구조를 나타낸다.

Polanyi가 지식의 올바른 의미를 설명하는 데에 망치로 못을 박는 것 또는 그 밖의 수많은 신

체적 기술을 예로 드는 것은 분명히 기이하다는 생각이 들 수 있다. 통념으로 보면 신체적 동작

과 지식의 획득 사이에는 엄연한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묵식의 구조의 한 항을 이루는 보조

식이 우리 몸의 상태에 대한 인식이나 의식을 뜻한다는 Polanyi의 설명은 오직 신체적 동작의

경우에만 한정되는 것으로서 어디까지나 지식의 획득이라는 지적 행위를 설명하기 위한 방편에

지나지 않는 것인가, 아니면 우리 몸의 상태에 대한 인식은 지적 행위에도 여전히 보조식으로서

의 기능을 수행하는가? 이 질문은 결국 보조식의 의미, 그리고 그것에 의한 묵식의 의미를 좀더

정확하게 규명함으로써 해답될 수 있다. 그리고 그렇게 하다가 보면 위의 두 가지 가능성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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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자가 완전히 배제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된다.

Polanyi는 보조식과 초점식의 기능적 관계를 보조식으로부터 초점식으로 (f rom — to)라는 공

식으로 표현하면서 양자를 각각 중추적인 것 (the proximal)과 말초적인 것 (the distal)이라는 해

부학적 용어로 나타낼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Polanyi, 1966, 1967, p. 10). 그리하여 묵식은 우리

에게 가까운 것 (중추)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으로부터, 그것에 의존하여 우리에서 먼 것 (말초)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것은 기술의 발휘나 지식의 획득에 다같이 적용된다.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보조식의 대상은 초점식의 그것과는 달리 언어에 의하여 명세화되지 않

는다. Polanyi의 용어로 말하자면 그것은 명세화될 수 없는 세부사항 (unspecifiable particulars)이

다. 묵식으로 번역되는 tacit (默言)라는 형용사는 묵언의 통합 (tacit integration)에서와 같이 보

조식과 초점식의 관련(즉, 보조식에 의한 초점식의 통합)을 가리키는 말로도 사용되지만, 일차적

으로 그것은 보조식 그 자체를 가리키는 말로 이해되어야 한다. 묵식이 묵언의 통합인 것은 그

통합을 이루는 보조식이 묵언으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앞에서 인용한 우리는 말할 수 있는 것 이상을 알고 있다라는 Polanyi의 명제에는 말할 수 있

는 앎과 말할 수 없는 앎의 구분이 함의되어 있다. 여기서 말할 수 없다는 표현은 얼른 생각하

듯이 개인의 어휘력이나 표현 능력의 부족을 뜻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된다. 그것은 언어로

명세화할 수 없이 안다는 보조식의 성격 때문에 원칙상 말할 수 없는 것이다. 그리하여 보조식

과 초점식 사이에는 단순히 말할 수 없이 아는 것과 말할 수 있게 아는 것 사이의 차이가 아닌,

보다 근본적인 차이, 말하자면 중추와 말초라는 용어에 나타나 있는 것과 같은, 위아래 또는 안팎

이라는 말로 나타낼 수 있는, 위계상의 차이가 존재한다. 이 점을 기초로 하여, 올바른 의미에서

의 지식의 획득(또는, 올바르게 획득된 지식)에 관한 Polanyi의 견해를 요약하자면 아마 다음과

같이 될 것이다. 즉, 우리의 마음(또는 몸) 속에는 말할 수 없는 앎이 들어 있다. 지식의 획득은

이 말할 수 없는 앎을 밖으로 연장하여 말할 수 있는 앎의 대상에 그것을 적용함으로써 이루어

진다. 말할 수 없는 앎이 나 자신의 것인 만큼 그것의 적용을 받는, 말할 수 있는 앎 또한 나 자

신의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나 자신의 것이라는 바로 그 점 때문에 이러한 당사자적 참여에는

열정과 헌신이 수반된다.

그러나 지식의 획득에 관한 이상의 설명이 다른 사람에 의하여 이미 획득된 지식(즉, 교과)을

학습(또는 내면화)하는 데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가? 학자에서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것과 같

은 지식의 획득에서는 보조식과 초점식의 관련 방식이 보조식에서 초점식으로로 되어 있는 반면

에 학생들이 하는 일로서의 교과의 내면화는 그 반대로 초점식에서 보조식으로의 방향을 취하는

것으로 생각될 수 있다. 물론, 학자의 일과 학생의 일이 모든 면에서 동일한 것은 아니지만, 그

차이는 Polanyi가 말한 묵식의 구조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교과를 배울 때 학생은 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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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초점적으로 주의를 기울임으로써 그것을 자신의 보조식으로 만드는 일을 하지만, 교과에 초점

적으로 주의를 기울이는 바로 그 순간에 학생은 이미 그의 보조식을 교과에 적용하고 있다. 이때

교과는 학생의 바깥에 있는 이물질이 아닌, 학생 자신의 것, 학생 자신의 몸의 한 부분이 된다.

성리학의 자득이라는 용어는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자연이라는 용어와 함께 정확하게 이 상

태를 지칭한다. 맹자에 대한 주석에서 程顥는 자득을 언설이 완전히 자신의 생각으로 바뀌어 더

이상 언설에 의존할 필요가 없는 상태로 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李烘雨 등, 2000, p. 31).

앞 절의 고찰에서 중추발달지대로 번역되는 Vygotsky의 용어에서 중추 (proximal)는 Polanyi

가 보조식을 규정할 때 사용하는 중추와 동일한 단어이다. 이 점에 주의를 기울인다면, Polanyi

의 이론은 Vygotsky의 중추발달 또는 그 발달이 일어나는 지대가 어떤 것인가를 좀더 정확하

게 규정한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물론 Polanyi의 이론에도 해명되어야 할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그가 말한 보조식—우리 마음(또는 몸)의 중추에 있는 말할 수 없이 아는 부분—은 단

순히 그런 것이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그만인 그런 성격의 것인가? 그것에는 그 이상의

자세한 규명이 있을 수 없는가? 앞에서 보조식을 연장한다든가 적용한다는 식의 표현에 사용된

연장 , 적용이라는 용어는 정확하게 무엇을 지칭하며, 그것은 어떻게 가능한가? 뿐만 아니라,

Polanyi는 때로 우리 마음 속에 있는 보조식을 실재(Reality)와 동일한 것으로 보고, 지식 획득 행

위에 수반되는 열정과 헌신에 종교적인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우리 마음의 가장 깊은 부분이 어

떻게 실재와 동일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는가?

이 글의 첫 부분에서 말한 바와 같이, 교과의 내면화 문제는 결국 마음의 문제로 귀착된다. 마

음 그 자체가 신비인 만큼 교과의 내면화라는 것도 결국은 우리가 완전히 파악하거나 규명할 수

없는 신비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분명히 말하여, 이 문제는 신비에 속한다고 하여 덮어둘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한 개인의 노력이 아닌, 인류 전체의 노력을 결집하여 우리가 알 수

있는 것과 알 수 없는 것의 경계에 가까이 가면서, 우리가 정말로 어디서부터 알 수 없는가를 알

아내려고 해야 할 것이다.

Ⅳ. Col l i ngwood의 情緖的 言語

앞 절에서 고찰한 Polanyi의 자득지의 개념과 관련하여, 또는 그것과의 관련을 떠나서도, 교과

의 내면화에 관한 설명으로서 Collingwood의 예술론은 도저히 빼놓을 수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때까지 Collingwood를 다룬 학위 논문 중에서 두 편(金明淑, 1994, 沈揆璋, 1998)은 그의 사상체

계 중에서 우리에게 비교적 잘 알려진 역사 인식론(Collingwood, 1946)을 중심으로 하여 그것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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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학적 함의를 드러내고 있다. Collingwood가 역사적 인식의 본질을 규정하는 데에 사용한 과

거의 재연 (re- enactment)에서 과거는 단순히 시간상의 구획( 시간적 과거 )을 가리키는 것이 아

니라 과거에서 현재에 이르기까지 계속 이어지는 思考( 논리적 과거 )이며, 따라서 과거의 재연으

로 설명되는 역사 인식론은 그대로 사고의 재연을 설명하는 교육인식론으로 해석될 수 있다. 沈

揆璋의 논문에서 교육인식론은 앞에서 말한 柳漢九의 논문에서와 같이 개인에 의한 공적 지식의

내면화 문제를 다루는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 그리하여 Collingwood가 말한 과거의 재연은 좁

은 의미에서의 역사뿐만 아니라 수학이나 과학을 포함한 모든 분야에 걸쳐서 교과(앞 세대가 이

루어 놓은 지적 성취)가 내면화되는 과정도 설명할 수 있게 된다. 물론, 沈揆璋의 논문에서 드러

난 바와 같이, Collingwood의 역사 인식론은, Oakeshott (1933, 1983)의 그것과 함께, 교과의 내면

화라는 교육방법의 측면에 국한해서만 의의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교육내용의 성격이나 교육의

궁극적 목적을 규정하는 데에도 중요한 시사를 준다.

그러나 Collingwood의 역사 인식론이 교과의 내면화에 관한 설명으로서 구체성을 띠기 위해서

는 과거나 사고를 재연한다고 할 때의 그 재연이 어떻게 일어나는가가 좀더 자세하게 밝혀지지

않으면 안된다. 李京姬의 학위 논문(1995)은 Collingwood의 예술의 원리 (The Princip les of A rt,

1938)에 나타난 그의 예술론에서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고 있다. 그에 의하면 사고(그리고 그

와 마찬가지로, 사고의 재연)라는 용어가 지칭하는 매개적 경험은 그 자체로서 독립적으로 일어

나는 것이 아니라, 언어(즉, 일상적 의미에서의 언어)의 매개를 빌지 않는 비매개적 경험을 수반

하며 그것과 더불어 일어난다. 앞의 매개적 경험이 사고라는 용어로 표현되는 데에 비하여, 이

비매개적 경험은 정서라는 용어로 표현된다. 정서는 얼른 보기에는 사고의 내용과 아무 관련이

없어 보이지만, 사실은 사고가 일어나는 맥락을 이루며( 맥락적 경험 ) 사고라는 상부구조가 그

위에 세워질 수 있는 기반 (李京姬, 1995, p. 40, p. 50)이 된다. 말하자면 사고 또는 사고의 내용이

이해되고 전달되는 것은 그것에 기반이 되는 정서와의 관련에 의해서이다. (정서가 사고의 맥락

을 이룬다는 이 관점은 앞 절에서 고찰한 Polanyi의 보조식 - 명세화될 수 없는 세부 사항에 관

한 인식—을 강하게 연상시킨다.)

정서(즉, 사고에 반드시 수반되는 비매개적 경험)가 사고의 기반이 된다는 이 명제는 Collingwood

의 예술론의 교육학적 함의를 집약적으로 표현한다. Collingwood에 의하면 예술—피상적 예술과

구분되는 본격적 예술—은 전신체적 상상 경험을 통한 정서의 표현으로 정의된다(Collingwood,

1938, p. 144, p. 247). 정서의 표현이라는 용어는 피상적 예술을 규정하는 정서의 유발이나 정

서의 노출과, 흔히 혼동되기는 하지만, 동일한 의미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다. 이 후자의 두 경우

에서와는 달리, 정서의 표현에서의 정서는 표현되기 이전에는 그것이 어떤 것인지 알 수 없는,

그리하여 그것의 표현이 바로 그 실체를 드러내는 활동이 되는, 전신체적 반응이다. 창작자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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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이 이미 명백히 알고 있는 정서를 바깥으로 노출하여 그 내용을 비워버리거나 다른 사람에게도

동일한 정서를 유발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몸(또는 마음)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막연한 반응을

자기 자신에게 표현한다. 이런 뜻에서의 정서의 표현은 정서의 이해와 동일한 의미를 지닌다.

감상자는 창작자의 이러한 정서의 표현과 동일한 일을 그와는 반대 방향으로 한다. 감상자는 창

작자가 정서의 표현으로 만들어 낸 결과( 예술 작품 )를 통하여 창작자의 그 정서를 감상자 자신

의 마음 속에 재연한다.

Collingwood에 의하면, 이런 의미에서의 예술은 언어와 동일하다. 그가 말하는 언어는 일상

적 대화나 학문적 논의에 사용되는, 사고와 감정을 전달하는 수단으로서의 언어가 아닌, 원초적

언어 (original language)이다. 여기서 원초적이라는 단어는 시간적 의미가 아닌 논리적 의미를

나타낸다. Collingwood 자신이 말하는 바와 같이, 원초적 언어는 동굴 시대에 사용되었던 언어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원래의 의미에서의 언어를 가리킨다. 통념상의 언어(일상적 언어와 학문적

언어)는 언어 그 자체가 아니라 사고와 감정의 전달이라는 특정한 기능의 측면에서 추상적으로

이해된 언어이다. 원초적 언어는 예술과 마찬가지로(또는 차라리, 예술은 원초적 언어와 마찬가지

로) 전신체적 정서 표현 행위이다. 춤은 모든 언어의 어머니이다 (Collingwood, 1938, p. 246). 사

고와 감정을 전달할 때 우리는 아무런 정서적 반응 없이, 그야말로 사고와 감정의 내용만을 전달

하는 것이 아니라 예컨대 고통으로 얼굴을 찡그린다든가 환희로 얼굴 빛이 환해진다든가 아니면

아무런 정서 없이 시무룩하다든가 하는 등등의 정서적 반응을 하면서 그것과 함께 사고와 감정

을 전달한다. 통념적 언어관에 의하면, 이러한 정서적 반응은 사고나 감정의 내용과는 무관한 정

서적 부수물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Collingwood의 예술론에 의하면 그것은 언어의 한 필수적

부분으로서 사고와 감정의 내용을 전달하고 이해하는 기반이 된다. 李京姬의 용어로 말하자면 그

것은 사고라는 매개적 경험이 의미를 가지는 데에 하부구조로서의 맥락적 경험이 된다.

원초적 언어라는 용어에 이미 시사되어 있는 바와 같이, 정서의 표현이 사고라는 매개적 경험

의 기반이 된다고 보기 위해서는, 첫째로, 정서의 표현을 가능하게 하는 정신적 요소가 각 개인

의 마음(또는 몸) 속에 어떤 형태로든지 이미 존재한다는 것과, 둘째로, 그것은 모든 인간이 공통

으로 가지고 있다는 것을 가정하지 않으면 안된다. (심지어 그것은 비단 인간만이 아니라 인간과

다소간이나마 유사한 삶의 형식을 가지고 있는 동물에게도 있다고 보지 않으면 안된다. 그 책의

어느 부분에선가 Collingwood는 개에게 물리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개를 무서워하는 것이다라

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각 개인의 마음 속에 존재하는 인류 공통의 그 정신적 실체는 표현에 의

해서만 그 모습이 드러나는, 표현되기 이전의 것이다.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은 이 표현 이전의

정신적 실체의 외적 표현이며, 이 표현 이전의 정신적 실체는 그것의 외적 표현과 함께 우리의

자아를 구성한다(Collingwood, 1938, pp. 291- 2). 다른 사람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우리에게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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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것은 그것이 바로 우리 자신의 정신적 실체와 동일한 것을 표현하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정

서의 표현에 관한 심미적 경험에서 우리가 하는 일은 다름 아닌 자기를 아는 일 또는 자기지식

(self- knowledge)을 추구하는 행위이다(Collingwood, 1938, pp. 291- 2, 沈揆璋, 1998, pp. 118ff).

이렇게 생각해 볼 때 Collingwood의 예술이론은 곧 언어이론이며 그의 언어이론은 또한 교

육이론이다. 보다 최근에 金英美는 그의 학위 논문(2000)에서 교사의 역할을 중심으로 하여

Collingwood의 예술이론을 교육이론으로 해석하였다. 그는, 교육에서의 교사의 역할은 Collingwood

가 그의 예술론에서 지적하고 있는 피상적 예술과 본격적 예술의 구분에 따라 두 가지 상이한 관

점에서 규정될 수 있다고 보고 그것을 각각 기술자로서의 교사와 예술가로서의 교사라고 부르고

있다. 기술자로서의 교사는 기술이 의미하는 것과 같은 수단-목적 관계에 입각하여 어떤 면에서

든지 유용한 외적 결과를 일으키는 것을 자신의 역할로 삼는 반면에, 예술가로서의 교사는

Collingwood의 예술론에 명백히 시사되어 있는 바와 같이 학생의 마음 또는 안목에 변화를 일으키

고자 한다. Collingwood의 예술론에 의한 진정한 교육을 본질상 교과의 내면화로 규정할 수 있다

면, 교사는 교과라는 예술적 작품을 통하여 학생에게 자기지식을 전달하는 사람이다.

당연히, 金英美는 Collingwood의 교육이론을 Polanyi의 이론과 동일한 맥락에서 해석하고 있다

(金英美, 2000, pp. 15- 7).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Collingwood의 예술론의 골자인 전신체적 정

서표현은 Polanyi의 자득지 (즉, 보조식과 초점식의 기능적 통합)와 너무나 명백한 유사성을 나

타낸다. Collingwood의 예술론에 의하면 지식교육의 예술적 측면 (예컨대 郭德珠, 1992, 吳潤心,

1996)은 단순히 교육의 한 특수적 측면이 아닌 교육의 본질 그 자체를 규정한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Collingwood의 교육이론(즉, 교과의 내면화에 관한 설명)이 Polanyi의 그것과 동일한 맥락

에서 해석될 수 있다는 것은 또한 Collingwood의 이론에 대해서도 Polanyi의 그것에 대한 것과

동일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는 것을 뜻한다. 다시 말하여, Collingwood의 설명에 등장하는, 각

개인의 마음 속에 이미 들어 있는 인류 공통의 정신적 실체에 관하여, 그리고 그것이 사고에 맥

락적 기반을 제공해 준다는 점에 관하여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데까지 정확한 설명을 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Ⅴ. 마음의 重層構造

이상의 고찰에 시사되어 있는 바와 같이, 교과의 내면화라는 주제는 단순히 교육의 방법적 측

면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교육내용의 성격이나 교육의 목적과도 관련된다. 그와 마찬가지로,

朴在文의 학위 논문(1981)에서 취급되는 지식의 구조는 학습자에게 내면화된 상태에서의 교과의



敎科의 內面化 263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성격을 나타내는 용어이다. 그에 의하면, 지식의 구조라는 용어는 교과로서의 지식에 관한 구조

주의적 발상을 나타내며, 이 관점에 따라 교과의 내면화 과정으로서의 학습은 교과의 논리적 구

조와 학습자의 심리적 구조 사이의 균형으로 설명된다(朴在文, 1981, 1998, p. 102). 朴在文의 이

러한 해석은 명백히 Piaget의 관점을 따르고 있다. 그러나 朴在文은 지식의 구조와 현상의 구조

를 통틀어, 구조가 지식이나 현상의 기저에 들어 있다 (underlying)는 표현에 주의를 기울이면서,

현상과 구조를 표층과 심층이라는 두 개의 층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 점에서 지식의 구조에 반영된 구조주의적 인식론은 Piaget의 관점보다는 오히려 Chomsky

와 Lévi- Strauss의 관점에 더 가깝다고 말할 수 있다. Chomsky에 의하면, 언어의 심층 구조는

표층 구조의 학습에 의하여 드러나는 생득적 언어 능력으로서 그것은 언어권의 차이에 관계없이

개개인에게 공통으로 주어져 있으며, Lévi- Strauss가 분석한 문화의 구조는 정신분석학적 의미에

서의 무의식적 지식 (朴在文, 1998, p. 129, p. 141)에 해당한다. 이 점에 비추어 보면 위에서 교과

의 내면화 과정을 규정하는 데에 사용된 교과의 논리적 구조와 학습자의 심리적 구조 (또는, 논

리와 심리)는 단순히 학습자의 바깥에 있는가 아니면 학습자의 안에 있는가의 차이가 아닌, 그

이상을 의미한다고 보지 않으면 안된다. Bruner가 지식의 구조의 의미를 설명하는 동안에 그것

의 동의어로 사용한 학문의 기저에 들어 있는 일반적 원리라는 표현은 이 면에서 재해석될 여지

가 있다. 그러한 일반적 원리는 그것이 문장으로 표현되는 한 결코 지식의 구조일 수 없다. 그와

마찬가지로, Bruner가 강조한 교과의 중간 언어와 교과 그 자체 (즉, 지식의 구조)의 차이도 그

가 말하는 것만큼 현격한 것이 아니다. 지식의 구조는 교과의 중간 언어(지식의 표층, 지식의 현

상)를 통하여 전달되는, 언어화되기 이전의 마음이며, 중간 언어를 성공적으로 학습한 결과요 그

것의 학습을 가능하게 하는 원인이기도 하다. 지식의 구조에 관한 이러한 규정은 그 자체로서 교

과의 내면화에 관한 규정이 될 수 있다.

朴在文의 논문은 지식의 구조를 구조주의 인식론의 한 가지 주제인 논리와 심리의 관련에 비

추어 해석함으로써 교육의 과정 (The Process of Education, 1960) 또는 그 이후에 Bruner가 쓴

글에 명시적으로 진술되지 않은, 그러나 명백히 암시되어 있는 견해—예컨대, 지식의 구조는 지

식의 덩어리가 아니라 사고 방식이다—를 표면에 드러내었다. 논리와 심리, 구조와 현상이라는

용어가 나타내는 두 개의 층의 아이디어는 朴在文 이후에 발표된 몇 편의 학위 논문에서, 지식의

구조와는 다른 맥락에서 교육(또는 교과의 내면화)을 설명하는 데에 사용되었다. 이 논문들은 각

각의 주제와 관련하여 두 개의 층의 의미를 점점 더 분명하게 드러내었다고 말할 수 있다.

張聖模의 학위 논문(1993, 1998)은 주희와 왕양명의 사상에 나타난 공부 방법의 차이와 관련을

다루면서, 양자는 교육내용 또는 학습을 두 개의 상이한 측면에서 규정함으로써 교육의 온전한

모습을 드러낸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주희의 교육이론은 교육내용을 그것의 근거 또는 원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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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점에서 파악한 것이며, 왕양명의 교육이론은 교육내용을 학습자 또는 소유자의 관점에서, 학습

자가 교육내용을 공부하거나 그 의미를 알아가는 과정 또는 시간계열을 중심으로 파악한 것이다

(張聖模, 1998, p. 188). 주희는 공부하고 가르칠 내용의 위대함과 무한함을, 그리고 왕양명은 그

위대한 내용을 공부하고 배워나가는 순간순간의 흥분과 긴장감을 교육의 근본으로 삼았다(張聖

模, 1993, 1998, p. 214). 다시 말하여, 교육에는 학습자가 학습을 통하여 받아들여야 할 교육내용

( 논리적 기준 )이 있고 그 교육내용을 받아들이는 동안에 학습자가 겪는 심리적 과정( 경험적 과

정 )이 있다. 사실상, 교육의 논리적 기준과 경험적 과정으로 지칭되는 두 개의 층은 주자학 또는

더 일반적으로 성리학의 체계내에서도 확인된다. 朴鍾德의 학위 논문(1994)은 이황과 기대승의 4

端7情 논변에 나타난 성리학의 이론적 논쟁을 교육의 논리적 기준과 경험적 기준에 대한 상이한

강조점에서 빚어진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성리학이 나타내는 중층구조는 특히 불교의 사고 방식을 받아들인 결과로 형성된 것이며, 그

런 만큼 그것이 불교의 사상에서 선명한 형태로 드러나리라는 것은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지눌

의 불교 수행이론을 교육인식론적 관점에서 해석한 金光敏의 학위 논문(1998a, 1998b)은 이 점

을 보여 주고 있다. 지눌의 수행이론을 요약적으로 표현하는 定慧雙修에서의 定(선정)과 慧(지

혜)는 불교의 용어로는 眞如의 직관과 生滅의 통찰로 규정된다. 이 두 가지는 모든 올바른 수행

이 갖추어야 할 수행의 두 측면이며, 그 중의 어느 것이 결여되더라도 그 수행은 불완전한 것이

될 수밖에 없다. 다시 말하면 그 각각은 수행에서 상이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金光敏에 의하

면, 불교 수행의 맥락에서의 定과 慧의 위치는 교육의 맥락에서 개념과 언어의 위치로 해석될

수 있으며, 따라서 定과 慧를 동시에 수행해야 한다는 정혜쌍수는 교육 사태에서 유지되어야 할

언어와 개념의 미묘한 균형을 치밀한 논리로 예시한다 (金光敏, 1998b, p. 138).

金光敏이 그의 논문에서 따르고 있는 불교의 존재론에 의하면, 定과 慧가 각각 겨냥하고 있는

진여와 생멸은, 대상과의 구분 이전이냐 이후냐의 차이를 제외하면, 모두 마음이다. 다시 말하여,

마음에는 대상과 구분되기 이전의 마음(진여)과 구분된 이후의 마음(생멸심)이라는 두 개의 마

음이 있다. 우리는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생멸계에 속해 있으며, 따라서 우리가 보통 마음이

라고 부르는 것, 우리가 각자 몸 속 어디엔가에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생멸심이다. 생멸

심은 대상과의 구분을 전제로 한 마음인 만큼 그것에는 바깥이라는 것이 있다. 우리가 일상적으

로 경험하는 모든 분별은 모두 마음과 대상의 구분에 기초를 두고 있다. 그러나 대상과 구분되기

이전의 마음인 진여에는 마음과 대상의 구분이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대상들 사이에서 경험하

는 일체의 구분이 없다. 그것은 마음이라고 불러도 좋고 대상이라고 불러도 좋은 그런 마음이며

일체의 구분에서 벗어나 있는 오직 하나인 마음이다. 진여는 생멸심과 다른 마음이기는 하지만

생멸심과 따로 떨어져서 별도로 존재하는 또 하나의 마음이 아니다. 공간적인 비유를 써서 말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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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면 진여는 생멸심에 완전히 겹쳐져서 서로 맞붙어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이 마음의 중층구조

에서 아래층은 대상을 대면하고 있는 마음, 또는 차라리, 마음이 그 대상을 대면하고 있는 상태를

나타내며, 윗층은 대상과 구분되지 않는, 순전히 마음뿐인 마음을 나타낸다.

金光敏이 그의 논문에서 언어와 개념이라고 부른 것은 각각 이 두 가지 마음을 가리킨다. 불

교 수행의 목적이 생멸심을 떠나서 진여로 돌아가는 데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교육의 목적은

언어를 통하여 개념을 획득하는 데에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지눌의 정혜쌍수는, 교육의 맥락에서

는, 언어를 통한 개념 획득의 과정에서 개념이 그 과정의 처음부터 끝까지 논리적 기준으로 작

용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언어를 통한 개념의 획득을 교과의 내면화로 바꾸어 부를 수 있다면, 그

것은 곧 교과의 내면화에서는 위에서 쓴 용어로 마음의 윗층 또는 대상과 구분되기 이전의 마음

이 시종 논리적 기준으로 작용한다는 것, 또는 더 직접적으로 말하여, 교과의 내면화는 이 마음의

윗층으로 말미암아 가능하다는 것을 뜻한다. 마음의 아래층을 통하여 도달되는 마음의 윗층이 그

과정을 이끄는 기준이 된다는 것은 명백한 파라독스이다. 사실상, 金光敏이 말한 바와 같이, 언어

를 통해서 개념을 획득하지 못하는 것이 이상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언어를 통하여 개념을 획득

하는 것이 이상한 것이라고 말해야 할지 모른다 (金光敏, 1998b, p. 138).

앞의 세 절에서 고찰한 Vygotsky, Polanyi, 그리고 Collingwood의 설명은 각각 상이한 관점에

서 마음의 중층구조를 태아적인 형태로 드러내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다시 말하여, 그 설명들이

교과의 내면화에 관한 설명으로서 보다 완전한 것이 되려고 하면 마음의 중층구조에 비추어 다시

조명될 필요가 있다. 물론,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앞의 설명들을 고찰하는 동안에 제기된 의문들

을 해결(또는 적어도 해명)할 수 있을 정도로 마음의 중층구조 그 자체가 정련되지 않으면 안된

다. 예컨대 Vygotsky의 정신 기능의 정신간 국면 , Polanyi의 보조식 , 그리고 Collingwood의 표

현 이전의 정서로서의 전신체적 반응 등은 모두 교과의 내면화를 가능하게 하는 원천적 세력이

된다는 점에서 중층구조의 윗층을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 세 학자의 설명에서 그것은

예외없이 교과의 내면화에 앞서서 학습자의 마음 속에 이미 있는 것으로 가정되어 있다. 대상과

구분되기 이전의 마음으로 규정되는 윗층의 마음이 학습자의 마음 속에 이미 있다는 것은 어떻

게 설명될 수 있는가? 중층구조에 관한 위의 설명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윗층의 마음은 아래

층의 마음을 통하여 도달해야 할 교육(교과의 내면화)의 목적이다. 이 목적이 어떻게 교육의 출발

이 될 수가 있는가? 따지고 보면, 이 문제는 이른바 메논의 파라독스라는 용어로 오랜 역사를

두고 철학자들을 괴롭혀 왔다. 이 파라독스에 관한 Platon의 진술을 명백한 파라독스의 형태로

고쳐 진술하면 그것은 우리는 알면서도 알지 못한다는 것으로 된다. 서양 철학의 인식론은 모두

이 파라독스의 주석이라는 말이 그다지 그릇된 말이 아니라면, 교과의 내면화 문제와 관련하여

우리가 부딛치는 문제는 문자 그대로 인식론의 근본 문제라고 말해도 좋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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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제를 포함하여 그 밖에 교과의 내면화와 관련되어 제기되는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단서는 당연히 성리학의 교육이론, 특히 Kant의 인식론과 관련하여 해석되는 성리학의 교육이론

에서 찾아볼 수 있다. 성리학은 중층구조의 아이디어에 입각하여 인격의 형성을 설명한 대표적인

교육이론이다(李烘雨 등, 2000). 성리학의 핵심 개념인 표현되기 이전의 표준 ( 未發의 표준 )으로

서의 性과 Kant의 아 프리오리 사이에는 도저히 의심하거나 간과할 수 없는 유사성이 존재한다.

다만, Kant의 아 프리오리와는 달리 성리학의 性(또는 中)은 만물의 논리적 가정이면서 동시에

우리 마음의 은밀한 핵심부를 가리킨다.

Kant는 인식의 형식—인식이 일어난다고 보기 위해서는 무엇을 논리적 가정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되는가—을 드러내는 데에 관심을 두었을 뿐, 인식의 과정을 시간 계열에 따라 설명하

는 데에는 관심을 두지 않았다. 만약 Kant가 여기에 관심을 두었더라면 그는 아 프리오리를 인식

에 시간상 선행하는 것으로 보았겠는가? Kant가 합리론자들에 의하여 상정되는 생득적 지식을

부정했다는 점으로 미루어 보면 Kant가 아 프리오리의 생득성을 인정했으리라고는 생각할 수 없

다. 그러나 또 한편, Kant (또는 누구든지 생득적 지식을 부정한 사람)가 생득적 지식을 부정했을

때 그가 부정한 것은 출생 이후에 획득되는 것과 동일한 형태의 지식을 타고난다는 것이다. 아

프리오리는 그와 같은 의미에서의 지식—표현된 이후의 지식—이 아니다. 그것은 성리학의 性

(또는 理)이나 불교의 진여와 마찬가지로 未發의 표준이며 모든 인식과 가치판단의 원천이 된다.

메논의 파라독스에서 앞부분의 안다는 말은 뒷부분의 알지 못한다고 할 때의 안다는 말과 동

일한 의미를 가진 것이 아니다. 그것은 이 나중의 것과 동일하지 않은 의미로 아는 것을 뜻한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Kant가 생득적 지식을 부정했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아 프리오리의 생득성마

저 부정했으리라고 단언할 수는 없다.

성리학에서 우리가 출생할 때 타고나는 것으로 간주하는 性은 이런 뜻에서 Kant의 아 프리오

리—시간 계열을 따라 해석된 아 프리오리—와 완전히 동일하다. 性은, 眞如가 우리 마음 속에 들

어 있는 부처이듯이, 우리 마음 속에 들어 있는 天이며, 우리가 性을 갖추고 태어난다는 것은 곧

天을 갖추고 태어난다는 것과 동일한 의미를 지닌다. 그 점에서는 Kant의 아 프리오리 또한 우리

가 출생과 더불어 갖추고 있는 마음 속의 神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일체의 지식은 표현되

기 이전의 지식으로서의 性이 외부적인 형태로 표현된 것이며 그것을 습득할 때 우리는 그 지식

의 논리적 가정으로 붙박혀 있는 性을 획득한다. 그러나 이 경우의 획득이라는 것은 원래 우리

마음에 없었던 것을 외부로부터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원래 우리 마음 속에 未發로 들어 있는

표준을 외적 표현에 적용하는 것 또는 외적 표현에 비추어 확인하는 것에 해당한다. 이것이 성리

학의 교육이론—엄밀하게 말하자면 Kant의 인식론과 관련하여 해석된 성리학의 교육이론—에서

보는 교과의 내면화이다. 이 관점에 의하면 교과의 내면화라는 것은 그것이 자아내는 공간적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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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에서처럼 학습자의 바깥에 있는 교과가 학습자의 마음 속으로 들어오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

라 학습자의 마음(경험적 마음)과 아래 위로 맞붙어 있는 오직 하나의 마음 (형이상학적 마음)이

그것의 외부적 표현을 얻게 되는 것을 뜻한다. 이것이 朴在文과 金光敏의 용어로 논리와 심리의

균형 또는 언어와 개념의 미묘한 균형을 의미있게 설명하는 아마 유일한 방법일 것이다.

李煥基의 학위 논문(1995, 1998)에서 Kant의 후향적 설명을 전향적 설명으로 바꾼 것으로 해

석되어 있는 Herbart의 교육이론은 위의 관점과 관련하여 특별한 관심의 대상이 된다. 李煥基에

의하면 Herbart의 교육이론은 전적으로 교과의 지식을 내면화하는 과정에 관한 이론이다(李煥

基, 1998, p. 211). 여기서 후향적 설명을 전향적 설명으로 바꾸었다는 것은 Kant가 분석한 인식의

논리적 형식을 시간 계열을 따른 경험적 과정으로 번역하였다는 뜻으로 이해된다. 그의 논문에

명백히 드러나 있는 바와 같이, Herbart의 교육이론의 특징은, 張聖模의 논문에서 주자학과 양명

학이 나타내는 것과 같은, 교육의 논리적 형식과 경험적 과정을 전체적으로 체계화했다는 점에

있으며, 여기에는 Herbart의 형이상학적 심리학이 기본골격을 이루고 있다.

嚴泰動이 교육적 인식론에 관한 그의 논문에서 Kierkegaard의 간접전달을 Polanyi의 자득지

와 동일한 맥락에서 고찰하였다는 것은 앞에서 말한 바와 같다. 그에 앞서서 林炳德은 그의 학위

논문(1992, 1998)에서 Kierkegaard의 간접전달을 탐구학습의 원리에 관한 심층적 설명으로 해석

하였다. 탐구 학습은 지식의 구조를 가르치는 방법상의 원리라는 바로 그 점에서 교과의 내면화

를 위한 방법상의 원리로 간주될 수 있다. Kierkegaard의 간접전달은 원래 기독교인의 형성을

위한 방법으로 제시된 것이다. 기독교인의 형성은 중층구조의 용어로는 아래층의 마음을 윗층의

마음으로 전환시키는 것을 뜻하며, 간접전달이 교과의 내면화를 위한 방법상의 원리가 된다는 것

은 바로 교과의 내면화가 궁극적으로는 종교적 의미를 띠게 된다는 것을 뜻한다. 林炳德의 논문

에 충분히 설명되어 있는 바와 같이, Kierkegaard의 분석은 어떤 다른 이론가의 설명에서도 찾아

보기 어려운 깊이와 구체성을 나타내고 있으며, 이 점에서 그것은 성리학의 교육이론에 대한 중

요한 보완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앞에서 이미 시사한 바와 같이, 교과의 내면화에 관한 이론적 설명은 단순히 교수-학습 사태에

만 관련되는 것이 아니라 교육의 목적이나 교육의 정치적, 사회철학적 측면 등 여러 분야에 걸쳐

광범한 함의를 가진다. 이 점은 교과의 내면화를 설명하는 개념으로서의 마음의 중층구조에도 그

대로 성립한다. 金承昊의 학위 논문(1996, 1998)은 스콜라주의의 교육목적을 그 철학이 나타내는

중층구조에 비추어 해석하고 있다. 曺永泰의 학위 논문(1991, 1998)과 그 뒤를 이은 車美蘭의 학

위 논문(2000)은 약간의 강조점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모두 Oakeshott (1933, 1975)의 교육이론을

중층구조에 비추어 해석하고 있다. 특히 車美蘭의 논문은, 오우크쇼트의 교육이론은 성리학의 교

육이론에 비추어 비로소 온전한 의미로 파악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 점에 비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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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면 교과의 내면화라는 주제는 교육의 핵심을 이루면서 그와 동시에 교육의 모든 측면을 포괄하

는 광범한 주제가 된다고 말할 수 있다.

Ⅵ . 結 論

이때까지 몇 편의 학위 논문들이 취급한 Vygotsky, Polanyi, Collingwood의 이론은 모두 교과

의 내면화를 그 핵심적인 주제로 삼고 있으며, 그만큼 그 학위 논문들은 교육학의 한 가지 중요

한 이론적 연구 영역을 제시한다고 말할 수 있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위의 세 이론은 교육학만

아니라 여러 학문 분야에 걸쳐 광범한 함의를 지니는 큰 이론들이다. 다른 큰 이론들과 마찬가

지로 이들 이론은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학문적 탐구의 대상이 될 것이다. Polanyi와 Collingwood

의 경우는 말할 필요가 없지만, Vygotsky의 경우에도 그의 이론은 최근 서양에서 그 중요성이

다시 인식되면서 새로운 활력으로 되살아나고 있다. 그가 Jung, Freud, Piaget와 나란히 비판적

점검 (Critical Assessments)의 대상이 되어 그에 관한 논문이 전 5권으로 출판되어 있다는 것은

이 점을 말해 주고 있다(Lloyd, et al., ed., 1999, 또한 Smith, et al., ed., 1997). 이 글에서 개관된

학위 논문들이 그러한 이론을 교육학과 관련하여 해석하였다는 것은 당사자들에게는 물론이요,

교육학을 위해서도 자랑거리가 된다고 말할 수 있다. 이 글에 개관된 학위 논문들(그리고 그 점

에서는 필자의 견문과 식견, 그리고 그 밖의 실제적 제약으로 개관되지 못한 수많은 학위 논문들)

은 하나 하나가 귀중한 학문적 업적이다. 그 일에 얼마나 성공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적어도 필

자는 이 글을 통하여 그 논문들이 어째서 귀중한 업적인가를 밝히려고 하였다.

결론적으로 말하여, 교과의 내면화에 관한 설명으로서의 Vygotsky, Polanyi, Collingwood의 이

론은 성리학의 교육이론이 명백히 나타내고 있는 마음의 중층구조를 태아적인 형태로 예시하고

있으며, 그 이론들은 성리학의 교육이론에 비추어 올바른 의미를 가진다고 말할 수 있다. 마음의

중층구조에 비추어 해석되지 않는 한, 교과의 내면화에 관한 그들의 설명은 학습자의 바깥에 있

는 교과가 학습자의 마음 속에 들어오는 것이라는 상식적인 규정과 거의 다를 바가 없게 된다.

마음을 중층구조로 파악한다는 것은 마음을 형이상학적 관점에서 파악하는 것을 뜻한다. 교과

의 내면화가 마음의 중층구조에 비추어 올바르게 설명될 수 있다는 것은 곧 교육의 이해에 형이

상학적 사고가 필수적으로 요청된다는 것을 뜻한다. 형이상학적 사고는 정의상 경험적 언어로 전

달될 수 없다. 그러나 그러면서도 그것은 경험적 언어를 통해서 전달될 수밖에 없다. Vygotsky,

Polanyi, Collingwood의 이론은, 그 최종적으로 진술된 형태만으로 보면, 마음에 관한 형이상학적

사고를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경험적 언어로 진술해 놓은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



敎科의 內面化 269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점에서는 주희를 비롯한 성리학자들의 발언 또한 마찬가지이다. 교육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들 이론의 표면에 나타나 있는 경험적 언어를 파고 들어가서 그것이 전달하고자

하는 형이상학적 의미를 드러내는 일이다. 그렇게 할 때 비로소 우리는 교육을 둘러싸고 있는 신

비의 신비로움을 깨달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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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 ernal izat ion of Subj ect Mat t er

Lee, Hong-Woo*
2)

A number of mast er and doct oral di sser t at ions publ i shed t o dat e ar e int erpr et ing t h

t heor ies of Vygot sky, Polanyi and Col l ingwood more or less expl ici t ly as givin

explanat ions t o t he int ernal izat ion of subj ect mat t er . Vygot sky ' s concept of zone of proxim

development , Polanyi ' s concept of per sonal knowledge, and Col l ingwood 's concept of ar t as

t he t otal imaginat ive exper ience are viewed r ight ly as t he t heoret ical elaborat ions of

spat ial analogy inherent in the common-sense not ion of ' internal izat ion ' , i . e. , br inging

subj ect mat t er from t he out s ide t o t he ins ide of t he st udent s .

I t i s evi dent , however , fr om t he for mulat i on of t he above t heor i es t hat t hey a

ut i l i zi ng in an impl ic i t way what may be ca l l ed t he ' t wo- fold st ruct ur e of mind '

c lear ly exempl i f ied i n t he Neo-Confuciani st t heory of educat ion. According t o t hi

concept , mi nd cons i s t s of an upper layer , whi ch, l ike a pr ior i of t he Kant i

phi losophy, des i gnat es mi nd pr ior t o i t s di st inct ion from t he obj ect , and a l ower lay

mind in i t s di s t i nct i on from t he obj ect . The int ernal izat ion of subj ect mat t er i s def

i n t er ms of t he subt l e bal ance bet ween t he t wo l ayer s of mind, and i t i s i n t he l i ght

t hi s concept t hat t he above t heor i es can be under s t ood in t hei r t r ue s i gni f icance . T

concept has a l so been ut i l i zed in a number of di sser t at ions for e luci dat i ng t

i nt er na l i zat i on of subj ect mat t er and ot her r el at ed aspect s of educat ion.

The t wo- fold s t r uct ur e of mi nd i s a concept ual device for def i ni ng mind fr om t he

met aphys i ca l point of vi ew, which i s essent ia l for under st andi ng educat i on as i t t r ul y

Above al l , i t he lps t o r evea l and appr ec iat e t he mys t ery inherent in t he ver y concept

educat i on.

* Seoul National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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