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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활동의 일환으로 전개되는 언어적 소통을 교육적 소통 이라 할 수 있다. 지금까지 언어를 통하

여 지식을 주고받는 것으로서의 직접전달 은 특별한 반성없이 교육적 소통의 지배적 패러다임이 되어왔

다. 최근 피아제를 비롯한 급진적 구성주의는 언어의 의미가 인지구조의 작용을 통한 주체의존적 구성활

동이란 점에 주목함으로써, 한 사람의 언어적 정보가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어 인지구조의 변화를 가지고

올 수 있다는 가정이 신화에 가까운 오류임을 보여준다. 이는 교육적 소통이 지식의 전달을 위한 언어활

동을 지양해야 함을 의미한다. 또한 비고츠키와 그 후학들의 사회문화적 구성주의는 언어에 의해 媒介된

지식의 특성과 그 발달원리를 구명하는 가운데 지식의 점유를 가능하게 하는 소통의 특징을 제시하고 있

다. 이러한 조건은 지식의 점유를 도모하는 교육적 소통이 반드시 대인간의 상호작용을 그 화맥으로 전제

해야한다는 것, 개인정신간 언어매개기능이라는 독특한 언어의 기능에 의존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배우

는 사람의 언어도 중요하게 취급해야한다는 것 등의 조건을 만족시켜야 함을 시사한다.

주요어 : 교육적 소통, 직접 전달, 지식의 점유, 언어매개, 언어주의

I . 교육활동으로서의 언어적 소통

언어적 소통행위는 인간의 본질적 특징 가운데 하나이다. 인간의 실천적 영역의 하나인 교육

에서도 언어는 늘 중요한 위치에 있으며, 많은 경우 교육이라는 활동의 불가결한 수단으로 인식

되기도 한다. 교육이라는 활동의 일환으로 전개되는 언어적 소통을 교육적 소통이라고 부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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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을 것이다. 교육적 소통은 교육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그 특질에

대해 심도있는 연구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이는 많은 부분 인간에게 의미있는 지식의 규

정과 본질에 대한 이해, 언어와 지식의 관계에 대한 통찰, 그리고 지식을 변화시키는 과정으로서

의 교육에 대한 이해의 부족에서 기인한 것이다. 이는 현 교육학 내에서 언어와 교육의 올바른

관계를 정치시킬 수 있는 이론적 맥락이 결여되어 있다는 것을 함의한다. 또한 이것은 지식과 언

어, 교육과 지식의 변화 그리고 교육과 언어의 관계를 조망해 줄 수 있는 이론적 탐색이 시급히

요청됨을 의미한다.

최근 인식의 문제와 언어의 문제를 새롭게 제안하는 구성주의 이론은 이와 관련하여 특별한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구성주의는 이론적 지향점을 근거로 여러 하위 접근방식으로 나뉜다.

급진적 구성주의(radical constructivism) , 사회문화적 접근(socio- cultural approach) , 사회적 구

성주의(social constructionism) , 정보 처리적 구성주의(information- processing constructivism) ,

인공지능학적 접근(cybernetic systems) 등이 그것이다(Gale, 1995). 이들 가운데 대표적인 두 흐

름이 피아제(J. Piaget)의 발생적 인식론을 근간으로 하는 급진적 구성주의(Köck, 1987; Schmidt ,

1994; Varela, Thompson, & Roth, 1991; von Glasersfeld, 1995)와 비고츠키(L. Vygotsky)의 이론

을 중심으로 하는 사회문화적 접근(Berk & Winsler , 1995; Gallimore & Tharp, 1990; Lave &

Wenger, 1991; Leont 'ev , 1981; Minick, 1987; Moll, 1993; Palinscar & Brown, 1984; Rogoff,

1990; Wertsch, 1985)이라고 할 수 있다. 피아제의 발생적 인식론과 비고츠키의 사회문화적 접근

은 지식의 기원과 발달, 정신기능의 종류와 특성, 언어발달과 자기중심적 언어의 특징, 발달이 일

어나는 지점, 발달에서의 대인간의 상호작용의 의의, 사회문화적인 맥락의 개입 등의 문제에서 서

로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다(김지현, 1998; Bruner, 1997; Confrey , 1995; Glassman, 1994).

그러나 이들은 모두 지식을, 객관적으로 주어진 세계를 여과 없이 模寫하는 것이 아니라 각 인

식의 주체에 의하여 적극적으로 구성되는 것으로 본다는 점에서는 공통적이다. 또한 이들은 언어

가 세계에 대한 거울과 같은 模寫體가 아니고 그 의미 또한 실재에 토대를 두는 一義的인 것이

아니라고 본다는 점, 그리고 언어는 그 자체의 구조를 가진 것으로 그 의미 또한 각 인식주체의

활동을 통하여 구성되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공통된 입장을 견지한다. 지식과 언어에 대한 구성주

의의 이러한 통찰은 교육이라는 활동과 관련하여 언어적 소통이 어떠한 위상을 가질 수 있으며,

그것이 어떤 조건들을 만족시키면서 전개되어야 하는가 하는 문제를 다시 생각해 볼 수 있게 한

다. 이 글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토대로 구성주의의 대표적인 두 이론이 함의하는 교육적 소통의

조건이 무엇인가를 모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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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직접전달 의 패러다임

교육은 한 사람의 지식수준의 변화를 가지고 오는 인위적 활동이다. 배움에 정진한 사람은 이

전에는 이해하지 못했던 현상을 이해하게 되고, 알지 못하던 말의 의미를 파악하게 되기도 한다.

그리고 직전까지도 수행할 수 없었던 모종의 기술을 획득하기도 한다. 이러한 결과는 언뜻 보면

가르치는 사람에게 존재하던 지식이 배우는 사람에게 곧바로 전해진 것으로 비칠 수도 있다. 특

히 두 사람이 현상에 대한 이해, 언어에 대한 해석, 그리고 획득한 기술의 종류에 있어서 유사성

을 보이는 경우에 이러한 생각은 더욱 강화된다. 교육이라는 활동을 이처럼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결과에만 주목하면, 교육은 지식을 전달하고 전달받는 과정이라는 생각이 자연스러울 수

있다. 이러한 인식은 언어적 소통에 대한 일반인들의 보편적인 기대와 사고방식이 하나로 결합

하는 경우 더욱 결정적이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언어적 소통이, 무언가를 언어라는 그릇

에 담아 주고받는 행위라고 이해하고 있기 때문이다(Reddy, 1991). 일명 導管의 比喩(conduit

metaphors) 라고 부르는 다양한 발화의 예를 분석한 레디는 사람들이 주된 참조체제라고 지칭할

수 있는 언어적 소통에 대한 지배적 가정들을 가지고 있음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예의 범주들은 導管의 비유의 주된 참조체제(major framework)로부터 도

출된 것들이다. 이러한 범주 안에 드는 핵심적 표현들이 함의하는 바는 각각 다음과 같다: 첫째, 언어는

지식을 한 사람에게서 다른 사람의 몸으로 전달하는 도관과 같은 기능을 한다. 둘째, 말하거나 글을 쓸

때, 사람들은 그들의 지식이나 생각을 단어 안에 밀어 넣는다. 셋째, 언어는 지식이나 감정을 자기 안에

담고 이를 다른 사람에게 건네줌으로써 전달의 임무를 완수한다. 넷째, 듣거나 글을 읽을 때, 사람들은

다시 한번 이러한 단어들로부터 지식이나 감정을 끄집어내는 작업을 한다(Reddy, 1991: 170).

언어적 소통을 통하여 한 사람 안에 있는 지혜나 감정, 생각과 같은 것들이 오고간다는 상식적

인 믿음은, 情報移送理論(information- processing theory) 이라고 불리는 섀넌과 위버(Shannon &

Weaver, 1949)의 기술공학적인 모델에 의하여 이론적인 체계성을 갖추게 된다. 정보이송이론의

핵심적인 관심은 메시지의 송신과 수신이다. 소통은 정보원(source) 에서 시작된다. 정보원은 신

호로 구성된 메시지를 형성하거나 선택한다. 송신기는 메시지를 채널을 통해 수신기에 전달되는

일련의 부호로 바꾼다. 수신기는 다시 신호들을 하나의 메시지로 변형시킨다. 이 모델은 다양한

상황에 적용될 수 있는데, 대중매체의 경우에 있어서는 프로듀서나 아나운서와 같은 사람들이 정

보원의 예들이 된다. 메시지는 電波가 되고 이는 채널에 실려 각 가정의 受像機에 전달되고, 이것

은 다시 전자파를 시청자에게 영상으로 전환시켜 준다. 對人間의 소통에 있어서는 화자의 두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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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원이 되며, 발성기관은 송신기, 그리고 공기매체가 채널이 된다. 청자의 귀는 수신기이며 청

자의 두뇌는 목적지가 된다.

정보이송이론은 언어적 소통을 통하여 정보의 형태를 띤 지식이 오고간다는 상식에 이론이라

는 옷을 입힌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정보이송이론을 통해 이제 언어적 소통을 통하여 지

식을 주고받는 실제 활동의 성립가능성은 의심할 여지없는 확실한 사실로 자리 잡게 되었고 지난

몇 십 년간 정보이송모델은 언어를 통하여 지식의 전달을 설명하는 인간소통이론으로 받아들여

지게 된다. 이들이 제시한 개념들은 일상적인 담론뿐만 아니라, 소통에 관한 학문적, 이론적 담론

의 영역에서도 지배적인 자리를 지켜왔다. 인간의 소통에 대한 대부분의 논의 안에는 발신자 ,

수신자 , 코드 , 기호 , 경로 , 정보 , 잉여성 , 암호화 , 해독 등과 같은 정보이송이론의 핵심 개

념들이 등장하곤 하였다.

정보이송이 지식의 전달과 동일시되고, 그러한 이론이 교육의 맥락에서 수용되는 상황은 교육

활동에서 자못 심각한 의미를 가진다. 교육은 지식의 형성 문제와 깊이 관련되어 있는 활동이다.

만일 전달의 관점으로 교육을 보게 되면, 교육은 특정한 지식을 언어적 형태로 주고받는 것이

된다. 가르치는 활동은 자신이 전달받은 지식을 다시 언어라는 그릇에 담아 물건을 전하듯이 다

른 사람에게 주는 일이다. 배우는 활동은 눈과 귀를 막지 않는 한 특별히 노력을 하지 않아도, 말

을 듣거나 글을 읽는 것만으로 보장되는 단순하고도 자동적이며 수동적인 작업이다. 때로 그 과

정의 지난함을 호소할 수도 있겠지만, 결국 교육은 언어를 주고받는 것이며 교육활동은 직접전달

을 의도하는 언어적 소통 이외의 다른 것이 아니다.

이상과 같은 교육적 소통의 관념과 그에 기초한 교육활동을 直接傳達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

다. 가르치고 배우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의 직접전달에의 소망과 언어적 소통을 한 사람의

정신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행위로 파악하는 상식의 힘이 만나면서 직접전달은 가장 실

제적인 교육활동으로 인식될 수 있다. 이렇게 언어를 통하여 지식을 직접 주고받을 수 있다는 관

점은 특별한 반성과 이론적인 통찰의 기회를 가지지 못한 채 교육활동을 이해하는 지배적인 관점

으로 존재해 왔다. 직접전달이 곧 교육활동과 그것의 일환으로 전개되는 언어적 소통이라는 사실

을 표면적으로 주장하고 교육의 과정을 정보처리이론의 맥락으로 재구성한 교수-학습 이론도

존재한다(Dilloln & Sternberg, 1986; Gagné, 1985; Hills, 1986; Phye & Andre, 1986).

그러나 직접전달의 패러다임의 영향력은 교육학의 이론적 논의의 영역보다는 사실상 오늘날

학교를 비롯하여 교육활동이라는 명칭으로 거론되는 대부분의 실천의 국면에서 오히려 절대적이

다. 그것은 정상적인 교육적 소통의 대표적 패러다임으로서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것 자체

가 수용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특별히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언어적 소통은 언어를

통하여 지식을 전달할 수 있다는 가정의 토대 위에서 이루어지는 교육활동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예를 들면 교과서라는 言述化된 지식의 제시와 暗記式 방법(reci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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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ript) 이라고 불리는 언어적 소통양식, 그리고 지식획득의 증거로 실시되는 시험 등은 학교가 직접

전달의 패러다임 속에 있음을 입증하는 양상들이다.

학교의 교육활동의 출발은 언어화된 지식인 교과서에서 시작한다. 많은 경우 敎科라고 불리

는 각 과목의 교육활동은 교과서의 내용을 배워야 할 지식으로 간주한다. 교과서 안에는 특정한

학문공동체의 학자에 의해 생산된 지식이 그들 나름의 고유한 언어로 담겨 있다. 교과서는 언어

로 표현되지 않은 지식은 고려하지 않는다. 학자들의 마음 안에 있는 지식은 지식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어떤 방식으로든 언어와 같은 표현체에 담겨야만 지식으로 인정받는다. 지식이 언어로

기호화되는 경우는 불가피하게 그 지식을 만들어낸 사람의 발견의 과정과 언어로 표현할 수 없

는 측면은 제외된다. 하지만 교과서는 지식의 결정체로 그 권위가 인정된다(Ben- Peretz, 1990;

Cheeryholmes, 1988). 이러한 교과서에는 언어적으로 표현된 일련의 정보 형태의 지식들이 담

겨있다. 다음은 광합성에 관한 미국의 7학년 과학교과서(Heimler , Daniel & Lockard, 1984)의

한 부분이다.

광합성은 양분을 생산하는 화학적 변화이다. 광합성에서 이산화탄소와 물은 당과 산소를 생산하

기 위하여 결합한다. 당은 녹말로 변한다. 햇빛은 광합성에 필수적이다. 그것은 화학적 변화를 위한

에너지를 제공한다. 그 에너지는 당과 생산된 녹말 분자에 저장된다(Heimler, Daniel & Lockard,

1984: 176).

교과서에 담긴 지식은 교사와 학생에 의하여 소위 암기식 방법이라고 불리는 소통의 방식을 통

하여 주고받는 단계를 거치게 된다. 위의 경우를 예로 들면, 교사는 엽록소의 역할에 대해서 말하

고, 광합성을 위한 화학 방정식을 제시한다: 6CO2+6H2O →C6H12O6+6O2 . 이렇게 쓰여진 화학방정식은

이산화탄소와 물이 에너지와 만날 때 당과 산소가 생산된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 이는 식물이 당으

로 세포벽을 구성하는 섬유질을 만들고 자기 회복과 영양공급을 위해 양분을 저장하고 호흡을 한다는

것을 설명한다. 이런 식의 설명이 학교의 전형적인 언어적 소통양식이다. 학교에서의 언어적 발화는

대부분 교사에 의하여 주도된다(Flanders, 1973; Goodlad, 1984). 또한 가르침이란 교과서의 내용을

토대로 교사가 학생들에게 읽고 이해해야 할 과제를 할당하고, 그것을 확인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Hoetker & Ahlbrand, 1969). 이러한 소통의 방식 안에서는 교과서에 실려 있는 내용을 학생이 언어

로 재생하면 지식이 전달된 것으로 가정한다. 교사의 주도적 질문에 학생이 단답형의 방식으로 대답

하고, 교사가 맞았는지 틀렸는지를 확인해 주는 일명 IRE(Initiation-Response-Evaluation)모델은 전

형적인 암기식 수업에서의 언어적 소통이다(Cazden, 1988).

직접전달로서의 교육적 소통에서 전달한 것에 대한 확인은 수업 중에 교사의 질문이나 통상

시험이라고 불리는 평가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위의 광합성에 관한 과학교과서의 경우, 각 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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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에 간단한 질문형식을 포함하는 시험지가 삽입되어 있다. 그것은 다음의 몇 가지 유형으로 이

루어진다.

참 또는 거짓 표시: 음식은 잎에서 생산 된다

맞는 것에 동그라미 하기: (이산화탄소, 당분, 물)은 광합성에서 생산된다.

빈칸 채우기: 광합성은 ( )을 함유하고 있는 식물세포 내부에서 일어난다.

단답형: 호흡은 광합성과 어떻게 다른가? (Heimler, Daniel & Lockard, 1984: 183- 185)

학교에서는 시험을 자주 본다. 그것의 주목적은 성취정도의 확인에 있으며, 그 결과는 서열화

나 배치 등에 활용되기 때문에 평가의 객관성과 타당성 등이 언제나 문제가 된다. 따라서 정답은

교과서를 근거로 규정되고, 평가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서 가능한 한 하나이어야 한다. 주어진 질

문에 대한 주관적이고 다양한 해석은 권장되지 않는다. 학생이 알고 있는 그대로의 생각을 쓰기

보다는 교과서의 내용을 얼마나 암기하고 정확히 기억해 내는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이 때

문에 학생들은 머리 속에 교과서의 문장, 단어까지도 복사해 두어야 한다. 평가에서 낮은 점수가

나온다면 그 책임은 전적으로 학생에게 있다. 교사는 교과서에 실려 있거나, 자신이 말해준 것과

동일한 내용들이 학생들의 입을 통해 흘러나오는 것을 보고, 학생들도 자신의 것과 동일한 이해

의 틀이나 개념을 소유하고 있을 것으로 짐작한다. 학생들은 교사가 전달해 준 언어화된 지식들

을 자신이 스스로 복제하고 재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통해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언어적인 표현

안에 담겨 있으며, 언어를 소유하는 것이 곧 안다는 증거라고 생각한다.

지금까지 교육의 이름으로 진행되는 많은 언어적 소통은 이러한 직접전달의 패러다임에 근거

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적 소통에 대한 이러한 견해는 구성주의의 관점에서 볼 때 심각한 결함을

가지고 있다. 이하에서 살피게 될 피아제와 급진적 구성주의의 논의는 직접전달로 교육적 소통을

바라보는 관점에 대해 심각한 회의와 반성의 계기를 제공한다. 또한 비고츠키의 사회문화적 구성

주의는 지식의 발달에 관여하는 언어의 기능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언어의 교육적인 화용의

조건들을 모색하는 이정표의 구실을 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Ⅲ. 급진적 구성주의의 정보이송 신화 비판

1. 정보이송의 허구성

직접전달의 패러다임은 지식을 언어로 전달할 수 있는 것으로 가정한다. 이 경우 지식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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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송이론의 정보의 성격에 비추어 다음과 같은 몇 가지의 특징을 가진다. 우선, 지식은 각 주체

의 인식활동과 무관하게 객관적으로 존재하여야 한다. 이 말은 지식이 주체의 외부에 있는 실재

를 하등의 왜곡이나 여과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있는 그대로 거울처럼 표상(representation) 한

것임을 뜻한다. 그러한 지식의 타당성은 관찰이라는 활동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지식은

낱낱이 구분되는 원자적인 성격으로 규정된다. 그것은 지식의 발달이 요소적인 것들의 산술적인

합이나 누적적인 증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뜻한다. 그러나 지식을 이처럼 정보로 취급하는 견

해는 급진적 구성주의가 파악하는 지식의 본질에 비추어 볼 때 오해에 가깝다. 급진적 구성주의

에 의하면 인간의 지식은 구성(construction) 이라는 인식주체의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활동으로

서의 앎의 행위(knowing) 이다. 그것은 결코 외재하는 세계나 실재에 대한 표상이 아니라, 인식

주체와 환경의 상호작용의 양상인 체험의 구조이다. 글래저스펠트(von Glasersfeld, 1995)는 이를

급진적 구성주의의 두 가지 인식론적 원칙으로 제시하고 있다.

첫째, 지식은 수동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인식하는 주체에 의해 능동적으로 구

성된다. 둘째, 인식의 기능은 적응적이며 경험적 세계를 조직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이지 존재론적인

실재를 발견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이 아니다(von Glasersfeld, 1995: 47).

급진적 구성주의는 주체와 무관하게 절대적이고 객관적인 외부의 것으로 상정된 환경이나 세

계를 거부한다. 인식의 주체는 자신의 구성작업을 통하여 세계를 알 수 있을 뿐이다. 누구도 그

인식의 한계를 넘어서 존재하는 세계 자체에 직접 다가가는 일은 불가능하다. 이러한 인식의 특

성상 실재를 있는 그대로 표상하는 것으로서의 지식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의미에서 급진적

구성주의에서의 지식은 철저하게 주체의존적(subject- dependent) 이다. 각 사람의 구성활동과 무

관한 지식이란 가능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각 주체 안에 존재하는 지식의 상태를 이들은 體

化(embodiment) 라고 부른다(Schmidt , 1994). 인식의 주체 의존적인 특성에 의하여, 인식하는 대

상의 세계도 多次元的이며 상대적인 것으로 규정된다. 주체들은 각 수준에서 자기의 세계를 내어

놓는다 . 지식(knowledge) 으로 일컬을 수 있는 것은, 일정한 기간의 지속적인 구성의 산물로서,

반드시 어떤 누군가가 말한 것이며, 그것은 각 사람의 자기의 세계에 대한 記述의 한 형태이다.

앎의 행위로서의 지식은 구조적이며 전체적이다. 지식은 내부의 요소들인 구성단위들의 연결

망에서 통일된 전체가 창발(emergence)하는 것 이지 결코 외부 실재와 원자적, 요소적으로 대응

함으로써 생기는 것이 아니다. 인식은 각 주체가 구조를 자율적으로 생산하는 체계의 산물이다.

이로 인해 각 주체는 자신이 인식하는 활동에 구속되는 인식의 대상세계로서의 현상계를 가지게

된다(Varela, Thompson, & Roth, 1991). 지식은 각각의 구성단위의 분절로는 설명이 불가능하며,

그 요소들의 합으로 성립되는 것도 아니다. 그것은 서로가 다른 것의 의미를 규정하는 방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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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연관되어 있다. 지식은 어떤 대상 혹은 주제에 대하여 총체적인 이해를 가능하게 하는 체험

의 구조인 것이다. 지식을 이렇게 볼 때 지식의 타당성은 더 이상 객관성이나 절대성을 보장하는

진리성(Truth) 의 여부에 있지 않다. 지식의 타당성은 存續可能性(viability) 의 개념으로 설명되며

이는 사람들이 서로가 가진 주관적인 세계를 비교하는 것이다. 이로 인해 급진적 구성주의는 실재

와 지식의 대응성에 근거하고 있는 객관성라는 개념 대신에 相互主觀性(intersubjectivity)을 인식

의 문제에서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상호주관적이라는 용어가 함축하고 있듯이 이 최상의 수준은 나름대로 사고하며 지식을 획득하

고 있는 다른 사람들의 협조를 통해서 생겨난다. 이러한 타인들의 도입은 모든 지식은 주관적이라

는 구성주의의 원칙과 정면으로 모순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얼른 보기에 모순이 있어 보이지

만, 만약 우리가 타인들의 지식도 개별적인 주체에 의하여 구성된 것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

들은 주체들이 경험한 실재들 사이의 협응을 보장해 준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해소될 것이다

(von Glsersfeld, 1995: 119).

총체적이며 자기 조정적이고 구조적인 인간의 지식은 주고받을 수 있는 실체가 아니다. 급진적

구성주의자들에게 있어 인간의 인지는 그 발달의 수준상의 차이를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언제나

총체적인 구조이다. 이러한 지식과 인지에 대한 이해는 한 사람에게서 다른 사람에게로 주고받을

수 있는 것으로서의 지식을 부정한다. 각 인식주체의 작용을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으며, 각 사람

의 인식활동 그 자체로서의 지식, 혹은 외계와의 상호작용의 결과 내어놓은 것으로서의 지식이라

는 사고에는 주고받는다는 생각이 근본적으로 성립하지 않는다.

이와 동시에 급진적 구성주의자들은 지식을 전달할 수 있는 도구로서의 언어라는 생각도 허

구임을 보여준다. 직접전달의 패러다임에서 언어는 외계의 실재를 記述하는 모사체이며, 지시대

상을 가지고 있고, 모두에게 언제나 동일한 의미를 갖는 것이었다(Wittgenstein, 1921). 그러나 급

진적 구성주의자들에 의해 이러한 언어관은 파기된다. 언어는 더 이상 고정된 외부의 실재에 대

한 지시체가 아니다. 단어 혹은 낱말은 행위를 조율하는 기호로 파악되지 사물을 대신하는 기호

로 규정되지 않는다. 이들은 소쉬르(Saussure, 1916)의 언어적 소통론을 통하여 언어의 의미는 총

체적이고 구조적인 지식의 작용이라는 것을, 로티(Rorty , 1979)의 말대로 언어가 표상이나 표현의

매개체가 아니라는 것을 수용하고, 언어적 소통을 비트겐슈타인(Wittgenstein, 1953)이 인정한 일

종의 게임으로 파악하고 있다(Schmidt , 1994; von Glasersfeld, 1995). 이들이 이렇게 말하는 근거

는 언어의 의미라고 하는 것이 각 개인의 구성활동을 통하여 각자에게 나타난다는 것이다.

언어의 의미는 특정한 단어에 대한 각 사람의 인식의 구조가 폐쇄적으로 작용하여 구성해 낸

것으로 주체의존적인 것이다. 언어의 의미는 각 개인의 체험구조로서의 경험이나 인지도식과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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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지식을 바탕으로 하여, 각 사람의 추상화라는 구성작업을 통하여 얻어진다. 따라서 지식을 인

지구조로 보았을 때, 그것은 이송이 불가능한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그것을 언어를 통하여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일은 근본적으로 불가능하다. 언어적 소통이 정보화된 한 사람의 지식이

다른 사람에게로 전달되는 것이라고 보는 생각을 마투라나와 바렐라(Maturana & Varela, 1987)

는 다음과 같이 비판한다.

우리의 이야기를 따라가면 생물학적으로 보아 의사소통에 정보의 전달이란 없다는 결론이 나온

다. … 이 결론이 충격적으로 들린다면, 그 까닭은, 의사소통에 대한 가장 인기있는 비유이자 이른

바 의사소통매체가 유행시킨 導管의 비유를 좀처럼 의문시하지 않기 때문이다. … 우리분석에 따

르면 이 비유는 처음부터 틀렸다. 왜냐하면 이 생각은 구조에 따라 결정되지 않는 개체를 가정하기

때문이다. 이런 개체에게 상호작용이란 명령의 성격을 띤다. 다시 말해, 상호작용하는 어떤 체계에

게 일어나는 일이 체계의 구조적 역동성에 따라서가 아니라, 섭동작용을 일으키는 것에 따라 결정

됨을 뜻한다. 그러나 의사소통이 그런 식으로 일어나지 않음을 일상에서조차 뻔하다. 누구든지 자기

구조에 따라 결정된 대로 자기가 말하는 것을 말하고 자기가 듣는 것을 듣는다. 누가 무엇을 말했

다하여 다른 누가 그것을 들으라는 법은 없다. 관찰자의 시각에서 보면 의사소통적 상호작용에는

늘 多義性이 있다. 의사소통 현상은 무엇이 전달되느냐가 아니라, 받는 이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느

냐에 따라 좌우된다. 그리고 이것은 정보의 전달과는 거의 관계가 없다(1995: 204).

언어로 표현된 지식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단지 물리적인 자극의 형식으로 상대에게 전달되

며 그것은 결국, 각 사람의 의미구성 방식에 따라 그 의미를 가지게 된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언

어를 통한 정보의 이송은 존재할 수 없다. 그러므로 언어를 통하여 정보가 이송되고, 그 결과 동

일한 지식, 즉 동일한 언어의 의미를 공유한다는 직접전달의 가정은 애초부터 불가능하다. 구성주

의자들에 의하면, 언어의 공유를 의미의 공유와 같은 것으로 보거나, 서로 다른 개체간에 완벽하

게 동일한 언어의 의미를 소유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명백한 오류이다. 글래저스팰트에 의

하면, 언어를 소유한다는 것은 물건을 소유한다는 것과 다른 상태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공유된 의미의 표현은 약간의 혼동을 준다. 공유한다는 단어의 모호성을 자각하는 것

은 이를 명료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차를 공유한다는 것과 포도주 한 병을 공유한다는 것은

전혀 다른 일이다. 첫 번째 경우는 두 세 명이 하나의 차를 사용한다는 의미이지만, 두 번째의 경우

는 한 사람의 몸 속으로 들어가 버린 포도주는 다른 사람이 마실 수 없다는 차이이다. 하나의 의미

를 공유한다는 말은 두 번째의 사례와 약간 비슷하고 첫 번째의 사례와는 전혀 같지 않다. 우리는

우리의 경험을 타인과 공유할 수 없다. 우리는 다만 그것에 대해서 그들에게 말할 수 있을 뿐이다.

그러나 그렇게 함에 있어서 우리는 우리가 그것과 연상된 단어를 사용한다. 우리가 말을 하거나

글을 쓸 때, 타인이 이해하는 것은 반드시 그들의 경험이 그들로 하여금 특수한 단어의 청각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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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연합하게 인도하는 의미와 관련되어 있다. 그리고 그들의 경험은 우리의 것과 결코 같은 것일

수가 없다(von Glasersfeld, 1995: 48).

각 주체는 하나의 구조적이고 폐쇄적인 인식의 단위이다. 밖으로부터 들어오는 것은 일종의 물

리적 攝動(perturbation) 으로서의 자극과 신호들 뿐이다. 이렇게 들어오는 언어적인 자극들에

대하여 각 사람은 자신들의 사전 이해구조를 통해 말의 의미와 말해진 의도와 목적 등을 해석하

는 것이다. 언어의 의미를 공유한다는 것은 주체들 간에 포도주를 통하여 같은 맛을 느끼거나 동

일한 신체상의 변화를 겪는 것과 같은 현상이다. 그것은 대상에 대한 각 사람의 주체적인 참여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으며, 언어적인 체험토대의 동질성이 보장될 때에만 가능한 일이다. 그러나

급진적 구성주의자들에게 있어서 각 주체는 엄격한 의미에 있어서 동일한 체험토대를 가지게 되

거나 그러한 체험토대를 내어 보일 수 없으므로 결코 완전한 의미의 공유(share) 는 불가능하다.

단지 소통은 하나의 사회적 단위의 구성원들 사이의 상호 조율된 행동방식의 유발(Schmidt ,

1994, 1995: 13) 정도로만 규정된다. 소통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의미가 완전하게 공유되

거나 정보나 의미가 오고가기 때문이 아니라, 행위가 언어적으로 조율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언어적 활동이 충돌없는 행위의 조율을 동반한 경우 소통의 주체간에 兩立可能性(compatibility)

이 형성된 것으로 해석된다(von Glasersfeld, 1995).

여기서 언어적 활동의 주된 기능은 주체들간의 관계의 존속을 가능하게 하는 행위를 규제하는

것이 된다. 물론 언어적 행위의 양립가능성은 무조건적으로 모든 인식 활동과 언어적 활동의 주

체들간에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이를 위해서는 전제조건이 반드시 요구되는데, 이러한 조건을 슈

미트는 마투라나의 용어를 빌어 構造的 接屬(Struckturelle Kopplung) 이라고 일컫고 있다.

(마투라나에 의하면, 구조적 접속이란) 해당하는 유기체가 자기 생산이라는 한계를 지키는 한도

내에서, 그 유기체의 상태변화와 유기체를 둘러싸고 있는 매체의 반복하는 상태변화를 공간적으로

그리고 시간적으로 효과적으로 조율하는 것을 말한다. 두 유기체가 서로 구조적으로 접속되면, 이로

부터 이른바 하나의 공감영역, 즉 접속된 유기체들의 구조적으로 결정된 상태변화가 서로 맞물려서

연속체의 형태로 조율된 공간으로서의 행동영역이 귀결된다. (즉) 두 생물이 오랜기간 상호작용하

면, 쌍방간에 구조변화를 자극하여 상호작용을 하는 두 생물의 신경체계가 평형화된다. 이들이 점점

유사해져 가는 가운데 그 기능 및 구조상의 부분적인 동형태(Isomorphism)가 이루어진다. 생물들

사이의 이러한 평형화된 구조적 영역을 공감영역이라고 부른다. 언어발화의 경우, 이러한 상호작용

이 두 생물 사이의 커뮤니케이션 또는 언어의 의미의 산출로 기술된다. 그러나 신경생리학적으로

볼 때는 생물들 사이에는 그 어떤 인과적인 정보의 교환이나 소통은 없고 구조의 평형화만 있을 뿐

이다(Schmidt, 1994, 1995: 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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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립가능한 소통이라는 언어적인 행위는 반드시 구조적 접속이라고 불리는 개체간의 조율과정

을 거친다는 것이 급진적 구성주의자들의 논지이다. 만일 두 사람간에 양립가능성으로 나타나는

언어적 소통이 존재하는 것은 이 둘간에 언어에 관한 구조적 접속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져서, 특

정한 언어가 문제없는 행위상의 조율을 만들어낸다는 의미만을 가질 뿐이다. 언어사용에 있어서

구조적 접속은 이처럼 각자 자신의 의미를 구성하는 존재들간의 접속이다. 언어적으로 상호작용

하는 유기체들이 서로 동등하게 변동을 경험하고, 유기체들 사이의 상호작용이 재귀적인 성격을

취하게 되면 이는 공동의 개체발생을 야기하고 그 결과 사회적 단위를 형성하게 된다. 급진적 구

성주의자들이 소통의 상황에서 언급하는 구조적 동형성 혹은 양립가능성은 이러한 사회적 단위

의 구성원들 사이의 조율된 행동방식의 언어적 유발이다. 이는 언어적 차원에서의 공동의 개체발

생이라고 할 수 있는 둘 이상의 주체들간의 구조적 접속의 결과로 이루어지는 소통의 상황이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언어적인 접속은 결코, 언어의 의미를 구성해 내는 인지구조의 접속과 필연

적으로 관계되지는 않는다. 언어와 인지구조의 관계는 이미 각 사람의 심리적인 과정안에 의미를

구성하는 방식으로 주어져 있다. 물론 이때 언어의 의미는 후자인 인지구조의 영향을 받아 이루

어진다. 언어적 차원의 구조적 접속은 이러한 인지구조와 언어의 관계는 별다른 문제를 삼지 못

하는 상황에서 행위의 성공적인 조율의 차원에서만 의의를 가진다.

2. 교육적 소통의 소극적 조건: 직접전달의 언어주의 지양

급진적 구성주의자들의 언어의 기능에 대한 이러한 소극적 관점은 피아제와 그 동료들의 思

考와 言語의 관계에 대한 연구에서 여실히 나타난다. 피아제에 의하면, 인간의 사고는 언어의

산물이라고 볼 수 없다. 이는 감각동작적 영역뿐 아니라 구체적 조작의 단계와 이를 지나 복잡한

論理數學的 지식에 대한 형식적 조작으로 전개되는 경우에도 명확한 사실이다. 언어에 앞서는 인

지구조의 획득이 우선적이고 기본적이다. 언어는 인지구조를 표상하거나, 혹은 소통할 수 있게 해

주는 도구로 간주된다. 특정한 인지구조는 언제나 이에 상응하는 언어적인 표현들을 획득하고 이

해하기 위한 필수적인 선행조건이 된다(Piaget , 1964, 1969). 피아제와 그 동료들은 언어가 사고의

발달에 직접적인 영향력이 없다는 것과, 사고의 발달이 언어의 의미 획득의 전제조건이 된다는

견해를 聾啞에 대한 연구나 보존개념 형성실험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확인하였다(Furth, 1969,

1970; Inhelder , Sinclair , & Bovet , 1974; Piaget , 1964; Piaget & Inhelder , 1968).

피아제의 언어의 소극적 기능에 대한 논의는 교육과 관련하여 언어가 별다른 역할을 하지 못

한다는 논의의 차원을 넘어서서, 사고, 혹은 지식의 발달에 교육이나 학습 그 자체가 별다른 기

여를 하지 못한다는 논의로 연결되고 있다. 즉, 피아제는 언어가 사고에 가지는 소극적인 역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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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의 발달 요인으로서의 교육의 기능에 대하여서도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다. 그에 의하면 지

식의 발달에 대하여 교육은 유기체의 생물학적인 成熟과 經驗 , 그리고 平衡化의 기제와 같은

다양한 요소들 가운데 하나로밖에 취급되지 않는다.

(지식의 발달의) 세 번째의 요인은 사회적 전달(social transmission), 즉 언어적 전달(linguistic

transmission)이나 교육적 전달(educational transmission)이다. 이 요인은 물론 근본적이다. 나는 이

요인들 가운데 어느 것도 그 역할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이들은 모두 각각의 역할을 가지고 있

다. 그러나 이 요인들은 오직 아이들이 이들 정보를 이해할 수 있는 지적인 수준에 도달해 있을 때

에만 어른들에 의하여 지시되는 교육이나 언어를 통하여 아이들이 가치로운 정보를 받아들일 수 있

다는 이유 때문에, 그 자체로 발달의 충분한 요인이 될 수는 없다. 즉, 특정의 정보를 받아들이기 위

하여 아동은 이러한 정보를 동화할 수 있는 구조를 반드시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 아동들이 언어적

인 표현들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은 그들이 발달의 규칙을 따라서 그 내용을 정확히 구성하게 되고

아동들이 논리적인 구조를 획득하고 있는 경우에만 가능한 일이다(Piaget, 1962: 289).

교육과 발달의 관계에 대한 논의와 언어와 사고의 관계에 대한 피아제의 논의를 나란히 놓

고 보면, 전자들은 후자에 별다른 기여를 하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인지구조, 혹은 지

식의 변화에서 교육보다는 인지구조의 불평형화, 조절, 동화와 같은 발달기제들의 작용이 보다

더 근원적이고 불가결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피아제와 급진적 구성주의자들의 논의를 그

대로 지식의 발달에 대한 교육과 언어의 무용성을 주장하는 것으로 이해하기는 곤란한 면이 있

다. 이들의 주장을 보다 심각하게 살펴보면 피아제와 급진적 구성주의자들이 지식의 발달에 별다

른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보는 교육은 인지구조의 변화를 위한 구조적 접속의 차원에서 논의

된 것이 아니라 사고의 발달에 별다른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특정한 언어의 기능과 관련된 것임

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피아제에게 있어서 비판의 대상이 되는 교육은 직접전달의 패러다임에 입각한 학교에서의

언어적 소통이다. 이 소통은 발달의 요소가 되지 못하는 언어, 오히려 발달의 결과로 나타나는 언

어적인 표현들을 성인이나, 혹은 교사의 입을 통하여 전하는 언어적 전달이나 언어적 훈련 이

외의 다른 것이 아니었다. 그리고 사고발달에의 기여를 알아보는 언어의 경우에도 전적으로 언

어의 記述的인 機能, 지시대상의 전달이 강조되는 표상적인 기능만이 주된 것이었다. 이는 피아제

와 그 동료가 학습의 효과와 발달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주로 사용했던 언어적 훈련방식이

피아제가 생각했던 전통적인 교육방식을 따르고 있었음을 보아 알 수 있다.

예를 들면 보존개념의 발달에 대한 학습의 가능성을 알아보는 실험은 모양이 같은 비이커에서

서로 모양이 다른 비이커로 액체가 이동하는 것을 확인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지는데, 이때 A와 B

의 비이커에 흘러내릴 액체의 양이 같은 것이라는 사실을 보라는 명시적, 혹은 암묵적 지시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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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동일한 과정을 반복하여 수행하는 것이 학습으로 간주되었다(Inhelder , Sinclair , & Bovet ,

1974). 이러한 발화와 실험이 지향하는 언어적인 記述은 피아제의 논리를 따르면, 사실상 보존개

념이 획득된 이후의 지식의 발달단계에서 형성될 수 있는 내용으로서의 명제들이다. 특정한 현상

을 언어적으로 기술할 수 있는 사태는 지식의 발달의 국면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특정한 지식 혹은 인지구조가 발달된 이후에 그것에 대한 단순한 동화의 활동으로 이루어지는

활동으로서 지식발달의 결과에 해당된다(von Glasersfeld, 1995). 결국, 높은 수준의 발달단계에

있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현상에 대한 언어적인 기술과 그의 전달과 강요는 아직 이러한 현상을

볼 수 있는 지적 발달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의 상황에서 볼 때 본말

전도의 상황이나 교육이라는 과정을 생략한 결과의 강요이상의 것이 아니다.

피아제가 보는 언어는 인식주체의 지식의 향상을 전제로 하고, 단지 언어적인 차원에서의 구조

적 접속이 성립된 이후에 가능한 언어의미의 공유상태를 지칭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때의

언어의 의미는 주체가 지식의 발달을 이룬 연후에나 확인할 수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언

어는 지식의 발달의 결과적 활동이지, 그 원인이나 동인이 될 수는 없다. 피아제는 교육이라는

명칭으로 진행되면서도 사실상 한 인식주체가 자신이 도달한 수준에서 볼 수 있는 내용을 언어적

인 記述을 통하여 전달하는 시도를 비판하였다. 지식수준의 변환 없이는 언어의 의미나 언어에

의하여 기술되는 사실의 공유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런 식의 활동은 무모하고 무의미

하다. 급진적 구성주의의 개념을 빌어 설명하자면, 피아제가 보는 전통적인 교육은 언어적 정보

를 지식으로 간주하고 이것의 전달을 도모하는 활동이다. 이것은 공감영역의 확보를 위한 구조적

접속과는 거리가 먼 활동이다. 이것은 지식의 발달을 이루는 구조적 접속이 이루어진 이후에나

그 의미를 파악할 수 있는 언어적인 교류를 아직 그 수준에 오르지 못한 낮은 단계에 있는 어린

아동에게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강제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사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아제

에 의하면, 모든 전통적 학교의 교사들은 자신들을 누구라도 터득할 수 있는 지식의 단순한 전달

자로 간주하고 있다(Piaget , 1968).

피아제와 급진적 구성주의에 의하면 그런 형태의 직접전달이 가지고 올 수 있는 결과는 두 가

지이다. 하나는 아동이 이미 가지고 있는 인지구조의 수준으로 주어지는 정보를 동화해 버리는

방식이다. 이는 엄밀하게 말해 수많은 교육적 시도가 지적인 발달을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라

이전의 수준을 강화하는 헛수고가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전개되는

활동이 지식의 변화와 하등의 연관을 가지지 못하게 되는 자가당착적인 모순의 상황이다. 피아제

는 이런 형태의 직접전달을 시도하는 교육의 무효과론을 넘어서서, 이러한 교육이 言語主義라는

심각한 결과를 낳을 수 있음을 도덕발달의 예를 들어 경고하고 있다.

이러한 시기는 위험을 동반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예를 들면 우선 知的인 관점에서 살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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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의 눈으로 보기에 어른이나 선생님들은 도대체 의심할 수 없는, 그리고 반성할 필요도 없는 절

대적인 확실한 답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리고 이미 아동의 자기중심적인 태도는 이러한

상황을 걷잡을 수 없는 확신으로 몰고 가기 때문에 어른들에 대한 존경은 때로 아동의 자기중심성

을 교정해 주기보다는 아동이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을 어른의 권위에 대한 믿음으로 단순히 대치

시켜 버림으로써 아동의 자기중심성이 더욱 강화되는 경우를 낳는다. 이는 오직 진정한 의미의 협

동과 지적인 교환을 통해서만 발달될 수 있으며 각자의 이성을 발달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반성과

비판적인 토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知的인 服從에서 오는 言語主義

(verbalism of intellectual submission) 라고 지칭할 수 있다(Piaget, 1969, 1970: 179).

이렇게 주어진 정보의 단순한 획득은 피아제의 표현에 의하면 진정한 조작적 과정(operative

process) 이 아니고 형상적 과정(figurative process) 을 생성하는 것에 불과하다. 그것은 융통성

있고 가역적이며 안정된 이해가 아니고 보여진 것, 주어진 것, 말해진 것에 대한 단순한 표상적

지각이나 언어적 반복을 의미한다. 만약 교육에서의 성공의 의미가 행동주의의 기계적인 학습에

서 요구하는 언어적인 재생산에만 있다면 그것은 교사라는 사람의 행위가 행동주의의 교수기계

로 대치될 충분한 이유가 된다는 역설을 표현하면서, 피아제는 직접전달의 학습을 교육으로 바라

보는 행동주의의 견해를 비판한다.

감성적이고 자연적인 입장의 교육자들은, 학교교사가 기계로 대치될 수 있다는 사실에 슬픔을 금

치 못하고 있다. … 필자의 견해로는 이런 기계는 적어도 한 가지 면에서는 공헌을 했다고 생각한

다. 즉, 전통적 교수법으로 판단할 때, 교사의 기계적 기능은 실현된 것이다. 다시 말하면 올바로 전

달하고 그 전달된 것을 올바로 반복하는 것이 이 방법의 이상이라면, 직접 말하지 않고도 기계가

그와 같은 조건을 적절하게 완수할 수 있다는 것이다(Piaget, 1968, 1970: 77).

피아제는 결국, 직접전달로서의 교육이 학령기의 아동이나 더 어린 유아들에게 성인의 입장에

서 이루어지는 것은 지적으로 무력하고 창의적이지 않은 패배적인 결과를 가지고 올 뿐임을 우려

하고 있다. 물론, 피아제의 직접전달에 대한 비판은 당시의 학교나 사회의 언어주의적인 활동을

교육으로 간주했던 피아제의 교육에 대한 이해의 부족과, 언어의 기술적인 기능만을 언어기능의

전부로 간주했던 언어에 대한 이해의 부족도 관여하였음은 부인할 수 없다. 하지만 피아제의 이러

한 견해는 직접전달이 지식의 변화에 기여할 수 없는 근거와 나아가 그것이 가질 수 있는 유해성을

지적하는 좋은 이론적 기반이 되었다. 이상의 피아제와 급진적 구성주의자들의 견해를 통해 보면,

직접전달로서의 교육 혹은 언어적 소통은 언어주의를 낳게 하는 유해한 활동으로 간주된다.

직접전달의 패러다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 이상의 급진적 구성주의의 관점은 교육적 소

통이 직접전달의 형태로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는 교육적 소통의 소극적 기준을 보여준다. 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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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근본적으로 급진적 구성주의에서는 교육과 언어의 소극적인 관계를 넘어서는 둘 간의 직접전

인 관계의 설정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왜냐하면 언어적인 활동은 주어진 인지구조의 작용에

후속하는 것으로 설정되어 있으며, 만일 교육이 지식의 변화를 지향한다면 그것은 곧 총체적인

인지구조의 상향적 변화를 도모하는 활동으로 인식되기 때문이다. 그것은 이들이 말하는 인지구

조들 간의 구조적 접속의 형태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지 언어적인 소통의 기능을 통하여 달성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러한 이론적 경향으로 인하여 급진적 구성주의에서는 교육과 언어가 필연적이거나 심각한

관계 안에 놓여 있지 않다. 이는 피아제가 교육을 학교의 전통적 암기식 활동과 동일한 것으로

간주하고, 언어의 기능을 기술적 기능에 국한하여 이해했기 때문이다. 또한 이것은 급진적 구성주

의가 대인간의 상호작용을 중요한 이론적 해명의 범주 안에 포함시키지 않았으며, 사고의 발달

이 언어와 무관하게 이루어진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이들이 보여주는 분명한 바는 기술적 형태

의 지식의 결과로 나타날 수 있는 언어적 표현들을 지식을 획득한 이후에 그 내용의 하나로 가질

수 있는 결과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직접전달은 지식의 발달에 무용할 뿐만 아니라 유해하

기까지 하다는 사실이다. 이처럼 이들은 교육과 언어의 새로운 지평을 제시하고 있다기보다는 교

육과 관련하여 적어도 언어가 직접전달을 도모하는 것이어서는 안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제시함

으로써 교육적 소통의 소극적 조건을 제안하고 있다.

최근에는 급진적 구성주의에 있어서 새로운 교육에 대한 제안과 동시에 언어의 다양한 기능

에 대한 인식이 출현하기도 한다. 예를 들면, 글래저스팰트는 마투라나(Maturana, 1970)가 파악

하는 다양한 언어의 기능 가운데 방향제시 기능(orienting function) 에 주목한다. 도움을 주는

것으로서 가르침의 행위를 수행하는 일이 배우는 사람으로 하여금 계속 자신의 구성적 작업과

인지발달을 도모하도록 동기화시키는 일이며, 이 일에서 언어는 배우는 사람의 개념 구성행위를

결정할 수는 없지만 특별한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하는 조건을 설정할 수는 있다고 보았다

(Glasersfeld, 1995). 그리고 피아제의 임상적 연구방법에서 아동의 인지구조를 평가하거나 이

해하고, 그 발달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다양한 형식과 유형의 언어적인 질문이나 요청을 시도하

였던 점을 고려하여 지식의 구성을 위한 언어의 다양한 역할에 대한 모색(Ackerman, 1995; Kafai

& Harel, 1991; Pask, 1976; Steffe & Cobb, 1988)이 나타나기도 한다. 그렇지만 교육과 관련하여

언어의 보다 적극적인 기능과 그 조건은 피아제와 동시대의 사람이지만, 1980년대 이후에 새롭게

조명되기 시작한 구소련의 비고츠키와 이를 부단히 참조하는 사회문화적 구성주의의 관점에서

새로운 지평을 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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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사회문화적 구성주의의 지식점유를 위한 소통

1. 비고츠키의 고등정신기능 과 언어매개

급진적 구성주의자들에게 있어서 지식의 발달과 언어적 소통이 긴밀하고도 필연적인 관계를

맺지않음에 비해, 비고츠키는 지식의 발달과정은 언어와 불가분의 관계 속에 있다고 본다. 비고츠

키에게 있어 인간의 지식은 고등정신기능의 형식으로 표현되고 있다. 이는 주의집중하기, 기억하

기, 개념 등과 같이 인지능력에 해당하는 것들로서 일반적인 인간능력을 지칭한다. 그럼에도 불구

하고 그가 특별히 고등한 정신기능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사고와 같은 인간의 정신기능이 언어

와 같은 기호에 의하여 매개된 것이기 때문이다. 즉, 비고츠키에게 있어서 인간의 정신기능은 본

질적으로 언어와 같은 기호체계에 의하여 매개되어 있다는 특징이 있으며, 이는 인간의 지식이

언어와 불가분의 관계 안에 있다고 보는 그의 독특한 관점을 형성한다.

고등정신기능의 매개적 특징은 비고츠키가 사고와 언어의 관계를 설명하는 부분에서 보다

상세히 드러난다(Vygotsky, 1926, 1934, 1978, 1981abc). 그에 의하면 별다른 구분 없이 부르는 인

간의 사고는 언어에 의하여 매개된 것으로서의 언어적 사고(verbal thinking) 이다. 비고츠키에

게 있어서 언어가 매개체로서의 기호체계 가운데 가장 효과적이며 보편적인 것이라면, 사고는 가

장 복잡하고 정교화된 정신기능의 한 예이다. 비고츠키는 언어와 사고의 발생적 뿌리가 서로 다

름을 인정하고 있다. 즉, 사고와 언어는 서로 다른 발생적 계열을 따르는 별개의 독립된 실체들이

다. 그러나 이들은 한 개인의 발달에 있어서 서로 변증법적으로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에 놓이게

된다. 언어적 사고와 같은 고등정신기능은 이처럼 사고라는 정신기능이 언어에 의하여 매개된

상태를 의미한다. 이는 말이 지능을 돕고, 사고가 말로 표현되는 것(Vygotsky, 1934: 111- 112) 과

같은 상황으로서 초등한 수준의 사고가 언어 등의 매개에 의하여 보다 진보된 단계의 정신기능

이 된다는 사실을 함의한다. 그는 마치 틀이 鑄物에 그 형상을 주는 것처럼, 기호와 단어들은 인

간의 활동을 하나의 구조로서 조성할 수 있다(Vygotsky, 1978: 28) 고 주장한다. 기술적 도구가

노동조작의 형태를 결정함으로써 자연에의 적응과정을 변화시키듯이, 심리적인 도구는 새로운 수

단적 행위의 구조를 결정함으로써 정신기능의 흐름과 구조를 변형시킨다는 것이다. 언어와 같은

기호에 의해 매개된 고등정신기능에 대한 설명은 인간이 자기 인식의 매개가 될 수 있는 기호들

을 자신의 구성작업 안으로 이끌어들일 수 있으며, 이를 토대로 세계를 인식하고 자극에 대해 매

개된 반응을 창출하고, 이를 의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이것은 또한 인간의 인식을 단순

히 외부세계를 있는 그대로 표상하는 작용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함의한다. 고등정신기능

의 구성적인 특징은 인간의 인식이 주체와 환경의 相互作用的 활동 혹은 그 양상으로서의 체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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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처럼 비고츠키에 의하면 각 사람이 자율적으로 가질 수 있는 정신적 기능은 이미 그 안에

언어의 매개의 결성이 발달의 결과로 자리하게 된 것이다. 그에게 있어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언어와 불가분의 관계 안에서만이 지식으로서의 모습을 갖추는 것이다.

지식과 언어를 불가분의 관계 속에서 파악하고 있는 비고츠키는 동시에 지식발달의 원리에

서도 독특한 입장을 견지한다. 그에 의하면 인간의 고등정신기능의 사회적 차원은 시간적으로나

사실적으로 一次的이며, 그것의 개인적인 차원은 派生的이고 二次的인 것이다. 外的인 혹은 사

회적인 정신기능은 불가피할 뿐만 아니라, 발생적 순서에 있어서 우선한다. 인간이 특정한 고등

정신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은, 자신의 밖에 있는 사회적 정신기능을 개인적이고 內的인

정신기능으로 받아들인 결과이다. 이러한 정신기능의 발달과정을 비고츠키는 個人精神間 機能

(intermental functionings) 의 국면(plane)으로부터 個人精神內 機能(intramental functionings)

국면으로의 전환으로 설명한다. 이를 그는 정신기능의 文化的 發達의 一般的 發生의 原理라

고 부른다.

이렇게 개인정신간 국면으로부터 개인내적 차원에서 정신기능이 형성되는 과정을 비고츠키는

占有(appropriation) 로 규정한다(Vygotsky, 1978: 52- 57). 이는 결코 외부에 있는 정신기능이 안으

로 들어오는 內面化(internalization) 의 과정으로 이해되어서는 안된다. 점유과정은 주체의 노력 없

이 이루어지는, 외적인 기능의 단순한 模倣이나 模寫가 아니다. 비고츠키에게 있어서 정신기능은

외부로부터의 주입에 대한 수동적인 수용의 과정을 통하여 발달하지 않는다. 그것은 한 사람이 미

숙하고 서툰 상태에서 어떤 능력을 숙달해 가는 과정으로, 개인간 정신기능의 국면이 모종의 영향

을 미침으로 해서 외부의 것과 동형적인 정신과정이 개인 안에서 상향적으로 구축, 발달해 가는 적극

적인 과정이다. 점유로 인한 발달은 경험주의적인 인식론이 흔히 가정하듯이 점진적이고 누적적인 요

소들의 변화가 아니다. 고등정신기능의 발달은 존재하지 않던 것의 출현이나, 혹은 기존의 정신기능을

완전히 버리고 새 것으로 代置(displacement)하는 방식이 아니라 變形(transformation) 혹은 再形成

(re- formation)이라고 불리는 총체적이고 구조적인 전환의 과정이다(Vygotsky, 1934).

이상의 지식의 매개적 특성과 발달원리에 대한 논의는 매개로서의 언어의 기능과 관련하여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을 함의하고 있다. 그것은 언어의 매개결성 또한 개인정신간 국면으로부터

개인정신내 국면으로 전환된 것이라는 것과 이러한 과정에서 언어의 매개로서의 기능이 질적으

로 전환한다는 사실이다. 비고츠키에게 있어 언어는 한 가지 형태의 발화활동이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기능의 집합체이다. 언어는 비고츠키에 의하면 본질상 사회적인 것이지 개인적인 것이

아니다. 이때 사회적이라는 것은 언어, 다양한 계산 체계, 기억술 같은 것들이 사회문화적 진화

의 산물이라는 의미이다. 심리적 도구는 개인에 의해서 창조되는 것도, 자연과의 상호작용 안에서

만들어지거나 본능 혹은 무조건적 반사처럼 유전되는 것도 아니다. 비고츠키에 의하면 언어는 특

정한 시대와 특정한 사회적, 문화적 공간에서 한 개인에 앞서서 주어져 있는 어떤 것이다. 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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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개인은 이러한 언어들을 소유하게 되는 것이다. 고등정신기능의 점유가 일시적으로 이루어지

는 것이 아닌 것처럼 언어의 점유과정 또한 오랫동안의 점진적인 전환의 결과이다. 언어의 내적

인 기능이 고등정신기능의 발달에 동반된 점유의 결과라는 사실은 고등정신기능에 대한 언어의

기능도 마찬가지로 개인정신간 국면으로부터 개인정신내 국면으로 전환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가

능성을 제기한다. 이를 비고츠키는 언어의 사회적 기능과 개인적 기능의 구분과 전자에서 후자

로의 전환에 대한 설명을 통해 암시하고 있다.

비고츠키는 이러한 언어의 전환을 아동의 혼잣말에서 찾는다. 그에 의하면, 아동의 혼잣말은

개인간 기능으로부터 개인내 기능으로의 전이, 즉 아동의 사회적, 집단적 행위로부터 보다 개별

화된 행위로의 전이의 한 현상(1934: 259) 으로서 언어발달의 긍정적이고 발달적인 경로를 보여주

는 청사진이다. 피아제(1923)가 아동의 혼잣말을 아동기적 사고의 두드러진 특징인 자기중심성

(egocentrism) 을 반영하는 미성숙의 징후로만 간주한 것과 달리, 비고츠키(1934: 259- 266)는 혼잣

말이 구조와 형식에 있어서 언어적 사고에서 언어의 역할에 해당하는 내적 언어의 특징들을 지

향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 그리고 이를 통해 혼잣말은 사회적 언어(social speech) 혹은 음

성 언어(vocal speech) 가 각 사람의 정신기능을 매개하는 개인적 언어 혹은 내적 언어(inner

speech) 로 전환하는 전이적 단계라는 결론을 내리게 된다. 이는 동시에 언어화된 사고와 같이

인간의 개인내 정신기능들을 매개하는 언어가 개인정신간 국면으로부터 개인정신내 국면으로 전

환된 것임을 설명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Vygotsky, 1934: 71- 78).

매개로서의 언어의 기능과 관련하여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사실은 개인정신간에서 작용할 때

와 개인정신내 국면에서 작용할 때, 그 기능이 질적으로 다르다는 점이다. 비고츠키는 언어는 그

안에다 사회적 상호작용의 기능과 사고하는 지적 기능 모두를 결합시켜 놓고 있다(1981b: 158)

고 보는데, 이는 언어가 개인정신간의 매개로서의 기능과 개인정신내 매개로서의 기능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매개로서의 본질이다. 그것은 언어 자체가 가질 수 있는 탈맥락화의 특성과 언어

에 의하여 매개되는 개념간의 관계라는 두 가지 속성으로 인하여 가능하다(Wertsch, 1985). 그렇

기는 하지만, 매개로서의 언어는 두 국면에서 작용하는 기능이 다르다는 것이다.

이는 비고츠키가 실시한 개념형성의 실험(Vygotsky, 1934: 167- 241)에서 나타나는데, 이때 단

어가 최초로 수행하는 기능을 보면 그것은 아동에게 대상이나 대상들의 추상적인 속성들을 범주

화시키는 것으로 사용되기보다는 아동의 주의를 특정대상에게로 유도하는 정도의 기능밖에 하지

못한다. 즉, 피험자가 맥락을 구성하기 위하여 기호를 상징적으로 사용한다기보다는 맥락 안에 있

는 기호, 즉 指表的인 映像들이 피험자의 활동을 구성한다. 언어가 처음 개인간의 상황에서 사용

되는 순간에는 상황과 맥락에 극히 의존적인 형태로 상호작용에 참여하는 사람의 활동을 지시하

거나 구속하게 된다. 그러나 점차 언어가 개인내적으로 점유되면, 그 기능은 상징기능으로 전환한

다. 즉, 단어를 접하는 아동은 점차 단어가 특별한 대상의 유사한 특성들을 공유하고 있다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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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게 된다. 각 단어가 지시하는 대상에 대한 일반화와 추상화를 시도한다. 일반화된 범주에 의해

사건과 대상을 분류할 수 있게 된다. 이는 결국 각 아동 안에 단어의 개념이 형성되면, 단어는 특

정한 대상의 공통되는 특성을 추상화한 개념을 매개한다는 것이다. 도구적으로 지시기능을 통하

여 개념의 형성에 외적으로 기여하는 언어는 고등정신기능이 점유되면서 상징기능으로 전환한다.

결국 비고츠키에 있어서 정신기능의 점유과정은 그것을 매개하는 언어의 기능에 질적인 변화를

동반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상과 같은 지식과 언어에 대한 비고츠키의 이해를 따라가면, 그에게 있어서 지식의 발달에서

가장 중요한 원인은 개인정신간 국면과 이때 매개로 작용하는 개인정신간의 언어의 사용이 된

다. 개인정신간 국면은 결국 지식의 변화를 가지고 오는 대인간의 상호작용의 형식으로 표현되

고 있으며, 이때 언어는 지식의 점유를 위한 소통의 도구이다. 비고츠키는 지식의 발달을 가지고

오는 교육이라는 활동의 가능성을 대인간의 상호작용의 모습으로 구체화시키는 동시에 언어라

는 인간의 소통의 보편적인 수단이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사실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 비고츠키는 교육과 발달에 관한 피아제의 관점을 비판하면서 지식과 언어, 그리고 교육에

대한 새로운 이해방식을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비고츠키에서의 교육과 언어의 관계를 토대로

개인정신간 국면으로서의 대인간의 상호작용과 그 경우 사용되는 언어의 특징을 분석함으로써

교육적 소통의 조건을 탐색할 수 있을 것이다.

2. 교육적 소통의 적극적 조건: 지식의 점유를 위한 소통

고등정신기능의 특성과 그것의 발달원리에 대한 설명은 지식의 발달과정에 관여하는 언어의

적극적 기능을 이해하는 작업을 토대로 하여 지식의 점유를 위한 소통의 조건에 대한 시사를 줄

수 있다. 지식의 점유를 위한 언어적 소통은 단순히 정신기능을 직접 말로 전하는 그러한 종류

의 활동이 아니다. 고등정신기능은 전달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 점유하여야 하는 대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과정에서 언어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이는 언어가 고등정신기능 자

체는 아니지만 정신기능이 발달하는 과정과 그 결과에서 매개라는 역할을 통하여 긴밀한 관계

속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비고츠키가 보기에 이러한 언어의 매개적 작용과 정신기능의

발달은 미묘한 화용상의 원리가 반영되어야 한다. 비고츠키는 이러한 원리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

는 것은 당시의 교육의 관례가 정신기능의 획득을 언어의 차원에서 주고받을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그 예가 개념이라는 정신기능의 경우를 들어 다음과

같이 지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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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또는 단어의미의 발달은 의도적인 주의집중, 논리적 기억, 추상화, 비교하고 변별할 수 있는

능력 등과 같은 많은 지적 기능의 발달을 전제로 한다. 이와 같은 복잡한 심리과정은 초기의 학습

만을 통해서는 숙달될 수 없다. 실제 경험을 보아도 개념을 직접 가르치는 것이 불가능하며 효과

없는 일임을 알 수 있다. 이 작업을 시도하는 교사는 일반적으로 아동으로 하여금 공허한 언어표현,

앵무새 같은 반복, 해당 개념의 지식을 흉내내는 것 등을 할 수 있게 만들었지만 실제로는 빈 껍데

기인 언어주의라는 결과를 낳게 했다(Vygotsky, 1934: 170).

비고츠키가 보기에 개념과 같은 고등정신기능은 언어와의 관련 속에서 형성되는 것이기는 하

지만, 분명 직접 가르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가르침이 물론 언어적 소통이라는 활동과

함께 이루어지는 일이기는 하지만 직접 가르칠 수 있는 것과는 다른 차원에서 전개되는 정신기

능의 형성 과정인 것이다. 따라서 여기서 직접 가르친다고 표현한 것은 정신기능의 점유가 이루

어지지 않는 언어적 소통, 즉 그가 보기에 교육이라는 활동으로 연결되지 못하는 전달을 도모하

는 부적절한 언어의 사용을 지칭한다. 그것은 이미 고등정신기능을 점유한 개인이 아직 이를 점

유하지 못한 다른 사람에게 이를 점유하도록 하는 목적에서 언어를 사용하는 경우가 아니라는 것

을 뜻한다. 언어의 부적절한 사용에 대한 우려는 비고츠키가 지식의 점유를 가능하게 하는 언어

적 소통의 조건을 전제하고 있었다는 것을 함의한다. 즉, 정신기능의 점유가 이루어지도록 하려

면, 특정한 언어의 매개로서의 화용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을 함의한다. 이하에서는 비고츠키

의 이론이 함의하는 지식의 점유를 위한 소통의 조건을 그의 개인정신간 언어매개의 특징에 대한

논의를 통해 확인해 보고자 한다.

우선 비고츠키의 언어론에 의하면 고등정신기능의 점유를 위한 언어적 소통은 발화의 맥락으

로서, 개인정신간 국면이 전제된 경우에 이루어진다. 비고츠키가 보기에 정신기능의 점유는, 언

어적 소통보다 더 근본적인 과정으로서의 지식의 변화를 도모하는 것으로서, 이를 위한 특정한

상황적 조건이 우선적인 영향력을 가지기 때문이다. 고등정신기능은 이러한 개인정신간 국면이

전개되는 상황 속에서 각 주체가 스스로 자기 안에 점유해야 하는 것이다. 개인정신간 국면은

소통상의 화맥이 된다. 모든 언어는 발화의 맥락을 가진다(van Dijk, 1978). 이러한 화맥의 존재

는 발화의 주체와 주변 상황들을 통하여 성립하는데, 이는 발화자의 의도와 각 발화의 효과를 결

정하는 역할을 한다. 동일한 언어적 표현이라고 하더라도 각 발화가 가지는 기능들은 그것이 이

루어지는 맥락에 의해 결정된다. 따라서 비고츠키의 언어와 지식의 발달에 관한 논의가 교육적

소통의 조건으로 제안하는 가장 핵심적인 것 가운데 하나는 개인정신간 국면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사실인 것이다. 이는 결국, 지식의 점유를 도모하는 교육적 소통은 반드시 그 화맥으로서 개인정신

간 국면이라고 부를 수 있는 발화의 맥락이 형성되어야 가능할 수 있는 소통임을 의미한다.

개인정신간 국면을 비고츠키는 사회적 상호작용 , 혹은 교수-학습 상호작용이라고 부르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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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그에게 있어서 교육의 개념에 해당한다. 정신기능의 점유를 가능하게 하는 발화의 맥락으

로서의 개인정신간 국면의 확보와 그 내에서의 주체의 적극적인 점유의 노력은 정신기능의 점유

를 위한 언어적 소통의 전제가 된다. 비고츠키의 교육에 해당하는 개인정신간 국면은 개략적으

로 보아 近接發達領域(zone of proximal development) 이라고 불리는 고등정신기능의 발달수준

의 차이 안에서 이루어지는 대인간의 상호작용이다(Vygotsky, 1978). 근접발달영역은 실제적

발달수준(level of actual developmental)과 잠재적 발달 수준(level of potential developmental) 간

의 거리에 해당하는데, 고등정신기능의 수준에 있어서 발달상의 차이가 있는 선발달자와 후발달

자의 협동적인 만남의 상호작용이 곧 개인정신간 국면이다.

교수-학습 상호작용은 교수나 학습 가운데 어느 한쪽만의 적극적인 활동으로 이루어지는 것

이 아니다. 조력자로서의 선발달자나 스스로 자신의 발달을 위해 애쓰는 사람으로서의 후발달자

의 노력을 모두 자발적이고, 적극적이며 능동적인 것으로 높이 사고 있다. 교수-학습 상호작용의

과정은 이들간의 협동적 활동이 조화를 이루면서,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다는 의미에서 능동적이

라고 보고 있는 것이다.

선발달자가 수행하는 상호작용의 양상을 도움주기라고 할 수 있는데, 개략적인 형태로만 제시되

고 있는 비고츠키의 도움주기라는 활동은 비고츠키 이후에 飛階세우기(scaffolding) 라는 개념으로

더 정교해지고 그 요소들도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다(Berk & Winsler , 1995; Lave & Wenger, 1991;

Rogoff, 1990; Wertsch, 1984). 그 대표적인 것들을 들면, 공동으로 참여하는 활동적 과제, 旣知의

것으로부터 未知의 것으로 다리 놓기의 활동, 선발달자와 후발달자의 相互主觀性(intersubjectivity)

의 구축, 따뜻함과 민감한 반응, 후발달자를 근접발달영역 안에 머물도록 하는 것, 후발달자 스스

로의 자기 조절의 정도를 점차 증가시켜 가는 것 등이다.

이상이 선발달자가 보이는 도움주기의 활동이라면, 이에 상응하는 것으로서 후발달자의 도움을

받는 활동도 불가결하다. 아동의 놀이에 대한 비고츠키의 설명은 많은 부분 후발달자가 고등정

신기능의 점유에서 전개할 도움받기의 양상에 해당한다. 비고츠키는 놀이가 협의적 의미로의 교

육과 견주어 함께 설명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보다 더욱 큰 맥락에서 아동의 배움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고 하였다(Vygotsky, 1978: 93- 102). 비고츠키에 의하면 놀이는 몇 가지 특

성을 보인다. 첫째로 놀이는 아동이 구속되어 있던 知覺의 場과 같은 현 수준의 체험구조로부터

이탈하는 활동이다. 즉, 익숙한 것을 낯설게 보기와 같은 작업이 아동 안에서 이루어진다. 놀이

의 두번째 특징은 상상적인 상황에 대한 창조이며, 셋째로 놀이는 낯선 것을 익숙하게 하는 활동

이다. 놀이의 마지막 특징은 이러한 일련의 일들이 보람과 가치감을 준다는 것이다. 이러한 놀이

의 제반 특징들은 지식의 점유를 위한 개인정신간 국면에서 후발달자가 보이는 상호작용의 규칙

들이라고 할 수 있다.

비고츠키가 비록 지식의 발달에 있어서 언어의 작용을 적극적이고 불가결한 것으로 파악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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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보다 근본적인 것은 언어적 차원이전에 전개되는 것으로서의 대인간의 특

별한 규칙을 만족시키는 상호작용의 존재였던 것이다. 이는 교육적 소통이 곧 교육이라는 활동

이 전개되는 안에서만 의미있게 오갈 수 있는 언어적 교류임을 뜻한다. 비고츠키의 후학인 창 웰

즈와 웰즈(Chang- Wells & Wells)는 특정한 조건에서의 비고츠키의 교육이 언어적 소통에 앞

서는 전제임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지식은 반드시 각 개인에 의하여 구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많은 교육이론가들이 믿고 있

는 것처럼 그렇게 적절한 몇 문장들에 의하여 한 사람에게서 다른 사람에게로 쉽게 전달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각 聽者가 자신이 듣거나 읽고 있는 것에 부과하는 이해라는 것도 그들의 현재의 이

해와 각 문장들이 관계되어 있는 전체 맥락에 대한 그들 각자의 해석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만약

에 배우는 사람들이 가르치는 사람이 알고 있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려면, 그 안에는 명제적인 지식

을 말이나 글로 표현하는 것 이상의 무엇이 요구될 수밖에 없다. 새로운 정보를 제시하는 것뿐만

아니라, 의미와 행위가 서로 협동적으로 구성되고 조절될 수 있는 공동으로 참여하는 활동의 맥락

에서 이루어지는 문제의 해결과 토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필요로 한다. 다르게 표현하자면,

교육은 절대로 지식의 전달(transmission of knowledge) 이라는 관점에서 이해될 것이 아니라, 교

섭(transaction)과 변형(transformation) 의 관점에서 인식되어야만 한다(Chang- Wells & Wells,

1993: 59).

고등정신기능의 점유를 가능하게 하는 언어적 소통은 이상과 같은 도움주기와 같은 성인의

활동과 놀이와 같은 아동의 활동이 서로 상응하는 협동적 상호작용이 전개되는 안에서 이루어져

야 한다. 그것은 조력자가 된 선발달자와 자조자로서 후발달자가 서로 협동하는 활동의 두 축인

도움주기와 발달적 놀이에 참여하는 가운데, 지식의 구성을 더 원활히 하기 위하여 이용하는 도

구로서의 언어적 소통인 것이다.

지식의 점유를 가지고 오는 소통의 두 번째 조건은 조력자가 되는 선발달자의 발화는 반드시

개인정신간 언어매개 기능에 의존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고등정신기능의 점유과정에서 조력자가

도움주기 활동의 일환으로 수행하는 언어적 발화들은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그려지

게 된다. 조력자의 발화는 자조자의 고등정신기능의 발달을 유도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

에서 발생하는 틈을 메우는 기능을 수행한다. 조력자의 발화가 이처럼 지식의 점유를 가지고 올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은 바로 근접발달영역에서 도움을 주는 사람과 도움을 받는 사람이 하나

의 정신기능 상태로 들어가 인식과 발화의 공동체처럼 작동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비고츠

키의 다음의 말은 다른 사람이 주체가 되어 수행하는 언어들이 어떻게 자조자 안에서 고등정신기

능을 형성하는 매개로 전환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간단하지만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대

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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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에 다른 사람과 협력하여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경우에, 아동과 그의 조력자에 의하여 이

루어진 역할의 측면에 있어서 서로 구별이 되지 않는다. 그것은 하나의 일반적이고 혼합적인 전체

이다. 과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아동들은 문제를 다루고 있는 자기의 현재의 논리와, 다른 사람과

협력하여 동일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던 수준의 논리가 서로 공존하기 때문에 혼란을 보이기도

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Vygotsky, 1978: 29).

개인정신간 국면인 교수-학습 상호작용에서 조력자의 발화들은 형태상 다른 사람을 향한 외적

언어로 나타나지만, 사실상 그것은 자조자와 같은 정신기능의 상태에서 정신기능의 발달을 돕는

기능을 수행하고, 이러한 발화들은 기능의 질적인 전환을 거쳐 자조자의 내적인 정신기능을 매개

하는 언어로 자리잡게 된다. 이러한 상황을 로고프(Rogoff, 1990)는 조력자와 자조자가 별개의 정

신기능의 상태가 아니라 지식의 점유를 위하여 하나로 共生하는 關係(symbiotic relationship) 라

고 표현하였다.

비고츠키의 언어론에 의하면 개인정신간 국면과 개인정신내 국면에서 매개의 기능이 질적으로

전환한다. 개인정신간 국면에서 언어의 매개기능은 정신기능이 형성된 이후에 내적으로 이루어지

는 매개와는 질적으로 다른 기능을 수행한다. 이는 한 개인의 경우에 이미 특정한 정신기능을

획득하고 있는 사람의 내부에서 언어가 수행하는 기능과 이러한 정신기능이 발달하도록 도와주

는 경우에 사용되는 언어의 기능이 질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다시 말하면 지식의

발달을 돕는 국면에서의 언어의 기능은 지식의 발달을 이미 전제로 한 상호작용의 상황에서 이루

어지는 언어적 소통과도 그 기능이 달라야 한다는 것이다. 지식의 점유를 위한 소통은 개인정신

간 국면에서 지식을 매개하는 언어기능을 바탕으로 하는 소통인 반면, 지식의 점유를 전제로 하

는 소통은 개인정신내 언어의 기능에 의존한다. 비고츠키가 개인정신간 국면의 예로 제시하고 있

는 상황에서 오고가는 조력자의 유도와 촉진을 위한 언어의 기능이나 개념형성 실험에서 나타

나는 언어의 지시기능은 전자의 예들이 될 수 있다. 반면에 지식의 점유를 전제로 한 소통은 비

고츠키가 언어의 의미 공유에 관한 설명에서 보여주는 것과 같은 상황이나 그가 성숙한 심리적

사회적 상호작용이라고 칭한 상황을 話脈으로 하는 소통, 또는 개념형성 실험에서의 언어의 상

징기능들과 같이 소통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이미 언어의 도움을 통한 정신기능의 내적 점유가

이루어진 이후에 가능한 소통과 이때 언어가 수행하는 기능을 말한다.

조력자의 경우에 특정한 상황의 고등정신기능을 점유하고 있다는 것은 이미 이러한 기능을 매

개하는 언어를 개인내적인 기능의 형태, 즉 상징기능과 같은 형태로 가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

러나 개인정신간 국면에서의 언어적 소통을 실행하는 경우 조력자는 자신의 것과 같은 고등정신

기능을 후발달자에게 형성시키기 위하여 이미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언어의 상징기능에 해당하는

언어의 기능을 사용하는 것을 금하고, 다시금 개인정신간 국면에 해당하는 지시기능과 그 질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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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성을 가진 언어적 소통을 실행해야 함을 의미한다. 이러한 방법만이, 비고츠키가 이미 성숙한

성인들간에 주고 받는 언어적 소통이나 상호작용으로 간주했던 성숙한 심리적 사회적 상호작용

과는 다른 유형의 상호작용과 언어적 소통이 되며, 지식의 점유가 이루어지는 개인정신간 국면에

서 언어를 정당한 방식으로 사용하는 것이 된다.

이러한 문제는 바람직한 조력자의 발화가 어떤 특성과 기능을 가져야 하는가의 문제, 혹은 지

식의 점유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조력자의 발화가 어떤 특징을 가지는가의 문제로 연결된다. 조

력자는 자신의 현재 수준의 정신기능을 매개하는 언어의 기능으로부터 벗어나, 후발달자가 상위

수준의 정신기능을 점유하는 경우에 필요한 개인정신간 매개기능으로 바꾸어서 언어를 구사해

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가르치는 입장에 있는 선발달자, 혹은 조력자의 발화가 수행하는 이상과 같은 독특한 기능적

특징에 대한 인식은 1960년대를 넘어서면서 신 비고츠키주의(neo- Vygotskianism) 를 주창하는

일련의 후학들에 의해 가르치는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개인정신간 언어의 기능과 형태

별 범주들에 관한 연구로 계승되고 있다(Goldenberg & Pattey- Chavez, 1995; Greenleaf &

Freedman, 1993; Tuyay, Jennings, & Dixon, 1995). 그들이 제시하는 점유를 위한 조력자의 발

화의 기능은 다양하기 이를데 없다. 예를 들면 질문하기, 요약하기, 명료화하기, 예측하기, 학생들

의 현 단계의 지식을 새로운 것과 연결하기(linking) , 학생들의 생각을 정교화하도록 요구하기

(requestioning) , 토론의 방향을 새롭게 고쳐나가기(restoring) , 학생들의 발화의 내용들을 가지고

다시 작업하기(reworking) , 단서를 통한 이끌어내기(cued elicitations) , 맥락 안에서 재문장화하

기(paraphrasing) , 음의 고저나 강약을 살리는 반응 보이기(choral response) , 아동의 반응을 형

성하기(framing) , 칭찬을 선택적으로 사용하기(selective use of praise) , 침묵하기(silence) 등이

그것이다(Palinscar , Brown, & Campione, 1993).

골덴버그와 페티샤베츠(Goldenberg & Pattey- Chavez, 1995)는 확장으로 초대하기(invitation

to expand) , 질문하기(questioning) , 재진술(restatement) , 그리고 잠시 토론을 멈추기(pause)

등과 같은 언어적인 방법을 제안한다. 그린리프와 프리드만(Greenleaf & Freedman, 1993)은 학생의

반응을 일으키는 교사의 언어활동의 형태로는 요청(request) , 제안이나 초대(offer or invitation) ,

평가(assessment) , 칭찬(compliment) , 비난하기(blame) , 시연하기(display) 등이 있음을 분석해

내기도 했다. 보다 직접적으로 고등정신기능의 점유를 위한 언어의 기능을 교육적 기능

(pedagogic functions) 으로 개념화하고 구체적인 기능들을 모색하는 경우도 있다(Jarvis &

Robinson, 1997, Mercer , 1995).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받아들이기(acceptance) , 완성하기

(complete) , 지금 말하기(talk now) , 다시 말하기(rephrase) , 요약하기(summarise) , 단서제시

(clue) , 확장/지도(extend/ guide) , 확장/다리놓기(extend/ bridge) , 확인하기(check) , 설정하기

(set ) , 인정하지 않기 , 부정하기 , 반박하기 , 무시하기 등이 있다. 교육적인 기능들을 보다 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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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초점 맞추기(focus) , 형성하기(build) , 요약하기(summarise) 로 통합되기도 한다. 이상의

언어의 기능들은 단순한 지식의 전달을 넘어서서 지식을 점유하도록 도와주는 언어가 수행하는

기능들을 예시하고 처방한다는 의미에서 의의를 가진다.

지식의 점유를 위한 소통의 세 번째 조건은 후발달자인 자조자의 적극적인 발화활동의 용인과

권장이다. 비고츠키에게서 개인정신간 국면에서 발화의 주체들은 助力者와 自助者로 이루어진다.

물론 비고츠키 이론은 인간의 정신기능이 선발달자와의 상호교섭을 통하여 개인정신간 국면으로

부터 개인정신내 국면으로 전환되는 것으로 설명함으로써 후발달자의 언어적 발화보다는 선발달

자의 발화가 중요한 기능을 수행함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고츠

키의 개인정신간 국면에 대한 논의와 그의 언어에 대한 설명을 살펴보면, 지식이 점유되는 과정

에서 후발달자가 수행하는 언어들은 지식의 점유를 위하여 불가피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교육이 지식의 변화를 도모하는 활동이라고 보는 경우

에 교육적 소통이 배우는 사람의 적극적인 언어적 발화를 수용하는 소통이어야 함을 의미한다.

지식의 점유를 위하여 이루어지는 후발달자의 발화들은 혼자 해결할 수 없는 문제상황, 즉 현

재의 수준을 넘어서는 고등정신기능을 점유하기 위한 상황에서 나오는 발화들이다. 이러한 후발

달자의 소통양식은 혼잣말과 선발달자를 대상으로 전개되는 발화이다. 전자는 자신의 통제를 지

향하며 이루어지고 후자는 타자의 활동을 유도하기 위하여 이루어진다는 차이를 가진다.

후발달자의 혼잣말들은 대부분 독백으로 이루어진다. 혼잣말들은 언어적인 교류가 이루어지는

소통의 상황이라기보다는 화자 혼자만 존재하는 일방적인 형태로 전개된다. 그렇지만 아동의 말

은 결코 아동 혼자의 개인적인 활동이 아니다. 각 개인의 말을 대화의 일부분으로, 즉 협동과 사

회적 상호작용의 일부분으로 바라볼 때만이, 변화에 대한 이해의 열쇠를 얻을 수 있다(Vygotsky,

1984: 356) 고 한 비고츠키의 말에 유념한다면, 이를 상호작용에서의 자조자들의 발화로 볼 수 있

는 길을 발견할 수 있게 된다. 비고츠키에 의하면, 아동의 혼잣말은 곤란한 문제상황에 직면했을

때, 바로 자신이 처해 있는 실재들과의 관계와 교섭의 양상들이며, 그에 대한 대처방식이다. 그것

은 곧 발달적 놀이의 경우에서처럼 아동이 자신의 현재 단계보다 높은 단계를 점유하는 과정을

언어의 제반 기능들을 통하여 보여주는 것이다.

후발달자의 혼잣말들은 지식의 점유를 위하여 다양한 기능들을 수행할 수 있다. 우선 그것은

상황으로부터 이탈할 수 있는 자유를 준다(Vygotsky, 1978: 26). 혼잣말은 아동이 언어의 도움으

로 주어진 구체적이고 시각적인 상황의 구속으로부터 벗어나서 낯선 것들로 나아가는 발달적 놀

이의 활동 요소가 언어를 매개로 전개됨을 보여준다. 또한 혼잣말은 현재의 상황과는 다른 상황

을 자기 안에 가질 수 있게 한다. 그것은 다음 단계의 고등정신기능으로서 상황을 자기 안에 품

는 것을 말한다. 아동의 혼잣말은 아동이 자기 자신을 통제할 수 있게 하고, 직면한 상황을 새롭

게 볼 수 있는 보다 향상된 대안적 체험구조를 자기 안에 구성할 수 있게 해준다. 이것은 바로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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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의 자기 수준으로부터 벗어나 보다 나은 잠재적 수준을 모색하고 이를 자기 안에 가능성으로

품을 수 있는 것을 말한다.

나아가 비고츠키가 보기에 아동의 혼잣말은, 특별한 문제의 상황에 처했을 때 그러한 상황을

타개해 나가는 활동으로서 특별한 기능을 수행한다. 이는 곧 다음 수준의 고등정신기능을 자기

안에 점유하는 내적인 활동의 언어적 표현이다. 그러한 기능은 처음에는 행위의 최종적인 결과가

무엇인지를 규정하거나, 생각할 수 있는 전환적인 계기를 규정한다. 그리고 점차적으로 새로운 방

향을 모색하는 중간단계를 거쳐서, 최종적으로는 방향을 정하고 계획하는 기능을 한다. 혼잣말은

불필요하고 의미 없는 발화체가 아니라 문제 상황에 봉착해서 새로운 대안을 모색할 수 있는 가

능성을 열어주고, 그러한 활동을 계획하게 해준다는 것이다. 이는 혼잣말의 기능을 통해 아동이

현재의 수준에서 보다 한 단계 높은 수준의 고등정신기능을 자신의 것으로 점유하고, 그 과정에

서 발달을 주도하는 주체가 되어 자기 자신을 스스로 변화시킬 수 있음을 보여준다.

자조자의 지식의 점유를 위한 소통은 혼잣말의 형태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비고츠키에

의하면 문제상황에 봉착한 아동들은 필연적으로, 상호작용의 국면에서 자기자신에게 호소하는

것뿐만 아니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에게도 호소하는 활동 사이를 계속하여 왕복한다(Vygotsky,

1978: 27). 후발달자들은 문제를 혼자 해결할 수가 없는 경우에는 선발달자에게 도와줄 것을 요청

하는 다양한 형태의 발화를 한다. 이러한 형태의 발화들도 중요하게 취급될 필요가 있는데, 이는

문제상황의 해결을 위해 요구되는 보다 높은 수준의 정신기능을 점유하는 후발달자의 활동이 타

인에 대한 언어적인 소통의 형태로 표현된 것이기 때문이다. 조력자를 향하여 이루어지는 후발달

자의 발화들이 어떠한 상황 하에서 어떠한 의도로 이루어지는지 비고츠키의 자세한 설명을 빌어

살펴보자.

내가 말하고자 하는 특이한 점은 유아들이 그들 앞에 놓인 과제를 쉽게 해결할 수 없을 때 정서

적 발화에 의존하는 것과, 바라던 결과를 얻기 위해서 직접적으로 시도하는 것을 결합하는 상황에

서 꽤 명백하게 볼 수 있다. 어떤 때는 발화가 아동들의 욕구를 표현하는 반면, 때로는 언어가 실제

적으로 목표 성취를 위한 대치물로 사용된다. 아동은 언어를 통한 자신의 형성 노력이나 아니면 실

험자에게 도움을 호소함으로써 과제를 해결하려고 시도할 것이다. 예를 들어 어느 특정한 문제를

성공적으로 해결하도록 도와준 것이 틀림없는, 많은 지적이고도 상호 관련된 행동을 마친 후에, 아

동은 어려움에 봉착하자마자 갑자기 모든 시도를 중지하고 실험자에게 도움을 요구한다. 문제해결

에서 아동의 다른 사람에 대한 발화적 요소는 아동의 활동이 드러냈던 틈을 채우기 위한 노력이다.

질문을 함으로써 아동은 사실상 자신 앞에 놓인 과제를 해결하려는 특정의 계획을 형식화해 왔으

나, 필요한 모든 조작들은 수행할 수 없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유형의 반복된 경험을 통

하여 아동들은 그들의 활동들을 계획하는 것을 내면적으로 정신적으로 배우게 된다. 동시에 그들은

그들에게 놓인 문제의 요구에 맞추어 타인이 도와줄 것을 제안한다. 다른 사람의 행동을 통제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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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의 능력은 아동의 실행활동의 필수적인 부분이 된다(Vygotsky, 1978: 29).

아동은 혼자 해결할 수 없는 문제상황에 부딪히면, 타인에게 자신이 당면한 문제의 어려운 정도

와 자신이 수행할 수 있는 정도에 맞추어서 민감하게 도움을 요구한다. 이는 교수-학습 상호작용

안에서 이루어지는 지식의 점유를 위한 소통의 경우 후발달자의 발화는 도움을 요청하고 제안하는

발화들, 여러 목적을 가진 질문들도 포함하며 이들은 각각 나름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음을 의미한

다. 비고츠키는 이러한 기능의 두드러진 특징을, 후발달자가 혼자서 수행할 수 없는 고등정신기능

으로 나아가는 데 존재하는 간극을 연결해 줄 수 있는 조력자의 도움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보았

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러한 발화들 안에 조력자의 도움의 양이나 수준, 개입의 시간적인 적절

성까지도 모두 포함하는 도움을 조절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발화도 함께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이

다. 최근에는 이러한 후발달자의 언어적 활동을 촉진하고 격려함으로써 교육적 소통의 적극적인

전개를 도모하는 노력이 나타난다. 대표적인 것으로는 타프와 갈리모르(Tharp & Gallimore, 1988)

가 보여주는 敎授的 對話(instructional conversation) , 팔린스카와 그 동료들(Palinscar , et al.,

1986)이 시도하는 相補的 가르침(reciprocal teaching) , 콥과 야켈, 우드 등(Cobb, Wood, & Yackel,

1993)이 시도하는 수학에 관한 탐색적 연구방법 등이 있다.

이상이 비고츠키의 고등정신기능의 점유를 위한 언어적 소통의 제반 특징들을 토대로 하여 확

인할 수 있는 지식의 점유를 위한 교육적 소통의 대표적인 조건들이다. 비고츠키는 고등정신기능

이 직접전달의 패러다임이 가정하는 것과 같이 직접 가르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직시

하고 있었다. 고등정신기능이 언어에 의하여 매개됨으로써 둘 간에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것은 사

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고등정신기능이 언어 그 자체는 아니기 때문이다. 더구나 비고츠키가 보

기에 이러한 정신기능의 발달의 원인이 되는 개인정신간 국면에서 언어가 수행할 수 있는 기능은

정신기능의 전달에 있지 않고 정신기능이 내적으로 점유될 수 있도록 촉진하고 유도하는 다양

한 기능들을 수행할 수 있었다.

비고츠키의 언어에 대한 관점을 빌면 현존하는 교육적 소통의 대표적인 패러다임으로서의 직

접전달이 가지고 올 수 있는 언어주의는 위의 조건들이 구비되지 않은 언어적 소통의 결과이다.

교육은 언어적 소통 이전의 차원에서 전개되는 지식의 변화와 유관한 대인간의 상호작용의 내적

원리로 이루어지는 인간 실천의 결이다. 이것이 지켜지지 않는 경우 교육적 소통이 그 기능을 제

대로 할 수 없게 된다. 이상의 지식의 점유를 위한 소통의 조건은 사실상 교육적 소통의 전체적

인 조건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건의 규정은 가르치고 배운다

는 명분으로 전개되는 언어적 소통이, 오히려 정신기능의 점유와는 무관하게 파편적이고 피상적

인 매개로서의 언어만을 소유하게 되는 반교육적인 결과를 낳거나 교육적이라고 부를 수 없는

언어적 교류가 전개되는 상황으로 연결되는 것을 막는 출발점이 될 수는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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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맥으로서 교육 활동이 먼저 전제되지 않는 언어적 활동은 교육의 과정이 될 수 없다. 또한

가르침을 수행하는 사람이 개인정신간 언어의 매개기능에 해당하는 발화를 하지 않고 자신의 고

등정신기능을 내적으로 매개하고 있는 언어의 기능을 구사하는 것은 후발달자의 자율적이고 자

기통제적인 정신기능의 점유없는 언어만의 피동적 수용을 낳게 할 뿐이다. 또한 배우는 사람의

혼잣말과 도움을 요청하는 발화가 허용되지 않는 억압된 상황하에서 지식의 점유가 이루어지리

라고 기대하기는 매우 어렵다. 교육적 소통은 분명, 가르치고 배우는 교육활동이 우선 전제되면서

가르치는 사람이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사용할 수 있는 언어의 기능을 확인하고 이를 구사하며

동시에 배우는 사람 또한 배우는 사람으로서 자연스럽게 나타날 수 있는 모든 언어적 발화를 수

행할 때,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V . 교육적 소통 에 대한 교육학적 이해

교육활동으로 이루어지는 소통의 외부 경계와 내적인 특성들을 제안하고 있는 구성주의의 소

통론은 교육적 소통의 모습을 희미하게나마 그려놓고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 이는 지식

의 변화 과정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언어적 소통이 그렇지 못한 소통들과 어떻게 다른지를 보이

고 있다. 적어도 이들에게는 지식의 변화를 가지고 올 수 있는 언어적 소통과 지식의 변화와 무

관한 언어적 소통은 구분되고 있다. 이러한 논의를 보다 확장하면, 교육적 소통이 경제적 목적의

실현이나 정치활동의 일환으로 전개될 수 있는 언어들과는 다른 세계를 구성할 수 있다는 논지가

성립될 수 있다.

그러나 구성주의자들의 언어적 소통을 토대로 교육적 소통의 조건을 확인하는 작업은 교육활

동으로서의 언어적 소통에 대한 연구의 맹아에 지나지 않는다. 학문적 事實은 각 분과학문 특유

의 이론적인 맥락과 개념을 통하여 포착할 수 있다. 언어에 대한 교육학적 고찰 또한 이론적 탐

구인 만큼 敎育的 疏通은 인간의 언어적 소통 가운데 교육이라는 활동의 차원에서 설명할 수 있

는 현상으로 규정할 수 있다. 그것은 교육과 유관한 언어사용의 규칙이나 원리가 일상적으로 사

용하는 언어 속에 엄연히 존재하며, 그것이 교육학적인 개념과 이론에 의하여 드러날 수 있을 것

이라는 가정을 바탕으로 한다. 이는 비트겐슈타인(Wittgenstein, 1953)의 언어게임(language

game) 과 삶의 形式(forms of life) 의 관계를 교육적인 언어게임과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삶의

형식으로서의 교육의 관계 속에서 확인하려는 노력, 그리고 오스틴(Austin, 1962)의 言語話行論

(speech act theory) 에서 보여주는 언어의 힘과 작용에 대한 통찰을 교육활동의 맥락에서 언어의

역할을 새롭게 해석하려는 노력을 필요로 한다. 언어의 詩的 機能을 연구한 야콥슨(Jakob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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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1)은 언어의 기능은 확인하고자 하는 이론적인 노력만큼 확인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야콥

슨의 이러한 시도는 언어의 다양한 기능 안에 교육활동의 맥락으로만 설명이 가능한 특별한 기능

들이 교육학의 고유한 안목을 통하여 드러날 수 있다는 확신을 지지하는 학문적 典範이 된다.

이상과 같은 교육적 소통의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교육과 언어의 문제는 교육학에서

진지한 이론적 성찰의 대상이 되어왔다고 보기 어렵다. 교육적 소통의 이론과 실제는 여전히 직

접전달의 패러다임 속에 남겨두거나, 언어와 교육의 관계를 언어의 발달을 위한 교육 , 혹은 언

어의 발달적 상황에 따른 교육이라는 언어발달론적 관점에서 보거나(한림과학원 편, 1998), 학교

에서 이루어지는 교실담화의 분석과 효과적인 수업언어의 개발의 형식으로 다루는 것이 대부분

이었다(Alloway & Gilbert , 1997; Pontecorvo, 1997; Young, 1997). 그러나 이들 연구들은 교육적

소통에 대한 교육학적 이해를 학교태(schooling)의 언어적 소통에 대한 이해로 대신하거나, 여타

의 학문적 맥락으로 감환된 소통을 교육적 소통으로 오해하고 있다.

교육적 소통은 언어에 대한 화용론적 시각과 교육활동에 대한 이해가 만나는 접점에서 윤곽이

제대로 드러날 수 있다. 교육활동으로서의 언어적 소통의 原形은 교육적인 목적으로 언어게임을

전개할 수 있는 삶의 형식으로서의 교육을 인간의 삶으로부터 추상해 내고, 교육주체의 언어의

화용적인 기능을 설명할 수 있는 교육학의 이론과 개념을 통하여 정립될 수 있다. 이러한 학문적

자각을 토대로 언어의 교육적인 사용을 교육활동의 차원에서 설명하고자 하는 시도들이 전개될

때 진정한 의미의 교육적 소통이 드러날 수 있을 것이다(김지현, 2000a, 2000b; 장상호, 1998).

교육적 소통을 확인하고 그것을 자라나는 후속세대에게 가르치고 배우는 것은 곧 교육적인

삶을 사는 것을 자연스럽게 생각하는 동시에 교육이라는 인간의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얻게 되는

보람과 가치를 직접 체험함으로써 교육에 대한 교육의 효과를 낳을 수 있다. 교과서의 편집이

언어의 직접전달의 패러다임을 벗어나서 지식을 점유할 수 있게 하는 다양한 기능들을 보이는 언

어 구사 방식으로 바뀌거나 학교에서 허용하는 활동들이 개인정신간 국면의 제 조건들을 만족시

키는 여건으로 변화하면서 동시에 수업에서 사용되는 교사의 발화들이 지식의 점유를 가능하게

하는 표현들과 교육의 세계에서 허용되는 다양한 발화들로 이루어지며, 학생들의 배움을 위한 발

화가 적극 수용되고 권장된다면 학교는 진정한 의미의 교육의 공간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학교의 울타리너머 다른 상황에서도, 그리고 통신매체들을 사용하는 가상교육의 상황에서도 교육

활동의 일환으로 사용되는 소통이 교육적인 특성을 가지는 만큼 교육의 세계는 자율적으로 전개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교육적 소통을 통한 삶의 교육화야말로 언어와 교육이 맺을 수 있

는 이상적인 관계 가운데 하나인 동시에, 언어에 대한 교육학적 이해가 제대로 이루어지는 경우

에 바랄 수 있는 뜻깊은 결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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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ducational Significance of the Communication

Theory of Constructivism

Kim , Je e -Hye o n*2)

Language usage for teaching and learning can be referred to as educational communication . It has

been a common assumption that a person can relay knowledge to another using language as a vehicle.

This paradigm, which can be referred to as 'direct instruction' is challenged by recent theories and research

findings on constructivism, especially radical constructivism including J. Piaget and socio-cultural

approach according to L.S. Vygotsky.

Radical Constructivism shows that human knowledge is subject-independent, constructive, and holistic.

It is also found that language is not a mirror of reality. The meaning is relative to the level of knowledge.

Therefore, it is groundless to claim that one can transmit knowledge directly to another through language.

Furthermore educational communication targeting this purpose may result in verbalism' .

Socio-cultural approaches discuss the mediating functions of speech in the appropriation process of

knowledge. Investigating this theory, several characteristics of communication for knowledge development can

be suggested. Firstly, an intermental plane , as the communication context needs to be established. Secondly,

higher levels of development must utilize the intermental functions of speech, not the intramental functions.

Finally, the speech patterns of less developed users have a number of significant functions. These factors must

be admitted and facilitated. These characteristics imply the conditions of educational communication.

Although constructivists' examination obviously contributes to re-assessing current views of educational

communication, it remains difficult to say that they indicate fully the autonomous and unique aspects of

educational communication. Educational communication can be seen as a part of the whole structure of the

educational activity of learning and teaching and it plays a unique pragmatic function to assure intersubjectivity

between all participants in the given educational context. Clearly, here is a need for more extensive research into

educational communication according to theories of education as an independent principle.

Key Wor ds : Educat ional l anguage , Dir ect communicat ion, Appr opr iat ion of knowledge , Mediat i

funct ion of language , Verbal i 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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