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상학적 교육 연구 방법으로서 범례적 이해

(Beispielver stehen )

- 아동의 지각과 행동 이해에 적합한 연구 방법론 탐색 -

조상식(趙相植)
* 1)

철학적 현상학이 교육학의 탐구영역에 수용된 것은 훗설이 제시한 국지적 존재론 (Regionalontologie

의 함의를 따른 것이다. 그것은 특정학문의 독자성을 확보해주고 연구 방법론에 대한 끊임없는 반성을 제

공해 주었다는 점에서 적지 않은 공헌을 했다. 하지만 현상학의 이념과 방법을 따르는 교육학 연구들이

스스로 그 동안의 연구 성과에 회의를 하고 있다는 점은 흥미롭다. 이에 본 논문은 철학적 현상학의 본뜻

에 충실하면서 교육학의 학문적 독자성을 해치지 않는 연구 방법으로서 범례적 이해(Bei spie lver st ehen)을

제시하고 있다. 이 연구 방법의 장점은 교육학의 핵심적인 연구 대상으로서 아동 및 성장세대에 대한

충분한 고려를 하게 해준다는 것이다. 또한 연구자는 구체적이고 사실적인 이야기 를 통해 '대상에

근접한 ' 탐구를 촉진시킬 수 있다. 이를 통해 연구자와 독자는 기존의 이론들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게

된다. 이러한 의미에서 본 논문은 제각기 특정한 연구 주제를 가지는 5가지의 연구 예시를 곁들이고

있다.

주요어 : 범례적 이해, 현상학, 현상학적 교육학, 연구 방법론

I. 들어가는 말

철학적 현상학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핵심적인 내용은, 해당 학문의 연구대상에 몰두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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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연구자에게 연구 대상의 적합성 문제에 대해 끊임없는 반성의 기회를 제공해 준다는 점이다.

이것은 바로 훗설(Edmund Husserl : 1859-1938)이 학(學)으로서 철학의 임무를 논하면서 제시

한 국지적 존재론 (Regionalontologie)에 입각하여 제 학문의 학문적 정체성 논의에 방법론적

안목을 주려는 데에서 유래한다(Loch, 1992 : 157-160). 하지만 교육학 탐구 전통에서 현상학의

방법과 이념을 수용한 과정을 추적해 보면 만족스런 성과가 있었는지 의문이다. 철학적 현상학

전통 내에서의 분화과정 못지 않게, 현상학을 적극 수용했던 인접 학문에서도 다양한 흐름 및

학파들이 있었으며 나중에는 제각기 독립하여 심지어 서로 이론적으로 대립하기에 이르렀다는

지적(Lippitz, 1984a : 102)은 별도로 한다고 치더라도, 교육학 내에서도 그 동안의 현상학적 지

향에 대해 반성하는 소리도 적지 않다1). 그러한 자기반성의 요점은 한편으로 철학적 현상학의

메타 이론적 함의를 지나치게 의식하여 교육학의 학문적 특수성을 소홀히 했다는 것이며, 다른

한편으로 현상학적 방법과 이론이 교육학에 오히려 혼란만을 가중시켜 교육학 내에서 사용되는

현상학 개념들이 자주 다양한 입장으로 분기된 형국 (Rittelmeyer, 1989 : 26)을 띠고 있다는 것

이다.

이러한 과제에 직면하여 교육학의 학문적 독자성을 해치지 않으면서 동시에 개념적 불명료성

에도 빠지지 않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교육 사태에 대한 적합한 이해와 연구 대상영역에 대

한 재검토가 요구된다. 요컨대 현상학의 방법과 이념에 충실하면서 동시에 교육 연구 대상의 특

수성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교육학 연구에서 핵심적인 개념들 중의 하나인 아동 및 성장세

대 범주에 대한 올바른 이해는 이러한 과제를 해결하는 데에 지렛대 역할을 한다고 생각된다.

훗설이 이론적 태도 , 혹은 이념의 옷 (Ideenkleid)이라고 부른 학문 연구의 관행에 비추어 설

명하자면, 교육학 문헌이나 교육 실천에서 사용되는 아동 내지 성장세대 개념은 인지심리학이

나 정신분석학과 같은 이론의 도움으로 구성된, 간단히 말해 성인의 머리에서 산출된 구념(構

念, construct)이다. 이러한 구성에 기초해 있는 아동 개념을 검토해 보면 (Rittelmeyer, 1989 :

11), 우리 성인의 세계 이해방식과 아동 및 청소년의 그것이 다르다는 것이 드러난다. 이것이

바로 현상학의 이념과 방법을 통해 기존 교육이론의 개념들을 바로 잡게 해 주는 중요한 이유

이다. 이 문제는 이미 거비취(Gurwitsch, 1976) 현상학에서 타자의 정신적 고유성 2)이라는 테마

로 다루어졌으며 교육학에서도 활발히 논의되었다(예컨대, Meyer-Drawe, 1984 ; Meyer- Drawe,

Waldenfels, 1998 ; Lippitz, 1992). 이렇게 현상학이 가르치는 방법론적 틀에 충실하면서 교육학

이론을 구성하고 있는 수많은 개념들의 생성방식을 반성하게 하는데 유용한 방법이 바로 범례

적 이해 (Beispielverstehen)이다.

범례적 이해의 방법은 80년대 초 이래 교육학 방법론 논의에서 등장했던 이른바 교육학의

해설적 예증(例證) (pädagogische Kasuistik)으로 널리 추천된 것이다3). 이 방법은 이론적으로

선(先)구조화된 안목에 치우쳐 교육사태에 접근하는 태도를 지양하고 우리의 경험에 기초한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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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나 장면을 기술함으로서 교육 현실(Erziehungswirklichkeit)에 근접한 인식을 하도록 하는 방

법이다. 그래서 이 방법은 흔히 예시화 (Exemplifizierung) 혹은 범례적 기술 (exemplarische

Deskription)이라고도 불리운다. 리피츠(Lippitz, 1983 : 243)가 말했듯이, 이 방법은 미리부터

어떤 이론을 거쳐 걸러지지 않고 우리의 경험에 밀착하여 철학하는 방식으로서 … 이미 현상학

적으로 훈련되고 보존된 연구방식이다. 그러나 연구자의 경험에서 직접 도출되었다고 해서 무

조건 개인적으로 고립된 이해 방식으로 보면 안된다. 오히려 이 연구방법은 개인의 과거 및 현

재 경험 그리고 우리의 일상에서 벌어지는 사실적인 이야기를 통해, 독자의 경험에 공감적으로

접근하여 연구대상을 상호이해시키게 해 준다. 그렇게 함으로써 예시화는 독자들로 하여금 자

신의 경험을 다시 확인, 보충하게 해 주며 심지어 교정해 주는 역할도 한다(Lippitz, 1983 : 250).

메를로-퐁티가 지각의 현상학 에서 사실성의 해체 (Zersetzung der Faktizität)라고 일컬은 개

념(Lippitz, 1984a : 115)도 바로 딱딱한 이론의 껍질을 부수고 다양하고 풍부한 경험 세계에 기

초한 연구자와 독자간의 상호 이해를 가리키는 것이다.

이 글에서는 먼저 교육학에서 현상학을 수용해 온 역사적 과정을 간략히 개관한다. 각기 강

조점을 달리하면서 수용된 다양한 현상학적 교육학의 입장들을 살펴보면서 교육학의 연구 방법

론의 반성을 위한 역사적 안목을 제시하려 한다. 다음으로 필자가 범례적 이해 연구 방법에 입

각하여 직접 시도한 5개의 사례를 선별하여 실었다. 물론 각 예시화 가 의도하는 교육 이론적

해명은 제각기 배경으로 하고 있는 전체 테마에 비추어야만 완전히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4).

하지만 각 예시화에서 기술되고 있는 현상학 이론에 대한 소개는 훗설과 메를로-퐁티의 핵심적

인 주장을 거의 포괄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범례적 이해 가 안고 있는 방법론적 약점과 문제점

을 논의하기로 한다.

Ⅱ. 교육학의 현상학 수용과정에 대한 역사적 개관

스피겔버그(Spiegelberg, 1965)가 현상학자 수만큼이나 현상학이 존재한다라고 지적했듯이,

현상학의 흐름을 깔끔하게 보여주는 지도를 제작하기가 그리 쉽지만은 않다. 이러한 이론적 입

장 규정의 불투명성 (Rittelmeyer, 1989)은 현상학적 교육학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이 때문에 독일

교육학 분야에서 현상학적 연구 흐름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상이한 현상학적 시도에서 강조점

을 조금씩 달리하면서 연구되었던 다양한 교육학 논의, 즉 현상학적 패러다임의 변화 과정을 중

심으로 설명하는 것이 유용하다5).

그로토프(Groothoff, 1975)는 현상학과 교육학의 관계를 설명하면서, 교육학 영역에서 현상학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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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을 수용하는 과정을 몇 가지로 정리했다. 먼저, 20세기 초기에는 로흐너(Lochner), 피셔(A.

Fischer), 라이어(Reyer) 등으로 대표되는 교육학적 사실연구(Pädagogische Tatsachenforschung) 가

있었다. 이 초창기 현상학적 교육학은 연구 방법론적 기초를 교육현상이라는 사실의 기술에 두었

다. 그 연구 목적은 현상학적 방법을 도움으로 교육학의 학문적 자율성을 확보하는 데에 있었

다. 그래서 기술의 본래 동기는 바로 교육학의 구성 문제 중의 하나로서 인식론적 문제 (Loch,

1992 : 164)였다. 기술적 교육학의 연구자들에게 이 과제의 해결은 단지 현상학을 통해서만 가

능해 보였던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시도는 흔히 소박한 실재론 혹은 성층권(成層圈) 사

상 (Stratosphärendenken) (Lippitz, Meyer-Drawe, 1986 : 6)으로 비난받곤 했으며, 특히 현상학

을 방법론적으로 오해했다고 격렬히 비판되었다. 예컨대 리피츠는 사실 연구자들은 현상학적

방법을 단지 도구적 의미에서 방법 (Lippitz, 1984a : 105)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렇

게 기술로서 현상학적 방법의 이해는, 모든 학문에 선입견 없는 접근을 통해 방법론적으로 보

증된, 각 학문의 정당성의 기초를 제공하려는 훗설의 의도( 사상 자체로 )를 오해했다는 것이다.

제 2차 세계 대전으로 인한 학문 연구의 공백이 있은 후, 50, 60년대에 현상학적으로 지향된

교육학 연구는 소위 교육학의 인간학적 전환 (anthropologische Wende)6) 흐름에서 다시 재개

되었다. 이 시기에 두 인물이 특히 눈에 띄는데, 생철학적·현상학적 방면의 볼노우(O.F.

Bollnow)와 심리학적, 인간학적 현상학을 받아들인 랑에펠트(M.J. Langeveld)가 대표적이다7).

볼노우 현상학은 실존주의적·생철학적·해석학적으로 채색되었고 훗설에서 다소 벗어나 있었

으며 심지어 훗설과 정면으로 대립한 하이데거의 존재분석(Daseinanalytik)에 가까이 가 있었다

(Lippitz, 1984a : 102). 반면에, 랑에펠트의 현상학은 1930년대 이래 프랑스의 메를로-퐁티의 이

론 전개에 자극을 받은 현상학 사상의 획기적인 변모와 밀접히 관련 있다. 즉 랑에펠트는 교육

학 연구에서 육체, 감정, 지각 등과 같은 범주를 복권하여 새로운 연구 주제를 자극했다. 그래서

그는 네델란드의 우트레히트(Utrecht) 학파 의 원조이며 나중에 독일어권으로 역수입되어 현상

학적 교육학의 이론 전개에 지대한 영향을 준다.

80년대 초반 이래 현상학에 다시금 관심을 돌리게 한 두 가지 흐름이 있었다. 먼저 미국의 사

회현상학(social phenomenology)에 의해 지적으로 자극받은 소위 일상으로의 전환 (Alltagswende)

이 있었다8). 다른 한편으로 교육 인간학의 이론형성을 랑에펠트 이후 우트레히트 학파의 교육

연구에 결합시키고 현상학적 교육학 논의를 풍부히 하려는 일련의 시도들이 있었다. 이는 특히

훗설 후기 현상학의 핵심 개념인 생활세계를 중심으로 탐구되었다(예컨대, Meyer-Drawe, 1982,

1984). 한편 생활세계로 강조점 변화가 독일어권 교육학의 이론 형성에서 이중으로 굴절된 수

용과정을 거쳤다는 점은 흥미롭다. 첫 번째 수용과정은, 미국의 지식사회학의 주요 흐름 중의

하나인 쉬츠(A. Schütz)와 같은 사회과학의 지적 전통에 대해 프랑크푸르트 학파가 학문 탐구

논리에 입각하여 비판한 논의 성과를 경유한 것이다. 두 번째의 굴절된 수용과정은 현상학적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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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학이 훗설 현상학을 전체적으로 검토했다기보다, 주로 생활세계적 현상학으로부터 영향을 받

았다는 점이다. 주지하듯이 일상의 주제화는 훗설이 선험적-관념론적 반성 이념을 극복하기 위

해 공식화한 후기의 문제의식과 그의 제자들에 의해 더욱 급진적으로 전개되어진 현상학의 한

흐름이다. 이렇게 사회현상학을 경유한 수용과정은 교육학과 현상학의 관계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었다. 이 수용이 현상학이나 교육학 양자에서 보았을 때 제대로 된 것인지에 대해, 리피츠

는 철저히 비판적이다. 그에 따르면 철학적으로 독자적인 사상흐름으로서 현상학의 견지에서

보았을때, 교육학 탐구 영역에서 현상학의 논의와 이론형성은 극히 불명료하다는 것이다

(Lippitz, 1984b).

이렇게 현상학적 교육학의 부침을 경험하면서 교육이론가들은 공통된 문제의식을 얻게 되었

는데, 그것은 바로 지나치게 철학적 현상학의 이론과 개념에 몰두하는 것보다는 현상학의 이념

에서 벗어나지 않으면서도 구체적인 교육현상을 충실하게 기술하면서 기존의 교육이론을 수정

보완해가고 동시에 새로운 연구 주제들을 찾아내는 것이다. 이러한 반성에서 가장 합당한 연구

방법들 중의 하나로 등장한 것이 바로 범례적 이해이다.

Ⅲ. 범례적 이해의 연구 예시

예시 1 : 먼지로 뒤덮힌 버스

어떻게 선험적 주관성에 도달할 수 있는가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흔히 훗설에 의해 고

안된 현상학적 규칙을 자주 인용한다(Loch, 1992 : 161 ; Lippitz, 1984a : 109 ; Rittelmeyer,

1989 : 10 ; Danner, 1994 : 126). 그것은 세 단계로 이루어져 있다. 먼저, 우리는 세계에 대한 판

단을 유보해야만 한다. 왜냐하면 그것은 전통적, 종교적, 과학적 해석으로 물들어 있기 때문이

다. 훗설은 이러한 세계를 이론적 세계 라고 부르고 그러한 사고방식을 이론적 태도라고 부른

다. 단너의 표현으로 우리는 세계를 정돈하려는 (zurechtmachen)(Danner, 1994 : 127) 습관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훗설은 이러한 판단 일반을 유보하는 것을 판단중지 (epoché)라고 부른다.

이는 일상적인 단어로 정지 (Anhalt)를 뜻하며 현상학적인 의미에서 소박한 존재 믿음의 실행

중지를 가리킨다. 그로부터 나온 분석수준은 이제 자연적 태도 (natürliche Einstellung)로 표현

된다. 이 자연적 태도는 — 긍정적인 의미에서 — 소박하고 즉각적으로 존재하는 세계와 삶의

방식과 관련 있다.

이러한 첫 번째 판단중지가 현상학적 방법의 서두를 만들어 주었다면, 이제 현상학적 환

원 (phänomenologische Reduktion)은 자연적 태도 에서 현상학적 태도 로 이끌고 간다. 그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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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우리에게 일차적이고 본래적인 세계가 점차 가까이 다가온다. 자연적 태도의 소박성을 극

복해 주는 현상학적 환원 고유의 실행은 그 반성능력에 있다. 의식의 반성과정을 통해 자연적

태도는 극복된다. 더욱이 이 현상학적 환원에서 반성주체는 비로소 자신의 의식체험의 중립

적인 관조자 (Janssen, 1976 : 66)가 된다. 현상학적 태도 를 취하면서 주체는 자신을 관조한다.

여기서 관조의 대상은, 우리의 의식이 어떤 것을 향한다는 의미에서 지향성 이다. 한편 대상은

이미 지각된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대상이 실재하는지 아닌지는 물을 필요가 없다. 다시 말해

서, 세계는 그 사실성(事實性, Faktizität)에서 괄호쳐진다 (Danner, 1994 : 130). 교육학 개념을

통해 이를 다시 이해해 보자. 아동이라는 범주가 첫 번째 판단중지에 의해 선입견 없이 순화되

었다면9), 이제 아동 스스로에 의해 구성된 판타지는 현상학적 태도 의 단계에서 관조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여기서 판타지의 실제성이 문제가 되지 않고 그것이 향하고 있는 대상, 즉 (아동에

있어서) 의식의 지향성만이 중요하다. 그것을 분석하는 것이 바로 현상학적 교육학의 과제이

다. 이를 해명하기 위해 필자의 어린 시절 경험에서 온 일화를 예로 들어 본다.

내가 2살쯤 되었을 때, 어머니를 따라 집에서 약간 떨어진 과수원에 갔던 일이 있다. 그때 어머니

는 아마 과수원 옆에 사는 어느 지인과 약속차 그리로 갔던 것 같다. 다만 나의 기억으론 그곳에서

동년배 아이들과 땅에 떨어진 대추를 줍던 일은 뚜렷하다. 나와 어머니는 버스로 그 과수원에 갔다.

당시 도로가 포장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탄 버스는 상당한 먼지를 냈다. 버스에서 내린

후, 나는 많은 먼지를 내면서 저 멀리 떠나가는 버스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그러나 갑자기 나는 상

당히 놀라며 버스 정거장에서 한 동안 멍하니 서있었다. 먼지 속에 덮힌 버스가 한바퀴 돌더니 흔적

도 없이 사라진 것이 아닌가?

내가 탄 버스의 내부 공간에는 먼지가 들어오지 않았다. 그러나 버스가 모퉁이를 돌았을 때,

바깥에서 본 버스는 먼지로 뿌옇게 뒤덮혔고 그 순간 내 눈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졌던 것이다.

어린 내가 있었던 버스의 내부와 외부에서 경험하는 상이한 지각으로부터 나의 판타지는 존재

와 비존재로 치달았던 것이다(!)10). 어린 나에게 버스는 쉼 없이 운동하는 물체로 지각된다. 대

상을 주로 불변성의 테두리에 가두어 놓고 사고하길 좋아하는 성인들과 달리, 아동은 대상을 지

나쳐 가는 외양의 다양성과 운동성을 통해 지각하는 습관이 있다. 따라서 아동은 명사에 대한

명확한 관념을 갖고 있지 않다. 모든 대상을 불변성과 독립성에 기초하여 가설을 세우는 성인의

지각에서 이러한 아동의 지각 방식이 단지 착각 혹은 착시로만 간주되는 것은 당연할지 모른다.

예시 2 : 머리가 둘인 어른

독일의 현상학자 발덴펠스가 액화된 변증법 (verflüssigte Dialektik)(Waldenfels, 1968 : 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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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고 부른, 메를로-퐁티의 중간입장은 경험주의와 합리주의 양자를 동시에 반대하는 것이

다11). 먼저 메를로-퐁티는 내면성 없는 외부에 머물러 있는 경험주의를 비판하면서, 아무리 단

순한 사물 경험도 육체적 기능에 모종의 요구를 한다는 점을 지적한다. 동시에 그는 외면성 없

는 내부로 특징지어지는 합리주의에 반대하면서, 지극히 미묘한 자아 경험도 육체적 존재에 의

존하고 있다고 주장한다(Merleau-Ponty, 1966 : 352. 이하 PW로 줄임). 그래서 육체성은 세계와

의 직접적 관계의 척도가 된다.

이러한 양 극단적인 견해에 대항하면서 메를로-퐁티는 이미 모든 철학의 핵심적인 문제들 중

의 하나인 감각 문제를 건드리고 있는 셈이다(Tilliette, Metraux, 1973 : 192). 그래서 그의 책

『지각의 현상학』서문에서 메를로-퐁티는 널리 인용되는 다음의 핵심 테제를 천명했다. 세계

내에 존재하면서 우리는 감각적 존재로 선고받았다. 역사에서 그 이름을 찾지 않고서는 그 어떤

것도 말할 수도 행동할 수도 없다 (PW : 16). 다시 말해서, 우리는 반성 이전에 이미 세계에 뿌

리박고 있다는 것이다. 메를로-퐁티의 다른 말을 직접 인용하자면, 나의 육체는 세계를 소유하

고 있는데, … 표상이라는 통로를 가로지를 필요가 없다 (PW : 170). 그는 지각에 대해서도 이

와 같은 맥락에서 말하고 있다. 주어진 사물의 형국을, … 창조적인 것으로 생성시키는 것이 바

로 지각행위의 놀랄 만한 본질이다. 여기서 단지 그 의미를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하나

의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다 (PW : 58). 따라서 지각행위는 이미 의미 자체를 갖고 있다. 요컨대

메를로-퐁티에 따르면 지각은 그야말로 의미 자체를 담지하고 있는 원전(Urtext) (PW : 41)인

셈이다.

필자가 보기에, 메를로-퐁티의 언어관은 인간의 육체, 지각, 의미의 관계를 더욱 뚜렷이 이해

시켜 준다. 그는 주장하기를, 언어를 기술하려는 시도는 이제 고전적인 주체와 객체의 대립을

극복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PW : 207). 메를로-퐁티에 따르면, 경험주의와 합리주의

는 공통적으로 단어가 하나의 의미를 갖는다 (PW : 210)는 자명한 사실을 망각하고 있다. 이

말을 다시 한번 설명해 보자. 만약 우리가 발화자의 행위를 그의 얼굴 표정과 함께 살펴보면,

언어란 특정한 현상을 가리키는 기호이지 사고가 제시하는 기호가 아니라는 사실이 금방 확인

된다. 이에 메를로-퐁티는 언어는 하나의 현상, 다시 말해, 연기나 불과 같은 기호이지 사고의

기호가 아니다 (PW : 215) 라고 주장한다. 이를 다시 교육적 사태에 적용하여 보자.

2살이 되던 해 나는, 고모와 목욕탕에 갔다. 욕탕이 남녀에 따라 구분되어 있었지만, 어린 나는 여

탕에 들어 갈 수 있었다. 목욕을 끝내고 목욕탕을 떠나면서, 나는 고모에게 질문을 했다. 욕탕에서

봤는데, 어른들은 두 개의 머리를 갖고 있어. 근데 나는 왜 하나밖에 없어?

이 작은 이야기를 나 스스로 정확히 기억해 내지는 못했다. 나는 이 기억을 나의 고모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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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은 것이다. 물론 내가 목욕탕에서 본 것은 두 개 머리를 가진 괴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모든

성인들이 두 곳의 신체 부위에 갖고 있는 짙은 체모를 가리킨다. 어린 나에게 머리라는 단어는

하나의 의미, 즉 짙은 털이 모인 신체 부위 라는 의미를 가진다. 교육학적 견지에서, 즉 구체적

으로 아동의 언어발달이라는 측면에서 이 이야기는, 단어는 사고를 치장시키기 위한 단순한 수

단이 아니다 (PW : 216)는 것을 보여준다. 2살배기 나에게 머리라는 단어는 대상을 정확히 포괄

하는 언어의 기능 이전에 이미 어떤 하나의 의미를 가졌다. 더군다나 나는 그 의미로 내가 지각

한 대상을 표현하고자 했을 뿐이다. 나는 나의 생각을 이미 학습하고 이해한(!) 단어를 통해서가

아니라 특정한 상황, 즉 짙은 수증기로 뒤덮힌 욕탕 속에서 구체적인 대상을 지각하고 난 뒤,

즉각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이에 메를로-퐁티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단어 및 언어는 … 감각적

세계에서 사고 자체의 현재화 방식이며, … 사고의 몸인 셈이다 (PW : 216). 메를로-퐁티의 언어

관은, 주지주의가 세계의 대상성(對象性, Gegenständlichkeit)을 단지 언어 개념에만 관련지으려

하고 마찬가지로 경험주의도 대상을 아무런 의미도 가지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고 있듯이, 정신

과 육체의 이분법이 너무 성급하게 일면적인 객관화 — 즉 전자는 언어적 개념화이고 후자는

대상의 사물화 — 를 초래하고 만다는 사실을 비판하고 있다. 이러한 이분법을 극복하기 위해,

메를로-퐁티는 세계로 접근하는 통로로서 인간의 육체성 현상에 주목한 것이다(Waldenfels,

1968 : 353 참조). 여기서 세계는 모든 반성 이전에 우리가 향하고 있는 세계이다.

예시 3 : 웅덩이에 빠진 어른

예시 2에서 보았듯이, 이원론의 성급한 객관화 길을 피하기 위해 메를로-퐁티는 육체성의 범

주를 논의의 전면에 둔다. 그래서 육체의 문제가 그의 철학의 중심 주제이다. 메를로-퐁티에 의

하면 우리의 육체는 모든 표현 공간의 중심지일 뿐만 아니라 표현운동 그 자체이기도 하다. 육

체는 우리가 세계를 소유하는 데에 있어서 긴요한 수단이다 (PW : 176)라는 그의 유명한 테제

는 육체와 우리 자신 및 다른 사물과의 관계를 잘 요약해 준다. 이러한 세계 소유의 일반적 매

개물 (Waldenfels, 1968 : 353)로서 육체는 플레스너(H. Plessner)의 존재로서 육체/ 소유로서 육

체 개념과 훗설의 활동하는 육체/ 사물로서 육체 (fungierender Leib/ Körperding) 개념을 연상

시킨다. 그 의미를 특히 발덴펠스가 더욱 쉽게 설명해 주고 있다. 육체는 직접적인 체험과 공감

이 일어나는, 언제나 '나'의 육체요 '너'의 육체이다. 그리고 육체는 외적인 관찰과 조작에 노출

되어 있다는 의미에서 사물로서 육체(ein Körper)이기도 하다 (Waldenfels, 1968 : 354). 결국 우

리의 육체는 이중적 관계에 있게 된다. 즉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세계에 대한 관계와 세계가 제

각기 소유하고 있는 많은 자아들에 대한 관계가 그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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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에 대한 육체의 첫 번째 관계를 이해하기 위해, 먼저 메를로-퐁티의 글을 읽어보도록 하

자. 나는 살아있는 육체의 기능을 이해하는데, 그 기능을 직접 실행하면서이다. 그 속에서 나는

언제나 세계를 향하고 있는 육체 자체이기도 하다 (PW : 99). 두 개의 주요한 문장으로 구성된

위의 인용문은 다음과 같이 이해될 수 있다. 먼저, 육체의 기능은 육체적 실행 자체를 통해서만

이해될 수 있다. 다음으로, 내가 세계를 향해 있다면 그것은 이미 내가 사물, 다른 생물 그리고

타인과 정신적, 감각적, 정서적 활동에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12). 육체가 세계와 우리를 중개하

는 역할을 한다는 말은, 육체가 우리의 정신적, 운동기능적 활동에 한계를 설정한다는 것을 의

미한다. 이것은 필자가 앞에서 든 먼지로 뒤덮힌 버스의 예화에 잘 드러나 있다. 버스 안에서

는 먼지가 보이지 않지만 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는 버스는 먼지에 뒤덮힌 채, 심지어 갑자기

사라지는 것처럼 보인다. 우리는 이러한 것을 어린 시절 경험에서 수없이 찾을 수 있다. 예컨대

어린 시절 그토록 커 보였던 고향의 다리는 지금 나이에서 보았을 때 전혀 다른 크기로 나타난

다. 이는 우리의 기억 내용이 그 자체로 끊임없이 변형되는 데에도 원인이 있지만, 과거에 지각,

경험되는 사물의 크기가 당시의 우리의 신체 크기에 의해 미리 규정되는 데에 근본적인 이유가

있다. 다음의 이야기는 필자의 어린 시절 경험을 기술해 놓은 것이다. 그것은 우리의 지각이 우

리 자신의 육체, 즉 몸의 크기와 사물에 대한 당시의 정서적 태도에 의해 제한된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다.

나는 어린 시절의 한때(8살에서 13살까지)를 작은 시골에서 보냈다. 요즘 아이들은 해당 연령대에

미리 맞추어 거의 실물과 다름없이 제작된 모형 장난감이나 실제보다 더 생생한 컴퓨터 오락기를 갖

고서 놀겠지만, 당시 내 또래, 특히 시골 아이들은 장난감을 나무, 흙, 돌과 같은 자연 소재를 이용해

직접 손으로 만드는 데 익숙해 있었다. 특히 전쟁놀이를 할 때면 나와 나의 병사들은 나무로 무기

를 손수 만들었다. 예컨대 우리는 나무칼을 사용하는 사람들에 맞추어 그 길이와 무게를 조정했다.

그러한 제작방식은 이웃 동네에서 온 키 큰 적(敵)들과의 전투경험(!)을 통해 터득된 노우하우였다.

적들은 우리보다 더 무겁고 긴 칼로 무장하고 있었다. 그래서 적에게도 뒤지지 않으면서 우리 병사

들의 몸에도 무리가 가지 않는 칼을 만드는 것이 관건이었던 것이다.

당시 한국의 정치-군사적 상황은 전형적인 70년대 냉전시대였다. 그래서 시골 산에는 수많은 방공

호가 있었다. 그것은 우리에게 전쟁놀이를 위한 좋은 환경을 제공해 주었다. 우리는 이 웅덩이를 우

리 식으로 개조하여 우리의 기지로 변형시키곤 했다. 우리 기지를 적의 관측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나무, 낙엽, 잔디 등으로 웅덩이를 위장시켰다. 먼저 나무와 낙엽으로 덮고 그 위에 잔디를 깔아 적

으로 하여금 마치 편평한 땅으로 보이게끔 만들었다. 그러나 사건은 예상치 못했던 곳에서 발생했다.

우리의 적은 동년배 아이들이 아니라 어른이었던 것이다. 어느 날 들에 일하러 가기 위해 이곳을 지

나가던 동네 아저씨가 그 웅덩이에 빠져버린 것이다(!)13).

인용한 예화는 교육학적 견지에서 다양한 놀이 기구 — 특히 인공소재와 자연소재의 차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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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관련된 아동들의 지각방식 및 판타지 유형을 분석하는 데에 기초적인 소재를 제공해 줄 수

있으며, 동시에 아동기의 생활 유형에 대한 사회사(社會史)적 분석의 안목14)을 제공할 수도 있

다. 하지만 메를로-퐁티의 현상학과 관련지어 이 이야기는 아동기의 육체가 아동 자신의 세계내

행동의 범위와 각도를 제한하고 있음을 잘 보여준다. 여기서 아동의 육체는 그 물질성을 획득하

고 아울러 자신과 세계의 직접적 존재 방식을 규정한다. 다시 말해 아동 — 또한 성인도 — 은

세계의 의미를 아동 자신의 육체에 의해 한계지어진 방식으로 획득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나의

육체는 스스로를 경험할 수 있으며 동시에 다른 경험에도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세계를 소유하

기 위해 필요한 매개물이라는 의미에서 육체는 우리가 세계 속에 내린 닻 (PW : 174)이다. 육

체를 통해 우리는 세계를 소유하면서 동시에 세계에 속하는 것이다. 메를로-퐁티가 이미 예로

들고 있듯이(PW : 175), 타자법을 익히는 것은 사고 자체 만으로가 아니라 글자판의 공간을 우

리의 육체공간(손을 포함한 팔)과 통합시키는 것이다. 나는 운동의 매순간, 순수히 이념이나 대

상만을 겨냥하지 않는다. 오히려 나는 나의 살아있는 육체가 지금 존재하는 사물의 구체적인 부

분을 겨냥하여 무언가를 실현하려는 활동을 경험한다. 여기서 우리의 육체는 일종의 세계를 향

해 꾸준히 운동해 가는 관문 (같은 곳)인 것이다. 다른 곳에서 메를로-퐁티는 육체의 기능과 관

련하여 다음과 같이 말한다. 육체는 모든 운동정향의 영점(零點) (PW : 125)이며 유기체 속의

심장일 뿐만 아니라 세계 속의 심장이기도 하다 (PW : 239).

이러한 육체의 이중적 기능을 설명하기 위해 메를로-퐁티는 그가 직접 몰두했던 신경병리학

의 연구사례를 들고 있다15). 연구 대상이던 어린 슈나이더(Schneider)는 뇌가 심하게 손상된 정

신 장애아이였다. 먼저 메를로-퐁티는 슈나이더의 아무 문제없는 일상적인 움직임을 기술한다.

이 아이는 명령에 대해 그다지 준비를 요하지 않는 구체적인 운동은 잘 실행하는 반면, 어떤

실제적인 상황에는 반드시 필요하지 않는 추상적인 몸동작, 즉 의식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하

는 팔이나 다리를 움직이거나 손가락을 구부리고 펴라는 요구에 대해 자연스럽게 몸동작을 할

수 없었다. 마찬가지로 그는 자신의 몸의 위치(예컨대, 머리부분)나 신체 부위의 미세하고 수동

적인 움직임을 스스로 기술할 수 없었다(PW : 128). 메를로-퐁티에 따르면 구체적/ 추상적 운

동은 뚜렷이 구분될 수 있다. 슈나이더의 구체적인 운동 능력은 그가 신체 행동에 있어서 극히

현상적인 공간에 머물러 있음을 보여준다. 반면에 자신의 신체부위의 위치를 지각하면서 슈나

이더는 마치 미리 쓰여진 원고 없이는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PW : 136) 연설자처럼 행동한다.

말하자면 슈나이더는 운동 자체를 탐색하는 것이 아니라, 운동의 초점이 맞추어질 때까지만 움

직이는 것이다. 따라서 구체적/ 추상적 운동의 차이는 분명해 진다. 메를로-퐁티의 말로 직접

정리하자면, 구체적 행동의 배경이 주어진 세계라면, 추상적 행동의 배경은 구성되어진 세계이

다 . 슈나이더가 곧 육체이며 그의 육체는 세계가 스스로 작동시키는 능력의 일부분일 뿐이다

(PW : 132). 슈나이더에게 결핍된 것은 운동 능력(기계적인 신체 움직임)도 사고(추상적 정신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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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도 아니다. 단지 그에겐 자신의 육체를 세계와 연결시켜 주는 망 (Netz)(Seewald, 1992 : 30)

이 결여된 것이다.

슈나이더의 행동에 대한 연구보고에서 우리는 육체가 가지는 중요한 의미를 확인할 수 있다.

요컨대 육체는 사고주체와 연장자라는 이항대립에 선행하는 제 3의 형식이다. 다시 말해, 우리

의 육체는 반성적 이해 행위 이전에 이미 세계와 관계한다. 육체는 의식적 주체가 담당하는 세

계인식 활동과 별도로 주체 자신과 외부세계를 직접적으로 연결시키는 고유한 역할과 기능을

가진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인간 육체의 부정적, 제한적 특질에만 주의를 기울인다면 메를로

-퐁티의 생각을 오해할 수도 있다. 메를로-퐁티에게 육체는 주체의 고유한 자기활동을 제한하는

사실적인 현존성 (faktische Vorfindlichkeit)(Waldenfels, 1968 : 355)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긍

정적으로(능동적으로-인용자) 행동을 일으키는 지향성 (같은 곳)이기도 하다. 이렇게 육체가 의

식의 수동적인 차원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을 주재하면서 다른 극단인 선험적 주관과 함께 인간

의 삶 전체를 떠맡고 있다는 사실을, 메를로-퐁티는 신체-주관 (le corps propre)이라 명명한다.

예시 4 : 잠자러 가는 달

외계의 사물과 타인을 지각하는 방식에서 아동과 성인은 분명히 다르다. 이러한 사실은 아동

의 경험과 행동을 설명하는 지각의 현상학의 첫 번째 원칙이다. 흔히 논리적 합리성에 의해 작

동되는 성인의 사고방식과 지각방식 — 이것도 검토해 보아야 할 주장이지만 — 에서 보았을

때, 아동의 사고와 행동은 언제나 혼란스런 것으로 간주된다. 아동의 경험구조와 행동방식을

형식적-합리적 원리 로 환원해서는 안 되는 이유는, 아동과 성인에 의해 구성되는 세계가 서로

다르다는 사실만이 아니라, 교육적 인간학의 의미에서 우리 성인은 아동에 대한 연구로부터 무

언가를 배울 수도 있다는 데에 있다. 다시 말해, 아동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통해 인간 일반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가 비로소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발생의 산물 (Meyer-Drawe, 1988 :

127)에 대한 주목이 바로 랑에펠트의 아동의 인간학 (Langeveld, 1956)의 근본 이념이기도 하다.

아동 지각의 독특성을 이해하기 위해 필자는 사적인 경험 — 단너는 이를 개인의 지도(地

圖) (Danner, 1984 : 183)라고 부른다 — 에서 도출한 예시를 통해 설명하고자 한다. 다음의 이

야기는 예전에 필자의 누이에게서 들은 조카의 어린 시절 경험에서 왔다.

늦은 밤 9시. 하늘은 구름 한 점 없이 맑다. 하늘의 별이 뚜렷이 보일 정도이며 달도 덩그러이 떠

있다. 3살 난 진우와 엄마는 귀가중이다. 진우는 약간 졸리는 눈으로 하늘을 힐긋 본다. 그때 그는

혼자말로 중얼거린다. 하늘에 별은 가만히 있는데 달만 움직여. 그러자 갑자기 엄마에게, 엄마! 쟤

가 우리를 따라와. 누가? 하고 엄마가 묻는다. 진우는 달이 하고 대답한다. 엄마가 진짜? 하고 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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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진우는 즉시 응 진짜하고 대꾸한다. 그리고 엄마는 아이에게 다시 물어본다. 달이 왜 우리를 따

라오지? 그러자 진우는 주저 없이 답한다. 달이 나를 따라와 같이 자고 싶어 하나봐 .

달은 많은 현상학적 교육 연구에서 예시 이해의 소재로 자주 등장한다16). 아마 달이 많은

민족들의 신화의 소재가 되고 동서고금을 통해 꿈의 상징으로 간주되기 때문인지도 모른다17).

혹시 달에 대한 독특한 지각이 비(非)문명화된 인간들의 사고 방식과 아동의 그것 사이에 모종

의 유사성이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는 아닐까? 개체 발생사 및 계통 발생사와 관련하여 아동의

심리발달 과정과 인간 종의 문명화 과정이 생물학적으로 역사학적으로 그리고 심리학적으로 무

관하지만은 아닌지 모를 일이다. 그러나 이 문제는 여기서 그리 간단히 대답될 수 없다.

여기서는 단지 지각의 현상학과 관련지어 다음의 문제에 초점을 맞추기로 한다. 첫째, 달은

아동에게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단순한 대상이 아니다. 오히려 달은 아동의 현재 심리적, 생리적,

정서적 상태(위의 예화에서는 졸리는 상태)에 따라 그 지각 내용이 규정되는, 쉘러(Scheler,

1980)의 용어로 환경세계 (Milieuwelt)이다. 따라서 아동들에게 받아들여지는 대상은 성인들의

논리적 규준으로 재단되어질 수 없고 아동에 고유한 지각의 배열 방식을 통해 설명되어야 한다.

이에 마이어-드라베는 다음과 같이 적절히 설명하고 있다. 어린 아동의 지각은 이미 처음부터

단순한 반성사건으로서 실행되지 않는다 (Meyer-Drawe, 1988 : 130). 둘째, 진우의 달 이야기는

아동에게만 고립된 지각 유형으로 설명되지 않고 성인의 근원적인 지각에도 일반화될 수 있다.

달이 단순히 물리적인 대상만은 아니다라는 말은, 달이 모든 성인 개인에게 동일한 대상으로

지각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달을 지각할 때 우리는 과거의 기억이나 현재의 기분 상태에

따라 개인적으로 독특한 지각내용을 가지게 된다. 메를로-퐁티가 말했듯이, 감각성질들이 우리

를 어떤 일정한 분위기로 옮겨놓는다. 따라서 달은 아동과 성인을 불문하고 모든 이에게 제각기

다른 의미를 갖는다. 달리 말해서, 대상은 우리에게 의미를 먼저 제시하는 것이다. 룸프도 자신

의 달에 대한 예시 이해를 해석하면서, 달이 주는 다의성을 사적(私的)인 달 접촉 (Rumpf,

1979 : 220)이라 부른다. 마찬가지로 사물이 우리를 불러낸다 라는 메를로-퐁티의 말이나 세계

와 사물이 우리에게 도전한다 라는 랑에펠트(1956 : 91)의 말은 이러한 사물 지각의 사적인 속

성을 지적하는 것들이다. 셋째, 성인들은 사물을 측정가능성이나 증명가능성과 같은 물리학적-

자연과학적 개념에 따라(Straus, 1956 : 417 참조) 혹은 사용가치나 기능성과 같은 경제적인 규

준(Meyer-Drawe, 1988 : 132 참조)에서 보려는 경향이 강하다. 반면에 아동은 그렇게 논리적으

로 질서 잡힌 세계에서 살지 않는다. 늦은 밤 졸음으로 가득한 진우에게 달도 마찬가지로 졸리

는 것으로 보였다. 이 때문에 아이들에게 태양이 눈을 가지고 있으며 동물이 말을 하기도 하는

것이다. 본래 슈트라우스(Straus)의 풍부한 표출성의 세계 (Welt voller Expressivität) 개념을 빌

려와 마이어-드라베는 사물의 지각에서 논리적 구조가 아니라 인상-표현적 형태가 특히 중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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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Straus, 1988 : 130)18)고 주장한다. 이러한 이유에서 우리는 — 잠자러 가는 달 예화가 보여

주듯이 — 아동의 사물 지각이 아동 특유의 자기 중심적(혹은 이기적) 경향이라고 성급히 말해

서는 안 된다. 마지막으로 아동의 지각유형을 특징짓는 개념으로서 판타지가 있다. 많은 점에서

아동에 의해 지각 경험되는 세계는 판타지 범주에 의해 설명될 수 있다. 이는 필자가 이미 인용

한 다른 예시 이해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흔히 판타지는 리얼리티에서 이탈하여 그로부터

멀어지려는 것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현재 우리의 사고를 지배하는 세계, 즉 신뢰를 제공하는

전(全)정보구조 (Rumpf, 1985 : 747)는 판타지를 아동의 흥분상태 혹은 결핍된 리얼리티 파악의

증거 (같은 곳)로 간주하려 한다. 특히 학교 공간도 오랫동안 인지적 사고 능력을 강조하는 공

식적 세계관 (Rumpf, 1979 : 209)에 의해 지배되어 왔다. 여기서 판타지로 가득 찬 아동의 경험

과 행동방식은 혼란스럽고 믿을 수 없으며 교정되어야만 하는 것으로 폄하된다. 예술 분야에서

판타지 범주가 창작과 감상에서 긍정적이고 창조적인 역할을 하듯이19), 판타지는 관습적이고

과학적인 신념에 만족하지 않고 일상의 실제를 재창조하는 힘으로 평가될 수 있다. 따라서 언

제나 판타지로 덮혀진 아동의 경험과 지각을 논리적 사고의 전(前)단계로 혹은 성인의 논리적

조작능력에 견주어 결핍으로 간주하는 것은 성급하고 일면적인 결론이다20). 왜냐하면 그것으로

자칫 아동을 이해하는, 아니 더 나아가 인간을 이해하는 중요한 측면을 놓칠 수 있기 때문이다.

예시 5 : 저 사람 웃기게 생겼어

독일 괴팅엔 대학교 의과 대학 부속 병원 건물의 본관 출입구와 의대 도서관 사이에 간이 휴

게실이 있다. 각종 음료수와 잡화를 파는 작은 가게 앞 공간에는 앉아서 쉴 수 있는 탁자와 의

자가 놓여 있다. 거기엔 여느 대학 병원이 그러하듯, 괴팅엔 인근의 여러 지방에서 온 많은 방

문객들로 붐빈다. 의대 도서관이 평일이나 휴일을 막론하고 다른 단과 대학 도서관이나 중앙 도

서관보다 개관시간이 상대적으로 길어서 의대생들뿐 아니라, 다른 전공 학부 소속의 대학생들

도 이곳을 자주 찾곤 한다. 그래서 병원 휴게실은 방문객과 대학생들로 연일 뒤섞인다. 다음의

이야기는 필자의 독일 유학시절 경험에 기초해 있다.

네다섯 살 난 남자아이가 그의 부모와 함께 병원 휴게실에서 아이스크림을 먹고 있다. 이 가족은

주변 작은 마을에서 온 것으로 보인다. 마침 그때 필자가 그 옆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다. 부모가 얘

기를 나누고 있는 동안 아이는 계속 아이스크림을 빨고 있다.

아이 : (필자를 힐긋 보면서) 저 사람 웃기게 생겼네!

아빠 : (약간 당황한 듯) 너 그렇게 말하면 안 돼.

필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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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 웃기게 생겼잖아.

아빠 : (필자에게) 죄송합니다.

필자 : 괜찮아요. 애들인데요 뭘.

(아이에게) 나는 있잖아, 웃기게 생긴 게 아니라

다르게 생겼단다.

아빠 : (웃으며) 예, 그렇습니다.

아마 아이는 외국인과 자기 부모의 외모를 구분할 수 있을 정도로 큰 모양이다. 발달 심리학

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그 아이의 자아는 충분히 형성되어 점차 타인으로부터 자신을 구분할

수 있어 보인다(Meyer-Drawe, 1988 : 136). 여기서 우리는 낯선 것을 대하는 지각방식을 유추

형성이나 공감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것은 아동이 자신의 육체를 매개로 타자를 지각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타인에 대한 지각은 언제나 자신의 육체의 독자적인 실천에 의해 실

행된다는 것이다. 아울러 위의 짧은 대화 상황에서 아이의 아버지가 당황해 하면서 필자에게 사

과하고 당사자인 필자는 그리 유쾌한 기분을 가지지 못했다는 데에 주목해보자. 이 대화 상황은

한편으로 발달 심리학적 의미에서 합리성과 사회성의 기원 문제와 관련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

아동과 성인간의 상이한 지각내용의 처리방식과 연관되어 있다. 필자는 이 문제를 대화에서 대

비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웃기게(komisch)와 다르게(anders)라는 단어의 의미론적 차이에 주목하

면서 해석해본다.

아이가 낯선 사람을 지각하면서 동원한 웃기게라는 표현은, 타자의 육체(외모)가 자신의 육체

의 상태(아이의 당시 기분)와 상응하여 지각의 내면에서 갑작스레 나타난 것이다. 그 아이는 친

숙한 부모를 동행했고 게다가 달콤한 아이스크림을 먹고 있었기에 쾌적한 상태에 있었음에 틀

림없다. 이런 상황에서 아이에게 — 게다가 이방인으로서 — 타자의 외모는 웃기게 로 자연스

럽게 표현되었다. 아주 다른 상황에서였다면, 지각의 결과는 무시무시하게 혹은 무섭게 등으로

나타났을 수도 있다. 지각의 현상학의 관점에서 이것은 공감적 체험 혹은 육체의 실천에 기초

한 아동의 경험 방식으로 설명될 수 있겠다. 이것을 다르게라는 표현과 대비해 보면 그 의미가

더욱 분명해진다. 웃기게, 무시무시하게, 무섭게 등과 같은 표현들은 파편화 되고 즉흥적이고

일시적인 기분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이는 반면, 다르게라는 표현은 반성적 사고에 기초한 논

리적 의미를 강하게 띠고 있다. '다르게'라는 표현 속에는 차이, 비교, 평균, 포섭, 배제 등과 같

은 일련의 논리적 범주들이 숨어있다. 더욱이 이 표현은 반성적 사고의 차원에서 낯선 사람에

대한 관용을 내포하고 있다. 다시 말해 다르게 생겼다 라는 표현은 외모의 차이 때문에 원주민

들로부터 차별화 되는 위험 앞에 이방인을 보호하려는 사회 윤리적 배려를 깔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측면을 서구 근대 이성에 대한 비판적 견해와 관련지을 수도 있다. 예컨대 프랑스 사회

학자 보들리야르는 인종주의를 보편적인 근대 이성의 속성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본다. 그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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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면, 근대 이전에는 심지어 인간과 비인간 사이에 어떠한 규준도 분류체계21)도 없었다. 오히려

서로 마주서 있는 차이들뿐이라는 것이다(Baudrillard, 1982 : 195). 보들리야르는 서구 문화의

합리성이 광인(狂人), 아동, 늙은이, 여성, 장애자와 같은 주변인들을 유폐시키는 결과를 낳았

다고 주장한다. 그의 글에서 직접 인용하자면, 문화의 발전과 발맞추어 계속되는 이탈, 분리로

인해 수많은 범주들이 생기게 되었다 (Baudrillard, 1982 : 196). 따라서 합리성과 사회성의 관점

에서 보았을 때, 인류의 보편적 이성 의 발달 과정은 아동의 경험형성 과정, 즉 대상조작, 사회

성 획득, 언어 학습과정과 적절한 상응관계에 있어 보인다. 그러나 지각의 현상학적 관점에서

아동의 발달과정은 단선적인 것이 아니다. 마이어-드라베가 지적했듯이(Meyer-Drawe, 1988 :

139), 합리성 및 사회성과 관련지어 아동의 발달은 불행하게도 다기능성(多機能性)과 다형성(多

型性) (Polyvalenz und Polymorphie)의 상실22)을 의미할 수도 있다. 다시 말해, 아동들의 선(先)

논리적 세계는 그 바로크적 행태 23)를 잃어버리고 동시에 그들의 야생적 사고 24)가 점차로 길

들여지게 된다.

Ⅳ. 맺는 말

이 글에서 필자는 현상학적 교육학의 연구 방법으로서 범례적 이해를 몇 가지 연구 사례를

통해 소개했다. 연구 방법론의 측면에서 범례적 이해는 연구자의 구체적인 경험에 기초하여

독자의 경험을 환기시킴으로써 상호 이해를 촉진시킨다는 점에서 현상학의 이념에 충실한 것이

다. 아울러 교육학의 핵심적인 연구 대상인 아동 범주를 중요시하기 때문에 교육학 연구의 독자

성도 확보해 준다. 한편 연구 인식론의 관점에서 범례적 이해는 그 자체로 연구자에게 학습경

험을 제공해 준다. 말하자면 연구자가 갖고 있는 사전지식을 연구 대상에 단지 평행하게 적용하

는 것이 아니라, 연구자의 지적인 상상력을 통해 추상적인 이론을 구체적인 연구 대상에 밀착시

켜 해명하고 이 과정을 통해 기존의 이론을 수정 보완함으로써 이론적 지평을 계속 넓혀 나갈

수 있다. 그래서 이론적 전개과정 자체와 연구자의 학습과정을 함께 아우르는 것은 이 연구 방

법의 큰 매력이 된다. 이러한 의미에서 범례적 이해 방법은 기술 공학적 사고방식이 놓치는 측

면을 보완해 준다. 즉 현상학적 교육학은 무엇보다도 아동의 생동적이고 창조적인 행동 특성에

주목하게 해줌으로써 교육적으로 풍요롭고 개방적인 사태에 예민하게 반응하게 해준다. 이를

통해 연구자는 흔히 빠지기 쉬운 이론적 추상화로부터 벗어나 교육 사태 일반, 특히 아동 존재

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게 된다.

한편 전통적인 경험-실증주의적인 연구 인식론에 비해 현상학적 교육학이 방법론적 엄격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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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뒤떨어져 있다는 지적이 자주 있어 왔다. 물론 연구 방법론이 갖추어야 할 체계성과 객관성

의 확립은 현상학적 교육학의 탐구 일반이 해결해야 할 과제인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현상학적

교육학이 방만한 사고유희나 단순한 주관성의 표출 혹은 자의적인 독해에 빠져있다는 지적은

받아들일 수 없다. 왜냐하면 현상학적 연구 방법은 이론적 태도로 사태에 접근하는 것이 아니

라,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기술함으로써 이론적 구성 이전의 현상을 충실히 포착하고자 하는 것

을 목표로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보다 더욱 중요한 측면은 현상학적 교육연구에서 초점을 두

고 있는 것은 사소한 것을 학문화하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모든 학문활동에 창조성을 부여해

주는 정확한 판타지 25)(Herrlitz, Rittelmeyer, 1993 : 14)라는 연구태도이다. 이러한 점은 학문·

이론적 활동을 문학적 감수성에 접목시키는 인식 방법으로도 볼 수 있다. 그래서 경험 과학적

내지 실증주의적 방법에 대한 대안적 연구들은 문학과 미학과 같은 인문학으로부터 지적 상상

력을 얻으려 하는 것이다. 요컨대 우리는 현상학적 연구를 통해 도식적이고 단선적인 연구 태도

를 지양하고 교육 현실에 유연하고 탄력 있게 접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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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emplifying Understanding as Phenomenological
Pedagogical Method of Research

- A methodological Inquiry into the understanding of
perception and action of children

Cho , Sa ng-Sik*1)

Following the implications of regional ontology that Edmund Husserl originally

presented, philosophical phenomenology has been taken into the pedagogical domain. This

has made a contribution not only to the ceaseless reflection upon methodologies of research

but also to assuring the autonomy of a certain 'Wissenschaft' . However it is very interesting

that even the phenomenology-oriented pedagogical researchers themselves have taken a

skeptical view of their own research outcomes. This thesis intends to present exemplifying

understanding as a method of research that is faithful to the idea and method of

phenomenology and does not injure the scientific originality of pedagogy at the same time.

The merit of this research method, first of all, enables us to consider the child and youth

as a key-object of pedagogical research. In addition, the phenomenological researchers are

able to facilitate an 'object-neared' investigating by the concrete and actual 'stories' .

Therefore, researcher and readers inquire into the established theories and understand

reciprocally. In such a sense this thesis adds five examples, each of which belongs to the

particular theme.

Key Words : Bei spie lver st ehen, phenomenology, phenomenological pedagogy,

resear ch met hod

* Researcher, Educational Research Institute, Seoul National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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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예컨대, (현상학의) 이론적인 연속성이 단절된 편협된 수용 (Lippitz, 1984b : 167)이니 논쟁의 여지가 많

은 방법론을 수용하여 이중적인 혼란을 초래했다 (Rittelmeyer, 1989 : 9)는 지적 등이 그것이다.

2) 딜타이 해석학에 나오는 유추이론(Analogieschlußtheorie)이나 립스(Lipps)의 현상학적 미학 이론에서 공식

화된 공감이론(Einfühlungstheorie)은 타자의 영혼에 어떻게 도달할 수 있는가를 해결하기 위한 고전적인

노력이다. 현상학적 방법의 제 1 단계인 자연적 태도 (natürliche Einstellung)까지는 바로 이러한 타자성의

출현과 존재방식을 확인해 주는 절차이기도 하다.

3) 그 이론적 논쟁에 대해, Günther, 1978 ; Binneberg, 1979 ; Hastenteufel, 1980 ; Lippitz, 1980a 등을 참조하라.

4) 각 예시화 가 속해 있는 전체 테마의 맥락은 필자의 연구 단행본(2002)에 실려있다.

5) 이에 대표적인 것으로 로흐(Loch, 1992)의 시도가 있다. 그에 따르면 현상학적 접근의 구성적 요소를 이루

는 것으로 의도/ 속성, 기술/ 직관, 환원/ 구성과 같은 세 개의 개념쌍에 따라 6개의 다양한 접근방식이 있

다는 것이다. 이로부터 현상학적 방법의 적용 예로써, 인식이론, 선험철학, 순수 심리학(A. Fischer), 형이

상학, 존재론, 기초 존재론(Ballauff, Muth, Schaller), 인간학(Langeveld) 등이 있다(163-169).

6) 인간학적 전환 개념에 대해 마인베르그(Meinberg)의 글(1978 : 695)을 참조하라

7) 리텔마이어(Rittelmeyer, 1989)에 의해 분류된 현상학적 교육학의 유형에 따르면, 볼노우는 철학적 반성 형

식에 속한다. 반면에 랑에펠트는 철학적·학문이론적 입장과 경험적·생활세계적 흐름의 중간에 위치한

다. 피셔와 소위 우트레히트 학파 (Utrechter Schule) 소속의 여러 현상학적 교육학자들도 이에 속한다.

8) 한국 교육학에서 현상학의 수용은 바로 이것과 직접 관련 있다. 그렇지만 교육철학에서 논의되지 않고,

교육 사회학 분야에서 이른바 신(新)교육사회학 (New Sociology of Education)의 다양한 방법론 논의와

함께 소개되었다. 여기서는 극단적인 방법론주의로 특징지어져 교육 인간학적 논의는 극히 주변에 머물러

있었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9) 이로부터 성인의 세계는 아동의 그것과 전혀 다르다 는 기본적이면서도 자주 소홀히 되는 원칙이 도출된

다. 다음의 룸프의 말은 이를 잘 지적해 준다. 우리 (교육) 연구자들은 성인의 경험 세계를 광택 내고 울

타리 치는 관행에 적극 대항해야만 한다 (Rumpf, 1985 : 747).

10) 오늘날 한국의 어느 시골을 가든 비포장 도로를 찾기란 그리 쉬운 일이 아닐 것이다. 따라서 요즘 자라나

는 아이들은 영화나 사진말고 이렇게 먼지로 뒤덮힌 버스를 자주 경험할 수 없다. 이러한 이유에서 판타

지는 언제나 리얼리티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지만은 않다.

11) 발덴펠스는 자신의 다른 논문(1983)에서, 메를로-퐁티가 시도한 이원론의 극복 방식을 제 3의 길 이라고

부르기도 했다. 제발트의 다음의 말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육체는 그로부터 모든 감각을

획득하는 실존적 공간을 형성하면서 온갖 이원론을 가로지른다 (Seewald, 1992 : 23).

12) 사르트르의 나의 육체는 침묵으로 남아 있다 라는 유명한 문장은 이를 암시적으로 표현한다.

13) 이러한 어린 시절 이야기는, 랑에펠트가 자신의 기술적 연구에서 아동들의 세계를 아동 삶의 은밀한 자

리 (1957)라고 일컬은 것에 대한 좋은 예시이다.

14) 예컨대 헤르만(U. Herrmann)의 교육의 사회사 연구는, 대중매체 아동기(Medien-Kindheit), 거리의 아동기

(Strassen-Kindheit) 등과 같은 다양한 아동기 삶의 유형에 대한 역사적인 안목을 제공한다(1991 : 283).

15) 철학자로서 메를로-퐁티는 1949년 소르본느 대학교 아동심리학과 교육학 교수직에 있었다.

16) 대표적인 몇 가지 예만 든다면, Meyer-Drawe(1988), Rumpf(1979) 등의 연구를 보라.

17) 어린 시절 자주 읽고 들었던 전래 동화에서도 달은 흔한 소재로 등장한다.

18) 여기서 필자가 조심스럽게 다른 이론에 관련지어 보자면, 풍부한 표출성의 세계 라는 개념은 푸코가 근대

이전 서양인의 사물의 질서에 대한 이해방식을 비판적으로 분석하면서 사용한 소우주 (microkosmos) 개

념과 공통점이 있다(Foucault, 1997, 제 14판). 푸코에 따르면(61쪽), 전근대적 세계는 지극히 거대하지만

구성적 유추 에 의해 헤아려질 수 있다. 예컨대, 유사성의 원리에 의해 지상의 소는 하늘의 별에 해당한

다. 이를 더 자세히 인용하면, 기호와 유사성의 유희 공간으로서 자연은 우주의 복사된 형태에 따라 서로

관련을 맺고 있다 (62쪽). 따라서 소우주에서 사물의 질서는 논리적 변별화, 범주화, 위계화의 전단계에 있

는 것이다. 그러므로 자연(사물)과 인간이 서로 조화를 이루는 한, 사물의 수는 무한하지만은 않다.

19) 이러한 의미에서 룸프는 예술을 지각의 자동화 경향에 대항하는 힘 (Rumpf, 1985 : 749)으로 이해한다.

따라서 필자는 미학적 의미에 비유하여, 아동 세계의 판타지는 명쾌한 논리적 진리와는 다르지만 무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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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된다.

20) 룸프는 그러한 태도를, 삐아제 발달 심리학이 그러하듯이, 인식에 의해 주도된 기본 메타포 혹은 성인

사고의 모형화 라고 부른다(Rumpf, 1985 : 753 참조).

21) 필자가 앞에서(각주 18번) 인용한 푸코의 이론에 따르면, 그것은 구성적 유추 에 의한 소우주 의 질서를

말한다.

22) 이 개념에 대해 반 덴 베르그(van den Berg, 1960)를 참조하고 그 교육 현상학적 적용에 대해서는 리텔마

이어의 연구(Rittelmeyer, 1989)를 보라.

23) 필자가 보기에 바로크적 행태 (barocke Gestalt)는 푸코의 산문적(散文的) 세계 (1997 : 46) 개념과 유사하다.

24) 아동의 야생적 사고 의 순치화(馴致化)를 마이어-드라베는 제 2의 손에 의한 경험과 의사소통의 균질화

(均質化)와 병합화(倂合化) (Egalisierung und Mediatisierung von Erfahrungen und Kommunikation aus

zweiter Hand)라고 부른다(1985 : 167 참조).

25) 정확한 판타지 (exakte Phantasie) 개념은 원래 괴테에게서 유래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