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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에서 지식교육에 대한 이론들이 매우 다양하여, 그것들이 어떻게 관련되는지 그리고 지식교육에 대한

논의를 어떻게 일관성 있게 진행해야 하는지에 대해 많은 혼란이 있다. 본 논문은 지식교육에 대한 다양한

이론과 논의들을 그 문제와 접근 방법에 따라 유형화함으로써 지식교육 의 개념에 대한 대략적인 지도를 그

리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통해서 지식교육에 관한 일관성 있는 논의와 올바른 지식교육관 형성에 도움

이 되고자 하는 것이다.

이 글에서는 지식교육에 대한 논의 범주를 논의하는 문제의 성격에 따라 네 가지로 구분하여 살펴본다. 첫

째, 지식교육이 소홀히 되는 상황에서 지식교육의 위상을 찾으려는 노력으로서, Bruner의 지식의 구조 ,

Hir sch, Jr .의 문화적 문해 를 다룬다. 둘째, 주지주의 교육의 비판 및 대응에 관한 논의로서, Hir st의 지

식의 형식 과 사회적 실제에의 입문으로서의 교육 , Ryle의 방법적 지식 등을 다룬다. 셋째, 인식의 근거

와 교육적 인식과정에 관한 논의로서, 정초주의 인식론 과 순환적 인식론 , 포스트모던적 지식론 , 그리

고 교육적 인식론 에 대한 논의를 다룬다. 넷째, 앎의 성격과 지식교육의 목적을 바로잡으려는 논의로서,

객관주의 지식관, 인격적 지식론, 도구적 지식관, Palmer의 사랑에서 발원한 지식 , 신지식인론 등을 살펴

본다. 끝으로, 이러한 지식교육 논의를 유형화하는 문제 및 그 교육적 시사점에 관하여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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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들어가는 말

교육을 통해서 교사는 무엇인가를 가르치며, 그 결과 학생들은 무엇인가를 알게 된다. 이처

럼 교육이 모종의 지식을 가지도록 한다는 점에서 교육 과 지식 은 개념상의 관련을 가진다.

그러나 교육과 지식이 개념상의 관련을 가진다고 해서 모든 것이 분명해지는 것은 아니다. 교

육에서 모종의 지식교육이 필연적임에도 불구하고 지식교육에 대한 평가는 긍정적이기도 하고

부정적이기도 하다. 입시를 위한 주입식 교육 혹은 주지주의 교육이 교육을 망친다고 비판되

기도 하고, 정보화시대에 지식교육의 부족으로 국가의 경쟁력이 약화된다고 비판되기도 하는

것이다.

지식교육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취하는 경우에도 지식교육에 관한 논의의 성격은 매우 다

르며 지식 의 의미도 서로 다르다. 예컨대 교과중심 교육과정, Bruner의 학문중심 교육과정과

지식의 구조 이론, Hirsch, Jr .의 문화적 문해 이론, Hirst의 지식의 형식 이론 , 신지식인

운동, Ryle의 명제적 지식 과 방법적 지식 , 객관주의적 지식관 , Polanyi의 인격적 지식 , 정

초주의 진리관, 해석학적 지식관 , 포스트모던적 지식관 , 교육적 인식론 등 지식교육에 대

한 논의는 매우 다양하다.

이러한 논의들을 보면, 지식교육에 대한 관심과 접근방식이 다르고, 지식에 대한 개념도 다

르다. 그러나 그 논의들이 어떻게 다르며 상호관련 되는지가 밝혀져 있지 않아서, 지식교육이

문제되는 맥락에서 논의의 혼란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다양한 지식교육 관련 이론들의 상호

관련성과 유형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지식교육과 관련된 다양한 이론과 논의들의

성격을 밝히고 논의들 사이의 관계를 살펴보면서 지식교육 의 개념에 대한 대략적인 지도를

그리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지식교육과 관련된 논의들을 그 문제와 접근방법에 따라 유형화함

으로써, 지식교육에 관한 일관성 있는 논의와 올바른 지식교육관 형성을 돕고자 하는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분량의 제한 및 논문의 특성상 각 이론들을 깊이 있게 다루기보다는 각 이론에

대한 최소한의 설명을 바탕으로 여러 이론들을 범주화하고 상호관련성을 밝히는 데 논의의 초

점을 맞추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지식교육에 대한 논의 범주를 크게 네 가지로 구분하고자 한다. 첫째, 지식교

육이 소홀히 되는 상황에서 지식교육의 위상을 찾으려는 노력으로서, Bruner의 지식의 구조 ,

Hirsch, Jr .의 문화적 문해 를 다룬다. 둘째, 주지주의 교육의 비판 및 대응에 관한 논의로서,

Hirst의 지식의 형식 과 사회적 실제에의 입문으로서의 교육 , Ryle의 방법적 지식 등의 논의

를 다루고자 한다. 셋째, 인식의 근거와 교육적 인식과정에 관한 논의로서, 정초주의 인식론

과 순환적 인식론 , 포스트모던적 지식론 , 그리고 교육적 인식론 에 대한 논의를 다룬다. 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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째, 앎의 성격과 지식교육의 목적을 바로잡으려는 논의로서, 객관주의 지식관, 인격적 지식론,

도구적 지식관, Palmer의 사랑에서 발원한 지식 , 신지식인론 등을 살펴보겠다. 끝으로, 이러

한 지식교육 논의를 유형화하는 문제 및 그 교육적 시사점에 관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Ⅱ. 교육사조 속에서의 지식교육의 위상 정립

1. 전통적 지식교육에 대한 비판과 대응 : 지식의 구조 와 문화적 문해

전통적으로 교육에서는 인류의 문화유산인 지식을 가르쳐왔다. 지식은 그것이 그 자체로서

가치 있다는 이유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주입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주입식 교육에 반대하여

18세기 계몽주의의 낭만주의 교육사조에서는 지식 대신 아동을 가르쳐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즉, 교육은 인류의 전통적 문화유산의 전수보다는 개인의 이성과 잠재력을 계발하는 것에 관

심을 두어야 하며 이에 교과 대신 아동을 강조해야 한다는 아동중심교육을 제안하였다. 이것

은 19세기에 계발주의 교육으로 발전되어, 20세기에는 미국에서 진보주의 교육으로 나타났다.

진보주의 교육은 사회 변화에 부응하지 못하고 아동에게 무의미한 내용을 암기시키는 구태

의연한 학교교육을 비판하면서, 그 대신 아동의 자연적 발달과 흥미와 필요에 따른 교육, 그리

고 미래를 위한 준비가 아닌 현재의 삶으로서의 교육 등을 강조하였다. 또한 진보주의는 절대

적 혹은 내재적 가치를 강조하는 이론적 지식 대신, 각 개인의 삶에 유용한 실용적 지식을 가

르칠 것을 주장하였다. 진보주의 교육사조가 학교교육에 반영되면서 학교의 필수교과들이 축

소되고 선택교과들이 확대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학생들은 어려운 교과의 이수를 회피하였고

이에 학생들의 학력이 저하되었다.

진보주의 교육의 문제점들이 지적되어 오다가, 1957년 소련의 최초 우주선 발사의 충격으로

미국 정부는 교육에 대한 긴급 대책 회의를 소집하게 된다. 그 결과 Bruner를 중심으로 학문

중심 교육 과 지식의 구조 라는 개념이 등장하게 된다. 이것은 지식을 강조하여 가르치되, 이

전의 교과중심 교육과정의 잘못을 개선하여 새로운 지식교육을 하자는 것이다. 이처럼 전통적

인 지식교육이 약화되거나 부정되는 상황에서 지식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려는 논의들이 있었

으며, 그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Bruner를 중심으로 한 학문중심 교육과정의 논의라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학문중심 교육과정에서의 지식 의 개념은 교과중심 교육과정에서의 지식 의 개념

과 어떻게 다른가? 교과중심 교육과정에서의 지식 은 인류 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조직해 놓

은 교과목, 특히 학생들이 공부해야 할 주제, 배워야 할 기능, 그리고 외워야 할 사실 (이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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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1978: 39) 등을 가리킨다. 반면에 학문중심 교육과정에서는 학문을 가르치되 교과의 사실들

을 주입식으로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학문의 본래의 성격에 맞게 그 학문을 연구하는 학자들

이 하는 일을 가르쳐야 하며, 그것은 바로 각 학문의 지식의 구조 를 가르치는 것이라고

Bruner는 주장한다.

지식의 구조 란 학문의 기저를 이루고 있는 일반적 아이디어, 기본 개념, 일반적 원리,

핵심 아이디어 등을 뜻하며, 따라서 지식의 구조 를 가르친다는 것은 단편적인 지식의 더미

대신에 체계적으로 조직된 지식의 기본 개념 및 원리를 가르치는 것을 뜻한다. 즉, 그것은 학

문의 결과인 중간언어(middle langu age) 를 주입하는 것이 아니라, 학자들이 하는 일 즉 그 학

문의 사고방식과 탐구방식을 가르친다는 뜻이며, 또한 학문에 관하여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학문하는 일 자체를 가르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Bruner는 흩어진 상태로 제공된 자료 속

에서 학생들 스스로 가설을 세우고 원리를 발견하는 발견학습 방법을 제안한다. 또한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해당 학문의 핵심 아이디어들을 점점 넓고 깊게 심화하여 반복적으로 가르치도

록 교육내용을 조직하는 나선형 교육과정 을 제안한다(Bruner, 1960; 이홍우, 1978; 1988).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지식교육의 한 가지 문제는 전통적 지식만을 강조하여 그것을 아

동에게 무의미한 상태로 주입하는 것에 있다. 이에 대해 낭만주의 교육사조에서는 전통적 지

식을 가르치는 일 자체를 부정하였다. 그러나 Bruner를 중심으로 한 학문중심 교육사조에서는

전통적 학문을 가르치되 그것을 제대로 잘 가르쳐야 한다는 내부적인 대안을 제시하였다. 효

과적인 지식교육을 위해 Bruner는 지식의 의미를 지식의 구조 로 재해석하고, 그 의미를 실현

하기 위하여 발견학습 과 나선형 교육과정 등을 제안한 것이다. 이것은 지식교육 대신 아동

을 강조해야 한다는 외부적 비판에 대응하여, 잘못된 지식교육을 수정하여 제대로 가르쳐야

한다는 내부적 비판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지식교육의 위상을 찾으려는 내부적 개선안의 또 하나의 예를 우리는 Hirsch, Jr .의 문화적

문해(Cultural Literacy) 이론에서 찾아볼 수 있다. 1983년 위기에 처한 미국(Nation at Risk)

이라는 미국 교육부 보고서는 미국 학생들의 학력 저하를 다시 한 번 지적하며, 교육에서 질적

인 수월성을 추구할 것을 강조하였다. Hirsch, Jr .(1988; 1996)는 이러한 맥락에서 모든 미국인

들이 알아야 할 문화적 핵심 지식을 문화적 문해 라는 말로서 강조한다. Hirsch, Jr .는 교육에

서 아동을 고려하여 그들에게 적합한 교육방법을 사용해야 한다는 낭만주의적 아동중심 교육

의 주장에 반대할 사람은 없으나, 낭만주의가 교육방법에 관한 논의를 넘어서서 교과교육 또

는 지식교육을 도외시하는 식으로 교육내용에 관한 주장을 하는 것은 잘못임을 지적한다. 이

것은 교육방법에 관한 논의와 교육내용에 관한 논의를 혼동하는 것으로서, 무단히 교육방법으

로부터 교육내용으로 논점을 변경하는 것이 된다. 우리는 잘못된 주지주의 교육을 비판하고

바로 잡아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식교육 자체를 부정하거나 왜곡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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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rsch, Jr .는 낭만주의 교육이론의 문제점을 형식주의 와 자연주의 라는 말로 설명하면서,

올바른 지식교육의 모습을 Bruner와는 다른 각도에서 제안한다. 교육이론에서의 형식주의 는

교육의 일이 창의력, 비판력, 도덕성 등과 같은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기능을 훈련을 하는 데

있으며, 이런 기능은 특정 교과 내용과 무관하게 습득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Hirsch, Jr ., 1988).

이에 대해 Hirsch, Jr .는 예컨대 문해력 을 알파벹의 규칙을 해독하여 소리를 내는 문자 해독

기능 , 즉 단순히 책을 유창하게 읽어 내려가는 것으로만 보아서는 안되며, 그 이상으로 내용

을 파악할 것이 요구된다고 말한다. 내용파악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정보나 개념들을 이

해하는 것이 필요하며, 따라서 교육에서는 인류 문화유산이나 정보 등을 가르쳐야 한다는 것

이다. 이처럼 교육에서 어떤 능력을 함양하고자 할 때 문화적 지식을 함께 가르칠 수밖에 없음

을 지적한다. 한편, Hirsch, Jr .는, 서적의 내용을 가르치기 위한 자연스런 나이가 있다는 이유

에서 서적을 통한 교육의 시기를 늦추거나 배척하는 자연주의 입장을 비판하며, 서적을 통한

문해교육을 강조한다(Hirsch, Jr ., 1996: 84-87; 홍은숙, 1999: 328-331 참조).

이처럼 Hirsch, Jr .는 낭만주의적 아동중심교육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지식교육의 중요성을

새로운 관점에서 강조한다. 여기서 Hirsch, Jr .가 뜻하는 지식의 의미는 단순 정보의 암기나 내

용이 없는 추상적 기능이 아니라, 현대 사회의 교양 있는 구성원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알아야

할 인류 문화유산으로서의 기초적인 문화내용 을 뜻한다.

2. 논의 : 교육과정 변천 속에서의 지식교육의 위상

지식교육에 대한 논의의 첫째 흐름은 전통적 지식을 주입식으로 가르치는 문제에 대한 비판

과 대안으로 이루어지며, 교육과정의 변천 속에서 지식교육의 위상을 찾으려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서구 교육사조를 보면, 교육에서의 강조점이 시계추처럼 학습자와 지

식 사이를 왔다갔다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 나라도 예외가 아니어서, 우리

나라의 제1차 교육과정(1954∼1963)은 교과중심 교육과정 을, 제2차 교육과정(1963∼1973)은

생활중심 교육과정 을, 제3차 교육과정(1973∼1981)은 학문중심 교육과정 을, 제4차 교육과정

(1981∼1987)은 학생들의 전인적인 발전을 꾀하는 인간중심 교육과정 을 표방한다. 제5차 교육

과정(1987∼1992)은 잠재적 교육과정 및 통합교육과정을 강조하였고, 제6차 및 제7차 교육과정

에서는 21세기 정보화세계화 시대를 대비한 교육개혁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처럼 우리 나

라의 교육과정 변천사를 보더라도 교육의 강조점이 지식과 학습자 사이에서 시계추처럼 반복

적으로 움직임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지식과 학습자의 관계는 교육적 관심이 어느 하나에 있으면 다른 하나는 무시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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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밖에 없는 갈등 관계인가? 도대체 교육에서 지식을 가르치는 일의 위상은 무엇인가? 교육에

서의 학습자와 지식 사이의 해묵은 갈등을 Oakeshott는 다음과 같이 표현한다. 학습은 지식

을 획득하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하는가, 아니면 학생의 인성을 발달시키는 것으로 간주되어야

하는가? 가르치는 일은 인류가 성취한 유산으로 학생을 입문시키는 것에 관심을 가지는 일인

가, 아니면 학생으로 하여금 자신을 최대로 실현할 수 있도록 하는 일인가? (Oakeshott, 1967:

160). 이에 대해 Oakeshott는 학생이 인류의 문화유산을 계승하는 일과 자신을 최대로 실현하

는 일 사이에는 차이가 없다고 말한다. 자아라는 것은 추상적인 이성도, 알려지지 않는 잠재력

도 아니며, 오직 역사를 통해 형성되는 인성이다. 따라서 인간이 자아를 최대로 실현하는 방법

은 오직 인류 유산에 비추어 자신을 깨닫도록 하는 것뿐이라는 것이다(Oakeshott, 1967:

160-161).

아동과 지식 사이의 이러한 갈등은 교육이론상으로는, 교육을 수동적인 아동에게 인류의 문

화유산을 주입하는 일로 보는 고전주의적 교육관과, 잠재력을 지닌 아동의 성장을 돕는 일로

보는 낭만주의적 교육관의 대립에 기인한다. 교육의 주형모형과 성장모형의 대립에 관하여

Peters는 이것은 모두 풍자만화처럼 교육의 한 부분만을 과장하여 강조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즉, 주형모형의 경우에는 교육내용을, 그리고 성장모형의 경우에는 교육방법을 강조하게 된다.

그러나 영어의 가르친다 라는 말이 누구에게 무엇을 가르친다(teach somebody something)

는 식으로 사용되어야 하듯이, 교육은 지식과 학습자 중에서 어느 하나만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다. 지식과 학습자는 교육의 양대 지주로서, 교육은 이 두 가지를 모두 고려해야 한다

(Peters, 1966: 2장). 학습자와 지식이 비록 대립적인 긴장관계에 있으나, 그렇다고 해서 서로

모순되는 것이 아니다. 학습자와 지식이 교육의 양대 지주로서 교육에서 모두 중요하다는 점

에 비추어볼 때 교육에서의 지식교육의 위상은 내부적 비판을 통해 바른 지식교육이 되는 방

향으로 확립되어야 한다. 바른 지식교육의 모형을 제시하려는 시도로서 우리는 Bruner와

Hirsch, Jr .의 이론을 소개하였다. 그러나 어떻게 지식교육의 위상을 확립하고 바른 지식교육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의가 계속될 수 있고, 또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Ⅲ. 주지주의 교육의 대안 모색

1. 주지주의 교육의 등장과 대안(1) : Hi r s t 의 지식의 형식 과 사회적 실제

지식교육에 대한 두 번째 논의의 흐름은 주지주의 교육 과 관련하여 이것을 어떻게 정당화

할 수 있는지, 이것의 문제점과 대안은 무엇인지를 다루는 것이다. 주지주의 교육의 대표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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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은 전기 Hirst의 지식의 형식 이론으로서(Hirst, 1974), 이것은 교육철학에 지대한 영향을

준 동시에 많은 비판을 받았다. 이에 대해 Hirst는 1991년 미국교육철학회 기조연설에서 사회

적 실제에의 입문으로서의 교육 이라는 새로운 관점을 제시한다(Hirst, 1992).

Hirst가 지식의 형식 이론을 주창한 이유 중의 하나는 실용주의 풍조에 대항하여 이론적

학문 교육의 위치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Hirst, 1974: 96). 전통적 주지교육의 뿌리는 희랍의

Plato에서 찾아볼 수 있다. Plato는 교육이 인간의 이성을 발달시키는 것으로 보고, 자유인들의

이성을 발달시켜 무지와 욕구로부터 자유롭게 만드는 교육을 자유교육 이라고 불렀다. 이것은

후에 7자유학과(seven liberal arts) 로 발전되었다. Hirst는 희랍의 자유교육 의 개념을 받아들

여, 교육은 합리적 마음인 이성을 발달시키는 것이며, 그것은 우리의 경험을 개념화함으로써만

가능하다고 본다. 그런데 우리의 경험을 표현하는 개념체계는 역사적으로 발전되는 가운데 점

차 특수한 지식의 형식들 —수학, 자연과학, 인간과학, 역사, 종교, 문학 및 예술, 철학 등의 일

곱 가지 학문 영역들—로 분화되었다. 따라서 합리적인 마음의 발달은 이러한 지식의 형식들

을 가르침으로써만 가능하다. 그러므로 합리적 마음을 발달시키는 자유교육은 지식의 형식들

로 입문시키는 것이 된다고 주장하였다(Hirst, 1974: 3장).

이성을 발달시키는 지식의 가치를 Plato는 실재와 마음에 대한 형이상학적 가정에 기초하여

정당화하였으나, Hirst는 현대 사회에서는 이러한 형이상학적 가정이 더 이상 받아들여지지 않

음을 지적하며, 마음과 지식 사이의 논리적 관계를 밝히는 선험적 정당화 를 한다. 선험적 정

당화란 왜 지식을 추구하는가 라는 질문은 이미 지식의 추구가 중요하다는 것을 논리적, 선험

적으로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질문을 하면서 동시에 지식의 가치를 부인하는 것은 자

기 모순이 된다는 식의 논의이다(Hirst, 1974: 42).

Hirst의 지식의 형식 이론은 한편으로, 전통적으로 강조되어온 교과로서의 지식의 성격을 밝

히고 지식의 가치를 논리적으로 정당화하고자 시도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할 만하며, 실지로

그의 이론은 오랫동안 교육철학의 논의를 지배하며 교육철학의 발전에 기여해왔다. 그러나 다

른 한편으로, 그의 이론은 주지주의 교육이론으로서 많은 비판을 받았다. Martin은 Hirst의 이

론이 교육의 주지적 요소만을 다루는 주지주의 교육 이면서도 마치 교육 전체를 다루는 고상

하고 포괄적인 호칭인 자유교육 이라고 부름으로써 교육철학적 논의를 호도했음을 지적한다.

또한 Martin은 Hirst의 이론이 지식에 관한 기술적(記述的)인 전제 로부터 교육에서 무엇을 가

르쳐야 하는가 라는 처방적 결론 을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인식론적 오류 를 범한다고 지적한

다. 또한 인지적 이해가 인간 활동에 있어서 논리적으로 근본적인 부분이며 따라서 교육의 다

른 부분에 우선되는 필수적인 요소라고 보는 Hirst의 생각은 잘못되었음을 비판한다(Martin,

1981: 46-51; 홍은숙, 1999: 19-26).

Elliott 역시 Hirst 이론의 논리적 비약을 지적한다. 즉, 마음의 발달이 인간의 경험을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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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함으로써만 가능하다 는 주장을 받아들인다고 해서, 마음의 발달이 학문적 이해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는 주장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전자는 지식 을 상식적인 이해

혹은 이론 이전의 이해 로 해석하며, 이것의 가치는 누구나 선험적, 논리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그러나 후자는 지식 의 의미를 학문적 이해 로 해석하며, 이것의 가치는 누구나 받아들

일 수 없다. 따라서 후자의 경우 별도의 정당화가 필요하지만 Hirst는 이러한 정당화를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Elliott, 1975: 62; 홍은숙, 1999: 17-19).

그러나 지식의 형식 이론에 대한 가장 근본적인 비판은 Hirst 자신의 새로운 주장, 즉 교육

은 지식의 형식 이 아닌, 사회적 실제 에의 입문이어야 한다는 주장에서 찾아볼 수 있다(Hirst,

1992: 40-53). Hirst는 지식의 형식 을 강조하는 자신의 자유교육론 이 잘못되었음을 선언하고,

교육은 사회적 실제(a practice)에의 입문 이 되어야 한다는 대안을 제시한다. 전기 Hirst의 자

유교육론에서는 이론적 이성 혹은 합리성을 추구하는 삶을 좋은 삶으로 보며, 이에 따라 교육

의 목적은 합리적 마음을 발달시키는 것이고, 교육내용은 지식의 형식들 을 가르치는 것이라

고 하였다. 그러나 후기 Hirst는 전반적인 인간욕구를 장기적인 안목에서 최대한 만족시키는

것을 좋은 삶으로 보며, 이에 따라 교육의 목적은 실천적 이성을 계발하여 실제적으로 좋은 삶

을 살도록 하는 것이고, 교육내용은 사회의 지배적이고 성공적인 사회적 실제들 을 가르치는

것이라고 본다.

Hirst는 자신의 가장 중대한 오류는 이론적 지식이 건전한 실제적 지식의 발달과 합리적인

개인의 발달에 논리적 기초가 되는 것으로 보았다는 점에 있다 고 말하며, 지금은 오히려 실

제적 지식이 이론적 지식보다 근본적이며, 또한 실제적 지식은 이론적 지식의 고유한 의미를

분명히 파악하는 데 기초가 된다 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한다(Hirst, 1993: 197). 개인은 근본적

으로 사회의 구성물로서, 좋은 삶은 사회의 전통을 떠나서는 불가능한 것이다. 이에 인간은 사

회적 실제에 종사함을 통해 실천적 이성을 최대한 발휘하며 그에 상응하는 좋은 삶을 살아야

하는 것으로 본다.

Hirst가 MacIntyre의 사회적 실제(a practice) 의 개념을 원용하여(MacIntyre, 1984) 사회적

실제에의 입문으로서의 교육 을 주장할 때, Hirst의 주된 논의는 지식의 형식 대신 어떤 과목

을 가르쳐야 하는가 라는 교육내용 선정 문제에 집중된다. Hirst는 교육과정에 포함되어야 한

다고 생각하는 내용을 다양한 기본적인 인간활동 , 광범위한 선택적 인간활동 , 발전된 혹은

이차적인 인간활동 등으로 구분하며, 특히 기본적 인간활동의 내용으로 물리적 세계 관련 인

간활동, 의사소통 관련 인간활동, 개인과 가정생활 관련 인간활동, 광범위한 사회적 실제, 예술

관련 인간활동, 종교 관련 인간활동 등을 제시한다(Hirst, 1993: 196; 유재봉, 2000a; 2000b).

한편, 필자 역시 Education as initiation into practices 라는 박사학위 논문에서 동일한 교

육관을 제시하였다(Hong, 1991). 필자는 여기서 기존의 명제적 지식에 치중하던 주지주의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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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이론적 학문 이외에 다양한 사회적 실제를 가르쳐야 할뿐만 아니

라, 그와 동시에 특정 사회적 실제를 가르칠 때 명제적 지식만을 강조해서 가르쳐서는 안되며

그 명제가 나온 배후 활동인 사회적 실제 자체를 가르쳐야 한다고 주장한다. 인간의 역사적,

사회적 활동으로서의 사회적 실제 에는 명제적 지식 외에도 활동에 내재된 가치, 전문적 기술,

정서, 판단, 덕목 등 다양한 요소가 포함되어 있다(MacIntyre, 1984: 187ff). 이러한 다양한 요소

를 균형 있게 가르침으로써 우리는 명제적 지식만을 강조하는 주지주의 교육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교육에서 이론적 학문활동인 지식의 형식 대신에 사회적 실제 를 가르쳐야 한다

는 Hirst 및 필자의 주장은 지식교육을 부정한 것인가? 사회적 실제에의 입문으로서의 교육

을 주장할 때 Hirst가 부정한 것은 이론적 학문만이 교과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다. Hirst는 교

육의 내용 범위를 확장함으로써, 오히려 지식교육의 바른 위상을 확립하였다고 생각한다. 한

편, 필자는 사회적 실제 의 다양한 요소들을 부각시킴으로써 교육의 한 부분으로서의 명제적

지식교육의 위치를 바로잡았다고 생각한다. 즉, Hirst는 주로 교육내용의 선정 면에서 사회적

실제 의 개념에 접근한 반면, 필자는 사회적 실제를 가르칠 때 그것의 다양한 구성요소를 어떻

게 균형있게 가르칠지를 모색한다는 점에서 사회적 실제 의 개념에 접근한다. 비록 강조하는

측면은 다르지만, 모두 주지주의 교육을 극복하고 지식교육의 부분적 위치를 밝힘으로써 지식

교육을 바로 세우기 위한 노력을 한다고 볼 수 있다.

2. 주지주의 교육의 대안(2) : Ryl e의 명제적 지식 과 방법적 지식

주지주의 교육에 대한 또 하나의 비판과 대안은 Ryle의 명제적 지식 과 방법적 지식 의 구

분에서 찾아볼 수 있다. Ryle은 지식을 가르치는 일과 관련하여 주지주의 신화 를 비판하면서

교육에서 가르쳐야 할 지식의 종류가 무엇인가를 논의한다. 주지주의 신화란 지적 행위를 위

해서는 먼저 적절한 명제나 처방을 생각하여 말한 후에 그것을 실천해야 한다는 신념을 가리

킨다. 이에 대해 Ryle은 명제로 표현하지 않고도 실천하는 예를 들면서, 실제적인 활동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먼저 명제를 배워야 하는 것은 아님을 지적한다. 이에 그는 명제적 지식(know

that) 과 방법적 지식(know how) 을 구분하며, 교육에서 가르쳐야 하는 것은 방법적 지식 임

을 주장한다. 즉, 지식을 많이 아는 것(intellect) 과 지적인 것(intelligence) 을 구분하며, 교육

에서 추구해야 할 것은 지적인 능력임을 강조하는 것이다(Ryle, 1949: 2장).

비록 Ryle이 방법적 지식을 강조하고 있으나, 그렇다고 명제적 지식을 무시하는 것은 아니

다. 비스켓을 삼켜야 소화가 되듯이, 알파벳이나 구구단을 일단 외야 이해도 될 수 있다고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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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Ryle, 1967: 111-112). 여기서 Ryle이 부정하는 것은 명제적 지식을 가르치되, 먼저 이론으

로 배운 후 나중에 적용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이론과 실제를 이원화 시켜서 가르쳐야 한다는

생각이다. Ryle이 방법적 지식을 강조한 것은 명제적 지식을 가르치되, 하나의 효과적인 행위를

하는 스타일 또는 방법으로 가르쳐야 한다는 주장이다. 즉 명제적 지식을 이해하는 것은 방법적

지식의 한 부분으로서, 방법적 지식과 분리되어 생각될 수 없다는 것이다(Ryle, 1949: 48, 54). 명

제를 제대로 배울 경우 그것은 명제를 다루는 방법을 배우는 것을 포함하며, 이런 점에서 명제적

지식은 방법적 지식과 동떨어진 어떤 것이 아니다. 요컨대 교수방법 면에서 볼 때, 방법적 규

칙이나 이론으로서의 명제적 지식 을 먼저 열거한 후 행동을 가르칠 것이 아니라, 하는 방법

을 직접 가르치되 그 과정에서 필요한 명제를 행위와 동시에 가르쳐야 한다는 것이다.

3. 논의 : 세 가지 주지주의 교육 분석에 따른 지식교육의 위치 찾기

주지주의 교육에 대한 비판은 진부할 정도로 보편화되어 있으며, 따라서 그 의미에 대해 문

제제기를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그러나 주지주의 교육과 관련된 논의를 분석해보면 주지주

의 교육 을 다양한 의미로 해석하여 서로 다른 비판을 하고 있으며, 이에 논의에 많은 혼란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주지주의 교육 또는 지식위주의 교육 이라는 말의 의미를

밝힐 필요가 있다. 그것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다른 의미로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교육내용 즉 교과의 선택 과정에서 나타나는 주지주의이다. 이 경우 이론적 학문활동

을 교과로 선택하게 되며, 이때 지식 은 이론적 학문활동 을 뜻하게 된다. 둘째, 교과의 목적

설정 과정에서 나타나는 주지주의이다. 이것은 가르치는 교과활동의 구성요소 중에서 명제적

요소를 강조하는 것으로서, 이때 지식 은 이론적 명제 를 뜻한다. 셋째, 교수 과정에서 나타나

는 주지주의이다. 이것은 실행에 앞서서 이론 및 방법적 규칙을 먼저 가르쳐야 한다는 주장으

로서, 이때 지식 은 그 활동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방법적 규칙 을 뜻한다(홍은숙, 1999: 1장).

이러한 구분은 앞의 논의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예컨대 Hirst가 사회적 실제 를 제안할 때

그는 교육내용 선택 문제의 측면에서 주지주의 교육의 문제에 접근하는 것이다. 한편, 필자가

사회적 실제 의 여러 구성요소들을 분석하여 그것들을 균형 있게 가르칠 것을 주장할 때 그것

은 특정 교과의 교육목표를 그 교과의 구성 요소 중에서 어디에 두는가 라는 측면에서 주지주

의 교육의 문제에 접근하는 것이다. 한편 Ryle이 주지주의 신화를 비판하며 명제적 지식 대신

방법적 지식을 가르쳐야 한다고 주장할 때, 그는 교수과정의 측면에서 방법적 규칙이나 이론

을 반드시 먼저 가르칠 필요는 없다는 교수방법적 주장을 하는 것이다.

이러한 구분이 중요한 것은 지식 의 의미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교육적인 문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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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즉, 첫째 경우에는 교육에서 가르쳐야 할 가치 있는 인간활동이 무

엇인가 라는 교육내용 선정 및 정당화의 문제를 다루게 된다. 전기 Hirst는 지식의 형식들을,

후기 Hirst는 다양한 사회적 실제들을 교육내용으로 가르칠 것을 주장한다. 둘째 경우, 어떤

교육내용을 선정하여 가르칠 때 그 활동의 다양한 측면 중에서 어떤 부분을 강조해야 하는가

라는 문제를 다루게 된다. 전기 Hirst의 경우, 명제적 지식을 다루는 인지적인 부분이 비록 전

체가 아닌 부분인 것은 사실이지만 논리적으로 근본적인 부분임을 주장하였다. 따라서 지적

요소는 정서적 요소, 도덕적 요소, 기술적 요소 등의 다른 부분들보다 우월한 교육목적일 수

있는가, 교육의 다양한 부분들이 어떻게 조화되어야 하는가 등의 문제가 제기되는 것이다. 이

것은 사회적 실제에의 입문으로서의 교육 개념이 도입됨으로써 해결된다. 셋째 경우, 활동의

여러 요소들을 가르칠 때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 가르쳐야 하는가 라는 교육방법상의 질문을

다루게 된다. 즉, 방법적 규칙을 먼저 가르쳐야 하는가, 아니면 어떤 다른 교육방법이 있는가

하는 문제를 다루게 되는 것이다. Ryle은 이론과 활동을 이원화시켜 순차적으로 가르쳐서는

안되며, 하나의 스타일로 동시에 가르칠 것을 주장한다(홍은숙, 1999: 1장 참조).

이러한 논의들을 볼 때 지식교육 이라는 말은 세 가지 측면에서 부당하게 그 의미가 축소되

고 왜곡되어 사용됨으로써, 필요한 지식교육조차 비판을 받는 결과를 초래하였음을 알 수 있

다. 즉, 지식교육 이라는 말이 첫 번째는 지식의 형식 교육으로, 두 번째는 명제적 지식교육 ,

그것도 명제의 주입식 또는 암기식 교육 으로, 세 번째는 먼저 명제를 가르친 후 행동을 가르

치는 교수방법 으로 이해된 후, 교육 전체를 지칭하는 것으로 확대되어 사용된 것이다. 이제

우리는 그러한 오류를 바로 잡고, 지식교육의 본래의 중요성과 위치를 정립해야 할 것이다.

Ⅳ. 인식의 근거와 교육적 인식과정의 탐구

1. 정초주의 인식론 비판과 대안: 순환론적 인식론

지식교육에 대한 세 번째 논의는 지식의 근거가 무엇이며 지식이 어떻게 획득되는가 하는

문제에 관한 것이다. 앎의 획득과정은 교육 활동의 본질로서, 인식과정을 바르게 이해할 때 올

바른 교육을 할 수 있다. 여기서는 먼저 정초주의 인식론의 문제점과, 이에 대한 해석학적 대

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근세의 대표적인 인식론인 합리주의와 경험주의는 흔히 반대되는 것으

로 간주되어 왔으나, 근래에 와서 이 두 가지 인식론은 정초주의라는 공통점을 가진다고 지적

된다. 정초주의는 인식의 기초 또는 기점을 찾는다는 데서 붙여진 이름으로서, 인식은 모든 의

심스러운 것이나 불확실한 것을 버리고 확실한 지식의 체계를 보장할 수 있는 확고부동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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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에서 출발하며 지식은 이러한 기점으로부터 일직선적으로 계단처럼 쌓여 간다고 주장한다.

합리론자인 Descartes는 명석판명하고 확실한 지식을 위해서 모든 불확실하고 의심스러운

것을 배제하고 인식을 위한 확실한 부동의 점인 아르키메데스의 점 을 찾고자 했다. 그는 이

러한 기점을 나는 의심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에서 나타나는, 사고하는 이성으로 보

았다. 반면에 근세 경험주의가 흔들리지 않는 인식의 출발점으로 삼는 것은 감각 경험이다. 경

험주의자인 Locke는 감각을 통해서 받아들인 인상이 있기 전에는 인간의 의식은 백지와 같으

며, 따라서 확실한 지식의 근원은 경험이라고 한다(이규호, 1972: 3장).

그러나 지식의 객관성 및 확실성을 위해서는 반드시 인식의 기점을 상정해야 하며, 지식은

이 기점으로부터 일직선적으로 쌓여지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는가? 해석학에서는 정초주의 지

식관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 대안으로 순환론적 인식론 을 제시한다. 해석학적 인식론은 첫

째, 우리의 인식은 백지상태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이 이미 가지고 있는 전이해 에서

출발한다고 본다. 학습자는 자신이 이미 가지고 있는 전이해 를 기초로 하여 새로운 지식을

받아들이며, 이때 기존의 지식과 새로운 지식 사이에 상호작용, 즉 Gadamer의 지평의 융합

(fusion of horizon) 이 일어난다. 따라서 인간이 아무 것도 없는 백지 상태에서 지식을 받아들

인다거나, 혹은 개인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모두 편견이기 때문에 버려야 한다는 생각은 모두

옳지 않다고 본다(Gadamer, 1975; Palmer, 1969; 이규호, 1972: 5장).

둘째, 전이해에서 출발하는 앎은 일직선적이 아니라 해석학적 순환 을 통해 획득된다. 해석

학적 순환이라는 것은, 새로운 지식은 기존의 전통 전체에 비추어 이해되며, 전체적 전통은 새

롭게 받아들여진 부분적 지식에 의해서 수정되고 확장된다는 뜻이다. 개인의 인식과정 역시

새로운 지식은 개인의 전이해에 비추어 이해되지만 일단 이해된 지식은 개인의 전이해 구조에

흡수되어 그것을 확장시키는 식으로 순환적으로 이루어진다. 인간의 앎은 근본적으로 아무

것도 없는 데서 쌓아 올리는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불확실하게 느끼고 있었고 모호하게 이해

하고 있었던 것을 확실하게 하고 수정하고 비판하는 것으로서, 우리의 앎은 근본적으로 직선

적인 건설구조가 아니고 늘 순환적인 수정구조라는 것이다 (이규호, 1972: 44-45).

그러나 이처럼 일상적인 삶의 세계나 이에 기초한 개인의 전이해 를 고려하는 것이 지식의

확실성 및 객관성을 결여하는 것은 아닌가 라는 의문이 있다. 이에 대해 Bernstein은 객관주

의 와 주관주의 , 그리고 상대주의 를 구분한다. 객관주의 란 합리성, 지식, 진리, 실재, 좋음,

옳음 등의 성격을 결정할 때 궁극적으로 비추어 볼 수 있는 모종의 영원하고 탈역사적인 모형

이나 틀이 있고 또 있어야 한다는 기본적인 신념 을 뜻한다(Bernstein, 1983: 8-9). 이에 객관주

의자들은 지식의 확실성을 검증할 수 있는 모형이나 틀, 즉 지식의 확고부동한 기점을 모색하

는 정초주의 입장을 수용한다. 한편, 주관주의 는 개인적 견해나 취향, 편견 등을 따른다는

점에서 객관적 기준을 전적으로 부정한다. 이와는 달리 상대주의 는 따라야 할 기준이 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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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을 부정하지 않으며, 단지 합리성, 진리, 실재, 옳음, 선, 규범 등의 기준이 특수한 개념 구

조, 이론적 틀, 패러다임, 삶의 형식, 사회, 또는 문화 등에 따라 상대적일 수 있음을 믿는 것이

다. 따라서 상대주의가 부정하는 것은 전체를 포괄하는 보편적인 하나의 개념틀 또는 하나의

메타 언어가 있다는 생각이다. 즉, 상대주의는 환원될 수 없는 여러 개의 개념틀이 있다고 믿

으며, 이러한 입장을 Bernstein은 간주관성(inter-subjectivity) 이라고 부른다(Bernstein, 1983:

8-10). 이렇게 볼 때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객관주의 내지 정초주의 입장을 취할 필요는

없다. 예컨대 해석학은 지식의 객관성을 견지하면서도, 인식 주체의 능동적인 역할 및 순환적

인식과정의 역동성을 체계적으로 보여줌으로써 하나의 대안을 제시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간주관성 내지 상대주의적 입장은 포스트모던 인식론에서도 발견된다. 포스트모더니

즘이란 19세기말에 등장한 문화상황, 의식 상태, 혹은 삶의 형식으로서, 반합리주의, 상대적 인

식론, 탈정전화(脫正典化), 유희적 행복감의 향유 등을 강조한다(목영해, 1998: 2671-2674). 이러

한 삶의 형식에 영향을 받는 포스트모던 사회는 소위 거대 이야기 혹은 메타 이야기 가 효력

을 상실한 사회, 즉 이질성과 다양성이 강조되고 미래에 대한 예측이 불가능한 사회, 영웅이

사라지고 구체적인 나와 너 가 모두 존중되는 사회, 국가 기관의 통제력이 감소되고 개별적인

시민 단체들이 영향력을 발휘하는 사회이다(Lyotard, 1979, 이현복 역: 5-6). 포스트모던 사회를

부정적으로 보는 입장에서는 비결정성, 비연속성, 파국성, 모순성, 그리고 보편적 진리나 총체

성 및 역사성이 없는 가상실재의 세상 속에서의 실험적, 유희적, 감성적 접근태도를 비판한다.

그러나 포스트모더니즘의 교육학적 전개는 보다 긍정적인 입장에서 상대적 인식론과 탈정전화

를 강조하는 방식으로 전개된다.

이처럼 포스트모던 인식론은 보편적 진리와 가치인 거대 담론이나 메타 담론을 부정하는 동

시에 확실한 인식의 기초가 있다는 정초주의를 부정한다. 그 대신 다양한 담론을 지향하는 상

대주의적 인식론의 입장을 취한다. 이러한 포스트모던적 지식은 진위를 말하는 지시적 즉 명

제적 진술의 총체를 넘어서, 행할 줄 아는 앎, 생활할 줄 아는 앎, 경청할 줄 아는 앎 과 같은

개념들을 포함한다. 이러한 지식은 다양한 담론적 대상에 대한 적합한 수행들, 즉 인식하기,

결정하기, 평가하기, 변화하기 등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Lyotard, 이현복 역: 52).

2. 교육적 인식론의 모색

인식의 근거와 지식의 획득과정에 대한 보다 철학적인 논의는 Hamlyn의 「경험과 이해의

성장」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는 지식과 이해를 어떻게 획득할 수 있는가? , 그리고 학습이

어떻게 가능한가 라는 질문을 던지며, 이 질문은 흔히 생각하듯이 사실적인 질문일 뿐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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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논리적 분석이 필요한 질문이라고 말한다. 그는 개인의 이성을 강조하는 합리론이나 경험

을 강조하는 경험론과 같은 전통적 인식론은 모두 객관적인 지식 또는 확실한 지식의 가능성

을 보장하는 근거를 제대로 밝히지 못했음을 지적한다. 지식획득과정을 논리적으로 분석해보

면 확실한 지식의 근거가 되는 논리적 가정이 드러나는데, 이것을 Hamlyn은 Wittgenstein의

삶의 형식 에 기초하여 지식의 공적 성격 이라는 말로 설명한다. 즉, 학습이 가능한 것은 아

이가 지식과 이해를 기초로 한 진정한 삶의 공동체 속에 태어나서 하나의 사람 으로 취급되

면서 살아간다는 사실에 있다 는 것이다(Hamlyn, 1978, 이홍우 역: xxiv). 결국 개인이 지식을

획득하는 것은 개인이 홀로 환경과 대면하고 있는 사태 로서가 아니라 한 개인이 지식과 이

해의 공동체 속에서 살면서 지적 영향을 받은 결과로 세계를 이해하는 사태 로 기술되어야 한

다는 것이다(유한구, 1998: 25).

이러한 Hamlyn의 주장을 발전시켜, 유한구(1998)는 교육과 인식론의 관계에 대한 새로운 관

점인 교육인식론 을 제안한다. 기존에는 지식의 성격을 연구하는 것은 인식론의 일이고 지식

을 전달하는 것은 교육의 일이라고 구분한 후, 지식의 성격에 대한 인식론적 연구결과를 지식

을 가르치는 교육의 과정에 적용하는 식으로 인식론과 교육의 관계를 설명해왔다. 그러나

Hamlyn에 의하면 지식의 성격이 무엇인가라는 인식론의 질문은 지식획득과정 즉 교육의 과

정에 논리적으로 가정되어 있기 때문에 거꾸로 교육의 과정을 철학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지식

의 성격을 밝힐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인식론의 연구결과를 교육에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기

존의 고정관념과는 반대로, 교육의 연구결과를 인식론의 문제 해결에 적용하는 것이다. 실지로

메논의 패러독스에서 나타나듯이 이론상으로는 인식이 불가능하지만 실제로는 교육을 통해 가

르침과 배움이 일어난다. 이러한 인식론의 난제는 교육의 과정에 대한 연구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교육인식론 논의에 대하여, 엄태동은 두 가지 점을 비판한다. 첫째, Hamlyn이 제시

한 지식의 공적 성격이 전통적 인식론의 결함인 확실한 지식의 근거 부재 문제를 완전히 해결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엄태동은 Hamlyn 주장의 기초가 되는 Wittgenstein의

삶의 형식 개념은 다소는 문화적으로 결정되며, 다소는 모든 인간에게 공통된 감각능력, 생득

적 기질, 성향 등의 특징들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라는 두 측면이 있다고 본다. 여기서

Hamlyn은 삶의 형식의 상대적인 성격을 무시하고 후자를 주로 받아들여서 삶의 형식이 보편

적인 것으로 본다. 이런 점에서 Hamlyn은 전통적 인식론자들과 마찬가지로 정초주의를 받아

들이며 확실한 지식의 근거 부재 문제를 해소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둘째, 비록 유한구가 교육

의 과정에 비추어 지식의 성격을 파악하려는 교육인식론 을 제안하고 있으나, 그의 실제 연구

를 보면, Hamlyn과 마찬가지로 교육의 사태를 철학의 논리적 분석이라는 탐구로만 제한하며,

실제적인 교육의 과정을 밝히지 못하는 한계를 가진다는 것이다. 이에 엄태동은 장상호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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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연구에 기초하여 가르침과 배움의 과정에 스며있는 교육활동을 구체적으로 밝히려는 시도

를 하며, 이것을 교육인식론 과 구별하여 교육적 인식론 이라고 부른다(엄태동, 1998: 9-17). 엄

태동은 교육적 인식론의 구조를, 장상호 교수의 독창적인 개념을 빌어, 배움에서 따라야 하는

규칙 네 가지와 가르침에서 따라야 하는 규칙 네 가지로 설명한다.1)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교육에서는 인식의 근거가 무엇인가에 대하여 여러 가지 접근

이 이루어지고 있다. 개인의 생득적 측면을 강조하여 이성이나 경험을 제시하기도 하고, 인식

내용을 수용하는 개념틀로서 사회 속에서 형성된 개인의 전이해 를 강조하기도 한다. Hamlyn

처럼 보다 근본적인 논리적 가정으로서 삶의 공동체 에 기초한 지식의 공적 성격을 드러내기

도 한다. 한편, 인식의 근거로서 이러한 삶의 형식 내지 공동체가 절대적인 것인가 아니면 상

대적 혹은 간주관적인 성격을 가지는 것인가에 대한 논쟁이 있다. 전체적인 논의 방향을 보면,

포스트모던 사회에 들어오면서 지식의 상대성이 더욱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는 추세이다. 이와

같은 인식론과 교육의 밀접한 관련 속에서 그동안 일방적으로 인식론의 연구결과를 교육의 과

정에 적용해 왔던 관행을 깨고, 지식획득과정인 교육의 과정에 대한 연구를 독자적으로 한 후

그 결과에 비추어 인식론의 난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교육인식론 혹은 교육적 인식론 의 등장

은 독창적이고 바람직한 연구 방향이라고 생각된다. 앞으로 이에 대한 보다 폭 넓은 논의와 연

구가 요청된다.

Ⅴ. 교육적 앎의 성격과 지식교육의 목적 바로잡기

1. 교육적 앎의 성격 : 객관주의적 인식론 과 인격적 지식론

지식교육에 대한 네 번째 논의의 흐름은 교육에서 추구하는 앎 또는 지식이 어떤 성격을 가

지며, 그것의 기원 내지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문제와 관련된다. 먼저 교육적 앎의 성격에 관

한 논의를 살펴보자. 교육적 앎은 기본적으로 개인의 편견이나 주관에 좌우되지 않는 확실하

고 객관적인 지식이어야 하며, 이에 근대의 지식교육은 미신과 편견이 제거된 객관적인 지식

을 가르치고자 하였다. 그러나 지식의 객관성 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객관주의적 인식

론 이 등장하여 교육적으로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그렇다면 객관적 앎 과 객관주의적

앎 은 어떤 차이가 있는가?

1) 배움은 상향적 순차성 도제적 실천성 구조적 변용성 심열성복성이라는 원리에 맞도록 전개되어야 하며,

가르침은 하향적 역차성 실천적 매개성 방편적 변신성 환열설복성이라는 원리에 맞게 전개되어야 한다

고 말한다(엄태동, 1998: 10장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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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관주의적 인식론은 앎을 인식주체와 인식대상이 멀찍이 떨어져서 아무런 인격적 관계도

가지지 않는 무인격적(impersonal) 앎 또는 거리를 둔 앎 으로 본다. 객관적이기 위해서 인식

대상과 거리를 두어야 한다는 생각은 오늘날 당연한 것으로 간주되며, 따라서 교육에서도 인

식대상과 거리를 둔 무인격적 앎을 추구한다. 그러나 객관적 앎을 추구하기 위하여 반드시 무

인격적 앎 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무인격적 앎 이야말로 잘못된 앎의 방식이

라는 주장이 있다. Polanyi는 인식론적으로 무인격적 앎 은 가능하지 않으며 객관성 확보에 필

요한 것도 아님을 지적하고, 교육에서 추구해야 할 앎은 헌신된(committed) 앎 또는 인격적

(personal) 앎 이라고 주장한다. 즉, 모든 앎에는 인격적 요소가 불가피하며, 이 인격적 요소

는 객관적 앎과 모순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Polanyi, 1962: vii).

객관주의적 인식론의 대표적 주창자인 실증주의자들은 객관적 이라는 말을 개인적인 판단

의 요소가 제거된 것, 다시 말해서 정확하게 진술된 규칙을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을 뜻한다

고 생각한다. 그러나 과학의 탐구 과정을 보면 아무리 엄격하게 기계화된 과정이라도 거기에

는 개인적인 기술과 판단의 여지가 항상 남아 있다(Polanyi, 1966: 4-5). 앎에 인격적인 기술과

판단이 작용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 즉 앎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묵시적 요소(tacit

dimension) 가 있다는 사실은 앎의 인격적 측면을 보여준다.

한편, Polanyi는 앎에서 묵시적이고 인격적 요소를 제거할 수 없다는 사실을 지적하는 것을

넘어서서, 과학에서 인격적이고 묵시적인 측면이 제외될 때 과학 자체가 파괴될 수 있다고 경

고한다. 흔히 과학은 감정과는 무관하게 객관적으로 성립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과학적 열

정들은 단순한 심리적 부산물이 아니며, 과학에 불가피한 논리적인 기능, 즉 선택적 기능, 발

견적 기능, 설득적 기능을 한다는 것이다(Polanyi, 1962: 134).

Polanyi는 객관적 진리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보여지는 인식주체의 인격적 참여나 판단, 지

적인 열정과 같은 인격적 측면은, 그 자신과 무관한 기준들을 따르며 실재를 드러내고자 한

다는 점에서 객관적 또는 지식 이라는 말과 모순 없이 쓰일 수 있다고 말한다. 이처럼 앎의

인격성과 객관성을 결합한 것을 그는 인격적 지식 이라고 부른다(Polanyi, 1962: vii-viii, 300).

요컨대 어떤 내용을 배우든지 그것에 대한 참된 지식을 가지기 위해서는 인격적 참여와 헌신

이 불가피하며, 또 이러한 인격적 앎이 객관적 진리의 추구라는 이상과 어긋나는 것이 아님을

그는 보여준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객관적 지식은 곧 인식대상과 거리를 둔 무인격적 앎이어야 한다고 생

각하는 것일까? 그것은 우리가 은연중에 희랍적 사고방식에 젖어 있기 때문이다. 희랍어에서

지식이라는 말은 주관적 요소가 배제된 지적인 이해를 뜻한다. 그러나 구약이 쓰여진 히브리

어에서의 지식은 지적인 이해뿐만이 아니라 경험이나 감정, 인격적인 관계를 포함하는 뜻으로

쓰인다(Achtemeier, 1985: 533-534). 희랍인들이 지식의 분석적이고 객관적인 측면을 강조한 데



지식교육에 관한 논의의 유형 분석 157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비하여, 히브리인들은 지식의 경험적이고 주관적인 측면을 강조하였다. 예컨대 히브리인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과 떨어져서 그에 대한 객관적인 지식을 얼마나 많이 갖

고 있는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인정하며 그와 얼마나 친밀한 관계를 맺고

인격적 교제를 많이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다. 대체로 보면 우리는 개인과 거리를 두고 정밀하

게 관찰하고 기술하는 희랍식 앎의 개념에 너무 젖어 있어서, 보다 경험적인 다른 방식의 앎이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다. 이러한 앎 의 두 가지 다른 어원을 살펴볼 때, 우리는 그 동안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고 받아들여 왔던 희랍의 거리를 둔 무인격적 앎 의 개념을 비판적인 시

각에서 바라볼 수 있으며, 히브리의 인격적 앎 의 개념을 교육적 대안으로서 검토할 수 있게

된다.

2. 인식 구조에 따른 지식의 성격

객관주의적 인식론은 그에 상응하는 인식구조를 상정한다. 무인격적 앎을 상정하는 객관주

의적 인식론에서의 인식주체는 인식대상을 조작하고 지배하며 소유하는 능동적인 행위자로 간

주된다. 반면에 인식대상은 멀리서 인식주체가 알아주기를 가만히 기다리고 있는 수동적이고

무기력한 무인격적 사물, 그리고 결국에는 인식주체에 의해서 조작되고 지배되며 소유되는 물

체 로 간주된다. 그 결과 인식주체와 인식대상과의 관계는 멀찍이 떨어져 있는 소외된 관계,

그리고 인식주체가 인식대상을 조작하고 지배하고 소유하는 적대적 관계가 된다.

이와 같은 인식주체와 인식대상과의 적대적인 관계는 라틴어 어원에서도 나타난다. 객관적

(objective) 이라는 말은 라틴어 어원상 …에 맞서다, …에 대항하다 는 의미를 가지며, 이것은

우리가 세계를 자신의 필요대로 강제할 수 있는 지식, 세상을 조작하고 지배하는 지식을 높이

평가하는 경향 속에서 나타난다. 또한, 지식의 판별 기준으로 중요한 실재(reality) 라는 말의

어근은 재산, 소유물, 물건 등을 뜻하는 라틴어 res 에서 왔다. res 는 부동산(real estate) 이라

는 단어에서 나타나듯이 사물을 소유하고 지배하여 권리 주장을 하는 것을 시사한다. 지식을

가지는 것은 부동산을 가지는 것처럼 사물에 대한 지배권을 가지는 것이다. 이러한 소유권이

나 지배는 인격적 대상이 아닌 인격이 없는 사물에 대해서만 가능하며, 이때의 관계는 적대적

인 것이 된다(Palmer, 1983: 48-50).

인식주체와 인식대상의 적대적 관계 혹은 착취적 또는 도구적 관계는 여러 사회 사상에서도

나타난다. 예컨대 Marcu se는 그의 책 「일차원적 인간」에서 과학주의적인 환상이 가져온 일

차원적인 지식의 본질, 즉 지식의 도구적 또는 조작적인 성격을 비판한다(Marcuse, 차인석 역,

1976; 이규호, 1972: 15장 참조). Marcuse에 의하면, 인간에게는 주어진 현실 그대로 진리로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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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이는 긍정적 사유 와 우리 앞에 주어져 있는 현실의 모순을 비판적으로 드러내는 부정적

사유 의 두 차원의 사유가 있다고 한다. 현대인은 과학만이 유일한 학문이라는 과학주의 의 환

상 아래 경험적 또는 실증적 사실만을 유일한 지식으로 강조하며, 현상유지의 테두리 안에서

현실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는 실용적, 기술적 지식만을 가르치고자 한다. 이 경우 우

리는 표면적 현실의 뒷면을 볼 수 있는 부정적 사유 능력을 상실하고, 현실을 보여지는 그대

로 받아들이는 일차원적 사유만을 하게 된다. 즉, 우리는 폐쇄되고 기계화되고 물질화해 버린

세계만을 인식하게 되며, 결국 지식교육은 지배세력이 필요로 하는 기술적인 지식을 제공하는,

지배를 위한 도구에 불과하게 된다. 이 때의 지성인은 예언가도 선지자도 혁명가도 아닌 기술

자를 지칭하며, 이들은 지배자의 종이 된다. 그러나 사람들은 가치중립성이라는 명분 때문에

아무런 양심의 거리낌이나 문제 의식조차 느끼지 못한다고 한다.

이러한 비판철학의 입장은 Habermas에 의해 보다 본격적으로 제기된다. Habermas(1971)는

「지식과 인간의 관심」이라는 그의 책에서, 지식은 가치중립적인 것이 아니라 개인의 인지적

또는 지식구성적 관심에 따라 달라진다는 가정에 기초하여, 지식을 추구하는 인간의 세 가지

관심을 설명한다. 첫째, 사회적 재생산을 위한 여러 가지 일을 수행하도록 하는 기술적 관심

이 있다. 여기에서 나온 것이 경험-분석적인 과학이며, 이것이 바로 실증주의에서 규정하는 과

학이다. 둘째, 사회 문화 속에서 살아 남기 위해서 인간의 상호작용과 언어를 이해하려는 실

천적 관심 이 있다. 여기에서 나온 것이 역사적이고 해석학적인 과학이다. 셋째, 실체로 여겨지

는 권력에의 의존 및 속박에서 풀려나고자 하는 해방적 관심 이 있다. 여기에서 나온 것이 비

판적 변증법적 사회과학이다. Habermas에 의하면, 과학주의 의 문제는 경험-분석적 과학이 특

정 관심에서 생겨나서 사회 유지에 도구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그것이 보편적

이고 절대적인 유일한 지식인 것처럼 착각하여 가르치는 데 있다. 그는 경험-분석적 과학 외에

도 자신이 사는 사회 및 상호관계를 이해할 수 있는 역사적-해석적 지식, 그리고 자신이 사는

세계를 자아성찰적으로 볼 수 있게 하는 비판적 지식을 가르쳐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지식의 기원과 목적: Pal mer 의 사랑에서 발원한 지식

교육적 앎의 성격 및 인식의 구조와 관련하여, 지식의 기원과 목적에 대한 논의를 살펴볼

수 있다. 우리는 인류의 보다 나은 삶과 행복을 위해 지식을 추구하고 가르친다. 그러나 지식

에 대한 우리의 막연한 기대와는 달리, 지식을 많이 배운 사람이 오히려 기술적으로 악한 일을

행하기도 하며, 인류를 파멸로 이끌기도 하는 경우를 종종 본다. 예컨대 가장 똑똑하고 교육

잘 받았다는 과학자들이, 원폭발사가 지구의 대기권을 파괴시켜 지구가 사라지게 할 수도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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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논의하면서도, 그들의 통제력을 넘어선 지식의 힘에 사로잡혀 원폭발사를 수행하였다. 그

리고 이들만큼 거창하게는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들 모두가 이러한 지식관, 즉 지식은 세상을

조작하고 지배하는 힘을 주는 하나의 도구로서 세상이 다 망해도 나의 안전을 지켜주는 것이

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다(Palmer, 1983).

여기에 바로 지식교육의 심각한 문제가 있다. 즉 오늘날 교육받은 똑똑한 학생들은 그들의

사회적 책임을 외면하고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그들의 지식을 사용하려 하지 않으며, 주

로 개인의 이익과 승리를 위해 세계를 조작하는 데에 지식을 사용하려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그 결과는 그들 역시 인식대상인 세계와 분리되어 소외되며, 지식을 사용하기보다는 지식의

오만한 힘에 정복당하고, 결국 그 오만 때문에 인류는 공동의 삶이 파멸되는 위기에 처하게 된

다. 이처럼 지식은 본래의 이상과는 반대로, 개인을 소외시키고 공동체를 파괴하고 있다. 따라

서 우리는 지식의 효율적 습득에 앞서서, 지식의 기원과 목적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 바른 목

적을 향해 나아가는 지식이 아니라면, 그 지식은 그것을 효율적으로 가르친 만큼 더 큰 재앙을

불러올 것이기 때문이다.

Palmer는 이러한 문제 의식을 가지고, 지식의 발전을 자축하는 것에서 벗어나, 이 지식이

어디에서 와서 우리를 어디로 데리고 가는지 지식의 근원을 밝혀야 한다고 지적한다. 그는 근

대의 지식을 출발시킨 원천을 호기심 과 지배욕 으로 본다. 호기심은 도덕과 무관한 열정으로

서, 유익할 수도 있지만 알고자 하는 욕구를 방해하는 어떠한 지시도 거부하려 든다는 점에서

위험할 수 있다. 한편, 인간은 힘에 미혹되는 존재로서 지배욕 즉 권력욕을 가진다. 호기심과

지배욕은 함께 결합되어서 우리를 죽음으로 이끄는 지식을 낳는다(Palmer, 1983: 28-29). 그렇

다면 인류의 보다 나은 삶과 행복을 추구하기 위한 지식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Palmer는 생명

으로 이끄는 지식은 다른 원천 즉 자비와 사랑에서 나온다고 주장하며, 사랑에서 발원한 지

식 의 모형을 제안한다. 알고자 하는 우리 욕구의 가장 깊은 원천은 세계가 처음 창조되었을

당시의 유기적 공동체를 재창조하려는 열정이며, 지식의 기원은 이러한 공동체에 대한 사랑이

라는 것이다.

Palmer는 호기심과 지배욕은 이웃과 세계를 노리개나 지배의 대상으로 봄으로써 그것으로

부터 우리를 떼어놓는 지식을 만들어 내지만, 사랑에서 발원한 지식 은 공동체를 엮는 끈, 실

재를 엮는 끈이 된다고 말한다. 사랑으로부터 발원하는 지식은 우리를 삶의 그물망에 연루시

킨다. 그 지식은 자비 안에서, 변화시키는 기쁨의 끈과 더불어 엄숙한 책임의식의 끈으로 앎의

주체와 대상을 함께 묶는다. 그 지식은 우리를 관련성, 상호성, 책임성으로 부른다 (Palmer,

1983: 31). 이처럼 Palmer는 사랑에서 출발한 지식만이 인식 주체를 그 대상으로부터 소외시키

지 않고 올바른 관계를 회복시키며, 책임감 있는 지식, 상호적이고 인격적인 지식을 가능하게

한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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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으로부터 발원하는 지식의 목표는 깨어진 자아와 세계의 재결합과 재구축이다. 자비에서 나

온 지식이 추구하는 바는 창조 세계의 착취와 조작이 아니라, 세계와 자신의 화해다. 자비를 동기

로 가진 지성은, 마음이 사람을 향해 뻗어 가듯 지식을 향해 뻗어 간다. 여기서 앎의 행위는 곧 사

랑의 행위이며, 타자의 실재 속으로 들어가 그것을 포용하는 행위, 타자로 하여금 자신의 실재 속

으로 들어와 그것을 포용하도록 허락하는 행위다. 이러한 앎에서는, 우리는 하나된 공동체의 지체

들로서 남을 알고 나를 알리며, 우리의 앎은 공동체의 유대를 다시 엮어 주는 방식이 된다(Palmer,

1993: 30).

Palmer는 현대 지식의 실패는 윤리의 실패 즉 아는 것을 적용하는 문제에서 실패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것은 지식의 좀더 깊은 원천과 열정을 인정하고 추구하지 못하고, 우리의 지

식이 창조하는 관계들—자기 자신, 이웃, 전체 유·무생물 세계와의 관계—에 사랑이 거하도록

하지 못한 앎 자체의 실패다 (Palmer, 1983: 31)라고 말한다. 그는 또한 우리가 그동안 우리에

게 주어진 정신(mind)을 세상을 분할하고 정복하고, 궁극적으로는 파괴하는 것으로 잘못 사용

해왔음을 지적한다. 이 정신은 다른 목적, 즉 현실의 상호유기체적인 본질을 깨닫고, 분열과

소외를 극복하며, 삶의 연대성을 인정하고 새롭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어졌다는 것이다. 이

에 그는 교육에서 정신(mind) 과 영혼(heart) 의 두 가지 눈을 균형있게 발달시키며, 사랑에서

발원한 지식 을 추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지식기반사회에서의 지식 의 의미 : 신지식인 운동 의 비판

지식교육에서의 앎의 성격과 관련하여, 현대 정보사회 내지 지식기반사회 에서의 지식교육

문제, 특히 신지식인 운동 에서의 지식의 개념 및 목적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Drucker는 21세

기는 역사의 경계 를 지나는 문명사적 대변환기 로서 정보화 사회에 이어 제 5의 물결인 지식

혁명이 일어나는 사회라고 규정한다(매일경제 지식프로젝트팀, 1998: 38). 지식기반사회란, 지

식이 개인 및 사회의 경쟁력과 부를 결정하는 원천이 되는 사회를 가리킨다(Drucker, 이재규

역, 1993: 19-23; 곽영우, 1999). 여기서의 지식 은 학식이나 교양이 아니라 전문성과 실용성을

가지고 행동으로 연결되는 지식 을 뜻한다. 따라서 전통적인 의미의 교육받은 사람은 교육받

은 사람으로 취급받지 못하며, 그저 학문 애호가 정도로 불릴 수 있다고 Drucker는 말한다

(Drucker, 이재규 역, 1993: 83-84).

이러한 지식근로자 즉 전문가를 길러내기 위한 지식교육의 성격 내지 내용은 무엇인가? 지

식은 정보와 구분된다. 정보는 지식의 하위 개념으로서, 지식창조의 매개 자료가 되는 정태적

이고 수동적이며 단편적인 사고를 가리킨다. 이와는 달리 지식은 사고와 경험을 통해 정보를

체계화한 것으로서, 동태적이고 능동적이며 종합적인 사고를 가리킨다. 획득한 정보가 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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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구성, 축적, 판단과정을 거쳐 행동으로 옮겨져 유용한 가치창출로 이어질 때 비로소 지식으

로서의 의미를 부여받을 수 있다(매일경제 지식프로젝트팀, 1998: 61-67). 따라서 지식을 가르

친다는 것은 단순히 데이터나 정보를 주는 것 이상으로 스스로 주어진 정보를 가공하고 재구

성하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도록 하는 일이다. 지식기반사회에서는 전달된 지식과 정

보의 단순한 수용보다는 지식과 정보를 평가하고, 선택하고, 조직하고, 활용하고, 생산하고, 재

구성하는 데 관련된 능력인 과정적 지식 또는 사유지가 중시된다.

한편, 세계적으로 강조되고 있는 지식기반사회 의 열풍과 우리 나라의 IMF체제 극복이라는

경제 위기가 맞물려 1998년 말에 국민의 정부 주도로 신지식인 운동 이 펼쳐지게 된다. 신지

식인 은 지식을 활용하여 부가가치를 능동적으로 창출하는 사람 기존 사고의 틀에서 벗어

나 새로운 발상으로 자신의 일하는 방식을 개선·혁신한 사람 등으로 정의되며, 학력이나

전문 자격증 소유 여부에 관계없이 각자의 생활 현장에서 자신의 일하는 방법을 부단히 발전

시켜 부가가치를 극대화시키는 사람들 을 지칭한다(정책기획수석실, 1998, 김필동, 2000에서

재인용). 김효근은 신지식인 을 기존의 지식인과 구별하여, 지식 활동을 통해 가치 창조와 자

아실현을 해가는 21세기 지식기반경제 시대에 걸맞는 삶의 양식을 갖는 새로운 인간형 이라고

규정한다(김효근, 1999: 79). 이처럼 신지식인은 자신이 가진 지식 특히 방법지를 고도화함으로

써 자신이 맡은 일을 개선·개발·혁신하며, 그에 관련된 지식을 기록 및 활용하고 다른 사람

과 공유함으로써 부가가치를 높여 나가는 사람을 뜻한다(김효근, 1999: 26).

이렇게 볼 때 정보사회, 지식기반사회, 그리고 신지식인 운동에서 추구하는 지식은 부가가치

를 창출하는 실용적인 지식으로서, Marcuse의 용어를 빌면 긍정적 사유 에 기초한 도구적, 기

술적 과학이며, Habermas의 용어를 빌면 기술적 관심 에서 나온 경험-분석적인 과학 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지식 개념은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일차원적이며, 인간 사회를 죽음

으로 이끌어갈 위험이 있는 도구적 성격을 가진다. 따라서 정보사회에서 정보활용능력을 배양

하고 그에 적합한 지식의 양태를 개발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올바른 앎의 성격을 회복하고 지

키며 지식의 근본적인 목적을 바로잡는 일은 대단히 중요하다. 실지로 네트웤 사회에서의 익

명성으로 인하여 진정한 지식교육의 훼손은 심각한 실정이다. 그리고 정보 기술의 강조 속에

서 문화 내용의 교육이 경시되는 것도 위험한 일이다.

이 중에서도 신지식인 운동에서 나타나는 지식교육의 문제는 매우 심각하다. 무엇보다도

신지식인 이 마치 교육받은 인간상 전체를 가리키는 것처럼 오해될 소지가 있다. 신지식인은

실지로는 신경제인 이나 신경영인 혹은 혁신적 경제인 등을 가리킨다는 지적도 있으며, 이

런 점에서 지식 의 개념을 축소, 왜곡시킨다(홍은숙, 2000: 141). 한편, 우리 나라에서의 신지식

인 운동은 Drucker의 논의를 통속화시고 지식기반경제에 요구되는 전문성을 무시하는 오류를

범한다는 지적이 있다(백욱인, 2000: 461). 실지로 신지식인의 개념이 지식의 전문성 없이 단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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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생산성을 높이기만 하면 되는 상식적이고 통속적인 수행성으로 이해됨으로써 비록 방법지

를 강조하고는 있으나 오히려 지식기반을 약화시킬 위험이 있다. 또한 신지식인 운동이 전문

적 지식을 강조하기보다는 부가가치, 특히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기만 하면 된다는 식으로

이해됨에 따라 사람들은 치열하게 지식을 축적하고 노력하는 대신에 손쉽게 돈버는 기회주의

적 한탕주의에 빠질 위험이 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최근에 강조되는 지식기반 사회에서의 지

식의 개념, 특히 신지식인 운동에 나타나는 지식교육의 개념에 대해서는 비판적 숙고와 논의

가 필요하다.

Ⅵ. 논의 및 결론

본 논문에서는 너무나 다양한 지식교육의 논의들을 보다 체계적으로 이해하기 위하여 몇 가

지 지식교육의 주제 내지 문제를 중심으로 다양한 논의들을 분류하였다. 제2장에서는 주입식

지식교육에 반대한다고 해서 지식교육 자체를 부정해서는 안되며, 지식교육을 내부적으로 개

선할 수 있는 방안과 지식교육의 위상을 논의하였다. 제3장에서는 주지주의 교육에 대한 비판

및 대응방안을 살펴보면서, 특히 사회적 실제에의 입문으로서의 교육 개념과 Ryle의 방법적

지식 의 개념을 소개하였다. 제4장에서는 인식의 근거 및 지식획득과정과 관련하여 정초주의

인식론을 비판하고 순환론적 인식론과 상대주의 지식관을 검토하였다. 특히 지식획득과정에

대한 교육학적 연구에 비추어 인식론의 문제를 설명하는 식으로 인식론과 교육의 관계를 새롭

게 보는 교육적 인식론 을 소개하였다. 제5장에서는 교육적 앎의 성격과 지식교육의 목적에

대한 논의를 다루었다. 특히 객관주의적 인식론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 대안으로서 인격적

지식 을 설명하였으며, Palmer의 사랑에서 발원한 지식 을 소개하였다. 그리고 지식기반사회

및 신지식인 운동에서의 지식 의 의미를 밝히고 그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지식교육에 관한 여러 논의들을 관심 주제별로 위와 같이 유형화한 것에 비추어 이제 지식

교육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그 교육적 시사점을 생각해보고자 한다. 첫째, 지식교육

에 대한 여러 가지 비판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식교육 자체를 부정할 것이 아니라, 바른

지식교육이 되도록 노력하는 동시에 지식교육의 위상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 둘째, 지식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할 필요는 있지만, 그것이 지식교육을 절대화하는 주지주의 가 되어서는 안되며,

교육 전체 속에서 지식교육 의 부분적인 역할 및 위치를 밝힐 필요가 있다. 셋째, 지식획득과

정 면에서 볼 때 기존의 정초주의 인식론은 문제가 있으므로, 해석학적 지식관이나 상대주의

적 지식관을 포함한 새로운 인식론을 탐구할 필요가 있다. 한편, 보다 근본적으로, 새로운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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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론을 통해 교육의 과정을 설명하려고 하기보다는 거꾸로 교육의 지식획득과정의 연구를 통

해 인식론의 난제를 해결하려는 교육인식론 혹은 교육적 인식론 의 접근에 대해서도 앞으로

보다 깊이 연구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넷째, 교육적 앎은 인격적 지식 이어야 함을 지적

하였는데, 이것이 단순히 이론적인 논의로 끝나지 않고 교사들의 의식이 바뀌고 교육현장에서

적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보다 구체적인 연구가 요청된다. 앎의 성격을 바르게 정립하는 일

은 바른 교육을 세우기 위한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이다. 다섯째, 지식교육이 도구적 지식 즉

지배와 파괴를 위한 지식 추구를 목적으로 해서는 안되며, 사랑에서 발원한 지식 즉 사회적 책

임성과 상호 연대감을 바탕으로 공동체를 회복시키는 지식을 추구해야 함을 지적하였다. 이런

점에서 신지식인의 개념 등은 비판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끝으로, 한 가지 덧붙이자면,

지식교육은 개인적인 측면에서는 궁극적으로 개인의 삶 전체를 구성해나가는 데 도움이 되도

록, 그리고 사회적 측면에서는 공동체를 회복시키는 데 도움이 되도록 보다 확대된 의미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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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pping the Discussions on Knowledge Education

Hong , Eun-Sook*

There are various kinds of theories and discussions on knowledge education. Because

their relationship is not clarified, they sometimes cause confusions in discussing knowledge

education.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draw the overall picture of how a variety of

theories of 'knowledge education' are connected.

In this article different theories are classified into four areas according to the problems

they are dealing with. The first area deals with the situation where knowledge education is

criticized for bad exercise such as cramming of information. Instead of denying knowledge

education itself, some tend to correct the distorted form of knowledge education. Here

Bruner' s ' structures of knowledge' theory and Hirsch, Jr.'s 'cultural literacy' theory are

explained. On the basis of desirable shape of knowledge education, we can explore the

proper status of knowledge education.

The second issue is the problem of intellectualism in education. The most representative

theory of intellectual education is Hirst' s 'forms of knowledge' theory. Here some criticisms

and alternatives to this theory are explained. Especially Hirst's own alternative, 'education

as initiation into social practices', and Ryle's concept of know-how are explained.

The third area deals with the foundations and processes of knowing. Here

'Foundationalism' in epistemology is criticized, while other views such as hermeneutic

epistemology and post-modern epistemology are suggested as alternatives. And the new

trend of 'educational epistemology' is also explained.

The fourth area pursues the nature of knowing and the purpose of knowledge education.

Here 'Objectivism' which distort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knower and the known is

criticized, and 'personal knowledge' is argued for instead. For the purpose of knowledge

* Associate Professor, Division of Theology, Sungkyul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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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ucation, instrumental view is also criticized, while knowledge for restoring the

community, responsibility, and mutuality is emphasized. Palmer' s concept of 'knowledge

originated from love' is introduced in this context.

On the basis of this classification, implications on education are discussed.

Key Words : the status of knowledge educat ion, intel lectual educat ion, educat ional

epistemology, nature of knowing, the purpose of knowledge educat 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