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듀이와 후기 허스트의 교육관 비교

유재봉(兪在奉)
*

본 연구는 전통교육과 자유교육에서 강조하던 지식교육의 대안적 아이디어로 제시된 듀이의 경험의

성장 으로서의 교육과 허스트의 사회적 실제에의 입문 으로서의 교육을 비교 ·논의하기 위한 시도이다

듀이와 허스트의 교육 아이디어는 각각 전통교육과 자유교육에 반대되는 진보주의와 공리주의와의 변증

법적 통합을 통해 제시하려 했던 점에서 비슷하나, 전통교육과 자유교육, 진보주의와 공리주의의 차이에 해당

하는 차이점도 존재한다. 듀이와 허스트가 관심을 두는 세계는 형이상학적이거나 이론적 세계라기보다는 삶

의 세계 이다. 이 세계는 듀이의 경우 인간과 환경의 상호작용으로 이루어지는 경험 이며, 허스트의 경우

회적으로 구성되고 발전되는 사회적 실제 이다. 그러므로 듀이와 허스트는 공히 교육목적을 실질적인 좋은

삶의 영위에 둔다. 듀이에 있어서 좋은 삶은 경험의 계속적인 성장을 통해 삶의 가치와 의미가 확대되어 가는

것이며, 이러한 과정에 질성적 사고 가 요청된다. 이에 비해, 허스트에 있어서 좋은 삶은 개인의 전반적인

구를 장기적인 안목에서 최대한 만족시키는 것이며, 여기에 요구되는 이성이 실천적 이성 이다.

주요어:듀이, 허스트, 경험, 사회적 실제, 질성적 사고, 실천적 이성

I. 서 론

현대 교육학계에 지대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영·미 교육철학의 대표적인 사람으로 미국

의 듀이(J. Dewey)와 영국의 피터스(R. S. Peters)나 허스트(P. H . Hirst)를 들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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듀이는 일련의 방대한 저서들을 통해 현대 교육철학의 중요한 논의를 망라하고 있으며, 현대

교육철학은 듀이에서 비롯되었다고 주장할 만큼 그가 차지하는 영향력은 절대적이라고 할 수

있다. 듀이는 기존의 추상적인 지식을 전달하는 전통교육의 대안으로, 교육을 경험의 관점에서

경험의 계속적인 성장 혹은 재구성 으로 규정하였다.

다른 한편, 피터스나 허스트는 교육사상사 중심의 교육철학에서 벗어나 교육 개념이나 주장

을 철학적으로 명백히 하고 정당화하는 분석적 교육철학 으로의 변화를 시도하였으며, 이러한

교육철학의 선구자이다. 피터스는 주로 교육의 문제를 윤리학적 관점에서, 허스트는 인식론적

관점에서 치밀하게 분석하고 논의하였다. 피터스와 허스트는 교육을 합리적 마음의 관점에서

지식의 형식(forms of knowledge)에의 입문 으로 규정하였다. 이러한 피터스와 허스트의 교육

아이디어는 듀이의 그것과는 상당히 대비되는 것이며, 듀이 교육철학에 대안적인 성격을 띤

것이었다.

그러나 최근에 들어 허스트는 교육을 합리적 마음의 발달 이나 지식의 형식에의 입문 으로

보는, 자신을 포함하는 자유교육론자들의 생각이 전적으로 잘못된 것이며, 오히려 교육이 사

회적 실제(social practices)에의 입문 으로 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말하자면, 교육은 학

생을 지식의 형식 에 입문시킴으로써 (이론적) 합리성을 기르는 일이 아니라 합리적인 사회적

실제 에 입문시킴으로써 실천적 이성에 입각한 좋은 삶을 영위하도록 하는 일이라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제기할 수 있다. 허스트의 초기 교육 아이디어가 듀이의

것과 대비되는 것이라고 볼 때, 그 초기 아이디어를 완전히 그릇된 것이라고 하면서 그것과는

판이한 주장을 제시하는 최근의 허스트의 아이디어는 듀이의 그것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인

가, 그렇다면 어떤 점에서 어느 정도로 그러한가 하는 질문이 그것이다. 이 글은 그러한 질문

을 부분적으로 해명하려는 시도이다. 이를 위해 먼저, 듀이와 후기 허스트 교육 아이디어의 윤

곽을 그들이 비판하고자 했던 전통교육이나 자유교육에 비추어 개관하고, 다음으로 듀이와 후

기 허스트 교육 아이디어의 핵심 개념이면서 동시에 다양한 해석과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경험

과 사회적 실제 개념에 초점을 두어 양자를 비교·논의한다.

II. 듀이와 허스트의 교육에 대한 문제의식

듀이와 후기 허스트 교육 아이디어의 윤곽을 밝히는 데는 그들의 아이디어가 어떤 문제의식

에서 출발했는지를 검토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두 사람의 아이디어는 공히 기존 교육 아

이디어에 대한 비판 혹은 반성에서 비롯되었으며, 그들이 염두에 둔 기존 교육은 완전히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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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것은 아니지만 지식교육에 초점이 주어져있다는 점에서 유사한 문제를 가지고 있었다고 말

할 수 있다. 물론 듀이와 허스트가 공히 지식중심의 전통교육과 자유교육을 비판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하여 그와 반대되는 교육관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은 아니다. 어느 편인

가 하면, 상반되는 두 교육관, 즉 듀이는 전통교육 과 진보주의 교육 , 허스트는 자유교육 과

공리주의 교육 의 변증법적인 발전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그들이 견지하고 있는

입장은 대체로 듀이의 경우 진보주의 교육, 허스트의 경우 공리주의 교육에 가깝다는 점에서

비슷한 측면을 가지고 있다.

그렇다면 듀이와 후기 허스트의 교육 아이디어는 동일한 교육의 아이디어를 경험의 성장

과 사회적 실제에의 입문 이라는 상이한 용어로 규정하고 있을 뿐인가? 이에 대한 대답은 복

잡한 논의를 필요로 하며, 그들의 교육 아이디어를 세밀히 분석한 후에나 가능하다. 그러나 적

어도 우리는 다음과 같이는 말할 수 있을 것 같다. 듀이와 허스트 간에는 각각 그들이 비판하

고 있는 전통교육과 자유교육, 그리고 그들이 심정적으로 공감하고 있는 진보주의 교육과 공

리주의 교육의 차이에 상당하는 차이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하에서는 듀이와 허스트의 이

러한 문제의식을 보다 상세히 밝힘으로써 그들 교육 아이디어의 전체적인 윤곽을 드러내어 보

도록 하겠다.

1. 듀이의 문제의식

듀이의 교육관은 흔히 실용주의 교육 , 진보주의 교육 , 아동중심교육 , 새교육 , 민주주의

교육 , 경험의 성장으로서의 교육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어 왔다. 이러한 이름들은 다소 오

해되어 왔고 해명되어야 할 부분이 있지만1), 듀이 교육 아이디어가 가지고 있는 한 특징적인

면을 드러내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용어를 포괄하면서 듀이 교육의 핵심을 드

러내는 것은 경험의 성장으로서의 교육 이다. 경험의 성장 아이디어는 『민주주의와 교육』

(Democracy and Education, 1916)에 전반적으로 드러나 있지만, 그 아이디어를 진보적 학교의

운영 경험과 20여 년 동안 자신에 가해진 비판을 해명하는 가운데 정련된 형태로 보여주고 있

는 것은 『경험과 교육』(Experience and Education, 1938)이다. 이 책에서 듀이는 교과 혹은 지

식을 아동에게 부과하는 기존의 전통교육 (traditional education)뿐만 아니라 그에 대립되는

1) 이돈희(1992: 1-24)는 듀이 교육론에 대한 오해가 주로 경험 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고 있다.

엄태동(2001: 183-212)은 듀이의 아이디어를 둘러싼 대표적인 오해로 프래그마티즘과 실용주의의 혼동 , 교

육의 가치와 교과의 가치에 대한 혼동 , 교과의 진보적 조직이라는 아이디어의 오해 등을 지적하고 있다.

엄태동의 이러한 지적은 듀이를 둘러싸고 있는 오해가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고는 있으나, 듀이 교육론에

대한 오해를 이해로 바꾼 그의 작업이 타당한지의 여부는 여전히 논란의 여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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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진보주의 교육 (progressive education)의 문제를 지적하면서 경험의 성장 관점에서

자신의 교육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있다.

듀이가 교육을 경험의 관점에서 보게 된 까닭은 무엇보다도 전통교육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는 전통교육의 문제 하나하나에 대해 세밀하게 분석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

만, 나름대로 전통교육의 특성과 문제를 제시하고 있다. 듀이에 의하면, 전통교육은 대체로 다

음 세 가지 특징을 지닌다. 첫째, 전통교육의 주 관심사는 과거부터 형성되어 온 정보와 기술

로 이루어진 교과이며, 학교의 주된 일은 그러한 교과를 새로운 세대에 전달하는 일이다. 둘째,

전통교육은 도덕교육에 관심을 가지며, 도덕교육은 과거부터 발달되어 온 행위의 기준과 규칙

에 적합한 행위습관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셋째, 전통교육의 학교 조직형태, 즉 학생간의 관계,

학생과 교사의 관계 등은 다른 사회제도와는 확연하게 다르다. 이러한 특징을 지닌 전통교육

의 주된 목적은 아동으로 하여금 장차 책임 있고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데

있다. 아동을 미래의 삶에 효과적으로 준비시키기 위해서는 기성세대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배우게 할 필요가 있으며, 기성세대가 가진 누적된 지식의 총체가 다름 아닌 교과이다. 그러므

로 아동의 미래의 삶을 준비시키기 위해 교사는 그러한 교과에 나타나 있는 지식과 기술, 그리

고 행위의 규칙을 가르친다. 이렇듯, 전통교육은 본질적으로 아동에게 성인의 기준, 성인의 교

과, 성인의 방법을 위로부터, 그리고 외부로부터 부과하는 교육의 성격을 띤다. 그러나 이러한

교육 상황에서는 성인의 경험과 능력이 아동의 그것과 간극이 너무 커서 아동 스스로가 능동

적으로 참여한다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 말하자면, 학생은 교사가 가르치는 지식을 고정된

것으로 곧이곧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으며, 따라서 수동적이고 복종적인 태도를 취한다

(Dewey, 1938: 17-19).

이러한 전통교육에 대한 반발로 나온 것이 진보주의 교육 혹은 새교육 이다. 진보주의 교

육은, 전통교육과 대비하여 말하면, 대체로 다음과 같은 특성을 지닌다. 위로부터 부과하는 교

육보다는 개성의 표현과 함양을, 외적 도야보다는 자유로운 활동을, 교재나 교사로부터의 학습

보다는 경험을 통한 학습을, 유리되고 반복연습을 통한 기술과 기능의 습득보다는 직접적이고

생생한 호소를 통한 기술과 기능의 습득을, 장래를 준비하는 일보다는 현재 삶의 기회를 활용

하는 일을, 고정된 목적이나 자료보다는 변화하는 세계에 친숙해지는 일을 강조한다(Dewey,

1938: 19-20). 이러한 진보주의 교육 아이디어는 전통교육이 가진 문제점들을 상당부분 해결해

줄 수 있기는 하나, 또한 전통교육과 정반대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진보주의 교육에서는

위로 혹은 외부로 부과되는 전통교육으로 인한 아동의 타율성의 문제와 더불어 수동적이고 소

극적인 학습으로 인한 무기력한 교육의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다. 반면에, 학교교육에

서 조직된 교과의 중요성이 간과되거나, 성인의 가르침과 역할을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므로 전통교육과 진보주의 교육이 가지고 있는 결함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교육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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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어가 필요하다. 다시 말해, 학습자의 자유와 교과내용의 전달, 성인과 아동, 과거와 현재, 외

부로부터의 부과와 내부로부터의 형성간에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문

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도가 듀이의 경험 이론이다.

듀이에 의하면, 진정한 교육은 경험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전통교육과 진보주의 교육에서도

경험에 관해서 언급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전통교육에서의 문제는 아동의 경험이 없다는 것

이 아니라 그러한 경험이 이후의 경험 혹은 경험의 성장과 관련을 맺지 못하는 데 있다. 말하

자면, 성인이 가지고 있는 교과의 지식은 학생의 경험과의 간극 때문에 학생이 능동적으로 학

습활동에 참여할 수도, 계속적인 경험의 성장을 기하기도 어렵다. 진보주의 교육에서는 경험

의, 경험에 의한, 경험을 위한 교육 이라는 표현을 사용할 정도로 경험을 강조하고 있으나, 교

육과 개인 경험 사이의 유기적인 관련성과 경험에 관한 체계적인 이론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

다. 이에 비해, 듀이는 경험의 성장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다. 그가 보기에,

교육은 유기체가 환경과 상호작용하는 가운데 지속적으로 경험을 재구성 혹은 성장시켜 나가

는 것이다. 이러한 그의 입장을 듀이는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우리의 명확한 결론은 삶은 발달이요, 발달하고 성장하는 것이 곧 삶이라는 것이다. 이것을 교육

에 비추어 말하면, i) 교육의 과정은 그 자체 이외에 다른 목적을 가지지 않으며 그 자체가 목적이라

는 것과, ii) 교육의 과정은 끊임없는 재조직, 재구성, 변형의 과정이라는 것이다(Dewey, 1916: 59).

2. 허스트의 문제의식

허스트는 오랫동안 자신이 견지해 오고 영향력을 미쳐왔던 자유교육, 즉 지식의 형식에의

입문 (initiation into forms of knowledge)의 아이디어를 최근에 사회적 실제에 기반을 둔 교

육, 즉 사회적 실제에의 입문 (initiation into social practices)으로 완전히 바꾸었다.2) 이러한

후기 허스트의 교육 아이디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가 어떤 문제의식에서 그러한 아이디어

를 주장하게 되었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허스트가 왜 자신의 교육 아이디어를 바꾸게 되

었는지는 자신의 정년퇴임 논문집에 실린 교육, 지식 그리고 사회적 실제 (Education,

Knowledge and Practices, 1993a)에 잘 드러나 있다. 이 논문에서 허스트는 이론적 합리성을

강조하는 자유교육과 인간의 욕구충족을 강조하는 공리주의 교육의 문제점을 의식하면서 양자

의 통합을 이루는 사회적 실제에 기반을 둔 교육을 주장하고 있다.

허스트가 교육이 사회적 실제 에의 입문이어야 한다고 주장하게 된 이유는 무엇보다 당시

의 교육, 즉 자유교육에 대한 불만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자유교육은 인간이 추구해

2) 허스트의 이러한 변화가 과연 근본적인 것인가에 관한 논의는 Yoo(2001)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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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할 좋은 삶이 다름 아닌 합리적 삶이며, 합리적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합리적 마음을 발

달시켜야 한다고 본다. 합리적 마음의 발달을 위해서는 지금까지 누적되어 온 인류 문화유산

의 집적체인 몇 가지 지식의 형식에 학생을 입문시켜야 한다는 것이 자유교육의 핵심이다. 이

러한 자유교육의 논리를 따를 때, 교육은 주로 지식의 형식으로 대표되는 이론적 교과를 가르

치는 모습을 띠게 된다. 그러나, 지금 허스트가 보기에, 이러한 자유교육의 주장은 몇 가지 측

면에서 문제를 안고 있다.

첫째, 합리적인 삶이 유독 좋은 삶이라고 보아야 할 근거가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다. 자유교

육론자는 합리적인 삶을 사는 것이 누구에게나 좋은 삶이라는 것을 가정하고 있지만, 그들이

확신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명백한 근거는 없다. 합리성에 비추어 사는 삶은 한 가지 형태

의 좋은 삶일지는 몰라도, 유일한 좋은 삶이라고 보기 어렵다. 합리성이 인간의 전체측면을 포

괄하는 것도 아니며, 합리성이 인간의 다른 부분보다 좋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이다. 실지로 우

리는 간디, 테레사 등처럼 주변이나 역사상 훌륭한 인물들 가운데서 고도의 합리성을 추구하

지 않았지만, 좋은 삶을 산 사람을 흔히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좋은 삶을 살고 있

는지의 여부를 얼마나 합리적인 삶을 살고 있는가라는 단일 잣대에 비추어 판단하는 것은 온

당치 못하다고 볼 수 있다.

둘째, 합리적인 삶을 사는 것이 좋은 삶이라고 하더라도, 합리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반드시

이론적 합리성을 개발하고, 이론적 지식을 가르쳐야 하는가에 대한 의문이다. 합리성에는 이론

적 합리성뿐만 아니라 실천적 합리성도 있다. 그런데 자유교육에서는 이론적 합리성에만 관심

을 가지며, 그러한 이론적 합리성을 추구하는 데 근본적인 이론적 교과와 지식을 강조한다. 그

러나 이러한 의미의 합리성은 실지의 삶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합리성은 아니라고 보아야 한

다. 이론적 합리성과 관련 있는 이론적 교과 역시 그것이 가지는 추상성 때문에 실지로 그러

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데 오히려 무기력하게 된다. 허스트 자신이 고백하고 있듯이, 자신의

종전 입장의 중대한 오류는 이론적 지식을 좋은 삶과 합리성을 결정하는 논리적 토대로 본 데

있었다. 이론적 지식은 좋은 삶을 영위하는 데 요구되는 비판적 반성을 발달시키기는 하나 그

자체가 좋은 삶을 실지로 영위하는 데 필수조건인 것은 아닌 것이다(Hirst, 1993a: 196-197).

그러면 이러한 자유교육의 문제를 해결하는 교육은 무엇인가? 상식적인 생각은 그와 반대되

는 교육관, 즉 고도의 합리성을 추구하기보다는 인간의 욕구 혹은 욕망의 충족을 최대화하는

교육이다. 이런 교육 아이디어를 대표하고 있는 것이 공리주의 교육이다. 허스트는 교육이 근

본적으로 인간의 욕구를 최대한 충족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점에서는 공리주의와

궤를 같이 한다. 그러나 공리주의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은 아니다. 공리주의는 인간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인간의 활동이 반드시 근거해야 할 사회 혹은 사회적 실제와 그러한

욕구를 충족시키는 과정에 요구되는 이성 내지 합리성을 간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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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허스트가 보기에 자유교육과 공리주의 교육은 공히 문제를 안고 있다.3) 자유교육

은 인간의 합리성과 이성의 추구에 치우친 나머지 주어진 인간의 욕구 혹은 욕망을 간과하는

경향이 있으며, 공리주의는 주어진 인간의 욕구 혹은 욕망의 충족을 강조한 나머지 합리성을

간과하는 경향이 있다. 그렇다고 해서 자유교육과 공리주의 교육을 단순히 절충하기만 하면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한 교육 아이디어는 양쪽 모두 문제를 안고 있어

서 변증법적으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자유교육에서는 이성이나 합리성을 강조하지만 이론적 이성이나 이론적 합리성에 한정함

으로써 실천적 이성 혹은 실천적 합리성의 중요성을 간과하고 있다. 교육이 근본적으로 좋

은 삶을 영위하는 일과 관련이 있고, 좋은 삶은 인간이 이성과 합리성을 충분히 발휘하며 사는

삶이라고 할 때, 여기서의 이성과 합리성은 초월적인 것이라기보다는 일차적으로 우리가 실지

로 살아가는 삶과 사회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이다. 이렇게 볼 때, 교육에서 강조되어야 할

이성(혹은 합리성)은 자유교육론자가 말하는 이론적 이성(혹은 합리성)이라기보다는 실천적

이성(혹은 합리성)이라고 보아야 한다. 다른 한편으로, 공리주의 교육에서는 주어진 인간의 욕

구 혹은 욕망의 만족을 최대화시키는 것을 강조한다. 이때 공리주의자가 말하는 욕구 혹은 욕

망의 만족은 일반적으로 개인의 심리적 욕구 혹은 욕망의 만족을 일컫기 때문에 합리적인 욕

구나 사회적인 욕구의 만족이 간과된다. 그러나 좋은 삶이 무엇인가를 결정하고 추구하는 데

에는 여전히 (실천적) 이성의 역할이 요구된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교육에서 추구해야 할

가치도 단순히 개인의 순간적, 심리적 욕망을 최대한 충족시키는 일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살고

종사하고 있는 합리적인 사회적 실제에 입문함으로써 사회 내에서의 인간의 전반적인 욕구를

장기적인 관점에서 최대한 만족시키는 일이다.

허스트는 자유교육과 공리주의 교육의 문제를 해결하는 자신의 교육관을 다음과 같이 간명

하게 정리하고 있다.

i) 좋은 삶은 이론적 이성이 아닌 실천적 이성에 의해 결정되는 삶으로 이해된다.

ii) 실천적 이성은 인간의 필요나 관심을 비판적으로 반성하는 과정에서 발달된 실제에 드러난다.

iii) 좋은 삶은 자신의 필요나 관심 전체를 장기적인 관점에서 만족시키기 위한 다양한 실제와 관

련하여 발달된 비판적으로 반성된 삶이다.

iv) 교육의 전반적인 목적은 그러한 좋은 삶을 발달시킬 수 있는 다양한 실제에의 입문으로 이해

될 수 있다.

v) 그러한 실제에의 입문은 그 자체가 사회적 실제이고, 그러한 사회적 실제는 비판적으로 반성

된 실제에서 발달될 수밖에 없다(1999: 132).

3) 본 절의 이하의 내용은 유재봉(2001: 75-76; 2002: 205-206)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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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에서 살펴 보았듯이, 듀이와 허스트는 각각 당시의 기존 교육이라 할 수 있는 전통교육

과 자유교육의 불만에서 출발하여 이러한 문제를 그와 대비되는 진보주의 교육과 공리주의 교

육과의 변증법적 통합을 통해 극복하려고 했다는 점에서 유사하다. 그러나 세부적인 면에서는

다소 차이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듀이 당시의 전통교육과 허스트 당시의 자유교육은 교과를

강조하고 지식의 추구를 강조한다는 점에서 다르지 않지만, 그들 교육이 지향하는 목적은 엄

밀히 말해서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전통교육이 성인의 고정된 지식을 아동에게 전달하고

부과함으로써 기성세대의 가치관을 받아들이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면, 자유교육은 지식의

형식에 아동을 입문시킴으로써 합리적 마음을 발달시키고 나아가 합리적인 삶을 살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그리고 진보주의 교육이 아동의 흥미와 자유로운 활동을 통한 경험의 성장

을 강조한다면, 공리주의는 가능한 많은 사람에게 욕구만족을 최대화하는 것을 강조한다. 이렇

듯 듀이와 허스트가 비판하거나 의존하고 있는 교육관들은 다소 차이가 있거나 강조점이 다르

다고 보아야 하며, 그들의 교육 아이디어간에도 이러한 차이에 상응하는 차이점이 존재한다고

보아야 한다.4) 이 점은 듀이와 허스트의 핵심적인 교육 아이디어라고 볼 수 있는 경험 과 사

회적 실제 를 분석을 통해 분명해 질 수 있다.

III. 듀이의 경험과 허스트의 사회적 실제

듀이와 허스트 교육 아이디어의 공통점과 상이점은 그들의 교육의 핵심 아이디어인 경험

과 사회적 실제 개념을 몇 가지 측면에서 비교, 분석함으로써 보다 명백히 드러날 것이다. 이

장에서는 이러한 두 개념을 중심으로 듀이와 허스트의 교육 아이디어 자체와 그 아이디어간의

관련성을 논의하겠다.

1. 듀이의 경험

듀이의 경험의 개념은 그의 교육 아이디어의 핵심을 차지하고 있어서 표면상 가장 잘 이해

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상당히 오해되고 있는 개념이다. 듀이 교육론의 오해의 대

부분은, 듀이의 옹호자이건 비판자이건 간에, 그의 경험 개념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이다. 따라서 듀이의 교육 아이디어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나 허스트의 교

육 아이디어와의 비교를 위해서나 그의 경험 개념에 대한 어느 정도의 설명은 불가피하다. 듀

4) 이에 관해서는 별도의 상세한 분석이 필요하나, 여기서는 지면의 관계상 다루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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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 경험의 개념과 성격이 어떠한지를 밝히기 위해서는 경험의 수동적 측면과 능동적 측면,

일차적 혹은 질성적 경험과 반성적 경험, 그리고 경험의 계속성과 통합성에 대해 살펴보는 것

이 도움이 될 것이다.

경험은 인간 유기체와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의 상호작용과 그 결과의 총체로서, 능동

적 측면과 수동적 측면 사이의 관련으로 이루어져 있다. 경험의 능동적인 요소는 유기체가 환

경에 대하여 무엇인가를 해보고 , 활동을 가하는 측면이며, 수동적인 요소는 유기체가 환경에

영향을 겪고 , 당하는 측면이다. 그러나 경험의 능동적 측면과 수동적 측면은 개념상의 구분

이지 실제상으로는 이 양자가 상호작용하면서 거의 동시에 일어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을 경험한다 고 할 때, 그 경험에는 어떠한 형태로든 이 두 가지 요소가 교묘하게

결합되어 있다. 여기서 한 가지 지적해 둘 것은 경험은 일차적으로 인지적 혹은 반성적인 것이

라기보다는 행위 의 문제라는 점이다(박철홍, 1994: 281). 경험을 본질적으로 지각과 그에 따른

지식의 획득과 관련하여 생각하는 영국의 경험론자와는 달리, 듀이는 그것이 지식을 추구하거

나 탐구하는 일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한다. 이 점이 강조될 필요가 있는 것

은 그것이 경험을 지식의 한 양상으로 보고, 지식의 관점에서 경험을 보려는 협소한 주지주의

교육 전통에 대한 도전을 주기 때문이다. 듀이가 보기에, 경험은 지식으로 환원될 수 없는 성

질의 것이며, 따라서 교육도 지식보다는 삶의 세계 혹은 경험 면에서 규정되어야 한다.

그렇다고 하여 듀이가 경험이 가지는 지적 요소를 무시하는 것은 아니다. 적어도 인간 수준

의 경험의 가치는 경험이 낳는 관련지각에 의해서 평가되어야 한다고 그는 말한다. 따라서 경

험의 수동적 측면과 능동적 측면은 인지적 관점에서 볼 수도 있다. 이 경우 능동적인 측면은

세상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실험하는 측면이며, 수동적 측면은 사물 사이의 관련을 알게

되는 측면이다. 말하자면, 경험을 통해 안다는 것은 무엇인가 해보는 과정을 통해 사물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파악해 가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경험의 가치 여부는 경험에 들

어 있는 능동적 측면과 수동적 측면이 어떠한 방식으로 관련되어 있는가와 경험에 연결되는

계속성의 지각에 달려 있다. 사고는 이러한 두 측면의 관련성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게 하고 양

자가 계속적으로 이어지게 한다(Dewey, 1916: 163-164). 그러나 듀이의 관심은 이러한 반성적

이해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며, 결국 다시 경험의 사태로 되돌아와 삶의 세계에 대한 새로

운 의미와 가치를 인식하는 데 있다. 이 점은 하나의 경험 이 진행되어 가는 과정을 살펴볼 때

보다 분명히 드러난다.

인간은 환경과의 끊임없는 상호작용을 통해 수많은 경험을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그러한

경험들은 산만하고 분산되어 있으며, 또한 불완전하기도 하다. 그러므로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경험이 규범적인 의미에서의 하나의 경험 (an experience) 혹은 완결된 경험 (consummatory

experience)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따라서 이상적 혹은 교육적 경험으로 보기 어렵다. 교육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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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문제삼는 하나의 경험은 편재적 질성(pervasive quality)에 의해 하나의 단위로 묶여지는

경험으로서, 크게 세 단계, 즉 일차적 경험의 단계, 반성적 경험의 단계, 그리고 완결된 경험의

단계를 거치게 된다. 일차적 경험의 단계는 일상적 경험상황 전체에 대해 있는 그대로를 보는,

불확실하고 막연한 감정의 질성적 사고(qualitative thinking)를 하는 단계이고, 반성적 경험의

단계는 불확실하고 희미한 상태의 경험에 대한 계속적인 이성적 혹은 반성적인 검토를 하는

단계이며, 마지막으로 완결된 경험의 단계는 지금까지의 경험의 전 과정을 질성적 사고에 의

해 그 의미를 포착하고 통합하는 단계이다(Dewey, 1929: 3-4). 이 단계에 이르면 모든 경험의

요소, 즉 실제적, 지적, 심미적, 종교적 경험들이 통합된 하나의 완결상태를 이루게 된다. 완결

된 하나의 경험은 경험내의 모든 구성요소가 통합되어 내적 일관성을 이루고 있다는 점에서

하나의 전체이며, 그 자체가 독특성과 자족성을 가진다(이돈희, 1993: 55). 그리고 이것을 가능

하게 하는 것이 심미적 특질 (aesthetic quality)이다. 심미적 특질 은 하나의 경험의 전형적인

특징이면서, 동시에 완결된 경험을 가능하게 한다. 다시 말해, 심미적 특질은 예술작품을 창작

하거나 감상할 때처럼, 목하 경험하고 있는 상황 전체의 의미를 즉각적으로 포착하고 향유하

게 함으로써 하나의 경험에 통일성을 부여하며, 다른 경험과 구분되는 독특한 특성을 가지게

한다. 이 점에서 듀이가 심미적 특질을 교육적 경험의 전형으로 보고 있는 것은 당연하다

(Dewey, 1934: Ch. 3).5)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해야 할 것은 완결된 경험이 일차적으로 지적이거나 반성적인 성격을

띤 것이라기보다는 질성적 사고 의 성격을 띠고 있다는 점이다. 질성적 사고는 자의적으로 볼

때, 사물이나 사태의 질적 특성을 파악하는 방식으로서, 이성적 추론 이외의 방법으로 사물이

나 사태를 지각하고 의미를 포착하는 마음의 작용을 의미한다. 이러한 사고는 언어나 상징적

수단에 의해 범주화되기 전에 사물이나 사태를 대면하여 직접적, 즉각적으로 무엇인가를 파악

하는 것에서 볼 수 있듯이, 지적인 이해방식과 다르다. 오히려 그러한 이해방식을 뛰어 넘는다.

하나의 경험은 이러한 질성적 사고에 의해 모든 경험의 요소들을 하나로 통합시키며, 나아가

삶 전체를 통합시키는 것이 가능한 것이다. 이렇게 볼 때, 반성적 사고는 하나의 경험 에서 필

수적인 요소이기는 하지만 그 자체로는 하나의 경험을 시작할 수도 없으며, 완결된 상태를 제

공해 주지도 못한다. 반성적 사고는 일차적 경험의 단계에서 완결된 경험으로 나아가기 위한

중간단계 혹은 매개체일 뿐이다(박철홍, 1995: 99-100). 교육적 경험이 반성적 사고 혹은 이성

적 사고의 작용이라기보다는 질성적 사고라는 사실에 비추어 보면, 교육은 이론적 교과 혹은

지식의 추구로 충분하지도 않을 뿐더러 그것이 일차적인 관심사가 될 수도 없다. 교육은 질성

적 사고에 의한 계속적인 경험의 통합과 삶의 의미를 재구성해 가는 일이어야 한다.

5) 박철홍(1999)은 심미적 특질에 더하여 종교적 특질을 제시한다. 종교적 특질은 목하 경험의 상황을 넘어서

삶 전체의 맥락에서 경험의 의미와 통일성을 부여하며 전체 삶의 이상을 재조직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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듀이에게 있어서 이러한 교육적 경험은 두 가지 원리를 만족시켜야 한다. 하나는 계속성 의

원리로 모든 경험은 선행하는 경험으로부터 무엇인가를 받아들여 후속 경험의 특질을 변화시

키고 성장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이때 계속적인 성장 은 특정 부분의 제한된 성장이라기보다

는 모든 방향의 전체적인 성장을 의미한다. 다른 하나는 상호작용 의 원리로 경험의 두 요소

인 유기체와 환경과의 원초적 통합 혹은 내적인 주체와 객관적 상황간의 교섭작용을 의미한

다. 듀이가 보기에, 유기체와 환경은 서로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애초부터 상호 긴밀하게

영향을 주고 받는다. 이러한 유기체와 환경의 긴밀한 관계와 원초적 통합성을 강조하기 위해

듀이는 보다 입체적인 상호작용을 뜻하는 교섭작용 (transaction)이라는 용어를 선호한다. 교육

적 경험의 두 원리인 계속성과 상호작용은 각각 경험의 종적 측면과 횡적 측면을 이루고 있으

면서, 상호견제하면서 보완하기도 한다(Dewey, 1938: Ch. 3). 말하자면, 경험이 성장한다는 것

에는 경험의 계속성뿐만 아니라 통합성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경험간의 통합이 없는 상태

에서의 진정한 의미의 경험의 성장은 불가능하며, 설혹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조잡한 수준의

성장일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경험이 계속적으로 성장한다는 것은 경험의 통합성을 증대시키

는 일을 전제하고 있다. 이 점에서 계속성은 통합성의 인과론적 조건이며, 또한 의미론적 가

정 이라 할 수 있다(이돈희, 1992: 154). 결국, 계속적인 경험의 성장 혹은 재구성 이라는 말은

단순히 특정한 경험이 배타적으로 계속하여 드러나는 것이라기보다는 다른 여러 경험의 요소

들과 관련하여 상호작용하면서 전체적으로 성장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경험의 두 원리,

즉 계속성과 상호작용에 비추어 어떠한 경험이 교육적으로 중요하고 가치 있는 경험인지를 평

가하는 것은 듀이가 보기에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2. 허스트의 사회적 실제

후기 허스트 교육의 핵심은 앞에서 언급했듯이, 지식의 형식 에의 입문을 통한 합리적 마음

의 발달에 있다기보다는 사회적 실제 에의 입문을 통한 개인의 전반적인 욕구를 최대한 충

족시키는 데 있다. 그리고 그러한 욕구를 만족시키는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실

천적 이성 이다. 그러므로 후기 허스트의 교육 아이디어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실제 의 개념을 실천적 이성 과 관련하여 밝힐 필요가 있다.

허스트의 사회적 실제의 개념적 특성을 밝히기 위해서는 그가 왜 자신의 이전 입장을 바꾸

게 되었는가를 잠시 상기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허스트가 자유교육과 지식의 형식 이론

을 주장한 것은 이론적 지식이 실제적 지식이나 합리적 인간발달의 근본적 요소가 된다고 보

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 그가 보기에, 이러한 종전의 생각은 그릇되며, 이론적 지식은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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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적 지식에 비추어 제대로 이해되고 파악될 수 있다는 점에서 오히려 실제적 지식이 우선되

어야 한다. 나아가 교육에서 정작 관심을 가져야 할 근본적인 문제는 이론적 지식에 대한 실제

적 지식의 우선성 보다도 인간발달 의 우선성이다. 여기서 허스트가 말하는 인간발달은 풍성

한 삶, 즉 자신의 전반적인 욕구를 장기적인 안목에서 최대한 실현해 가는 삶을 의미한다. 이

러한 의미의 인간발달은 자신이 종사하고 있는 사회의 지식, 태도, 감정, 덕, 기술, 성향과 그

것을 포함하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실제의 복합체 에 입문함이 없이는 불가능하다(1993a:

197). 이론적 지식은 풍요로운 삶이 무엇인가에 관한 개념적 이해와 그에 관한 비판적 반성능

력을 길러줄 수는 있으나, 실지로 그러한 삶을 살도록 하는 것은 아니다. 교육의 가장 근본적

인 문제는 인간으로 하여금 풍성한 삶(flourishing life)에 관한 이론적 혹은 실제적 지식을 알

도록 하느냐의 문제라기보다는 그러한 삶을 실질적으로 영위하게 하느냐의 문제이다. 그리고

인간의 풍성한 삶을 구성하는 것이 바로 사회적 실제인 것이다. 이 점에 비추어 보면, 교육이

지식의 형식 에의 입문으로보다는 사회적 실제 에의 입문으로 규정되어야 한다는 것은 당연

하다. 그러면 허스트가 말하는 사회적 실제는 무엇인가?

허스트의 사회적 실제 개념은 다음의 말에 가장 잘 드러나 있다.

내가 말하는 사회적 실제라는 것은 단지 부분적으로만 명확히 드러날 수 있는 모종의 만족이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종사하는, 전통적으로든 인위적인 제도에 의한 것이든 간에, 사회적으로 발

달된 일관성 있는 활동양식을 의미한다. 사회적 실제에 종사하는 것에는 지식, 신념, 판단, 성공의 준

거, 원리, 기술, 성향, 감정 등의 요소를 포함하며, 그러한 요소들은 우리의 특정한 혹은 모든 능력과

그러한 능력의 성취를 포괄하고 있다. 어떠한 사회적 실제의 경우에서든지, 이러한 요소들은 상호 복

잡하게 얽혀 있어서, 다른 요소들과의 관련 속에서만 각 사회적 실제의 독특한 성격을 드러내며, 이

들 요소 전체가 그 사회적 실제의 본질을 구성하게 된다. 이와 같은 사회적 실제는 주로 신체적인

것으로부터 학문적 혹은 이론적인 것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비교적 단순한 기술에서부터 복잡한 전

문적인 활동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다(1996: 170; 1999: 127).

위의 인용문에 드러나 있듯이, 허스트의 사회적 실제의 개념은 사회적으로 발달된 일관성

있는 활동양식이라는 점에서 맥킨타이어(MacIntyre, 1984)의 개념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는

셈이다. 차라리 허스트의 진면목이 드러나는 부분은 사회적 실제 개념 자체보다도 그것을 교

육의 맥락에서 규정하고, 교육의 관점에서 발전시켜 논의하고 있다는 점이다.

허스트의 '사회적 실제'에 관한 논의의 독특성은 크게 세 가지이며, 이러한 특성은 자유교육

아이디어의 문제점을 염두에 둔 것이기도 하다. 첫째, 사회적 실제에 입문하는 이유가 그것이

다. 그것은 모종의 만족이나 목적 을 달성하기 위해서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모종의

만족이나 목적이라는 것은 일부 혹은 특정 인간욕구가 아닌 인간욕구 전반을, 일시적으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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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적인 면에서가 아닌 장기적인 관점에서, 부분적으로나 일정한 정도가 아닌 최대한 만족시

키는 것이다. 허스트가 보기에, 사회적 실제가 중요한 것은 덕의 개념을 잘 이해할 수 있기 때

문도 아니고, 좋은 삶에 대한 치밀한 이론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도 아니다. 오히려 풍성한 삶

을 실지로 영위하기 위해 요구되는 다양한 욕구를 만족시켜 나가는 데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

이다. 풍성한 삶을 영위하는 데 요구되는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는 이 일은 우리가 실지로 살

고 종사하고 있는, 사회적으로 구성된 합리적인 실제에 입문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것이다.

둘째, 이와 관련된 것으로, 허스트는 사회적 실제를 구성하는 여러 요소들을 제시하고 있다.

허스트에 의하면, 사회적 실제는 지식, 신념, 판단, 성공의 준거, 원리, 기술, 성향, 감정 등의

인지적(cognitive), 정서적(affective), 행동적(conative) 측면을 포괄하면서 서로 긴밀하게 관련

되어 있는 총체적인 삶을 이루는 요소들의 복합체이다. 그러므로 자유교육론자가 생각하듯이,

인지적 측면만으로 사회적 실제 전체를 포괄할 수 없으며, 그러한 능력을 기르기 위한 교육으

로 온전한 인간발달을 기할 수 없다. 지식의 형식 혹은 이론적 교과는 삶의 일단을 보여줄 수

있고 부분적으로 인간의 특정 측면의 발달을 가져올 수 있을지 몰라도, 온전한 인간발달은 이

러한 총체적인 삶을 구성하는 복합체인 사회적 실제에의 입문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이다.

셋째, 허스트의 독특성은 학생들이 입문되어야 할 사회적 실제에 어떤 것이 포함될 수 있는

지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i) 다양한 기본적인 실제 (varied basic practices)로

서,6) 주어진 매일의 물리적, 개인적, 사회적 맥락에서 누구에게나 합리적으로 살아가는 데 반

드시 필요한 실제이다. 따라서 그것은 그 사회에 사는 사람 모두에게 반드시 입문시켜야 할 사

회적 실제이다. ii) 광범위한 선택적 실제 (wider range of optional practices)로서, 각 개인이

합리적인 삶을 구성하는 데 필요한 실제이다. 그러므로 교육은 개인의 능력과 사회적 환경에

비추어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가능한 많은 기회를 제공해 줄 필요가 있다. iii) 발전된 혹

은 이차적인 실제 (developed or second order practices)로서, 앞의 두 사회적 실제에 대한 비

판적 반성과 관련된 실제이다. 따라서 이차적 실제를 통해서 현재와 미래에 있어서 자신의 전

반적인 좋은 삶이 무엇인가를 지속적으로 분별하고 성취하는 것이 가능하다(Hirst, 1993a: 196).

허스트의 후기 교육 아이디어는 결국 인간을 인지적, 정의적, 행동적 복합체로 이루어진 합

리적인 사회적 실제에 입문시킴으로써 실질적인 좋은 삶, 즉 자신의 전반적인 욕구를 장기적

인 관점에서 최대한 만족시키는 일로 요약된다. 이러한 후기 허스트의 견해에 따를 때, 교육에

서 중요한 일은 실천적 이성 (practical reason)을 발달시키는 일이다. 실천적 이성은 이론적 지

식이나 명제에 관심을 가지거나 추구하는 데 관여하는 이론적 이성과는 확연히 구분된다. 이

6) 허스트(1993b: 35)가 제시하는 기본적 실제 는 6가지 영역, 즉 물리적 세계 에 대처하는 것과 관련된 실제,

의사소통 과 관련된 실제, 개인과 가정생활 의 관계성과 관련된 실제, 광범위한 사회적 실제 , 예술과 디

자인 에 관련된 실제, 그리고 종교적인 신념과 근본적인 가치 에 관련된 실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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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적 이성은 사회의 맥락과 동떨어지고 객관적인 이론적 지식이나 명제에 관심을 가지며, 이

러한 지식을 획득하는 데 실행되는 이성이다. 이렇게 해서 발달된 개념이나 명제는 오로지 지

식추구와 세계를 이해하고 설명하는 데 관심을 가지며, 인간의 욕구나 관심 등과 같은 실제적

목적의 추구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따라서 실제의 추상인 이론적 이성 그 자체나 이론적

이성에 의한 지식이 다양한 성격의 성공적 혹은 합리적 실제를 만들어 낼 수 있는 것은 아니

다. 이론적 지식은 단지 합리적 실제의 범주를 제시해 줄 수 있을 뿐이다(Hirst, 1996: 171). 이

에 비해, 실천적 이성은 자신이 종사하고 있는 사회적 실제에 입문함으로써 실지로 자신의 욕

구나 풍성한 삶을 영위하는 데 가장 적합한 사회적 실제를 선택하거나 다양한 사회적 실제를

비판적으로 반성하는 데 실행되는 이성이다(Hirst, 1993a: 195). 물론 삶의 풍성함과 만족을 추

구하기 위해 입문하는 사회적으로 발달된 방대한 합리적 실제에서 이론적 지식과 이해를 추구

하는 실제가 중요하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하여 그것이 일차적이거나 근본적인 것은 아니다.

좋은 삶이 무엇인가의 문제는 근본적으로 개인의 인격과 환경을 만족시키는 합리적 실제에 종

사함으로써 자신의 전반적인 욕구와 성취를 장기적인 관점에서 만족시키느냐의 문제이다. 교

육이 추구해야 할 일은 다름 아닌 이러한 좋은 삶을 구성하는 합리적으로 발달된 복합적인 사

회적 실제에 학생을 입문시키는 일인 것이다(Hirst, 1996: 172).

3. 경험과 사회적 실제의 비교

지금까지 필자는 듀이와 허스트의 교육 아이디어를 각각 경험과 사회적 실제를 중심으로 설

명한 셈이다. 이하에서는 그들의 아이디어를 보다 직접적으로 몇 가지 측면에서 비교해 보자.

첫째, 경험 과 사회적 실제 가 대상으로 삼는 세계 면이다. 듀이와 허스트가 일차적으로 관

심을 두는 세계는 형이상학적 세계나 논리적 혹은 이론적 세계라기보다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일상의 세계 혹은 실제의 세계 라는 점에서 공통적이다. 듀이가 말하는 세계는 자연(혹은 환

경)과 인간이 끊임없이 상호작용 혹은 교섭작용이 이루어지며, 그 결과로 드러나는 일상적인

삶의 세계이다. 이러한 세계를 듀이는 경험(의 세계) 이라고 하였다. 그가 경험 이라는 말을

선호하는 이유는 이 용어가 인간을 둘러싸고 있는 세계를 함께 연결시켜 주고, 시간적으로 혹

은 공간적으로 역동성 있게 움직이며 확대되어 가는 삶의 성격을 잘 드러내 주기 때문이다. 듀

이에 있어서 경험의 세계는 실재의 세계와 별도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경험의 세계가 곧 실

재의 세계인 것이다. 허스트가 관심을 두는 세계는 우리가 항상 살아가면서 부대끼며 성공과

실패를 경험하는, 그리고 종사하고 참여하는 실지 사회의 세계이다. 이러한 세계를 허스트는

사회적 실제(의 세계) 라고 하였다. 사회적 실제는 다름 아닌 자신이 속해있는 사회에서 발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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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인지적, 정서적, 행동적 측면이 복합체를 구성하고 있는 일관성 있는 활동양식인 것이다.

허스트의 사회적 실제의 세계도 형이상학적이거나 이론적 세계보다는 우리가 실지로 살아가고

있는 일상의 세계와 실제의 세계를 강조하는 점에서 듀이와 다르지 않다. 다만 허스트에게서

상대적으로 강조되는 것은 삶의 세계의 사회적 맥락, 즉 그러한 세계가 사회적으로 구성된

세계라는 점이다. 요컨대, 듀이나 허스트는 그들 철학의 기반을 일상 삶의 세계 혹은 실제의

세계에 두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적이나, 동일한 세계에 대해 듀이는 상호작용 을, 허스트는

사회적 맥락 을 강조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둘째, 경험 과 사회적 실제 의 특성 면이다. 듀이의 경험과 허스트의 사회적 실제가 대상으

로 삼고 있는 세계가 일상적 삶의 세계이니 만큼, 경험과 사회적 실제도 그러한 세계를 설명하

거나 살아가는 것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은 쉽게 짐작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세계에 적합한

사고는, 전통교육이든 자유교육이든 간에, 주지주의 교육에서 근본적인 것으로 간주되던 반성

적 사고 혹은 이론적 이성이 아니라는 점도 다소 분명하다. 어느 편인가 하면, 그것은 듀이의

용어로 질성적 사고 (qualitative thinking), 허스트의 용어로 실천적 이성 (practical reason)이

다. 듀이에 의하면, 경험의 재구성에 작용하는 사고는 일차적으로 반성적 사고라기보다는 질

성적 사고 이다. 질성적 사고는 이성적인 방법이 아닌 방식으로 사물이나 사태를 대면하여 즉

각적으로 무엇을 파악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사고는 사물이나 사태를 파악하는 방식이 이전에

누적되어 온 경험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는 하지만, 다소 직접적이면서 동시에 순간적인

특성을 지닌다. 하나의 경험이 완결된 상태에 이르기 위해서는 일차적 경험의 단계와 반성적

경험의 단계를 거치기는 하지만,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차적 경험에서의 질성적 사고

와 반성적 사고를 통합하면서 발전된 형태의 질성적 사고를 해야 한다.7) 그러므로 듀이에 있

어서 반성적 사고는 하나의 완결된 경험으로 가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것이기는 하나 근본

적인 것은 아니며, 완결된 경험은 일차적으로 질성적 사고의 성격을 띤다. 듀이와 유사하게,

허스트는 합리적 사회적 실제를 선택하고 입문하는 데 요구되는 이성은 이론적 이성이라기보

다는 실천적 이성 이라고 본다. 여기서의 실천적 이성은, 이론적 지식을 추구하는 데 요청되는

이론적 이성과는 달리, 실질적으로 좋은 삶을 영위하는 데 행사되는 이성이다. 말하자면, 실천

적 이성은 자신의 욕구 전반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최대한 만족시키기 위해 합리적인 사회적

실제를 선택하고 반성하는 데 요청되는 이성이다. 그러므로 실천적 이성을 발달시키는 일은

좋은 삶을 영위하려는 사람 누구에게나 필수적인 것이다.

듀이의 경험 과 허스트의 사회적 실제 에서 다른 점은 각각에 있어서 질성적 사고와 반성

적 사고, 그리고 실천적 이성과 이론적 이성의 관련성 내지 위치에 있다. 듀이의 경우, 질성적

7) 이 경우 반성적 사고 이전의 질성적 사고와 그 이후의 질성적 사고의 차이는 무엇인가 하는 문제가 제기

될 수 있고, 이에 대해서는 별도의 상세한 논의를 필요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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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와 반성적 사고는 다른 종류의 것이기는 하지만, 하나의 경험 안에 통합되어 있다. 그리고

반성적 사고는 비록 근본적인 사고는 아니지만, 하나의 완결된 경험에 이르기 위해 반드시 개

입된다. 이에 비해, 허스트의 경우, 실천적 이성은 이론적 이성과 완전히 다른 사고작용이다.

그리고 실천적 이성은 좋은 삶을 살기 위해 합리적 실제에 입문하는 과정에 누구나 요청되는

반면에, 이론적 이성은 모든 과정이나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라기보다는 이차적 실제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나 필요하다. 그러므로 우리는 듀이의 질성적 사고와 반성적 사고는 연속선

상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반면에, 허스트의 실천적 이성과 이론적 이성은 분리되어 있으

며, 상대적으로 듀이의 경험에서 반성적 사고의 위치가 허스트의 사회적 실제에서 이론적 이

성보다 높다고 할 수 있다.

셋째, 경험과 사회적 실제에 기반을 둔 교육의 측면이다. 듀이나 허스트나 할 것 없이 교육

은 좋은 삶 혹은 풍성한 삶을 실지로 영위하게 하는 일이다. 듀이에 있어서 풍성한 삶을 산다

는 것은 계속적으로 삶의 의미를 발견하고 확대해 나가는 것을 의미한다. 삶의 의미를 발견하

고 확대한다는 것은 또한 경험을 계속적으로 성장시켜 나가거나 재구성하는 일과 다르지 않

다. 인간은 환경과의 교섭작용을 통해 끊임없이 경험을 재구성해 가며, 하나의 경험은 일차적

경험의 단계와 반성적 경험의 단계를 거쳐서 완결된 경험의 단계에 이른다. 완결된 경험의 단

계에서는 모든 경험의 요소들이 하나로 통합되며, 나아가 삶 전체 속에서 통합된다. 이런 식의

순환과정을 통해 계속적인 경험의 성장과 재구성이 이루어지며, 삶의 의미가 확대되어 간다.

경험의 성장, 즉 삶의 의미가 확대되어 가는 과정이 곧 교육의 과정인 것이다. 그러므로 듀이

에 있어서 삶, 성장, 교육은 별개의 것이 아니다. 듀이와 유사하게, 허스트의 교육적 관심사도

주어진 사회적 실제 안에서 최대한 풍요로운 삶을 영위하는 일, 즉 인간의 전반적인 욕구를 장

기적인 안목에서 최대한 실현하는 일이다. 이러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속해 있는

사회적 실제 , 즉 사회적으로 발달된 일관성 있는 활동양식으로서의 지식, 태도, 감정, 기술,

덕, 성향 등의 요소들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복합체에 입문하는 일이 필수적이다. 그리고

자신의 좋은 삶을 영위하는 데 적합한 합리적 실제에 입문하고, 그러한 실제를 선택하고 입문

하는 과정에서 요구되고 길러지는 실천적 이성 혹은 판단력을 기르는 일도 중요하다. 그러나

듀이가 한 개인의 삶 혹은 경험이 어떻게 확대되며, 성장해 가는지를 보여주는 것과는 달리,

허스트는 좋은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합리적 실제에 입문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할 뿐 어떤 과정

을 거쳐서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는지에 관해서는 밝히고 있지 않다.

듀이와 허스트는 또한 풍성한 삶을 영위하는 교육내용으로 지식 혹은 지식의 형식 이 아

닌 경험 과 사회적 실제 를 제시한다. 듀이와 허스트는 지식의 형식이 삶 전체를 포괄할 수

없으며, 실질적인 좋은 삶을 추구하는 데 문제를 안고 있다고 보는 점에서 다르지 않다. 듀이

가 보기에, 지식의 영역은 경험 세계의 모습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은 아니며, 경험 세계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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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상된 것이다. 그것도 경험 세계를 있는 그대로 고스란히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특정 관

점에서 드러낸 것일 뿐이다(Dewey, 1928: 312). 그러므로 지식으로 구성된 교과는 오직 경험

속에서만 생생한 의미를 가지며, 경험에 비추어 그 의미가 드러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렇

게 볼 때, 듀이에 있어서 교육내용은 삶의 경험 그 자체일 수밖에 없다. 듀이와 마찬가지로, 허

스트도 지식의 형식으로 이루어진 이론적 교과가 삶의 총체로서의 사회적 실제라기보다는 그

것의 각 단면을 추상화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본다. 그것은 주로 명제적인 지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러한 명제적 지식체계로서의 교과를 가르치는 방식도 삶과 관련되기보다는 삶과 무

관하게 주입된다. 그 결과 이론적 교과를 통한 교육은, 그것이 가지는 이중 혹은 삼중의 추상

성 때문에, 사회적 실제 전체를 드러내는 일에도 실질적인 좋은 삶을 영위하는 일에도 근본적

인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허스트가 보기에 삶의 총체인 사회적 실제가 교육의 내

용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다. 듀이와 허스트는 공통적으로 삶의 추상

으로서의 이론적 교과가 교육내용이 될 수 없다고 보며, 그 대신 삶의 실제인 경험과 사회적

실제를 교육내용으로 제시한다. 그러나 듀이의 경우에는 교육내용으로서의 경험과 그 경험의

여러 측면 혹은 구성요소가 어떤 과정을 거쳐 성장하며 삶의 의미와 가치가 어떻게 확대되어

가는가를 보여주기는 하지만, 교육내용의 항목이 무엇인지에 관해서는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지 않다. 이에 비해, 허스트는 학생들이 입문해야 할 교육내용, 즉 기본적 실제, 선택적 실제,

이차적 실제에 대해 말하고 있으나, 이러한 교육내용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한 개인의 좋은

삶을 이루어가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히 하지 않고 있다.

IV. 결 론

이 글은 현대 교육에 지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듀이와 후기 허스트의 교육아이디어를

그들의 핵심적인 개념인 경험 과 사회적 실제 를 중심으로 비교하기 위한 시론적인 연구이다.

이 연구가 가지는 의미가 있다면, 그것은 다양한 이름 아래 행해지고 있는 지식교육이 정확히

어떤 점에서 문제가 있으며, 그에 대한 대안이 무엇인가를 교육철학의 두 대가의 입을 빌어 다

소 구체적으로 제시해 준다는 점이다.

듀이와 허스트는 당시의 기존 교육인 주지주의적 전통교육과 자유교육, 즉 이론적 지식을

가르치는 교육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공유하였다. 그리하여 그들은 교육철학의 대가답게 자신

의 방식으로 자신이 처해 있는 당시의 교육의 문제를 정확히 해부하며, 나름대로의 처방을 내

렸다. 듀이는 당시 전통교육의 문제를 그와 반대되는 진보주의 교육과의 변증법적 통합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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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허스트는 당시 자유교육의 문제를 그와 대비되는 공리주의 교육과의 변증법적 통합을 통

해 기존의 지식교육의 문제를 극복하려 했다. 그들의 교육 아이디어가 동일하게 이론적 지식

혹은 교과교육에 대한 문제에 대한 반성에서 출발한 만큼 상당한 부분을 공유하고 있으나, 동

시에 전통교육과 자유교육, 그리고 진보주의와 공리주의의 차이에 해당하는 차이점도 존재한

다고 보아야 한다. 듀이와 허스트가 공통적으로 관심을 두는 세계는 형이상학적이거나 이론적

세계라기보다는 삶의 세계이며, 그러한 세계에 적합한 사고는 이론적인 사고가 아니라 실제적

인 사고라는 점에서 동일하다. 듀이의 경험 의 세계는 삶의 세계가 가지는 상호작용을 강조하

며, 허스트의 사회적 실제 의 세계는 삶의 세계가 사회적으로 구성되는 측면을 강조한다. 그리

고 듀이의 질성적 사고 는 반성적 사고와 구별되면서 동시에 반성적 사고를 포함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사물이나 사태를 파악할 때나 예술적 경험에서 전형적으로 드러나는 사고이다. 이에

비해, 허스트의 실천적 이성 은 이론적 이성과 확연히 구분되는 것으로서, 주어진 사회에서 실

지로 좋은 삶을 영위하기 위해 합리적 사회적 실제를 선택하는 과정에 요청되는 이성이다. 그

리고 듀이와 허스트는 공통적으로 교육이 지식이나 이론의 축적이라기보다는 실질적인 좋은

삶 혹은 풍성한 삶의 영위에 목적을 두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삶의 추상인 지식이나 교과

보다는 삶의 총체가 교육내용이 되어야 한다고 본다. 듀이가 추구하는 좋은 삶은 경험이 계속

적으로 성장해 가고, 삶의 가치와 의미가 확대되어 가는 것이며, 그러기 위해서는 삶의 경험

그 자체가 교육내용이 되어야 한다고 본다. 이에 비해, 허스트는 좋은 삶이 개인의 전반적인

욕구를 장기적인 안목에서 최대한 만족시키는 것이며, 그러기 위해서는 자신이 종사하고 있는

사회의 합리적 실제에 입문되어야 한다고 본다.

우리의 교육은 여전히 실질적인 삶의 향상보다는 이론적 지식의 축적에 목적을 두고 있으

며, 교육내용은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사회와 삶의 중요성에 비추어 결정되기보다는 관행과

힘의 논리에 의해 결정된다. 학교교육도 여전히 지식을 구태의연한 방식으로 전달하는 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지식과 삶의 괴리로 인해 사물이나 현상을 볼 수 있는 지적 안목을

길러주는 일에도, 실질적인 삶을 향상시키는 데도 거리감이 있다. 이에 대해 듀이나 허스트의

교육 아이디어가 말해 주는 바가 있다면, 교육은 철두철미하게 실질적인 삶의 향상을 지향해

야 한다는 점, 이를 위한 교육내용은 삶의 경험이나 합리적 사회적 실제가 되어야 한다는 점,

그리고 이러한 교육에서 중요한 것은 반성적 사고나 이론적 이성보다는 질성적 사고나 실천적

이성이라는 점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교육이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가에 관한 보다

구체적인 시사를 얻기 위해서는 이 글에서 거칠게 다룬 듀이나 허스트의 다소 추상적인 교육

아이디어와 개념에 대한 보다 세밀한 분석이 필요하며, 더 근본적으로는 듀이와 허스트가 각

각 그 당시 자신이 살고있던 사회의 교육의 문제를 세밀히 관찰하고 분석했듯이,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와 교육의 실제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요청된다.



듀이와 후기 허스트의 교육관 비교 211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박철홍(1994). 경험개념의 재이해. 강영혜 외. 현대사회와 교육의 이해. 서울: 교육과학사.

박철홍(1995). 듀이의 하나의 경험 에 비추어 본 교육적 경험의 성격: 수단으로서의 지식과 내

재적 가치의 의미. 한국교육철학회. 교육철학, 13. 81-109.

박철홍(1999). 질성적 사고의 성격에 비추어 본 지식의 총체성: 지식의 형식과 선험적 정당화에

대한 비판적 고찰. 교육철학회. 교육철학, 22. 95-115.

엄태동 편(2001). 존 듀이의 경험과 교육. 서울: 원미사.

유재봉(2001). 허스트의 사회적 실제에 기반을 둔 교육 : 교육내용관을 중심으로. 교육철학회.

교육철학, 25. 73-89.

유재봉(2002). 현대 교육철학 탐구: 자유교육에 대한 비판 및 대안 탐색. 서울: 교육과학사.

이돈희(1992). 존 듀이-교육론-.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이돈희(1993). 교육적 경험의 이해. 서울: 교육과학사.

Dewey, J.(1916). Democracy and Education. New York: Macmillan.

Dewey, J.(1928). The Quest f or Certain ty . New York: Capricorn Books.

Dewey, J.(1929). Experience and Nature. New York: Dover Publications.

Dewey, J.(1934). A rt as Experience. New York: Capricorn Books.

Dewey, J.(1938). Experience and Education . New York: Collier Books.

Hirst, P. H.(1993a). Education, knowledge and practices. R. Barrow and P. White(eds.).

Beyond Liberal Education: Essays in Honour of P. H. Hirst. London: Routledge &

Kegan Paul.

Hirst, P. H.(1993b). The foundations of national curriculum: why subjects? P. O'Hear and J.

White(eds.). A ssessing the National Curriculum. London: Paul Chapman Publishing

Ltd.

Hirst, P. H.(1996). The demands of a professional practice and preparation for teaching. J.

Furlong and R. Smith(eds.). The Role of Higher Education in Initial Teacher Training.

London: Kogan Page.

Hirst, P. H.(1999). The nature of educational aims. R. Marples(ed.). The A ims of Education .

London: Routledge.

MacIntyre, A.(1984, 2nd ed.). Af ter Virtue: A Study in Moral Theory . London: Duckworth.

참고문헌



212 아시아교육연구 4권 2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Yoo, J. B.(2001). Hirst's social practices view of education: a radical change from his liberal

education? Journal of Philosophy of Education, 35. 615-626.

* 논문접수 2002년 11월 30일 / 1차 심사 2003년 2월 4일 / 2차 심사 2003년 3월 12일

* 유재봉 : 동아대학교 교육학과를 졸업하고 , 서울대학교에서 석사 , 런던대학교에서 철학박사(교육철학 ) 학위를 취득

했다. 현재 성균관대학교 교육학과 조교수로 재직중이다. 관심분야는 교육사상사, 자유교육론 , 정치철학, 종교철학

등이다 . 주요저서 및 논문으로 현대 교육철학 탐구 : 자유교육에 대한 비판 및 대안 탐색 , Hi r st ' s socia l

pr act i ces vi ew of educat i on: a radical change fr om hi s l ibera l educat i on? 등이 있다 .

e-mai l : yooj b@skku. edu



듀이와 후기 허스트의 교육관 비교 213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Dew ey's View of the Growth of Experience and Hirst's
Social Practices View of Education: A Comparison

Yoo, Ja e -Bong *

This article aims at discussing the commonalities and differences between Dewey's view

of the growth of experiences and Hirst' s social practices view of education. They both tend

to stress on the ordinary world rather than the metaphysical or theoretical world. They also

have in common that education should be concerned with the promotion of personal and

social well-being rather than the pursuit of knowledge or theoretical rationality. However,

their conceptions of the good life which education pursues are slightly different. For Dewey

the flourishing life is not different from the continual reconstruction of experiences, which

depends mainly on qualitative thinking, whereas for Hirst the flourishing life is to be

understood as the life which through initiating people into social practices maximises one's

overall desire satisfaction in the long run, which is provided by practical reason.

Key Words : Dewey, Hirst , educat ive exper ience, social pract ices, qual i tat ive thinking,

pract ical rea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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