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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 논문은 브루너의 내러티브이론의 교육학적 함의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그의 학문적 생애상 후기에 이르러 브루너는 문학의 내러티브이

론을 본격적으로 교육학적 맥락에 원용하여 그의 후기 이론으로 문화이

론을 표방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브루너가 그의 전기 이론을 대표하는 

지식의 구조를 대신하여 문화를 강조한 것은 지식의 구조가 개인이 당

면하는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그의 문제의식 때문이다.

그러나 브루너의 이 관점의 전환이 곧장 지식의 구조를 대체하는 것

으로 귀결되지는 않는다. 문화는 개념을 매개로 하여 지식의 구조를 획

득하는 그 일을 뒷받침해주는 또 하나의 경로로 이해될 수 있는 것이

다. 마찬가지의 이유에서 브루너가 문화이론과 함께 내러티브이론을 제

시하고 있는 것 또한 전기의 지식의 구조 이론에서 파생되는 한 가지 

문제―지식의 구조를 학습자의 수준에 맞게 번역⋅변형하여 제시하는 

것―를 밝히기 위해서라고 볼 수 있다. 브루너가 강조하고 있는 내러티

브적 표현 양상은 지식의 구조의 그 변형의 문제에 관한 그의 한 가지 

대답을 시사하고 있다. 브루너에 의하면 지식의 구조를 내러티브로 표현

하는 것은 범형적 표현 양상에 비하여 학습자가 지식의 구조를 자신의 

것으로 내면화하는 데에 용이한 것이다. 브루너에게 내러티브는 지식의 

구조를 내면화하는 데에 적합한 언어적 표현 방식인 것이다.

또 한편, 브루너는 신화, 역사, 민담 등에는 특정한 문화가 반영되어 

있다는 점을 들어 그것들을 교육내용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제시하고 있다. 신화, 역사, 민담 등이 내러티브로 간주되고 있는 것이

다. 이 경우의 내러티브는 보통의 의미에서의 이야기를 뜻한다. 바로 이 

점 때문에 브루너의 문화 이론은 지식의 구조 이론을 대체하거나 폐기

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민담 등에 실려있는 이야기는 일반적 원리나 개



- ii -

념을 뜻하는 지식의 구조와 그 교육내용의 성격상 동일한 것일 수 없다

는 것이다. 그러나 지식의 구조는 엄밀히 말하여 ‘교육내용’이라고 부를 

수 없는 그러한 것이다. 지식의 구조는 그 일반적 원리나 개념을 교육

내용―더 정확한 용어로는, 매체―로 하여 획득되는 것으로서, 그것이 

학습자의 마음의 한 부분으로 자리잡은 ‘교과의 내면화’를 가리킨다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의 지식의 구조는, 성리학의 용어로 말하

여 표현 이전의 심성과 다르지 않다. 바로 이 점에서 문화는 지식의 구

조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개념과 함께 그 표현 이전의 심성을 함양

하는 경로로 해석될 수 있다.

마찬가지로 브루너가 언급하고 있는 내러티브 또한 지식의 구조를 대

체하는 문화를 전달하는 언어의 하나로 제시된 것이지만, 그 내러티브적 

언어는 지식의 구조를 지적 수준에 맞게 변형하여 제시하는 데에 차용

될 수 있는 언어의 하나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내러티브는 문화를 

전달하는 데에 적합한 언어이기 이전에 지식의 구조를 내면화하는 데에 

용이한 언어로 파악되는 것이다. 이것은 무엇보다도 내러티브가 정서를 

표현하기에 적합한 언어라는 사실 때문이다. 내러티브 이면에 들어있는 

그 정서는 언어의 심층적 원천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모든 언어가 갖추

고 있어야 할, 언어를 성립시키는 원천적 조건이라고 볼 수 있다.

언어는 표층적 구조 이면에 들어있는 심층적 원천인 정서로 인하여 

성립한다는 점은 플라톤 이래로 꾸준히 관심의 대상이 되어 왔다. 희랍

시대의 플라톤에 의하여 조명되기 시작한 수사학적 전통은 언어가 정서

―플라톤의 용어로는, 에로스―와 맺는 관련을 밝히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이것은 곧, 수사학적 전통은 언어가 갖추어야 할 조건―즉, 언어

가 지식을 전달하는 데에 적합한 것이 되기 위해서 갖추어야 할 조건―

을 탐색해온 과정이라는 것을 뜻한다. 그러나 플라톤에서 아리스토텔레

스를 거쳐 라무스에 이르며 수사학적 전통은 언어의 심층적 원천을 탐

색하는 것에서 언어의 표층적 기반과 언어의 전달적 기법을 탐색하는 

것으로 나아갔다고 볼 수 있다. 이 과정은 언어의 심층적 조건을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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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실해 가는 과정이며, 그 점에서 아리스토텔레스와 라무스의 견해는 플

라톤의 관점에 의하여 보완될 필요가 있다.

현대에 이르러 관심의 대상이 되어온 맥클루한의 매체이론과 옹의 언

어이론 또한 언어의 심층적 원천을 밝히고자 한 시도로 이해될 수 있

다. 맥클루한과 옹이 밝히고자 한 언어의 그 심층적 원천은 각각 공감

각과 몸감각으로 지칭된다. 때로 옹은 그 몸감각을 신성으로 지칭하기도 

한다. 공감각과 몸감각은 이른바 ‘오감’과 동일한 차원의 또 하나의 감

각이 아니라, 그것과는 차원을 달리하는 전신체적 반응을 뜻하며, 이 점

에서 그것은 분화된 감정 이전의 것인 정서와 동일한 것을 가리킨다고 

보아 그다지 어긋나지 않는다. 내러티브는 이러한 의미에서의 언어의 심

층적 원천을 갖춘 언어를 가리킨다.

브루너가 문학의 내러티브이론을 교육적 전달 사태에 원용하고 있는 

것은, 지식의 구조는 그러한 내러티브적 언어에 의존하여 표현되며 또 

획득된다는 점을 밝히기 위해서라고 볼 수 있다. 이 점에서 내러티브이

론은 언어가 교육적 전달 사태에서 차지하는 위치, 더 정확히 말하여 

교육적 전달 사태에서의 언어의 가능성과 한계를 시사하는 것이라고 말

할 수 있다. 내러티브이론은 언어의 가능성과 한계를 밝히는 언어이론이 

교육과정이론의 이론적 관심사의 하나로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주제어 : 내러티브, 지식의 구조, 문화, 수사학, 매체이론, 언어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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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언어는 사고를 표현할 뿐만 아니라 획득하는 데에 필요불가결한 것이

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말을 듣거나 글을 읽고서 그의 사고를 파악할 

수 있는 것은 발화된 말과 씌어진 글에는 사고가 표현되어 있기 때문이

다. 물론, 언어는 사고를 표현하고 획득하는 도구로 결코 완전한 것이라

고 볼 수 없다. 그러나 언어가 가지는 그 한계가 곧, 언어가 사고의 표

현과 획득에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는다거나, 나아가 사고의 표현과 획

득을 위해서는 언어가 그 밖의 다른 무엇으로 대체되어야 한다는 것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이 사실은 특히 교육적 전달사태에서 강조될 필요

가 있다. 언어를 대신하는 다양한 것―이를테면, ‘교수매체’―들이 끊임

없이 도입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과를 가르치고 배우는 일이 교육의 

핵심적 과제인 한, 여전히 언어는 교과를 전달하는 데에 필요불가결한 

도구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 사실을 중시할 때, 언어가 교육에서 차지하는 위치는 교육이론 또

는 교육과정이론에서 핵심적 관심사가 되어 마땅하다. 무엇보다도, 교육

과정이론은 언어로 표현되어 있는 지식을 전달하여 훌륭한 인간을 기르

는 데에 그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이다. 종래의 교육과정이론에서 언어와 

사고의 관련이 다양한 측면, 특히 심리학과 언어학의 측면에서 집중적으

로 탐구되어 왔다는 것은 바로 그 점을 입증하고 있다. 그러한 연구들 

중에서 특별히 여기서 조명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은 피아제(Jean Piaget, 

1896-1980)와 촘스키(Noam Chomsky, 1928-)와 비고츠키(Lev 

Semenovich Vygotsky, 1896-1934)의 이론이다. 그 세 가지 이론은 

언어와 사고의 관련을 그들 각자의 문제의식에 근거하여 상이한 측면에

서 설명하고 있다. 

본 논문은 최근 교육학에서 이론적 관심사로 부각되고 있는 내러티브

이론, 특히 브루너의 내러티브이론을 조명하기 위한 것이다. 언어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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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 관련에 관한 앞의 세 가지 이론을 조명할 필요가 있는 것은, 내러

티브이론은 교육적 전달사태에서 구사되는 언어를 조명하는 것이기 때

문이다. 내러티브이론에는 교육적 전달어에 관한 관심이 들어 있는 것이

다. 바로 이 점에서 내러티브이론에는 언어와 사고의 관련에 관한 설명

이 그 이론적 배경으로 어른거리고 있다고 볼 수 있다(최향미, 2018). 

언어와 사고의 관련에 관한 피아제와 촘스키와 비고츠키의 이론이 상

이한 문제의식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은 그 세 가지 이론 사이에 일종의 

계열 같은 것이 있을 것이라는 짐작을 하게 한다. 이 세 가지 이론의 

계열에 주의를 기울일 때, 가장 먼저 주목의 대상이 되는 것은 피아제

의 이론이다. 이하에서는 언어와 사고의 관련에 관한 피아제의 이론을 

먼저 규명하고 그것을 단서로 삼아 촘스키와 비고츠키의 이론을 이어서 

설명하겠다. 이 설명의 순서에 따르면, 촘스키와 비고츠키의 이론은, 그

들 사이의 약간의 견해 차이에도 불구하고, 피아제의 이론을 부연⋅극복

한다는 점에서는 다르지 않다고 볼 수 있다. 촘스키와 비고츠키의 이론

은 피아제의 이론을 특정한 측면에서 재해석한 결과로 정립된 것이라고 

보아도 무방한 것이다. 이하에서 밝혀지겠지만, 피아제의 이론에서 시작

하여 촘스키와 비고츠키의 이론으로 이어지는 이 계열은 언어와 사고의 

관련이 점차로 교육적 전달의 맥락에 가깝게 규명되어 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먼저, 언어와 사고의 관련에 관한 피아제의 이론은 그의 저서 「아동기

의 언어와 사고」(The Language and Thought of the Child, 1959, 

orig. 1926)에 집약적으로 제시되어 있다. 본 논문의 관심사로 볼 때, 

「아동기의 언어와 사고」에 제시되어 있는 다음의 몇몇 설명들에는 주의

를 기울일 필요가 있을 듯하다. 첫째로, 사고의 발달은 양적 차이가 아

닌 질적 차이를 나타내 보이는 몇몇 단계들에 따라 이루어진다는 것이

다. 여기서 사고의 발달 단계에 질적 차이가 존재한다는 것은 그 단계

들 사이에는 일종의 도약 같은 것이 있어서 이전의 단계와 이후의 단계 

사이에 공통점을 찾아보기 어렵다는 뜻이다. 바로 이 점에서 그 질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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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는 단계들 사이의 연속성을 가정하는 이른바 ‘양적 차이’와 뚜렷이 

구분된다. 루소의 「에밀」에 나타나 있는 그의 핵심 주장인 ‘어린 아이는 

어른의 축소판이 아니다’, 또는 ‘자연은 아이가 어른이 될 때까지는 아

이이기를 원한다’라는 말은 피아제에 이르러 사고의 발달 단계에는 질적 

차이가 있다는 견해로 부연되고 있는 셈이다(Rousseau, 1762: ch. 1).1)

말하자면, 아동의 삶은 어른의 그것과는 다른 그 나름의 세계라는 점에

서 아동이 내면에 갖추고 있는 사고 또한 성인의 그것과는 결코 동일한 

점을 찾아볼 수 없다는 것이다. 물론 이 점에 대해서는 아동의 사고와 

성인의 사고 사이에 닮은 점이 없으면서도 어떻게 하여 그 양자 사이의 

발달이 가능한가 하는 의문은 불가피하게 제기될 수밖에 없다. 이른바 

‘발달단계’라고 하는 것은 그 의미의 한 부분으로 단계의 연속성을 가정

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 점에 대하여 피아제는 사고기

능의 발달과 사고구조의 발달을 구분함으로써 그 의문점을 해소하고 있

다. 

피아제에 의하면 무엇인가를 할 줄 아는 것―기능상의 사고―과 이해

하고 있는 것―구조상의 사고―은 엄연히 구분된다. 이하에서 언급할 바

와 같이 어린 아이가 ‘왜냐하면’, ‘그러므로’ 등의 논리적 연결사를 입으

로 발설한다고 하여 그가 명제상의 논리적 연결을 아는 단계―피아제의 

발달단계로는 ‘형식적 조작기’―에 이르렀다고 단정할 수 없다. 적어도 

피아제가 보기에 ‘왜냐하면’, ‘그러므로’ 등의 논리적 연결사를 적절히 

구사할 수 있는 것은 명제상의 의미의 연결을 이해하고 있는 형식적 조

작기에 이르러야 비로소 가능하다. 물론 아이들은 형식적 조작기 이전에

1) 사실상 루소의 「에밀」은 그 자체로 현대 심리학의 발달 이론을 예고하고 있다

고 볼 수 있다(Rousseau, 1762: ch. 1). 피아제도 인정할 것이라고 생각되지

만, 그의 심리학의 핵심을 이루고 있는 발달 단계 이론은 루소의 「에밀」에 나

타나 있는 발달 단계 이론에 힘입은 바 크다고 말해야 한다. 말하자면, 피아제

의 발달 단계 이론은 루소의 「에밀」의 발달 단계 이론의 현대판 심리학적 해

석인 것이다. 



- 4 -

도 그러한 논리적 연결사를 ‘뜻 모른 채’ 입에 올릴 수 있으며 그러한 

과정에서 점차로 형식적 조작기를 준비한다고 볼 수 있다. 바로 이 점

에서 사고의 기능상에는 명백히 단계상의 연속성이 존재한다. 그러나 할 

줄 안다고 하여 이해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피아제의 관점에서 보면 

감각 동작기에서 구체적 조작기나 형식적 조작기로의 변화에는 불연속

적인 구조상의 발달이 수반된다고 볼 수밖에 없다. 연속성을 띠고 있는 

기능상의 발달과는 달리 구조상의 발달에는 불연속성이 나타나는 것이

다. 이와 같이 피아제의 지적 발달단계에는 연속성을 띠는 사고의 기능

상의 발달과 불연속성을 띠는 사고의 구조상의 발달이 동시에 확인되지

만, 피아제가 자신의 발달이론에서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불연속성을 띠

고 있는 구조상의 발달이다. 피아제의 발달단계가 질적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는 것은 이러한 뜻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그리하여 사고의 발달에 

관한 피아제의 견해에는 이전의 단계에서 이후의 단계로의 질적 도약이 

어떻게 가능한가 하는 문제는 여전히 미완의 과제로 남아있을 수밖에 

없다. 

둘째로, 앞의 이론적 미비점이 더욱 확연히 드러나는 것으로서, 언어

의 발달은 사고의 발달이 일어난 다음에야 비로소 가능하다는 것이다. 

사고의 발달이 전제되어야 언어의 발달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피아제의 

이 견해는 언어가 사고발달 단계상의 질적 도약을 이끌어내지 못한다는 

뜻이나 다름없다. 물론, 피아제는 개념적 사고를 특징으로 하는 이른바 

‘조작’ 단계에 이르게 되면 언어의 발달은 사고의 발달과 함께, 그와 병

행하여 이루어진다는 견해 또한 내놓고 있다(이병숙희, 2014). 언어의 

발달이 사고의 발달과 병행하는 한, 언어의 발달은 순전히 사고의 발달

을 기다린 다음에야 가능한 것이 아니라, 사고의 발달을 촉진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조작 단계의 전형적 특징인 개념적 사고는 언어에 의

존하여 이루어지는 사고이며, 바로 그 점에서 언어의 발달이 사고의 발

달과 병행한다는 주장은 이미 언어에 의존하는 사고―개념적 사고―에 

이른 아동이 언어를 활용한다는 것을 지적한 것이나 다름없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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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 때, 조작 단계에서도 언어의 발달은 사고의 발달에 뒤따른다는 주장

이 여전히 성립한다고 볼 수 있다. 어린 아동들이 일상생활에서 논리어

―예컨대, ‘왜냐하면’, ‘그러므로’ 등―를 구사할 수는 있겠지만 그러한 

논리어가 개념적 사고의 한 부분이 되거나, 그 개념적 사고를 가능하게 

하는 도구로 쓰이기 위해서는 아동의 사고가 그러한 개념적 사고를 가

능하게 할 정도로 발달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점에서, 사고의 

발달은 언어의 발달 단계를 가늠하고 결정하는 잣대가 된다고 볼 수 있

다. 적어도 피아제에게 언어는 사고가 특정한 발달 단계에 이른 다음에

야 그 획득이 가능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앞서, 이전의 단계에서 이

후의 단계로의 사고의 발달이 어떻게 가능한가 하는 질문이 피아제에게 

미완의 과제로 남아있다고 언급하였거니와, 언어가 사고의 그 질적 도약

을 보장해주지 못한다는 점은 분명해 보인다. 피아제의 발달이론에 대하

여, ‘발달이 학습에 선행한다’는 것은 그의 이론에 대한 한 가지 평가로 

타당해 보인다.  

셋째로, 언어와 사고의 관련은 철학적 인식론의 관점에서 설명될 것이 

아니라, ‘발생적 인식론’의 관점에서 설명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피아제

에 의하면, 전통적 인식론을 대표하는 철학적 인식론은 언어와 사고의 

관련을, 양자 사이에 있을 수 있는 시간적 추이와 그 변화를 고려하지 

않은 채 설명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말하자면, 

언어는 사고의 표현이요, 사고는 언어의 이면이라는 식의 설명은 언어와 

사고가 상호교섭하며 새로운 양상으로 변화해가는 발달의 측면을 제대

로 밝혀주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피아제가 찾아낸 인식론적 대안

은 발달단계를 고려하여 언어와 사고의 관련을 설명하는 것이다. 피아제

가 그 스스로 자신의 심리학에 이름 붙인 ‘발생적 인식론’은 바로 그러

한 문제의식을 반영하고 있다(Piaget, 1972). 발생적 인식론의 관점에서 

보면 언어와 사고의 진정한 관련은 언어와 사고가 어떤 발달단계를 거

치며 변화해 가는가에 비추어 설명되어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다. 

대체로 알려져 있듯이 사고는 감각동작적 사고에서 조작적 사고―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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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사고―로 발달해 간다는 것이 피아제의 견해이다. 피아제는 사고가 

이 시간적 추이에 따라 변화해 간다는 사실에서 사고와 언어의 관련에 

관한 자신의 견해를 이끌어내고 있다. 그리고 피아제는, 사고는 언어의 

영향을 별달리 받지 않은 채, 정신구조(schema)가 발달단계별로 표현된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견해를 내놓고 있다. 피아제의 관점에서 볼 때, 

사고와 정신구조는 다른 것이 아니다. 다만 사고는 정신구조의 발달단계

상의 경험적 표현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 사실을 중시한다면, 피아제의 

발달단계 이론을 이해하는 데에는 그 정신구조가 어떤 상태로 우리에게 

갖추어져 있는가에 관한 질문은 불가피해 보인다. 요컨대, 피아제에게 

사고는 언어와의 관련 하에서 파악되는 것이 아니라, 언어로 대표되는 

사회적 영향력을 진공상태로 한 채, 정신구조가 자연스럽게 표현된 것, 

다시 말하여 정신구조의 자발적 표현이다. 피아제의 이론을 해석한 사람

들이 종종 언급하고 있는 다음의 말, 즉 ‘피아제는 학습이론 없이 인간

의 학습을 설명한다’(Hamlyn, 1978/2010: 45)는 것은 그 점을 보여주

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한 해결 방식은 사회적 삶을 고려하는 것이다. 왈론

(Wallon) 교수는 생리학적 체계상의 다양한 단계들에서 일어나는 개입의 

방식―즉, 그 각각의 단계는 그 이전 단계의 [사회적 삶 등의 환경을] 통합

한 결과로 형성된다는 점―에 비추어 투사적 단계와 상황이해적 단계에서

의 정서와 같은 정신적 삶의 초보적 형태를 설명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그

의 이러한 설명은 각각의 단계들이 기능적 연속성을 이루며 이후의 단계를 

이미 그 안에 예비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의식, 신화, 언어, 

높은 수준의 모방과 같은 사회적 요소들에 비추어 표상 작용을 밝힌 것이

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여전히 문제로 남는 것은 아동이 특정한 단계에 

이르러 이런저런 사회적 영향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어째서이며 또 어

떻게 하여 가능한가 하는 점이다. 언어가 예컨대, 이 나이가 아닌 저 나이

에, 또 이 순서가 아닌 저 순서에 따라 획득되며 또 그것이 사고를 변화시

킬 수 있는 것은 오직 사고가 그 변화를 수용할 수 있을 정도로 성숙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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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을 때이다. 따라서 심리학이 밝혀내어야 할 것은 사회적 삶 그 자체가 

아니라, 정신 발달상에서 뚜렷이 구분되는 각 단계들 사이에서 엮어지는 

일련의 관계들, 예컨대 강요, 협동, 모방, 토론 등에서 확인되는 상호작용

의 양상들이다. 사회적 삶이 표상적 정신구조를 정교화하여 개념을 가다듬

게 하고 언어적 표현을 가능하게 한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겠지만, 사회

적 삶 그 자체는 한 살 아동이 처음으로 심상이나 상징을 구사하여 지연된 

형태의 모방을 하거나 초보적 형태의 상상 놀이를 한다는 점을 제대로 설

명해 주지는 못한다(Piaget, 1962: 4). 

피아제에 의하면, ‘지연된 형태의 모방’이나 ‘초보적 형태의 상상놀이’

는 그 원천이 사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정신구조에 있다. 모방이나 놀

이는 정신구조의 자발적 표현인 것이다. 마찬가지로, 사고 또한 언어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언어 이전에 갖추고 있는 정신구조가 표현된 것

에 불과하다. 아이가 모방을 하거나 놀이를 할 수 있고 또 언어를 구사

할 수 있는 것은 이미 아이에게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정신구조가 갖추

어져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2) 이렇게 볼 때, 피아제의 정신 구조는 

바깥 대상을 인식하기 이전에 이미 갖추어져 있는 것, 타고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다만, 피아제는 그 정신구조를 타고난 능력으로 간주할 

때 빚어지는 신비적 색채를 걷어내며 그 생득적 측면을 배제한다. 그 

결과 피아제의 정신구조는 사고를 성립시켜 주는 것, 사고에 시간상 앞

서서 갖추어져 있는 인과적 원인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된다(박종

덕, 2014: 185).

사고발달의 질적 도약이 무엇에 의해 가능한가 하는 문제에 대하여 

피아제가 정신구조에 비추어 설명하고 있다는 점은 이상에서 언급한 바

2) 피아제에 의하면, 놀이는 이미 있는 정신구조를 표현하는 과정―즉, 동화―이 정

신구조를 획득하는 과정―즉, 조절―을 주도하는 것이며, 모방은 정신구조를 획

득하는 과정이 정신구조를 표현하는 과정을 주도하는 것이다. 정신구조의 표현

과 획득의 관점에서 피아제의 놀이 이론을 분석하고 있는 김덕영, ‘피아제의 놀

이 이론의 교육학적 해석’, 울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1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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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같다. 사고발달의 질적 도약은 정신구조가 특정한 수준의 사고로 표

현될 때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피아제의 이 설명이 타당하게 성립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다음의 두 가지 점이 설명되지 않으면 안 된다. 

그 중 하나는 발달 단계상의 이러저러한 사고를 성립시키는 정신구조의 

존재방식이며, 다른 하나는 그 정신구조가 이러저러한 사고로 표현되는 

데에 작용하는 언어적 도구의 의의이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피아제는 

정신구조를 이러저러한 사고에 시간상 앞서서 갖추어져 있는 인과적 원

인으로 간주한다. 그러나 정신구조가 인과적 원인의 하나로 간주되는 

한, 그것은 지식획득의 계열상에서 이전에 획득하고 있는, 이른바 이전

의 지식에 불과한 것으로 된다. 이와 같이 정신구조가 인과적 원인으로 

간주될 때에는 그 정신구조가 타고난 본성에 해당한다는 점은 드러나지 

않는다(박종덕, 2014: 186). 마찬가지로 사고의 발달은 정신구조가 특정

한 수준의 사고로 표현된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피아제의 설명 또한 사

고의 형성의 그 내적 원인―정신구조―만 밝혀줄 뿐 그 외적 계기는 밝

혀주지 못한다. 물론, 피아제는 그 외적 계기를 ‘환경’이라는, 넓은 범위

의 해석을 허용하는 그다지 분명하지 않은 말로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그 환경에는 언어로 대표되는 매개적 도구가 포함되는 것인지, 포함된다

면 그 언어는 어떤 방식으로 사고에 영향을 주는지가 그다지 분명하지 

않다.

피아제가 남겨놓은 그 두 가지 한계점 중에서 촘스키의 구조주의 언

어학은 전자의 한계, 즉 정신구조의 존재방식을 부연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언어와 사고의 관련을 이른바 ‘구조주의’의 관점에서 규명하고 있

는 촘스키는 언어의 표층구조 이면의 심층구조를 예리하게 분석한 것으

로 알려져 있는 것이다. 여기서 ‘심층구조’는 피아제가 언급하고 있는 

정신구조와 완전히 동일한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피아제의 그 정신구조

의 타당한 존재방식을 파악하는 데에 중요한 단서를 제공해 준다. 이하

에서 설명하겠지만, 심층구조에 관한 촘스키의 견해는, 정신구조는 결코 

인과적 원인이 될 수 없다는 점, 다시 말하여 정신구조는 경험적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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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성립하는 이런 저런 사고들의 하나로 환원될 수 없다는 점을 시사

하고 있다. 촘스키가 언급하고 있는 언어의 심층구조는 경험적 수준의 

사고와는 그 차원을 달리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촘스키의 언어이론

은 그 점을 밝혀주고 있다. 

먼저 언급해 두어야 할 것은 언어와 사고의 관련이라는 심리학의 문

제가 언어학에서는 언어와 의미의 관련 문제로 설명된다는 점이다. 심리

학과 언어학은 언어에 내재되어 있는 그것을 가리켜, 각각 ‘사고’와 ‘의

미’로 달리 지칭하고 있는 것이다. 때로, 이 용어상의 차이에 주목하여, 

의미는 언어의 이면이며 사고는 그 의미가 마음 안에 자리잡은 것이라

고 하거나, 언어와 사고의 관련 문제는 언어와 의미의 관련 문제와 동

일한 관점에서 파악될 수 없다는 견해가 제기된다. 그리고 이 견해는 

그 두 가지 문제가 각각 심리학과 언어학의 주된 토픽이 된다는 사실에 

의해서 뒷받침되고 있다. 그러나 언어의 이면인 의미는 바깥에 있는 언

어의 안이요, 마음 안인 사고는 바깥이 아닌 안이라는 식의 공간의 차

이에 근거한 설명은 설득력을 가지기 어렵다. 의미와 사고에 관한 한, 

공간상의 안과 밖의 경계는 적용될 수 없다. 이 점을 중시하자면, 언어 

안은 곧 마음 안이라고 보아야 한다. 

사고와 의미는 그것을 가리켜, 각각 마음 안이라고 하든 언어 안이라

고 하든지 간에, 언어로 표현되는 것, 또는 언어에 의해서 비로소 실현

되는 것이라는 점에서 다르지 않으며, 그 점에서 언어와 사고의 관련은 

곧 언어와 의미의 관련으로 이월된다고 보아 크게 어긋나는 것이 아니

라고 볼 수 있다. 촘스키의 언어이론을 살펴보기에 앞서 소쉬르

(Ferdinand de Saussure, 1857-1913)의 ‘구조주의 언어학’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은 이러한 이유에서이다. 알려져 있는 바와 같이, 소쉬르

는 언어가 그 이면의 의미와 맺는 관련을 ‘기표’(記標, signifiant(F.), 

signifying(E.))와 ‘기의’(記意, signifie(F.), signified(E.))의 관련에 비추

어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Saussure, 1916/2012: 133ff).

기표와 기의에 관한 소쉬르의 이 구분은, 기호는 내용과 형식의 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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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되어 있다는 그의 문제의식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 중 기의는 기

호의 내용을 가리키며 기표는 기호의 형식을 가리킨다. 소쉬르는 그 기

의와 기표에 대하여 ‘알리다’는 뜻의 프랑스어 signifier의 과거분사형―

signifie―과 현재분사형―signifiant―을 써서 표현한 바 있다. 이와 같

이 프랑스어 signifie와 signifiant은 우리말로 ‘기의’와 ‘기표’로 번역되

지만, 원래의 뜻 그대로 ‘알려지는 것’과 ‘알리는 것’으로 번역할 수도 

있을 것이다. ‘알려지는 것’은 기의이며, ‘알리는 것’은 기표인 셈이다. 

실지로 우리말 ‘기의’와 ‘기표’로 번역된 프랑스어 signifie와 signifiant

은 영어 signify의 과거분사형―signified―과 현재분사형―signifying―

으로 번역된다. (때로, 프랑스어 signifiant은 signifier로 영역되기도 한

다.) 소쉬르에 의하면, ‘알려지는 것’은 기호의 비가시적 측면―즉, 의미

―이며 ‘알리는 것’은 기호의 가시적 측면―즉, 징표―이다. ‘알려지는 

것’과 ‘알리는 것’이 각각 기의와 기표가 되는 것은, 알려지는 것은 기

호의 징표를 빌어야 비로소 드러나는 것이며, 알리는 것은 기호의 의미

를 징표로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요컨대, 기호는 기표를 빌어 기의

를 표현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물론, 소쉬르의 이 기호이론은 언어이론으로 곧장 번역될 수 있다. 언

어 또한 언어의 형식―‘기표’―과 내용―‘기의’―의 결합으로 설명될 수 

있는 것이다. 소쉬르의 언어이론에 의하면, 언어의 기표는 문자 그 각각

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으며 언어의 기의는 그 개별 문자가 표현하고자 

하는 ‘의미’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언어가 사고를 표현하고 획

득하는 도구가 된다는 점에 초점을 둘 때 언어가 알려주는 것을 의미로 

파악하는 것은 보완의 여지가 없지 않다. 언어 이면의 의미는 그 언어

를 접하는 당사자에게 사고의 하나로 내면화되는 것이다. 소쉬르의 뒤를 

이어 언어학을 보다 완성시킨 것으로 알려져 있는 촘스키의 언어이론은 

바로 그 점에서 주목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특히, 촘스키가 언급하고 있

는 ‘심층구조’와 ‘표층구조’의 개념을 분명히 밝히는 것은 언어가 사고를 

표현하는 수단이 된다는 점을 재조명하게 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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촘스키의 ‘심층구조’와 ‘표층구조’의 개념은 기의와 기표의 개념을 구

조적 측면에서 설명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촘스키의 언어학의 바탕을 

이루고 있는 구조주의에 의하면, 구조는 한편으로 가시적 현상으로 확인

되는 기능적 측면과, 또 한편으로 비가시적 관념의 형태를 띠는 본질적 

측면으로 구분하여 설명될 수 있다. 그 각각을 가리켜 ‘기능적 구조’와 

‘논리적 구조’라고 부를 수 있다(박재문, 2003: 135). 촘스키에게 표층구

조는 음성이나 문자로 표현된 말과 글이 나타내는 기능적 구조에 해당

하며, 심층구조는 그 말과 글의 이면에 들어있는 논리적 구조에 해당한

다. 이 점에서 표층구조는 발화와 관련된 언어의 ‘실행능력’이며, 심층구

조는 그 언어적 실행을 가능하게 하는 발화자의 ‘언어능력’이라고 볼 수 

있다. 언어를 구사하는 일을 가능하게 하는 ‘언어능력’이 언어실행의 논

리적 구조를 이루고 있다는 것은 그 언어능력이 가시적 형태로 실지로 

갖추어져 있다는 뜻이 아니라, 언어를 구사하는 일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 이전에 갖추어져 있는 것으로 가정된다는 뜻이다. 바로 이 점에서 

언어능력으로서의 심층구조는 표층구조를 의미있게 성립시키는 언어의 

원천에 해당한다고 말할 수 있다. 언어학습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실

행’(performance)이 아니라 ‘능력’(competence)인 셈이다. 

심층구조에 관한 촘스키의 설명에 한 가지 특이성이 있다면 그 심층

구조가 생득적 능력에 해당한다는 점을 밝혔다는 데에 있다. 언어능력이 

언어의 표층구조 이면을 이루고 있다는 것은 언어의 일반적 특성에 해

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지만, 촘스키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바

로 그 언어능력은 생득적 능력에 해당한다는 점을 밝히고 있는 것이다

(Chomsky, 1986/1990: 21). 촘스키가 무엇보다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

는 것은 언어의 심층구조를 이루고 있는 그 타고난 언어능력이 모든 언

어의 공통된 인자―‘언어적 보편 요인’―에 해당한다는 점이다. 

촘스키에 의하면, 심층구조에 관한 지식은 언어능력의 기본이며 우리는 

심층구조를 기초로 하여 어느 특정 언어의 표층구조를 학습한다. 결국, 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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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키는 인간이, 무엇무엇이 이러이러하다고 말하는 것이 무슨 뜻인지, 또

는 적어도 그 무엇무엇에 관하여 무슨 말인가를 한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에 관하여 생득적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는 셈이다(Hamlyn, 

1978/1990: 173-4).

함린이 분명히 밝히고 있듯이, 언어의 심층구조는 생득적 지식 바로 

그것이다. 다만, 촘스키의 심층구조는 ‘언어능력’ 등 이러저러한 능력으

로 분화되기 이전의 그냥 능력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언어

능력’에 한정된다는 점은 여기서 언급해 둘 필요가 있을 듯하다. 말하자

면, 심층구조는 타고난 능력을 언어능력에 국한시킨다는 해석 또한 충분

히 가능하며 실지로 촘스키 또한 그 점을 언급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

나 심층구조를 타고난 능력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능력을 언어적 능력에 

한정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 것인지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지 않다. 이 

점을 생각해보는 한 가지 단서로, ‘촘스키의 심층구조 이론은 레비 스트

로스가 친족관계와 신화에서 찾았던 “구조”와 같은 것을 언어라는 측면

에서 제시하였다’(박재문, 2003: 141-2)는 주장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여기에서 ‘친족 관계와 신화에서 찾아지는 “구조”’는 ‘인간 마음의 구

조’(Lévi-Strauss, 1963)를 가리킨다. 레비 스트로스는 친족관계와 사회

제도 등 인간의 문화를 ‘마음의 구조’가 반영된 것이라고 본다. 이 레비 

스트로스의 통찰을 촘스키의 언어이론에 적용하면 일체의 언어는 마음

의 구조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촘스키의 심층구조는 

바로 그 마음의 구조를 뜻한다고 보아 그다지 어긋난 것이 아닐 것이

다.3) 그리하여 촘스키의 심층구조가 단지 타고난 언어능력에 한정되는

가 하는 문제는 그 마음의 구조를 어떻게 파악하는가에 따라 달리 해석

3) 촘스키의 「언어와 마음」(1968)이라는 저작은 그에 앞선 피아제의 「아동기의 언

어와 사고」(1926)를 떠올리게 한다. 이 점에 있어서는 비고츠키의 저작 「사고와 

언어」(1934) 또한 마찬가지이다. 촘스키와 비고츠키의 저작의 제목에서 대강 시

사되듯이 그들은 현대에 이르러 피아제의 이론에 의하여 촉발된 언어와 사고의 

관련을 그들 나름으로 재조명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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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 여지가 있다. 

한 가지 틀림없는 사실은, 마음의 구조는 마음의 기능에 대비된다는  

점이다. 마음의 구조는 마음이 하는 일―마음의 외적 작용―이 아니라, 

마음 그 자체의 성격―마음의 내적 본체―을 가리킨다. 이러한 의미에서

의 마음의 구조는 경험적으로 확인되는 일체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가

능하게 하는 일종의 원천과 같은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촘스키는 이 

마음의 구조를 심층구조로 보면서 그것을 단지 ‘언어능력’에 한정시킨

다. 그러나 언어를 구사하는 행위가 가능하다는 것은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원천이 있다는 뜻이며, 이 원천에 해당하는 마음의 구조는 말을 

포함하여 생각과 행동 등으로 분화되기 이전의 것이라고 보지 않으면 

안 된다. 마음의 구조는 마음의 현상―일체의 생각과 말과 행동―과는 

달리 아무런 형체도 띠지 않는 것이며, 또 그런 것만이 그러한 마음의 

현상이 흘러나오는 원천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심층구조를 언어

능력에 한정하는 것은 그 심층구조를 표층구조의 하나로 환원시키는 결

과를 가져온다고 볼 수 있다.4) 사실상, 촘스키는 표층구조를 ‘문법구조’

와 동일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는 듯하다. 그러나 문법구조 그 자체는 

표층구조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표층구조는 그러한 문법구조

를 구사하며 언어를 사용하는 것, 한마디로 언어의 실행능력 바로 그것

을 가리킨다.

여하간 심층구조에 관한 촘스키의 설명이 보다 온전한 것이 되기 위

해서는 다음의 몇 가지 설명이 보완되지 않으면 안 된다. 촘스키에게 

심층구조―‘언어능력’―는 표층구조의 하나로 환원되고 있지만 그 ‘언어

능력’은 그것으로 나타나기 이전의 원천에 해당하는 마음으로 보아야 한

다는 점, 언어의 심층구조는 그 원천으로서의 마음을 가리킨다는 점이 

4) 촘스키는 언어의 심층구조를 이루는 언어능력을 ‘언어획득 장치’(language 

acquisition device, LAD)로 설명하고 있다(Chomsky, 2002: 86). 그러나 그 

언어획득 장치는 생리적 기능의 일부를 뜻한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언어적 

정보를 처리하는 일종의 두뇌작용을 연상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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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이다. 타고난 언어능력이 언어의 심층구조를 이루고 있다는 촘스키

의 견해는 그러한 언어능력으로 표현되기 이전의 원천으로서의 마음이 

언어적 실행을 가능하게 한다는 뜻으로 재해석될 수 있는 것이다. 

심층구조에 관한 이러한 해석은 피아제의 정신구조에도 그대로 적용

될 수 있다. 피아제 또한 정신구조를 사고의 하나로 환원시키고 있지만, 

그 정신구조는 이러저러한 사고로 표현되기 이전의 마음 그 자체를 가

리킨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저러한 사고로 표현되기 이전

의 그 정신구조는, 피아제의 의도와는 별도로, 생득적인 것이라고 보아

야 한다. 피아제의 이론에 어른거리는 생득성은 막연한 생물학적 경향성

을 타고난다는 뜻이 아니라, 표현 이전의 정신구조를 타고난다는 뜻으로 

해석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촘스키의 심층구조 이론은 그것에 약간의 

보완적 설명을 보탤 때 바로 그 점을 알려주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이제 언어와 사고의 관련 문제는 언어가 사고와 정신구조―또는 심층

구조―의 관련을 어떤 방식으로 확립하는가 하는 문제로 된다고 볼 수 

있다. 언어와 사고의 관련을 밝히는 것은 단순히 언어가 어떻게 하여 

사고를 획득하게 하는지를 규명하는 것이 아니라, 언어가 사고를 매체로 

하여 어떻게 정신구조를 획득하게 하는지를 규명하는 것으로 귀결된다. 

언어와 사고의 관련은 언어와 정신구조가 사고를 매체로 하여 맺는 관

련인 셈이다. 이하에서 설명할 비고츠키의 심리학은 이 문제에 관한 한 

가지 대답을 시사하고 있다. 비고츠키의 다양한 주장 중에서, 특히 언어

가 ‘정신간 국면’에서 ‘정신내 국면’으로의 전환을 가능하게 한다는 것은 

그러한 짐작을 하게 한다. 

피아제와 마찬가지로 비고츠키는 언어 그 자체의 성격보다는 언어능

력이 발달해가는 국면에 관심을 두고 있다. 이러한 관심사에서 비롯된 

것이겠지만, 피아제와 비고츠키는 씌어진 글보다는 발화된 말의 발달에 

더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5) 비고츠키의 저서 「사고와 언어」(1962/1987, 

5) 필자가 아는 한, 씌어진 글과 발화된 말의 차이에 근거하여 언어가 사고의 형

성에 끼치는 영향을 분석한 대표적 저서는 Walter J. Ong,  Orality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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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ig. 1934)의 최근 영역본 제목이 그 전의 Thought and Language에

서 Thinking and Speech로 달리 표현된 것은 비고츠키가 씌어진 글

보다는 발화된 말에 더 관심을 두고 있다는 점 때문이다(Minick, 1987: 

23-4). 씌어진 글보다는 발화된 말을 먼저 배운다는 심리학적 발달이론

의 관점에서는 말과 글의 차이가 중요할지 모르지만, 말과 글이 사고의 

획득에 주는 영향력을 분석할 때에는 그 차이가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피아제는 사회적⋅문화적 환경이 아동의 사고발달

에 끼치는 영향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비고츠키의 

이론은 피아제의 그 한계에 응분의 주의를 기울인 결과로 형성된 것이

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실지로 비고츠키가 자신의 학문적 사명을 피

아제 이론에 대한 비판에 두었다는 것은 대체로 알려져 있는 사실이다. 

비고츠키는 피아제와 마찬가지로 아동의 사고 발달에 관심을 두고 있으

면서도, 사고의 발달을 아동에게 갖추어져 있는 정신구조의 자연발생적

⋅자발적 표현으로 보는 피아제와는 달리, 사고 발달은 사회적 교섭―아

동이 언어를 매개로 하여 어른과 교사에게서 배우는 과정―을 통하여 

비로소 가능하다는 점을 무엇보다도 강조하고 있다. 이 사실에 비추어 

볼 때 비고츠키의 학문적 과업이 피아제의 이론의 한계를 극복하는 것

에 있었다는 점은 당연해 보인다. 

아동은 발달상의 맨 첫날부터 사회적 행동체계에 따라 자신의 활동의 

의미를 획득해간다. 그리하여 아동의 활동은 그가 처한 환경이라는 프리즘

을 통과하는 동안에 굴절을 겪으며 확정된 목적을 향해 나아간다. 사물이 

아동에게 파악되거나 아동의 마음이 사물로 표현되는 과정은 그의 밖에 있

는 다른 사람에 힘입어 가능한 것이다. 이와 같이 인간 삶의 복잡한 구조

는 개인과 사회가 서로 연계하여 빚어내는 발달과정상의 산물이다

(Vygotsky, 1978: 30).

Literacy: The Technologizing of Word, London: Routledge. 1982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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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츠키에 의하면 개인과 사회는 그 경계가 분명한 것이 아니라, 중

첩된 채 서로를 성립시키는 역동적 관계에 있다. 이 역동적 관계를 성

립시키는 것이 바로 비고츠키가 언급하고 있는 ‘매개체’이다. 비고츠키

에 의하면 개인은 기호나 도구를 매개로 하여 사회를 내면화하며 사회

는 개인이 구사하는 기호나 도구에 의하여 영속된다. 기호나 도구 등의 

매개체는 개인과 사회가 역동적 관계를 맺으며 변화해가는 데에 수단이 

되는 것이다. 비고츠키가 보기에, 언어는 아동 개인의 사고 발달을 가능

하게 하는 다양한 매개체들 중에서도 특별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

이라고 볼 수 있다. 비고츠키가 심리학적 실험에 의하여 밝히고 있듯이, 

2세를 전후하여 언어는 사고를 형성하고 표현하게 하는 등, 이전에는 

나타나지 않던 새로운 사고발달의 국면으로 나아가게 해준다. 말하자면, 

아동은 아주 어린 시기부터 언어를 사용하여 자신의 사고를 표현하기도 

하며 그와 동시에 사고를 형성한다는 것이다(Vygotsky, 1987).  

비고츠키에 의하면 아동은 자기중심적 언어를 구사하는 것에서 점차

로 사회적 언어를 구사하는 것으로 발달해 간다. 비고츠키의 이 관점은 

표면상 피아제의 견해와 동일한 것으로 보이지만 양자 사이에 차이가 

없는 것은 아니다. 피아제가 언급하고 있는 자기중심적 언어는 사회적 

언어와 상반된 것일 뿐, 그 양자 사이에는 닮은점이 없는 것이다. 피아

제의 그것에 비하여 비고츠키의 자기중심적 언어는 그 자체로 사회적 

언어이되, 다만 사회적 언어를 불완전하게 구사하는 것이다. ‘사회적 언

어에는 자기중심적 언어도 있고 의사소통적 언어도 있다’(Vygotsky, 

1987: 74)라는 비고츠키의 말은 자기중심적 언어로서의 사회적 언어와 

의사소통적 언어로서의 사회적 언어가 별개로 있다는 뜻이 아니라, 사회

적 언어의 불완전한 형태가 자기중심적 언어요, 그 완전한 형태가 의사

소통적 언어라는 뜻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자기중심적 언어는 사회적 언어가 갖추어야 할 조건을 제대로 갖추고 

있지 않지만 여전히 그것 또한 사회적 언어의 하나이며, 이 점에서 자

기중심적 언어는 사회적 언어와 다른 것이 아니라, 사회적 언어를 불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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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한 형태로 구사하고 있는 것이다. ‘아동은 처음부터 사회적 언어를 구

사한다’(Vygotsky, 1987: 74)는 비고츠키의 말은 그와 같이 해석되어야 

한다. 물론 아동은 사회적 언어를 불완전하게 구사하는 것에서 점점 완

전한 형태―비고츠키의 용어로 말하여 ‘의사소통적 언어’―를 구사해 간

다. 이와 같이, 아동과 어른은 각각 자기중심적 언어와 의사소통적 언어

를 쓰면서 사회적 언어를 정도껏 구사하고 있을 뿐, 모두 사회적 언어

를 구사한다는 점에 관한 한 다르지 않다. 이 관점에서 볼 때, 언어발달

을 언급한다고 하면서 특별히 아동기의 경험을 들어 어른과의 차이를 

벌려 놓는 것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 아동과 어른은 모두 사회적으로 

유의미한 언어를 구사하는 길의 여정에 동일하게 서 있는 것이다.6)

자기중심적 언어와 사회적 언어의 구분만큼이나 비고츠키의 글에서  

관심의 대상이 되는 것은 외적 언어와 내적 언어의 구분이다. 외적 언

어와 내적 언어의 차이를 파악하는 데에는 다음 두 가지 점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먼저, 외적 언어가 사회적 언어를 가리킨다는 점은 비교적 

분명해 보이지만 내적 언어가 무엇을 가리키는가 하는 것은 그다지 분

명하지 않다는 점이다. 다음으로, 사회적 언어와 자기중심적 언어의 구

분이 적용되는 맥락과 외적 언어와 내적 언어의 구분이 적용되는 맥락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는가 하는 것이다. 피아제와는 달리, 비고츠키가 

사회의 영향력을 무엇보다 중시한다는 점에서 보면, 두 구분 모두 사회 

안에서 구사되는 언어를 문제삼고 있다고 볼 수 있지만 두 맥락 사이에

는 엄연히 다른 설명상의 논점이 있어 보인다. 오로지 언어의 발달을 

문제삼는 사회적 언어와 자기중심적 언어의 구분에 비하여, 외적 언어와 

내적 언어의 구분은 그 언어가 내면화되는 맥락이 부각된다고 볼 수 있

6) 비고츠키가 피아제의 「아동기의 언어와 사고」를 참조하여 「사고와 언어」라는 

책을 그 대표작으로 남겨놓았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는 사실이다. 비고츠키가 

피아제의 저서의 제목에 나타나 있는 ‘아동기’를 자신의 그것에 굳이 덧붙이지 

않은 것은 아동과 어른은 모두 사회적으로 유의미한 언어를 정도껏 구사한다

는 사실 때문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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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이다(Vygotsky, 1987: 112-6). 이렇게 볼 때 외적 언어와 내적 언

어의 구분은 사고가 언어에 의하여 획득되는 맥락을 규명하기 위한 것

이라고 말할 수 있다. 사고가 언어에 의해서 획득된다는 바로 그 점을 

중시한다면 내적 언어는 외적 언어―사회적 언어―가 내면화되어 사고의 

한 부분으로 자리잡은 것을 가리킨다고 보는 편이 타당할 것이다. 그리

고 이러한 의미에서의 내적 언어는 사고와 다른 것이 아니다. 언어에 

의해서 형성되는 그것을 ‘사고’라고 하지 않고 ‘내적 언어’라고 지칭한 

것은 비고츠키의 문제의식―사고는 언어에 의해 비로소 형성된다는 점―

을 강조하기 위해서이다. 

그러나 여전히 외적 언어에 의해서 형성되는 그것을 가리켜 ‘내적 언

어’라고 지칭한 것에는 어색한 면이 없지 않다. 비고츠키 또한 이 점을 

의식했다고 볼 수 있다. 비고츠키의 또 하나의 중요한 개념상의 구분, 

‘정신간(間) 국면’(inter-psychic plane)과 ‘정신내(內) 국면’(intra-psychic 

plane)은 그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외

적 언어가 내적 언어―사고―로 내면화되는 국면은 정신간 국면과 정신

내 국면의 차이와 관련에 의하여 보다 선명한 형태로 설명된다. 먼저 

외적 언어가 내적 언어로 내면화되는 과정은 교사가 구사하는 언어―외

적 언어―가 그대로 학습자의 내적 언어로 되는 것이 아니라, 교사의 외

적 언어 이면에 들어있는 사고가 학생의 사고로 내면화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교사의 사고가 학생의 사고의 한 부분으로 내면

화되는 과정을 가리켜, 비고츠키는 ‘정신간 국면’이라고 부른 바 있다. 

비고츠키가 정신간 국면이라는 이 개념을 ‘개인간 국면’(inter-individual 

plane)이라는 것과 섞바꾸어 사용하고 있는 것은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

될 수 있다. 물론 비고츠키가 언급하고 있는 ‘개인간 국면’과 ‘정신간 

국면’은 다른 것이 아니다. 이 점은 이하의 ‘개인내 국면’과 ‘정신내 국

면’에도 마찬가지의 말을 할 수 있다. 이른바 학습자가 교과를 배우는 

과정은 교사가 구사하는 언어와 학생의 사고가 만나는 국면―개인간 국

면―이지만, 더 정확히 말하여 교사의 언어 이면에 들어있는 사고가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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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의 마음 한 부분에 그의 사고로 내면화되는 국면―정신간 국면―이다. 

물론 도식적으로 말하여, 교사의 언어 이면에 있는 사고가 학습자의 사

고의 한 부분으로 내면화되는 데에는 학습자의 편에서의 사고의 변화가 

수반되지 않으면 안 된다. 학습자 편에서의 사고의 변화, 그것을 가리켜 

비고츠키는 ‘개인내 국면’(intra-individual plane) 또는 ‘정신내 국면’

이라고 부른 바 있다. 요컨대, 교사의 외적 언어가 사고를 매체로 하여 

학습자의 내적 언어로 되는 데에는 정신간 국면에서 정신내 국면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Vygotsky, 1978/1987). 

다만, 한 가지 확인해 둘 필요가 있는 것은 학습자가 교사의 언어에 

힘입어 내면화한 그 사고는 어떤 성격의 것인가 하는 점이다. 이 점을 

설명해주는 것이 비고츠키의 ‘중추발달지대’(ZPD, Zone of Proximal 

Development)이다. 비고츠키는 중추발달지대를 ‘현재의 사고와 도달 

가능한 사고 사이의 거리’로 해석한다(Vygotsky, 1987: 209). 그러나 

비고츠키가 언급하고 있는 그 ‘거리’나 ‘지대’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비유

에 불과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교사의 언어에 힘입어 학습자가 내면화

한 사고 또한 마음인 한, 그것에는 거리나 지대 등의 공간적 비유가 적

용될 수 없다. 이렇게 볼 때 학습자가 교사의 언어에 힘입어 자신의 것

으로 내면화한 사고는 그의 마음의 가장 안쪽에 자리잡은 것, 즉 마음

의 ‘중추’를 이루고 있는 사고라고 보지 않으면 안 된다(이홍우, 2000: 

254). 이러한 의미에서의 사고는 ‘이러저러한 사고’의 구분이 적용되지 

않는 ‘그냥 사고’에 해당하며, 이 점에서 학습자에게 내면화된 사고―중

추발달지대―는 피아제가 언급하고 있는 정신구조와 그 성격상 다른 것

이라고 볼 수 없다(박종덕, 2012: 163-4). 정신구조는 이러저러한 사고

로 표현되기 이전의 것으로서, 이러저러한 사고에 의해서 그 존재가 확

인될 뿐인, 사고의 표준적 형태에 해당한다. 비고츠키의 중추발달지대는 

사고의 그 표준적 형태를 뜻한다. 교사의 언어가 그 이면의 사고를 매

체로 하여 학생의 사고의 한 부분으로 내면화되는 과정은 정신간 국면

이 정신내 국면으로 전환되는 과정이라고 앞서 언급하였거니와, 이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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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 국면 사이의 전환은 언어 이면의 사고가 그것과 차원을 달리하는 

중추발달지대의 한 부분이 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이제, 이 서론의 앞 부분에서 제시한 한 가지 질문, 즉 촘스키와 비고

츠키는 피아제를 어떤 측면에서 보완하고 있는가 하는 질문에 대하여 

대답해 보겠다. 촘스키와 비고츠키의 논의에 힘입어 언어와 사고의 관련

에 관한 피아제의 견해는 언어가 그 이면의 사고를 매체로 하여 정신구

조를 획득하는 문제로 귀결된다는 점은 이상에서 설명한 바와 같다. 이 

사실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언어와 사고의 관련은 한편으로 언어와 

사고, 또 한편으로 정신구조라는 두 차원의 결합으로 파악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렇게 볼 때 언어와 사고의 관련은 ‘중층구조’에 비추어 설명

될 수 있다. ‘중층구조는 주체와 대상 또는 마음과 세계가 구분되지 않

는 위층과 그 구분을 포함하여 모든 구분이 적용되는 아래층이 정확한 

크기로 맞붙어 있는 것을 가리킨다’(이홍우, 2014: 142). 이 중층구조의 

개념모형을 적용하면 언어와 그 이면의 사고가 결합되어 있는 것은 중

층구조의 아래층을 이루며, 정신구조는 그 윗층을 이루는 것으로 설명된

다. 비고츠키의 정신기능의 정신내 국면―피아제의 용어로는 정신구조―

은 ‘교과의 내면화를 가능하게 하는 원천적 세력이 된다는 점에서 중층

구조의 위층을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있다(이홍우, 2000: 265). 

언어와 사고의 관련에 관한 심리학의 설명을 중층구조로 해석해 놓고 

볼 때, 어떤 조건을 갖춘 언어가 사고와 정신구조의 관련을 확립해 주

는가 하는 질문이 본격적으로 부각된다. 언어 중에는 사고와 정신구조의 

관련을 확립하는 데에 용이한 것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는 것도 있는 

것이다. 본 논문이 규명하고자 하는 내러티브이론의 의의는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보여준다는 데에 있다. 문학 방면에서 언어이론의 하나로 

설명되던 내러티브이론이 교육적 전달 사태에 적용되어 나타날 때에는 

더욱 그 점이 부각될 수밖에 없다. 교육적 전달 사태는, 언어 등의 ‘매

개체’에 의존하여 사고와 정신구조의 관련을 확립하는 과정이며, 내러티

브는 그 매개체 중에서도 특별한 위치를 차지하는 언어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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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내러티브이론이 교육학적 맥락에 본격적으로 소개된 것은 브루너

(Jerome S. Bruner, 1915-2016)의 교육과정이론에 의해서이다. 이 점

과 관련하여 한 가지 언급해 둘 것은 앞서 대략적으로 언급한 비고츠키

의 심리학이 그 당시의 서방 세계에 소개되는 데에는 브루너의 공헌이 

있었다는 점이다.7) 브루너가 내러티브이론과 함께 표면상 그다지 관련

이 없어 보이는 비고츠키의 심리학을 그의 이론에서 중요하게 취급하고 

있는 것에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 우선, 비고츠키의 심리학이 사고를 

형성하는 데에 도움이 되는 매개체를 무엇보다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

다. 브루너가 비고츠키의 심리학에 누구보다 관심을 기울인 것은 그 매개

체가 심리학에서 강조될 필요가 있다는 반성적 고찰 때문이다. 브루너가 

보기에 비고츠키의 심리학은 매개체로 설명되는 바깥의 ‘사회’가 한 개인

의 내면에 끼치는 영향을 잘 밝혀주는 것으로서, 당시의 심리학이 미처 

보지 못한 새로운 지평을 열어주는 것이었다. 비고츠키의 심리학은, 듀이

의 말을 인용하여 표현하자면, ‘개인의 마음은 사회생활의 함수’(Dewey, 

1956: 98)라는 점을 잘 밝혀준다. 다음으로, 말과 글, 국어학계의 용어로 

말하여 ‘입말’과 ‘글말’ 사이에 있을 수 있는 차이를 잠깐 제쳐둔다면, 

언어는 비고츠키의 매개체의 전형적인 것이며 내러티브 또한 그 매개체

의 하나라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브루너의 내러티브이론은 비고츠키의 

심리학에서 강조되어 온 매개체를 언어적 전달의 측면에서 재천명한 것

이라고 말할 수 있다. 

브루너의 내러티브이론은 소위 그의 ‘후기 이론’에 등장한다. 브루너

의 후기 이론이 잘 나타나 있는 「교육의 문화」에 의하면, 교육은 개인 

안의 마음의 작용보다는 개인 밖의 문화의 영향력에 관심을 기울일 필

7) 실지로 브루너는 비고츠키의 「사고와 언어」가 최초로 영역되었을 때(1962), 그

리고 이후 그 책이 영어전집의 한 부분으로 영역되었을 때(1987), 그 서문을 

쓴 바 있다. 이들 서문에서 브루너는 ‘비고츠키의 심리학의 주요 주제는 사고

와 언어의 관련에 있다’는 점, 그리하여 ‘비고츠키의 발달의 개념은 교육이론의 

하나로 제시되고 있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Bruner, 198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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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가 있다(Bruner, 1996: ch. 1).8) 그 일환으로 브루너는 문화가 마음

의 형성에 끼치는 영향력, 그리고 그 문화가 개인의 마음에 자리잡는 

과정에 작용하는 내러티브를 세밀히 분석하고 있다. 이와 같이 브루너의 

내러티브이론은 그의 소위 ‘전기 이론’에서 강조된 ‘지식의 구조’ 이론과 

뚜렷한 대조를 이루고 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지식의 구조는 지

식의 ‘안’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바깥의 개별적 지식들이 서로 관련을 

맺으며 학습자의 마음의 한 부분으로 된 상태, 한마디로 말하여 ‘교과의 

내면화’, 바로 그것을 가리킨다(이홍우, 2000). 이런 의미에서의 지식의 

구조는 사회의 문화와 결코 동일한 것일 수 없다. 

실지로 브루너는 지식의 구조 이론을 내세우던 자신의 초기 생각이 

‘지나친 합리주의의 오류’를 범하고 있는 ‘단순하고도 순진한 것’이었다

는 점을 고백한 바 있다(Bruner, 1971/2006b: 375-6). 이 고백을 곧이

곧대로 받아들이자면 지식의 구조는 그 자체로는 개인이 당면하는 사회

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고 보아야 한다.  

만약 지금 내가 1970년대의 교육과정 개발 사업을 선택할 수 있다면, 

나는 그 주체로서 사회를 올바른 가치관과 인생철학으로 되돌리는 방법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선택하고 싶다. 속죄 고백은 아니지만, 그때 나는 기

꺼이 역사의 구조, 물리학의 구조, 수학적 일관성의 성격 등에 관해서는 

강조를 줄여야 한다고 선언하고, 그보다는 오히려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와의 관련에서 교육과정을 다루게 될 것이다

(Bruner, 1971/2006b: 391).   

지식의 구조에서 문화로의 전환이 과연 ‘속죄 고백’에 해당할 정도로 

8) 브루너가 「교육의 문화」 이전에 출간한 「의미의 행위」(1990)는 브루너의 

후기 이론을 예고하고 있는 책이라고 할 만하다. 그 책의 한 장(2장)을 할

애하여 브루너는 「교육의 문화」에서 자세히 취급되고 있는 ‘민속심리

학’(folk psychology)의 가능성을 문화이론과 내러티브이론에서 찾고 있다

(Bruner, 1990: ch.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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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한 것인지는 생각해 볼 여지가 없지 않다. 다만 한 가지 분명한 사

실은, 브루너에게 내러티브는 그 전환을 가능하게 하는 한 가지 단서가 

된다는 점이다. 브루너에 의하면 내러티브는 문화를 표현하는 데에 가장 

적합한 언어이다. ‘이야기’로 번역된다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내러티브

는 문화를 담고 있는 이야기를 뜻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브루너가 내러

티브를 사회적으로 전승되는 민담, 전설 등과 섞바꾸어 사용하고 있는 

것은 그 점을 보여준다. 말하자면 브루너에게 내러티브는 개념과 이론 

등의 ‘거대담론’이 아니라 작은 이야기―이른바 ‘소설’(小說, novel)―로 

받아들여지는 것이다. 이 관점에 의하면, 민담, 전설 등의 이야기가 ‘우

리가 당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와의 관련에서 교육과정을 

다루는’ 한 가지 방안으로 강조될 법하다. 이와 같이 브루너에게 내러티

브는 교육내용의 성격을 파악하는 한 가지 대안적 관점을 보여주는 것

이라고 말할 수 있다(강현석, 2004). 교육과정은 문화를 담고 있는 작은 

이야기들로 구성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내러티브의 의미를 ‘스토리텔링’(storytelling)에서 찾으려는 

시도에서도 알 수 있듯이, 내러티브는 올바른 방식으로 구사되는 언어를 

뜻하기도 한다(Egan, 1989: 23-5). 사실상 내러티브이론의 본고장이라

고 볼 수 있는 문학에서 내러티브가 소설창작에 적합한 언어로 간주된

다는 것은 문학 방면의 연구에서 이미 밝혀져 있는 사실이다. 내러티브

이론은 이러한 문학적 설명에서 그 단초를 찾을 수 있다. 브루너의 내

러티브이론을 밝히기 위해서는 이 사실이 정당히 존중될 필요가 있다. 

우선, 문학에서 내러티브는 논증의 언어가 아니라 기술의 언어―더 적절

히는, 묘사의 언어―를 뜻한다. 소설창작론에 의하면, 소설에 적합한 언

어는 설명하는 것보다는 기술하는 것이어야 하며 의미를 전달하는 것보

다는 정서를 표현하는 것이어야 한다. 이와 같이 문학에서 내러티브는 

사태를 기술하고 정서를 표현하는 데에 적합한 언어의 하나로 간주된다. 

현대 소설의 기원을 고대의 신화적⋅종교적 의식으로까지 거슬러 올라

가 규명하고 있는 칼러에 의하면, ‘내러티브는 단순한 연대기와는 확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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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다르게 그 자체로 인간의 상상력을 자극함으로써 정서를 불러일으킨

다’는 것에 그 주요한 특징이 있다(Kahler, 1973: 10). 

이와 같이 내러티브가 정서를 표현하는 언어적 표현양식이라는 점이 

충분히 강조되지 않을 때, 내러티브이론은 순전히 소설을 창작하는 데에 

적합한 언어적 기법을 문제삼는 것으로 된다. 내러티브이론이 언어적 전

달 기법에 관한 설명에 국한되는 것이다. 이를테면 사태를 기술하거나 

정서를 표현할 때에는 대화로 전달해야 한다거나 화자의 의도를 분명히 

드러내야 한다, 등등이 언어적 전달 방식의 하나로 강조될 수 있는 것

이다. 문학 방면의 내러티브에 관한 대표적 연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애보트의 「내러티브이론 강의」는 문학에서의 내러티브가 언어적 

전달 기법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 설명―‘내러티브는 인과 

관계에 따라 구사할 수 있어야 한다’, ‘내러티브는 갈등을 해결하는 국

면에서 종결을 이루고 그 종결은 한 편의 내러티브의 말미에 오도록 하

여야 한다’, ‘내러티브는 서술자가 자신의 욕망을 서술에 투사하는 방식

에 의해 그 인칭을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 등등―을 통하여 분명히 밝

히고 있다(Abbott, 2002). 

그러나 브루너가 문학의 내러티브이론을 교육적 맥락에 원용했을 때

에는 그 사정이 달라진다. 교육 사태에서도 언어적 전달 기법이 중요하

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교육적 전달 사태에서는 언어로 전달되는 내용

이 관심사로 대두될 수밖에 없다. 브루너가 내러티브를 교육에 원용했을 

때에 그의 관심은 바로 이 교육내용에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브루너는 

후기 이론에 이르러 문화와 함께 내러티브를 언급하고 있으며 그 내러

티브는 ‘경험적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민담, 전설 등의 작은 이야기를 

뜻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이 점에 근거하여 종래 브루너의 내러티브

이론은 지식의 구조가 표현된 학문을 대체하는 새로운 교육내용, 즉 일

상의 생활사를 제안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이와 같이, 토도로프(Tzvetan Todorov) 이래로 문학이론의 하나로 

확립되어 온 내러티브이론(narratology)이 교육적 맥락에 원용될 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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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내러티브가 교육내용의 측면―말해진 것, 즉 작은 이야기―과 전달 

방식의 측면―말하는 것, 즉 언어전달 기법―에서 해석된다. 내러티브는 

교육의 내용을 이루는 민담, 전설 등의 작은 이야기를 뜻하면서, 그와 

동시에 그 교육내용을 전달하기에 적합한 경험적 언어를 뜻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이다. 그러나 언어에 의해 전달되는 내용은 그 언어를 

구사하는 방식에 의해 결정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내러티브의 의미를 

파악하는 두 가지 방식―교육내용과 그 언어전달 방식―은 별도로 설명

될 수 없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매체는 메시지이다’라는 맥클루한의 

명제는, 교육내용은 그 언어전달 방식에 의해 결정된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McLuhan, 1964/2011). 언어전달 방식의 측면에서 파악되는 내러

티브와 그 내용의 측면에서 파악되는 내러티브는 결코 다른 것일 수 없

는 것이다. 브루너의 내러티브이론이 지식의 구조 이론과 맺는 타당한 

관련을 충분히 규명하지 않을 때 내러티브는 교과의 언어 전달 방식과

는 다른 일상의 경험적 언어 전달 방식으로 파악되며 또 그 당연한 귀

결로, 교육내용 또한 일상의 이야기―생활사―로 파악된다. 내러티브는 

지식을 담고 있는 교과의 언어―소위, 이른바 ‘거대담론’―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는 것이다. 

그러나 내러티브를 경험적 언어에 의해 전달되는 일상의 이야기로 파

악하면서 교과의 언어―학문의 언어―와는 하등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

는 것은 내러티브이론의 의의를 한정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특히 

이 점은 내러티브이론의 의의를 교육적 전달의 맥락에서 파악할 때 더

욱 두드러진다. 교육적 전달의 맥락에서 볼 때, 내러티브는 특정한 조건

―정서―을 갖춘 언어라는 사실은 강조될 필요가 있다. 내러티브 이면을 

이루고 있는 그 정서는 언어를 성립시키는 심층적 원천과 다른 것이 아

니다. 교육적 전달사태에서 구사되는 내러티브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는 내러티브가 정서로 지칭되는 심층적 원천을 기반으로 

하는 언어라는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브루너의 내러티브이론의 진정

한 의의는 바로 그 점―내러티브는 정서를 담고 있는 언어라는 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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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명할 때에야 비로소 온전히 밝혀질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은 곧, 내러

티브를 언어의 심층적 원천에 비추어 재조명하는 것으로 귀결된다. 

앞서 촘스키의 언어이론을 규명할 때에 언어는 표층구조와 심층구조

의 결합으로 설명된다는 점을 살펴본 바 있다. 이 촘스키의 설명을 따

르면 언어와 정서의 관련은 언어의 표층을 이루는 발화―또는 문자―와 

언어의 심층을 이루는 ‘마음의 구조’―마음 그 자체―의 결합으로 설명

된다. 약간의 수정을 거쳤을 때 촘스키의 심층구조는 피아제의 정신구조

나 비고츠키의 중추발달지대와 마찬가지로 마음 그 자체를 뜻한다는 것

은 앞서 밝힌 바와 같다. 이렇게 볼 때 언어의 심층적 원천은 곧 언어

이면의 마음 그 자체와 다른 것이 아니다. 그리하여 내러티브가 정서의 

표현에 적합한 언어라는 것은 곧, 내러티브는 표층의 문자와 심층의 마

음 그 자체의 결합으로 성립하는 언어라는 뜻으로 이해된다. 이러한 해

석은 내러티브를 언어의 기능의 측면이 아니라, 그 구조의 측면에서 밝

히는 것에 해당한다. 내러티브의 구조적 측면에서 볼 때, 문자와 분리불

가능한 형태로 결합된 채 그 이면을 이루고 있는 정서는 진정한 언어가 

갖추어야 할 조건에 해당한다. 

일상의 경험적 언어와는 달리, 교과의 언어를 내러티브와 거리가 먼 

것으로 파악하는 것에는 교과의 언어에 관한 특정한 관점이 반영되어 

있다. 교과는 정보의 나열에 불과한 것이요 또 정보의 집적체에 지나지 

않는다는 견해가 그것이다. 이 관점에 의하면 교과를 배워 학생의 마음

에 무엇인가를 형성한다는 것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한마디로 말하

여, 교과의 언어는 죽은 언어에 불과하다는 것이다.9) 그러나 관점을 달

9) 플라톤은 그의 저서 「파이드로스」에서 ‘문자발명의 신화’를 인용하여 문자의 

한계를 밝히고 있다(274b-278b). 문자는 아는 사람이 알고 있는 내용을 상기

하는 데에 수단이 될 뿐, 모르는 것을 새롭게 알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다. 플라톤이 보기에 문자는 앎의 외양이요 그림자로서, 앎을 내면화하는 데에 

필요한 정서가 결핍되어 있는 것에 불과하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 플라톤이 

문자의 가능성을 완전히 도외시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진정한 수사학에 관한 

그의 설명은 문자의 가능성을 탐색하는 한 가지 설명으로 이해되는 것이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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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해서 보면 학습자가 그의 마음에 무엇인가를 형성한다면 그 일은 정

보의 나열이나 집적체에 지나지 않아 보이는 그 교과의 언어를 빌지 않

고는 불가능하다고 보아야 한다. 이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교과의 언어

의 가능성을 새로운 관점에서 재조명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볼 수 있

다. 본 논문에서 특별히 내러티브이론을 규명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그

러한 이유에서이다.

본 논문에서 규명할 내용을 질문의 형태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

째로, 내러티브이론의 역사적 기원이라 할 수 있는 플라톤과 아리스토텔

레스와 라무스의 수사학 이론이 현대의 내러티브이론에 주는 시사는 무

엇인가 하는 점이다. 교과교육의 맥락에서 내러티브의 개념적 지위를 밝

히기 위해서는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와 라무스의 수사학 이론이 규

명되지 않으면 안 된다. 플라톤은 언어의 심층적 원천을 밝히는 것에 

관심을 두고 있는 것에 비하여 아리스토텔레스는 언어가 갖추어야 할 

조건을 그 표층적 기반에서 찾고 있다. 한편, 라무스는 교육적 맥락에서 

언어의 조건을 설명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와 

라무스의 수사학을 규명하는 것은 내러티브의 개념적 성격을 밝히는 데

에 한 가지 단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상, Ⅱ장)

둘째로, 맥클루한의 매체이론과 옹의 언어이론이 내러티브이론에 주는 

시사는 무엇인가 하는 점이다. 맥클루한은 활자매체와 전자매체를 인간

의 감각의 차이에 비추어 규명함으로써 활자매체에 비하여 전자매체가 

더 나은 매체라는 점을 밝히고 있다. 한편, 옹은, 구술성과 문자성을 대

비하여 설명함으로써 글말은 입말에 비하여 부족한 것이라는 점을 분명

히 하고 있다. 맥클루한의 매체이론과 옹의 언어이론이 본 논문에서 관

심의 대상이 되는 것은 그들의 이론이 내러티브를 성립시키는 언어의 

심층적 조건을 탐색하고 있기 때문이다. 내러티브가 언어인 한, 맥클루

한의 매체이론과 옹의 언어이론에서 밝히고 있는 언어의 심층적 원천은 

하 2장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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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러티브의 심층적 원천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상, Ⅲ장)

셋째로, 브루너의 내러티브이론은 그의 지식의 구조 이론과 어떤 관련

을 맺고 있는가 하는 점이다. 브루너의 전기와 후기 이론에서 각각 제

안되고 있는 지식의 구조 이론과 내러티브이론은 양립불가능한 두 가지 

이론인가, 아니면 서로 보완적 관련을 맺고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이다. 

브루너가 사고의 두 가지 표현 양상으로 언급하고 있는 범형적 표현 양

상과 내러티브적 표현 양상은 그 차이와 함께 관련 또한 밝히지 않으면 

안 된다. (이상, Ⅳ장) 

위의 질문들을 바탕으로 하여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밝히고

자 한다. 먼저, 내러티브이론이 가지는 교육학적 의의를 밝히기 위해 내

러티브이론의 역사적 근원이라 할 수 있는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와 

라무스의 수사학 논의를 살펴볼 것이다. 수사학에 관한 플라톤과 아리스

토텔레스와 라무스의 상이한 견해를 밝힘으로써 현대의 내러티브이론은 

플라톤의 수사학 이론을 복원하려는 노력의 일환임을 밝힐 것이다. (이

상, Ⅱ장)

다음으로, 그 역사적 순서를 달리하여 현대적 맥락에서 제기되는 맥클

루한의 매체이론과 옹의 언어이론을 살펴볼 것이다. 맥클루한의 매체이

론과 옹의 언어이론이 본 논문에서 관심의 대상이 되는 것은 그들의 이

론이 내러티브를 성립시키는 언어의 심층적 원천을 탐색하고 있기 때문

이다. 맥클루한과 옹은 각각 공감각과 신성을 언어의 심층적 원천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내러티브가 언어인 한, 공감각과 신성은 내러티브의 

심층적 원천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상, Ⅲ장)

마지막으로, 브루너가 그의 후기 이론에 이르러 문화 이론과 함께 제

시하고 있는 내러티브이론은 그의 지식의 구조 이론을 전달의 맥락에서 

부연한 것임을 밝힐 것이다. 내러티브는 표면상 지식의 구조가 아닌 문

화를 전수하는 것에 적합한 언어로 파악된다. 그러나 내러티브는 정서를 

심층적 원천으로 하여 성립하는 언어라는 점에서 그것은 지식의 구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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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달하는 데에 용이한 특별한 언어를 가리킨다고 볼 수 있다. 브루너의 

내러티브이론은 지식의 구조를 학습자의 수준에 맞게 변형하여 제시하

거나, 교사가 그 지식의 구조를 전달할 때에 사용하는 언어적 표현 방

식을 규명해준다는 점을 밝힐 것이다. (이상, Ⅳ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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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내러티브이론의 수사학적 전통

내러티브는 문학을 본고장으로 하면서도 교육학은 물론이요, 그 이외

의 다양한 학문분야에서도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를테면, 역사

학 분야에서 내러티브는 현재적 시점에서 역사를 재해석하는 데에 필요

한 기법, 즉 과거의 사실을 현재적 시점에서 재구성하는 재현의 한 기

법으로 강조되고 있다(Riceour, 1981; Spence, 1982). 또한, 의학 분야

에서 내러티브는 의사와 환자 사이에 이루어지는 대화의 한 기법으로 

강조되고 있다(Schafer, 1981; Riessman, 1993). 내러티브에 대한 이

러한 접근방식은 오늘날의 교육학 분야에서도 종종 확인된다. 내러티브

는 교과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하나의 언어구사 기법으로 강조되

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내러티브는 언어를 구사하는 다양한 기법 중의 

하나를 가리키는 것이기에 앞서, 진정한 언어가 갖추어야 할 조건에 관

한 이론적 통찰이 담겨있는 것으로 취급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도 내

러티브이론은 언어이론의 하나로 설명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물론, 내러티브이론은 현대에 이르러 부각된 언어이론의 하나이지만 

그 역사적 기원은 희랍시대의 수사학 이론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언어를 

잘 구사하는 능력은 어느 시대에서나 그 중요성이 강조될 법하지만, 특

히 희랍시대에서 그 언어능력은 정치가가 갖추어야 할 기예의 하나로 

간주되어 인간의 어떤 능력보다도 더 중요한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수사

학은 장차 청년들이 도시국가의 한 시민으로 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서는 배우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었으며, 특히 정치적 야심을 가진 젊

은이들에게 수사학은 자신의 그 야심을 실현하는 데에 유익한 것으로 

여겨졌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 수사학에 대한 희랍시대의 관심이 오

로지 언어의 기법적 유용성에만 치우쳐 있었다고 단정지을 수는 없다. 

플라톤(Platon, B.C. 427-347)과 아리스토텔레스(Aristoteles, B.C. 

384-322)가 각각 그들의 저서 「파이드로스」와 「수사학」에서 펼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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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수사학 이론은 언어의 성격 그 자체를 규명함으로써 언어가 갖추고 

있어야 할 조건을 밝히고 있다.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에 의해 부각된 수사학 이론은 진정한 언어

의 조건을 탐색하고 있으며, 이 점에 관한 한, 아리스토텔레스 이후 긴 

공백기를 거친 뒤 르네상스기에 나타난 라무스(Peterus Ramus, 

1515-1572)의 수사학 이론 또한 마찬가지이다. 라무스는 희랍 문화―더 

정확히는, 희랍의 아리스토텔레스적 전통―를 이어받는 한 방안으로 수

사학을 탐색하고 있다. 그리고 희랍의 아리스토텔레스가 그러했듯이 라

무스 또한 언어가 갖추어야 할 조건을 밝히고 있다. 다만, 라무스의 수

사학 이론은 아리스토텔레스의 그것을 이어받은 것이면서도 그것과는 

약간의 차이 또한 없지 않다. 라무스는 언어가 갖추어야 할 조건을 플

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와는 상이한 관점에서 밝히고 있다(최향미, 

2017).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를 거쳐 라무스에 이르는 이 수사학 이

론의 전개는 언어의 조건이 심층에서 표층으로, 다시 전달기법으로 설명

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1. 언어의 심층적 원천 : 플라톤

‘서구의 철학적 전통의 가장 일반적인 특징은 그것이 플라톤에 관한 

일련의 주석이라는 것에 있다’라는 화이트헤드의 말은 플라톤 철학이 서

구철학에서 차지하는 위치를 짐작하게 한다(Whitehead, 1978: 39). 화

이트헤드의 이 말은 서구의 수사학적 전통에 관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

될 수 있다. 서구의 수사학적 전통은 플라톤의 주석인 것이다. 플라톤의 

철학은 그의 스승 소크라테스가 그 당시의 희랍사람들과 주고받은 말들

을 체계화해 놓은 그의 대화편에 집약되어 있다. 목하의 수사학에 관한 

언급은 「고르기아스」, 「파이드로스」, 「소피스트」, 「변명」등의 여러 대화

편에서 확인되지만, 특히 그 중 「고르기아스」와 「파이드로스」는 수사학

에 관한 플라톤의 견해를 확인하는 데에 직접적 단서가 되는 저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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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고르기아스」는 수사학이 다루어야 할 내용과 그것이 가져다주

는 실제적 효과를 규명함으로써 수사학의 성격을 밝히고 있다. 다만, 

「고르기아스」에서 플라톤은 그 당시 소피스트에 의해 실천되고 있는 수

사학에 비판적 견해를 견지하고 있다. 플라톤에 의하면 당시의 소피스트

의 수사학이 겨냥하고 있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여 ‘설득’에 있다. 그러

나 이 설득에는 ‘신념을 심어주는 설득’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식을 형

성하는 설득’ 또한 있을 수 있다는 것이 플라톤의 견해이다(454e). 그 

중 신념을 심어주는 설득은 연설가의 주관적 신념이 청취자의 영혼에 

확신으로 각인되는 것을 가리킨다면, 지식을 형성하는 설득은 연설가의 

내면화된 지식이 이해되어 청취자의 영혼에 자리잡는 것을 가리킨다. 이 

두 가지 설득의 근본적인 차이는, 신념을 심어주는 설득에는 참된 것과 

그릇된 것을 구분해 내는 지식이 결여되어 있지만, 지식을 형성하는 설

득에는 그러한 지식이 중요하게 취급된다는 것에 있다. 플라톤에 의하면 

지식을 배제한 채 설득만을 목적으로 하는 연설은 청중의 영혼을 타락

시키는 결과를 낳는 것임에 비하여, 지식이 담긴 연설은 그 연설을 통

하여 청중의 영혼을 고양시켜 준다. 플라톤이 보기에 법정에서나 그 밖

의 민회에서 군중들을 상대로 하여 행해지는 수사학적 연설은 신념을 

심어주는 설득을 목적으로 하는 것일 뿐, 지식을 통하여 영혼을 고양시

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법정이나 민회에서 대중을 상대

로 하는 연설은 정의나 부정의에 관한 지식을 전수할 수 있는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것이다. 그리하여 플라톤은, 수사학은 청중의 영

혼을 상대로 한 아첨이나 속임수에 지나지 않는 것, 요리술이나 화장술

과 다름없는 것이라는 결론을 내린다(462c). 요컨대 수사학이 지식의 최

선의 상태를 실현하는 데에 도움을 주지 않는 한, 그것은 사이비 기술

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플라톤이 수사학의 학문적 성격에 근본적 비판을 제기하는 것은 그가 

추구하는 사유방식이 그 성격상 소피스트들의 그것과 양립할 수 없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플라톤의 사유방식에 의하면 사물들로 구성된 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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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세계―현상―이면에 또는 그 너머에 지식을 통해서만 인식할 수 있는 

비가시적 세계―실재―가 존재한다. 이러한 의미에서의 실재는, 끊임없

이 변화하며 한시적 형태를 띠는 현상과는 달리, 변화와 불변의 상대적 

비교를 초월해 있는 것이다. 실재는 감각의 세계, 사물의 세계와는 차원

을 달리하는 것이며, 그 점에서 실재는 존재와 인식의 근거가 되는 형

식, 바로 그것을 가리킨다. 실재는 ‘현상의 세계가 의미를 가지기 위한 

전제조건으로서의 논리적 가정’인 것이다(이홍우, 2016: 321).  

「고르기아스」에서 플라톤이, 소피스트들의 수사학이 사이비 기술이라

고 말한 것은 그들의 수사학에는 실재에 관한 탐구가 빠져있기 때문이

다. 플라톤에 의하면, 소피스트들은 인간의 지식(episteme)을 통해서만 

획득할 수 있는 실재를 배제한 채, 오로지 감각의 세계만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플라톤에게 감각의 세계는 주먹구구식의 경험(empeiria)에 

지배되는 것이며, 따라서 감각을 원천으로 하는 일체의 것은 오직 의견

(doxa)에 지나지 않는다. 때로 감각에서 비롯된 것에 대해서도 그것을 

가리켜 지식으로 지칭하지만, 그것은 지식이라고 부를만한 가치가 없는 

것, 지식의 성격에 미달한다는 것이 플라톤의 견해이다. 플라톤이 보기

에 진정한 지식은 감각의 세계, 현상의 세계 너머의 실재를 그 이면에 

담고 있는 것이어야 한다. 

한편, 지식에 관한 소피스트의 견해는, ‘인간은 만물의 척도이다’라는 

프로타고라스의 견해에 집약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프로타고라스의 이 

견해는 자연에 관한 그 당시의 지배적 관심을 인간에 관한 관심으로 전

환하는 데에 중요한 전기를 마련해 준 것으로 평가된다(Brett, 1912: 

57). 소피스트들은 이 프로타고라스의 문제의식을 이어받았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소피스트들은, 프로타고라스의 그 견해에 주목하여 새로운 

지식이론의 서막을 연 소크라테스와는 달리, 인간의 삶에서 지식이 도덕

적 판단과 맺는 타당한 관련에 관심을 두지 않는다. 

소피스트들에게 그들의 시대는 개인이 회복되고 나아가 그 개인의 권리



- 35 -

가 내세워지는 시기로 받아들여진다. 개인을 회복하고 그 권리를 되찾으려

는 것은 계몽적 성격의 주장에 공통된 것으로서, 소피스트들의 저작들에 

특유의 색조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방면의 사고의 중요성은 소

크라테스에 의하여 최초로 분명하게 드러난다. 어느 편인가 하면, 소크라

테스의 사고는 그 경향의 정점을 이루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물론, 소크

라테스 이전에 이루어진 학문적 성취에 소피스트들이 공헌을 하였다는 점

은 마땅히 인정되어야 한다. 소크라테스가 자아는 도덕적 능력과 지적 능

력의 온전한 결합체로서, 만물에 앞서 있는 것이라고 보았다면, 자아를 그 

스스로 결정하는 자결(自決)의 대행자로 보는 것을 가능하게 한 지력의 해

방은 소피스트들에 힘입은 것이다(Brett, 1912: 56). 

그리하여 소피스트들은, 정의와 부정의에 관한 도덕적 판단은 감각과 경

험을 원천으로 하는 지식의 바깥에, 그것을 넘어서 있는 것으로 간주해 

버린다. 소피스트들에게 도덕적 판단은 언제든지 보류될 수 있는 것, 그

들의 탐구대상과는 동떨어진 것이었다. 이러한 소피스트들의 견해는 개

인 각자에게 옳은 것으로 지각되는 것을 지식으로 간주하는, 이른바 지

식의 주관성 문제를 제기하게 한다. 고르기아스가 자신의 저작 「존재하

지 않는 것에 관하여, 즉 자연에 관하여」에 남긴 것으로 알려져 있는 

다음의 명제는 지식의 주관성 문제에 관한 소피스트들의 관점을 짐작하

게 한다. 

‘[도덕적 판단의 근거가 되는] 그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는다. 만일에 

그 무엇이 존재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알 수 없다. 그리고 무엇보

다도 어쩌다가 그 무엇을 알게 되었다손 치더라도 그 누구도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수 없다’(Boorstin, 1993: 223 재인용). 

고르기아스에 의하면 인간과 인간의 삶, 그 이외의 어떠한 것도 존재

한다고 볼 수 없다. 현상의 세계 너머의 실재의 세계를 가정하려고 하

는 것은 위의 인용문에 나타나 있는 세 가지 문제를 야기한다. 즉,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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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적 판단의 근거가 되는 그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 2) 만

일에 그 무엇이 존재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알 수 없다는 것, 

3) 어쩌다가 그 무엇을 알게 되었다손 치더라도 그 누구도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수 없다는 것이다. 고르기아스가 보기에 그 세 가지 

명제는 ‘그릇된 철학적 주장’에 불과하다(Boorstin, 1993: 223). 그리하

여 소피스트들은 일상의 잗달은 일상사를 중심으로 하여 전개되는 현상

의 세계에 관심을 기울이고 그 일상의 삶을 밝히기 위하여 수사학⋅윤

리학⋅정치학 등에 관심을 둔다. 소크라테스를 불경죄로 고발한 인물들

이 소크라테스를 누구보다 뛰어난 소피스트라고 칭한 것으로 보면 소크

라테스 또한 인간과 그 삶에 관하여 누구보다도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고 보아야 한다. 다만, 소피스트들은, 소크라테스와 달리, 인간을 인간답

게 하는 조건―도덕적 판단의 기준을 갖추는 일―이 아니라, 삶을 유용

하게 하는 데에 필요한 기술을 갖추는 것에 관심을 둔다. 고르기아스에

게 지식의 주관성은 지식의 상대성과 다르지 않는 것이다. 목하의 수사

학은 삶을 유용하게 하는 대표적인 것으로서, ‘설득의 기술’을 갖추는 

것을 겨냥하고 있다. 소피스트들이 보기에 수사학이야말로 가장 ‘인간적

인’ 학문이었던 셈이다(한기철, 2016: 182). 

플라톤은 현상의 세계 이면의 실재의 세계를 밝힘으로써 고르기아스

의 그 견해를 바로잡으려고 하였다. 플라톤이 보기에, 소피스트들이 탐

구의 대상으로 삼은 인간의 삶―감각적⋅경험적 세계라고 볼 수밖에 없

는 그 세계―은 끊임없이 변화하며 한시적인 형태를 띠며, 그 점에서 인

간의 삶은 실재의 외양이요 모상에 해당하는 것일 뿐이다. 플라톤에게 

소피스트들은 실재의 모상을 실재 그 자체로, 비가시적 세계를 가시적 

세계로 둔갑시켜 실재를 지각 가능한 것으로 변모시킨 인물들이다. 소피

스트들이 스스로 지혜를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남에게 가르칠 

수 있다고 자부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에게 실재는 이러저러한 말로 

직접 가르칠 수 있는 그러한 것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재를 직접 

가르칠 수 있다고 보는 소피스트들의 견해는 실재의 존재방식에 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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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물론이요 문자의 한계에 관해서도 무지를 드러내는 것에 불과하다. 

플라톤이 보기에 소피스트들의 이러한 견해는 문자가 가지고 있는 한계

를 제대로 존중하지 않는 것이다. 플라톤은 「파이드로스」에서 문자 발

명에 관한 신화를 원용하여 문자의 한계를 밝히고 있다. 그 신화는 다

음과 같다. 

대화가 문자에 이르자, 테우트가 이렇게 말했다네. “왕이여, 이런 배움

은 이집트 사람들을 더욱 지혜롭게 하고 기억력을 높여줄 것입니다. 왜냐

하면 그것은 기억과 지혜의 묘약으로 발명된 것이니까요.” 그러자 타무스

왕이 이렇게 대꾸했네. “기술이 뛰어난 테우트여, 기술에 속하는 것들을 

만들어내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있다면, 그것들이 사용하려는 사람들에게 

끼치는 손해와 이익을 판단하는 능력을 가진 사람은 따로 있는 법이요. 이

제, 그대는 문자의 아버지로서 그것들에 선의를 품고 있기에 그것들이 할 

수 있는 것과 정반대되는 것을 말했소. 왜냐하면 그것은 그것을 배운 사람

들로 하여금 기억에 무관심하게 해서 그들의 영혼 속에 망각을 낳을 것이

니, 그들은 글쓰기에 대한 믿음 탓에 바깥에서 오는 낯선 흔적들에 의존하

여 상기할 뿐, 안으로부터 자기 자신의 힘을 빌려 상기하지 않기 때문이

오. 그러니 당신이 발명한 것은 기억의 묘약이 아니라 상기의 묘약이지요. 

그대가 그대의 제자들에게 주는 것은 지혜의 외양이지 실재가 아니라오. 

왜냐하면 그들은 그대 덕분에 가르침을 받는 일 없이 많은 것을 듣게 되

고, 자신들이 많이 안다고 생각하겠지만 사실 대부분 그들은 무지하고 상

대하는 데에도 어려움이 있을 것이니 그들은 진정으로 지혜로운 자가 아니

라 겉보기에 지혜로운 까닭이오”(274c-275b). 

이 신화에 의하면 문자는 사람들로 하여금 ‘안으로부터의 자기 자신의 

힘’을 불러일으키는 것을 소홀히 하게 하여 실재에 대면하는 것을 불가

능하게 한다. 문자는 ‘바깥에서 오는 낯선 흔적’, 즉 실재의 모상의 하

나에 해당할 뿐이다. 나아가 실재를 ‘상기’하게 하는 ‘흔적’의 하나로 문

자를 대면할 수 있는 것은 이미 지식을 가진 자에 한하여 가능한 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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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지식을 가진 자에게 배우려는 자―지식을 결여한 자―들이 문자를 

빌어 실재를 대면하는 그 일은 애당초 불가능한 것이다. 플라톤이 보기

에 문자는 한편으로 지식을 가진 자에게는 그 이면의 실재를 파악하려

는 마음의 힘을 고양시키지 못한 채 단지 실재를 파악할 수 있는 단서

를 제공하는 것일 뿐이며, 또 한편으로 지식을 결여한 자에게는 안다는 

착각을 불러일으켜 실재의 대면을 소홀히 하게 하는 그러한 것일 뿐이

다. 

그러나 문자의 한계를 분명히 밝히는 것은 곧 그 한계 너머의 문자의 

가능성에 관심을 기울이게 한다. 「고르기아스」에서와는 달리 「파이드로

스」에서 ‘진정한 수사학’(272b)의 가능성이 탐색되고 있는 것은 그러한 

이유에서이다. 수사학의 한 가지 가능성을 제안하려는 플라톤의 의도는

「파이드로스」에서 비교적 완전한 형태로 실현되고 있는 것이다. 「파이

드로스」는, 주로 수사학의 한계나 폐해를 밝히고 있는 「고르기아스」에 

비하여, 수사학의 가능성을 모색하고 있다. 「파이드로스」에서 플라톤은 

철학을 표준적 내용으로 삼는 진정한 수사학을 소피스트의 수사학의 대

안적인 것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견해는, 철학과 수사학은 양립 불

가능하다는 소크라테스의 학문적 견해를 되돌아보는 시도로서 의의를 

가진다. 

플라톤은 「파이드로스」에서 전반부에 논의되고 있는 에로스와 후반부

에 논의되고 있는 수사학을 주요 주제로 하여 이 두 가지 주제를 대등

한 비율로 논의하고 있다. 「파이드로스」는 그 전반부에서 에로스에 관

한 세 편의 연설로, 후반부에서 이 세 편의 연설을 분석의 사례로 삼아 

진정한 수사학을 밝히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10) 「파이드로스」에서 보

10) 「파이드로스」의 전반부를 이루는 세 편의 연설은 애자(愛子)보다는 광기 없는 

애자에게 호의를 보여야 한다는 내용의 뤼시아스 연설(230e-234c), 그 뤼시

아스의 연설을 재조직한 소크라테스의 연설(237b-241d), 광기 없는 애자보다

는 애자에게 호의를 베풀어야 한다는 내용의 소크라테스의 연설(243e-257b)

로 되어 있다. 소크라테스의 두 번째 연설과 세 번째 연설은 사랑에 대한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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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플라톤의 이러한 저술 방식은 플라톤의 대부분의 중기 대화편들이 

단일적 주제―「향연」의 에로스, 「파이돈」의 ‘영혼의 불멸’, 「메논」의 

‘덕’―를 취급하고 있다는 점에서 볼 때 주목의 대상이 된다. 그리하여 

그 동안 이 두 가지 주제가 별개의 것으로 취급되어야 하는가, 아니면 

긴밀한 관련을 맺으며 ‘단일성’을 띠는 것으로 취급되어야 하는가 하는 

문제가 중요하게 취급되어 왔다(정혜진, 2012; 박상철, 2014).

「파이드로스」를 둘러싼 단일성 문제는 응당 전반부의 에로스에 관한 

논의와 후반부의 수사학에 관한 논의의 관련을 파악하는 것으로 귀결된

다. 이 두 논의를 ‘내적 일관성’이 없는 것, 다시 말하여 한 쪽의 논의

를 다른 쪽의 논의와 전연 무관한 논의로 취급한다면, 「파이드로스」는 

전혀 다른 두 개의 논의를 억지로 가져다 붙인 합본에 불과한 것으로 

되는 것이다. 전반부에서 논의되는 에로스와 후반부에서 논의되는 수사

학을 전연 관련없는 각각의 개별적 주제로 간주하기보다는 에로스에 관

한 논의는 진정한 수사학의 논의에 있어 필수불가결한 것으로 보는 편

이 타당해 보인다. 전반부에 나오는 에로스에 관한 세 편의 연설은 단

지 훌륭한 연설과 그렇지 못한 연설을 구분하기 위한 단순한 사례가 아

니라, 수사학이 진정한 수사학으로 되는 데에 필수적으로 요청되는 조건

을 밝히기 위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다(박상철, 

2014). 언어는 에로스를 전달하여 영혼을 움직일 수 있는 가장 중요하

고 적합한 도구가 된다고 보는 플라톤의 견해가 그 점을 뒷받침해 주고 

있다. 

「파이드로스」에서 언급되고 있는 에로스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은 영

혼의 운동에 관한 플라톤의 견해가 한 가지 단서가 된다. 플라톤은 이 

반된 두 가지 견해를 제시하고 있지만, 변증법의 절차에 의해 구성된 연속적

인 연설로 간주할 수 있다. 다시 말하여, 이 두 연설은 플라톤이 진정한 수사

학을 구사하기 위해 제시한 변증법의 절차에 의해 구성된 하나의 연설로 이

해할 수 있다. 그리하여 이 세 편의 연설은 두 편의 연설―뤼시아스의 연설과 

소크라테스의 연설―로 보아도 무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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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혼의 운동에 비추어 수사학의 가능성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플라톤이 「파이드로스」에서 언급하고 있는 영혼의 운동은 그의 마음의 

이론의 핵심을 이루는 것으로서, 수사학의 가능성은 바로 그 마음의 이

론에 비추어 설명될 수 있다. 영혼의 운동에 관한 플라톤의 견해는 「파

이드로스」의 세 가지 연설 중 마지막 연설에서 소크라테스의 말을 빌어 

제시되고 있다. 플라톤의 견해는 다음과 같다―‘신들은 날개 달린 두 필

의 말이 이끄는 마차를 몰고 천궁의 지붕꼭대기로 올라가려고 한다. 천

궁의 지붕은 아치형으로 되어 있어서 좋은 혈통과 훈련이 잘 된 두 필

의 말이 이끄는 마차를 필요로 한다. 그러한 마차는 천궁 너머로 상승

할 수 있다. 신들은 천궁 밖의 세계로 상승하여 실재를 관조하는 축제

를 벌인다. 실재는 색깔도 없으며 만질 수도 없지만 참으로 있는 것이

다. 실재는 감각의 세계에서 인식되는 경험적 실재가 아니라, 그 경험적 

실재 전체를 존재하게 하는 참으로 있는 하나로서의 실재이다. 실재는 

천궁을 기준으로 하여 천궁 안의 세계가 아니라 천궁 밖의 세계이며, 

신들은 그 실재를 관조하며 자신의 본 모습을 찾는다. 실재는 신의 관

조의 대상이다. 신은 이 실재를 관조하기 위하여 천궁의 지붕으로 올라

가는 것이다. 한편, 영혼의 마부는 신의 마부와 마찬가지로 두 필의 말

이 이끄는 마차를 몰고 천궁의 지붕을 향해 나아가려고 한다. 그러나 

영혼은 신과 형편이 다르다. 영혼의 마부가 이끄는 말 중 오른쪽 말은 

혈통 좋은 신들의 말과 다름없이 영혼의 마부가 쉽게 통제 가능하지만, 

왼쪽 말은 혈통이 좋지 않고 훈련도 되어 있지 않아 영혼의 마부가 통

제하기에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니다. 마부가 솜씨를 발휘하여 두 필의 

말을 이끌고 신들의 뒤를 따라 천궁의 지붕으로 상승할 수 있는 영혼이 

있는가 하면 어떤 영혼은 지상 아래로 굴러 떨어지고 만다. 영혼이 이

끄는 마차는 지상 아래로 곤두박질치는 사이에 서로 엉키고 부딪히면서 

날개의 깃털이 빠져 더 이상 천궁 너머로 상승하지 못하게 된다. 이제 

지상으로 굴러 떨어진 영혼은 몸을 빌어 살아갈 수밖에 없다. 인간은 

이런 영혼이 깃들어 있는 하나의 생명체이다. 인간의 몸을 빌어 살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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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영혼은 자신이 본래 어디서 살았는지, 따라서 어디로 가야되는지를 

어렴풋이 기억하고 있다. 영혼은 본래 천계에 속한 것이었기에 인간의 

몸을 빌어 살아가는 영혼은 항상 그의 본향인 천계를 그리워하게 되고 

그곳으로 돌아가고자 한다. 영혼은 천궁 너머에서 본 것 중에서 가장 

강한 빛을 발하던 아름다움 그 자체를 다소간 또렷하게 기억하고 있어

서 지상 세계의 아름다움의 모상들을 통하여 천궁 너머의 기억을 되살

리게 된다. 아름다움 그 자체는 그것의 모상 안에서도 광채를 발하기 

때문에 지상의 세계에서 아름다움에 대한 시각적 체험은 천궁 너머의 

세계로 향하고자 하는 열정, 즉 에로스를 낳는다. 천궁 너머로 돌아가려

는 영혼의 열정에 비례하여 영혼은 잃어버린 날개를 되찾고 비로소 천

궁 너머의 세계로 돌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243e-257b), 등등. 

플라톤에 의하면, 에로스는 실재를 향한 인간 영혼의 열망 또는 열정

을 가리킨다. 플라톤이 보기에, 인간의 영혼이 육체에서 벗어나 천궁의 

세계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에로스 때문이다. 지상에 떨어진 인간의 

영혼이 실재를 관조할 수 있는 천궁의 지붕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것은 

전적으로 에로스에 의해 가능한 것이다. 즉, 에로스가 있는 영혼은 천궁

의 세계로 상승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지만, 그렇지 않은 영혼은 지상

의 세계에 머물면서 영혼의 본성을 잃고 마는 것이다. 이 점에서 에로

스는 천궁의 세계를 향한 영혼의 상승을 끌어내는 힘이며, 인간의 영혼

을 천궁의 세계로 인도하는 추진력인 것이다. 에로스는 ‘날개 달린 신이 

아니라, 영혼에 날개를 달아주는 신’(252b)이라는 플라톤의 말은, 에로

스는 영혼 안에서, 그 영혼에 힘을 부여하는 것이라는 점을 더욱 분명

히 드러내고 있다. 에로스는 신이 영혼에게 부여한 힘, 영혼의 추진력인 

것이다. 플라톤이 보기에, 인간이 가장 가치 있는 것에 관해 열정을 품

고 그것에 이끌려, 그것을 추구하는 삶을 사는 것은 인간의 영혼이 에

로스에 휩싸여 있기 때문이다. 인간은 이 에로스에 힘입어 감각적 현상 

이면의 실재에 관심을 기울이고 그것을 이해하려는 끊임없는 시도를 하

게 된다. 인간의 영혼은 그 안에 있는 에로스에 힘입어 비로소 실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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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면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파이드로스」에서 플라톤이 밝히고자 하는 진정한 수사학은, 한마디로 

말하여, ‘에로스가 결합된 수사학’이다(272c). 이 결합에서 에로스는 수

사학을 수사학답게 성립시키는 심층적 원천에 해당한다. 플라톤이 보기

에 수사학은 그 이면의 에로스를 심층적 원천으로 할 때에야 비로소 진

정한 수사학이 될 수 있다. 그리고 그러한 수사학은 그것과 결합되어 

있는 에로스로 인하여 영혼을 실재에 대면하도록 만든다. 즉, 수사학은 

그 이면의 에로스에 힘입어 영혼의 본향인 실재를 동경하는 삶을 살게 

하고 나아가 그 세계를 이해하는 삶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실재를 

동경하고 그 세계를 탐구하는 것이 진정한 철학―지혜를 사랑하는 것―

이라면 수사학은 그 진정한 철학을 가능하게 하는 언어라고 볼 수 있

다. 플라톤이 「파이드로스」에서 에로스와 수사학의 관련을 확립하고자 

한 것은 에로스를 심층적 원천으로 하는 언어만이 인간의 영혼을 실재

로 상승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2. 언어의 표층적 기반 : 아리스토텔레스

널리 알려져 있는 바와 같이, 아리스토텔레스(Aristotle, B.C. 

384-322)는 요즈음의 학문 체계로 보아 논리학11), 자연과학, 생물학, 

윤리학, 수사학, 정치학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방대한 저술을 남긴 바 

있다. 다만, 아리스토텔레스의 수사학은 저술의 형식상 특이한 위치를 

차지한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수사학은, 그가 다루고 있는 대부분의 학문

11) 아리스토텔레스는 오늘날의 논리학을 하나의 학문 분야로서 정연하게 체계화

한 최초의 인물로 간주된다. 아리스토텔레스의 논리학에 관계되는 저작은, 후

에 아리스토텔레스 학파에 의해 ‘오르가논’이라는 이름으로 편집된다. 「오르

가논」은 그리스어의 의미상 도구, 기관, 특히 학문 연구의 도구 또는 기관을 

가리킨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수사학은 논리학과 쌍벽을 이루는 사고의 학문

이라고 주장하면서 수사학에 제일 가까운 학문으로 변증법을 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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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영역이 특정한 대상을 탐구하고 그 의미의 관련을 밝히고 있는 것에 

비하여, 특정한 대상에 한정되지 않는 특이성을 가지고 있다. 이것은 

곧, 아리스토텔레스에게 수사학은 다양한 학문적 영역들이 갖추어야 할 

논변을 대상으로 한다는 것을 뜻한다(1359b). 아리스토텔레스에 의하면, 

수사학은 논변을 위해 모든 주제에서 설득력 있는 요소를 인식하는 능

력, 또는 설득하기에 적당한 것을 발견해내는 능력이다(1355b). 즉, 아

리스토텔레스에게 수사학은 청중들을 설득하기 위해 특정한 상황마다 

유효하게 적용될 수 있는 주관적 사실―의견―을 발견해내는 능력에 해

당한다. 

수사학은 경우마다 설득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고찰하는 지식이다. 

이 목표는 다른 어떤 기예도 분담할 수 없다. 왜냐하면 다른 학문들은 단

지 특정 대상에 대한 교육과 설득을 담당하기 때문이다. 예컨대, 의학이 

건강과 질병을, 기하학이 크기의 성질들을, 산수가 숫자를 다루듯이 그 외

의 기예와 학문들도 이와 마찬가지이다. 반면 수사학은 어떤 경우도 다 다

루는데 이것은 수사학이 일반적으로 모든 설득 수단에 대해 고찰할 능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수사학은 어떤 특정 장르에만 국한되지 않

는다고 말할 수 있다(Rhetoric: 1355b).

아리스토텔레스가 보기에, 수사학은 「고르기아스」에서 플라톤이 주장

한 것과 같은 단순한 속임수, 아첨술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인간들로 

하여금 자신이 설정한 목표를 달성하고 사회적으로 공정한 판단을 내리

는 데에 필요한 수단과 도구를 발견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진정한 기

술이요 학문이다. 진정한 탐구는 개연성을 특징으로 하는 의견에서 벗어

나 실재에의 대면을 추구하는 것을 밝히는 것이라고 본 플라톤과 달리, 

아리스토텔레스는 그 개연성에 지배되는 의견에 대한 탐구를 중시하였

다. 그리하여 플라톤에게서 실재의 왜곡된 그림자에 불과한 의견의 영역

은 아리스토텔레스에 와서 수사학의 고유한 대상으로 자리매김한다. 이

제, 수사학에 의하여 장식되어야 할 것―‘내용’―은 실재가 아니라, 의견

으로 간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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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당시, 아리스토텔레스는 한편으로 불변하는 확고부동한 척도로서의 

형이상학적 실재를 추구하는 플라톤과, 또 한편으로 주관적 인식을 척도

로 하는 경험적 지식을 추구하는 소피스트의 대립 사이에서 수사학이 

나아가야 할 길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플라톤의 관점에서는, 소피스트의 

수사학은 애당초 배제될 수밖에 없는 것이었으며, 소피스트의 수사학에

서는 논증의 과정을 기대하기 어렵다. 이러한 대립의 상황에서 수사학의 

온전한 발전을 모색하려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의도는 그의 저서 「수사

학」으로 실현된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수사학」에는 수사학에 대한 플라

톤의 비판적 견해와 무절제한 소피스트의 수사학적 실천 사이에서 독자

적인 수사학 이론과 그 체계를 정립하려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의도가 실

려 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수사학」은 통일성을 띠고 있는 3권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서, 논리적⋅객관적 논증(제 1권), 심리적⋅주관적 논증(제 2

권), 문학적 표현기법(제 3권)을 밝히고 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수사학

에서 특히 관심의 대상이 되는 것은 논리적⋅객관적 논증의 근거로 제

시되고 있는 로고스(logos), 심리적⋅주관적 논증의 근거로 제시되는 에

토스(ethos)와 파토스(pathos), 이 3자의 관련이다. 먼저, 로고스는 화

자의 주장을 논리적⋅객관적 측면에서 증명하는 논리적 담론 형식의 근

거에 해당한다. 이 점에서 로고스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수사학을 논리적 

체계―삼단논법, 예증 등의 논리적 규칙―의 기반에 따라 성립시키는 근

거가 된다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에토스는 발화자에게서 확인되는 그

의 성격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청자들에게 신뢰감을 형성시키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아리스토텔레스에 의하면, 그 이전의 수사학 교사, 소피스

트를 포함한 모든 수사학 교사들은 에토스가 수사학을 성립시키는 조건

이라는 점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아리스토텔레스가 보기에 ‘연설가

의 성격[에토스]은 어느 것에도 비교되지 않는 설득력을 가지고 있는 것

이다’(1356a). 마지막으로, 파토스는 청중들에게서 불러일으키고자 하는 

정서를 가리킨다. 아리스토텔레스에 의하면, 발화자에 의하여 청중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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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일어나기를 바라는 정서가 중요한 것은, 그 ‘정서의 변화는 곧 판단

의 변화를 가져오기 때문이다’(1378a). 그리하여 수사학을 구사하는 사

람은 자신의 화법을 통하여 어떻게 하면 청중들에게서 정서를 불러일으

킬 수 있는가 하는 방법을 꿰뚫고 있어야 한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수사학」 곳곳에서 설득의 요소로 로고스―논리적 

논증―를 가장 강조하고 있으면서도 에토스와 파토스―심리적 논증―를 

설득의 요소로 배제하지 않는다. 말하자면, 아리스토텔레스는, 「수사학」 

제 1권에서는 설득의 요소로 연설 그 자체의 논리적 성격―로고스―을 

강조하고 있으면서도 「수사학」 제 2권에 가서는 에토스와 파토스에 호

소하는 연설에 대해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는 것이다. 이것을 두고 연구

자들 사이에서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의도가 무엇인가에 대해 해석이 분

분하다. 그러나 그 당시의 관행, 말하자면 아테네의 법정에서나 민회에

서는 사안과 무관한 수단을 구사하는 것이 금지되지 않은 채, 이해당사

자들 사이에서 감정에 호소하여 설득하려는 일이 경쟁적으로 행해지고 

있었던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아리스토텔레스가 설득의 요소로 심리적 

요소를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특히, 불특정한 다수를 대상

으로 하는 설득에서는 전적으로 로고스―논리적 판단―에 호소하는 것보

다는 에토스와 파토스―심리적 정서―에 호소하는 것이 더 유리하게 작

용하였다. 그리하여 아리스토텔레스는, 연설가는 에토스와 파토스에 대

한 올바른 인식이 요청된다고 언급하고 있다(1356a). 

다만, 아리스토텔레스가 그의 저서에서 에토스나 파토스를 설득의 한 

요소로 간주하여 그것에 호소하는 연설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손 치

더라도, 세속적 이득을 추구하며 자의적으로 청중들의 감정을 불러일으

키는 소피스트의 연설과는 그 목적에 있어서든, 그 내용의 구성에 있어

서든 차이가 없을 수 없다. 아리스토텔레스에게 에토스와 파토스는 로고

스를 떠나 성립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이 점에서 로고스가 결핍된 채, 

파토스에만 의존하는 소피스트의 연설은 대중의 비위를 맞추는 것과 다

르지 않는 것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발화자의 성격이나 청자의 감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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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한 호소는 ‘연설 그 자체에서’ 흘러나와야 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그

것 자체가 설득 행위의 주요 근거가 될 수는 없다고 언급한다(1356a). 

즉, 에토스와 파토스는 로고스가 전제될 때 설득의 요소로 기능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점에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수사학은 감성의 수사학이 

아니라, 추론의 수사학인 셈이다. 

「수사학」 제 1권 1장에서의 아리스토텔레스의 주장―‘법정의 분쟁 당

사자들은 당해 사건과 직접 관련이 있는 설득의 수단[연설 그 자체]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은 그가 로고스를 이상적인 수사학의 필수조건으

로 간주하고 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게 한다(1354a). 아리스토텔레스

는 소피스트들이 파토스에만 호소하여 사실을 왜곡시키는 경향에 대한 

일종의 반박으로 로고스를 무엇보다 강조함으로써 수사학을 논리적인 

방법론 위에 정초시키고자 하였다. 아리스토텔레스가 보기에, 논증은 바

로 논리적⋅객관적 논거들―로고스―을 통한 논증을 가리킨다. 아리스토

텔레스에게 에토스와 파토스에 호소하는 심리적⋅주관적 논거들에 의한 

논증은 엄밀한 의미에서의 논증과는 구별되는 것이다. 그리하여 아리스

토텔레스는, 훌륭한 연설가에게는 무엇보다도 논리적⋅객관적 논증을 추

출할 수 있는 능력, 즉 추론의 능력이 요청된다고 말한다. 특별히 아리

스토텔레스가 이전의 수사학자들, 그 중에서도 소피스트들과 구분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이다.

오늘날 수사학에 관해 글을 쓰는 사람들은 그것에 관한 피상적인 일부

분만을 다룰 뿐이다. 논리적 논의에 의한 설득의 양식만이 수사학의 유일

한 본질적 요소이며 나머지는 장식적인 것들이다. 그러나 과거의 수사학자

들은 대부분의 경우에 논리적 설득의 요체인 수사적 삼단논법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이 비본질적 요소들에만 관심을 기울인다. 편견⋅연민⋅분노

와 같은 비슷한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연설 그 자체와는 아무런 관련

이 없고 소송 사건을 판결하는 배심원들에게 개인적인 호소를 하는 것뿐이

다(135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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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스토텔레스가 로고스에 의존하는 설득을 이상적인 수사학의 조건

으로 삼고 있는 한, 아리스토텔레스의 수사학은 그의 변증법과 무관하지 

않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수사학은 변증법과 유사한 것으로서, 변증법의 

한 가지 언어학적 적용에 해당한다. ‘수사학은 변증법과 유사하다’라든

가 ‘수사학은 변증법의 일종의 곁가지이다’라는 비유는 수사학과 변증법 

사이의 미세한 차이를 설명해 주고 있다(1354a, 1356a). 아리스토텔레

스가 보기에, 수사학은 변증법과 가장 가까운 학문으로서, 연설가는 변

증법에서 얻은 추론에 대한 이론적 통찰을 가능한 한 폭넓게 동원하여 

적용해야 하는 것이다(1355a). 

다만, 여기서 아리스토텔레스가 수사학의 짝으로 언급하고 있는 변증법

은 플라톤이 최고의 학문으로 간주하는 변증법과 동일한 용어임에도 불구

하고, 그 의미에 있어서는 사뭇 차이가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지 않으면 

안 된다. 말하자면, 아리스토텔레스의 변증법은, 실재를 직접적 탐구대상으

로 삼는 플라톤의 변증법과는 용어만 같은 것일 뿐, 그 내용과 목적에 있

어서는 정반대의 것을 겨냥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는 것이다. 플라톤의 

변증법은 의견―주관적 사실―에 얽매임이 없이 오로지 지식에 의존하여 

실재에 도달하려는 최고의 철학적 사유를 가리킨다. 이와는 달리, 아리스토

텔레스의 변증법은 대화자끼리의 동의에 의존한 합의된 있음직한 전제―주

관적 사실―를 출발점으로 하여 삼단 논법 등의 원리에 의해 그것을 엄밀

하게 논증하는 방법을 가리킨다. 이 점에서 플라톤의 변증법이 실재를 그 

내용으로 하는 것임에 비하여, 아리스토텔레스의 변증법은 경험적 지식을 

전달하기 위한 논리적 체계를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

와 같이 아리스토텔레스의 변증법이 있음직한 전제―주관적 사실―를 가정

하여 그 전제를 논증하는 것인 한, 아리스토텔레스의 변증법은 수사학과 

짝을 이루며 사고의 논증 체계를 다루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 

그 당연한 귀결로, 아리스토텔레스의 수사학은 플라톤적 의미에서의 

지식에 대한 인식과정을 전제하지도, 요구하지도 않는다. 플라톤은, 「파

이드로스」에서 연설가는 자신이 전달하려고 하는 지식뿐만 아니라,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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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아름다움의 실재, 나아가 영혼에 관하여 탐구하려는 자세를 견지해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이에 비하여, 아리스토텔레스의 수사학은 오로지 

자신에게 납득되는 이유에 의해서 확신하고 있는 것, 즉 주관적 사실―

의견―에서 출발하여 주관적 사실―의견―로 귀결된다(한석환, 2003). 바

로 이 점에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수사학에는 플라톤이 「파이드로스」에서 

제기했던 진정한 수사학의 조건―에로스―이 결여된 채, 주관적 사실만

이 전제된다. 아리스토텔레스에게 연설가는 자신이 말하려는 논제의 근

거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거나 심지어 무지하더라도 그것이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결국 아리스토텔레스의 수사학은 설득을 위한 논리적 규칙을 갖추는 

것이라는 점에서 일종의 설득의 기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아리스

토텔레스가 「수사학」 곳곳에서 우회적으로 밝히고 있듯이, 수사학은 도

덕과 무관한 것이다(1355b). 다시 말하여, 아리스토텔레스의 수사학은 

도덕의 영역이 아닌 기법의 영역이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수사학은 실재

에의 대면을 가능하게 하는 언어적 조건을 밝히기 위한 것이 아니라, 

개인이나 집단의 의견에 합치되는 것―설득―을 가능하게 하는 언어의 

논증 체계를 밝히기 위한 것이다.12) 요컨대, 아리스토텔레스의 수사학은 

그 자신의 철학적 관점이 기초하고 있는 현실의 삶의 세계를 치장해 주

는 언어적 도구이며, 그 언어가 갖추고 있어야 할 로고스와 에토스와 

파토스 또한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데에 필요한 설득의 조건에 지나지 

12) 글쓰기 교육과 관련하여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이 견해 차이를 밝히고 

있는 한 연구 「근대적 글쓰기의 형성과정 연구」에 의하면, 플라톤의 수사학은 

‘표현’으로서의 글쓰기에 관심을 두는 반면, 아리스토텔레스의 수사학은 ‘재

현’으로서의 글쓰기에 관심을 둔다. ‘표현’은 주체의 내면에 축적된 관념을 외

부로 드러내는 것이며, ‘재현’은 사물이 대상과 흡사하게 여겨지도록 드러내

는 것이라는 연구자의 관점을 따를 때, 오늘날 글쓰기 교육과 관련하여, 표현

으로서의 글쓰기―플라톤의 수사학―는 논설문 쓰기를, 재현으로서의 글쓰기

―아리스토텔레스의 수사학―는 설명문 쓰기를 강조한 것으로 볼 수 있다(배

수찬,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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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는다. 다만 아리스토텔레스는, 소피스트와는 달리,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을 법한 심리적 감성―에토스와 파토스―에 논리적 논증―로고

스―의 옷을 덧입히고 있을 뿐이다. 

3. 언어의 전달적 기법 : 라무스

16세기 프랑스의 대표적인 인문주의 학자로 알려져 있는 페트루스 라

무스13)(Peterus Ramus, 1515-1572)는 당대의 명성과 후대에 끼친 교

육적 영향력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큰 관심을 받지 못하는 인물 중의 하

나이다. 라무스는 16세기의 위대한 사상가요 교육개혁가로서, 스스로 소

크라테스의 삶에 찬사를 아끼지 않았던 만큼 그와 유사한 학문적 삶을 

살았다. 다만, 라무스 또한 그 당시의 인문주의 학자들과 마찬가지로 소

크라테스의 삶을 모방하되 그 온전한 모습을 그대로 따르지 않는 면모

를 보였다. 그 당시 라무스는 중세의 고도로 형식화된 학문적 유산들, 

특히 학문적 주축으로서의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과 그것의 무비판적인 

형식적 모방에 대항하여 ‘자유로운 사고의 권리’를 주장하였다. 소크라

테스가 자신의 철학적⋅학문적 신념에 의해 죽음을 선택했던 것처럼 라

무스 또한 중세의 고전적 권위와 타협하느니 차라리 목숨을 버릴 정도

로 교육 개혁의 선도적 역할을 자임하였다. 다만, 라무스의 삶은 중세의 

형식적 학문체계를 탈피하여 형식에 덜 구애받으면서도 기술적 체계를 

갖춘 실용적 학문체계를 정립하는 데에 일생을 헌신한 삶이었다고 볼 

수 있다. 

특기할 만한 라무스의 학문적 시도는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1) 중세 이래 유지되어온 수사학과 논리학의 내용상의 엄격한 분류, 2) 

분류된 개별 학문들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일반적 탐구방법론 정립, 3) 

13) 그의 원래 이름은 피에르 드 라 라메(Pierre de La Ramée)이나 라틴어 필명

인 라무스로 더 잘 알려져 있으며 영미권에서는 Peter Ramus로 부른다. 이

하 이 글에서는 라무스로 통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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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적 전달사태를 염두에 둔 교육방법의 체계화가 그것이다. 먼저, 라

무스는 개별 학문 간의 연구 대상은 엄격히 구분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다. 라무스의 이 주장은 근대 학문체계의 분화에 이론적 근거를 마련한 

바 있다. 물론, 서구 역사에서 학문의 분류는 플라톤을 출발점으로 하여 

아리스토텔레스에 의해 체계화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재 우리가 사용

하는 교과목이나 전문 영역의 명칭 가운데 많은 부분이 아리스토텔레스

에 의해 체계화된 것이지만, 그것은 인간이 추구하는 모든 종류의 지식

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다. 이와는 달리, 라무스는 아리스토텔레스의 백

과사전식 지식의 분류에서 탈피하여 전달을 염두에 둔 ‘교과의 범형’을 

만들고자 하였다(Ong, 1982: 131). 

라무스에 의하면, 마치 개별 공간을 가지고 있는 집들이 다른 집들과 

분리되어 있듯이 특정학문은 여타의 다른 모든 학문과 별도의 공간을 

차지하고 있어야 한다. 라무스는 모든 건물들 사이의 간격과 건물 벽의 

길이를 명확히 규정하여 건물의 경계를 분명히 하는 아테네의 법―‘솔론

의 법’―을 근거로 하여 각 학문을 분류하였다(Ong, 1983: 280). 그 중

에서도 라무스는 중세 이래로 유지되어 온 3학과―문법⋅수사학⋅논리

학―의 수사학과 논리학의 영역을 유형에 따라 명확히 분류하였다. 라무

스에 의하면, 수사학이 정확한 언변의 기술이라면, 논리학은 정확한 입

론의 기술이다(Boyd, 1952/2008: 282). 이러한 라무스의 견해에 따라 

수사학과 논리학의 연구 대상은 엄격히 분류된다. 

라무스가 활동하던 그 당시 수사학의 연구대상―아리스토텔레스의 「수

사학」을 기원으로 하여 정립된 수사학의 연구대상―은 ‘착상’(inventio), 

‘배열’(dispositio), ‘표현’(elocutio), ‘기억’(memoria), ‘발

성’(pronuntiatio) 등의 다섯 가지로 간주되었다. ‘착상’은 논거들의 직

관적 포착을 가능하게 하는 기술로서 논거들을 찾아내는 기술이며, ‘배

열’은 연역과 귀납을 통해 찾아낸 논거들을 조직하는 기술이다. 한편, 

‘표현’은 발견한 논증이나 논거들의 골격에 살을 붙이고 보다 명료하고 

생생하게 언어로 구체화하는 기술이며, ‘기억’은 말 그대로 이를 효과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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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방법으로 저장해 두는 기술이다. 마지막으로 ‘발성’은 변론가가 자신

의 기억 속의 담론을 청중들에게 전달할 때 마치 배우와도 같은 역할을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기술이다. 수사학에 관한 아리스토텔레스의 견해

에 의하면, 이상의 다섯 가지 기술은 별도로 발휘되는 것이 아니라 한

꺼번에 발휘된다. 

라무스는 그의 저서 「변증법」에서 아리스토텔레스로 대표되는 전통적 

수사학의 연구 대상이던 ‘착상’과 ‘배열’을 논리학의 연구대상에 포함시

키고 ‘표현’와 ‘발성’만을 수사학의 연구대상으로 남겨놓는다. 라무스가 

보기에, 그 당시 전통적 수사학은 순수한 사고의 영역―착상과 배열―과 

언어의 영역―표현과 발성―의 차이를 충분히 인정하지 않은 채, 두 가

지 영역 모두를 수사학의 연구 대상에 포함시켰다. 라무스는 경험적 사

실을 근거로 하여 순수한 사고의 영역과 언어의 영역을 구분하고, 그 

중 언어의 영역에 해당하는 것만을 수사학의 연구 대상으로 보았다

(Ramus, 1549/1986). 라무스에 의하면, 착상과 배열은 순수한 사고의 

영역에 해당하며, 표현과 발성은 언어의 영역에 해당한다. 라무스가 보

기에, 착상과 배열은 말하기나 글쓰기의 도움 없이도 내면적으로 실천될 

수 있는 순수한 사고의 영역에 포함되는 것이다. 다만, 아리스토텔레스

의 수사학의 탐구 대상 중 ‘기억’은 이론적 영역에 속하는 기술이기보다

는 학문의 실천에 활용될 수 있는 기술에 해당된다는 점에서 문법⋅수

사학⋅논리학의 3학과에 공통적으로 요구되는 것으로 간주된다. 

다음으로, 라무스는 분리된 개별 학문들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일반

적 탐구방법론을 정립하였다. 이러한 라무스의 시도는 근대적 의미의 탐

구방법론 연구에 기여한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라무스는 그 일반적 

탐구방법론으로 논리학을 제안하였으며, 이 논리학이 곧 그의 변증법이

다. 다만, 앞서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논의에서 이미 언급된 바 있

는 변증법은 희랍시대에서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의미로 사

용되어 왔음을 주지할 필요가 있다. 라무스의 변증법은 실재를 그 내용

으로 하는 플라톤의 변증법과도, 논증체계를 그 내용으로 하는 아리스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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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스의 변증법과도 다른 것이다. 라무스의 변증법은 모든 지식에 적용

가능한 것으로서, 논증을 발견하는 방법―지식을 탐구하는 방법―과 그 

발견된 논증을 배열하는 방법―지식을 체계적으로 조직하는 방법―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라무스의 변증법은 차라리 방법론

으로 간주될 법한 것이다. 

라무스는 그 당시의 논리학―아리스토텔레스의 논리학―을 개선하여 

많은 사람들이 쉽게 활용하고 폭 넓게 적용할 수 있는 실용적인 논리학

으로서의 변증법을 기획하였다. 라무스가 제안하고 있는 변증법은 과학

에 적용되는 방법론과 의견제시에 적용되는 방법론을 구분하여 제시하

는 아리스토텔레스의 견해에 대한 한 가지 대안적 견해로 제시된 것이

다. 아리스토텔레스에 의하면, 과학에 적용되는 방법론은 ‘분석적 추론’ 

또는 ‘명백한 추론’을 그 특징으로 하며, 의견제시에 사용되는 방법론은 

‘변증적 추론’ 또는 ‘논리적 추론’을 그 특징으로 한다. 그리고 이 경우

의 분석적 추론은 더 이상 이견이 있을 수 없는 것, 즉 필연적인 것에

서 출발하여 지식과 관련되는 필연적 사실들의 증명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며, 변증적 추론은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의견에서 출발하여 증

명이 적용될 필요가 없는 개연적 사실들의 논증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다. 간단히 말하여, 전자―분석적 추론―는 과학을 위한 논리라고 할 수 

있으며, 후자―변증적 추론―는 의견을 위한 논리라고 할 수 있다. 아리

스토텔레스의 경우 과학과 의견에 적용되는 논리는 엄연히 구분되는 것

이며, 이 점에서 각각의 영역에서 사물들을 인지하는 방법은 상이할 수

밖에 없다. 

한편, 라무스는, 아리스토텔레스와는 달리, 과학의 영역에서든 의견의 

영역에서든 사실들을 인지하는 방법은 동일한 것일 수밖에 없으며, 그리

하여 모든 유형의 지식―즉, 과학적 지식과 개연적 지식―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일반적 탐구방법론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과학을 위한 논리와 의견을 위한 논리, 이 두 가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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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하여 설정하려고 하였다. 위대한 스승의 명예는 존중해야 되겠지만 이 

점에 관해서 만큼은 아리스토텔레스는 옳지 못하다. 사실들에는 한편으로 

필연적인 것, 과학적인 것, 다른 한편으로 우연적인 것, 토론의 여지가 있

는 것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사실을 바라보는 시각은 공통된 불변의 것

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사실들을 인지하는 기술, 즉 변증법[또는 논리학]

은 모든 사물들을 파악하는 하나의 동일한 이론에 해당한다(Ramus, 

1555/2004: 189 재인용).

이상의 논의에서 알 수 있듯이, 라무스는, 변증법은 아리스토텔레스가 

구분하고 있는 두 가지 추론 방식―분석적 추론과 변증적 추론―을 하나

로 통합하여 모든 지식에 적용 가능한 일반적 탐구방법론에 해당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즉, 엄격하게 분리된 모든 개별 학문에는 변증법이라

는 일반적 탐구방법론이 적용될 수 있으며, 그 탐구방법론에 의해 각 

학문이 다루는 지식의 이해는 극대화될 수 있다는 것이 라무스의 견해

이다. 라무스에 의하면, 수사학에서 취급되는 표현과 발성의 기법―간단

히 말하여 글쓰기와 말하기 기법―을 전달하기 위해서는 변증법적 탐구

방법론에 의거하여야 한다. 아리스토텔레스의 경우 의견의 영역―개연적 

지식―에 적용되던 변증법이 이제 라무스에 이르러 과학적 지식에까지 

적용되는 탐구방법론으로 확립되는 셈이다. 이론―과학적 지식―과 의견

―개연적 지식―을 구분하여 그 각각의 탐구방법론으로 분석적 추론과 

변증적 추론을 제시하는 아리스토텔레스와는 달리, 라무스는 두 지식 모

두에 변증법이 적용될 수 있다고 봄으로써, 변증법을 모든 종류의 지식

의 탐구에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의 하나로 정립하였다. 

마지막으로, 라무스는 교육적 전달사태를 염두에 둔 교육방법을 체계

화하였다. 평생을 교육개혁에 힘쓴 라무스에게 있어서 지식을 효과적으

로 전달하기 위한 교육방법에 관한 고민은 가장 근원적인 것에 해당한

다. 라무스는 자신이 수행하는 ‘연구의 목적은 학생들이 교양과목―3학

―을 이수하는 데에 가시와 걸림돌을 제거함으로써, 교양과목을 좀 더 

쉽게 수행하고 취급할 수 있도록 평평하고 곧은 길을 만드는 것’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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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급한 바 있다(Ramus, 1555/2005: 73 재인용). 교양과목의 ‘평평하고 

곧은 길’을 만들고자 하는 라무스의 시도는 응당 교육방법에 관한 착안

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라무스에게 교육방법은 오늘날 지식을 택배하듯이 전달하는 기법을 

가리키기 보다는 오히려 교육내용을 분명히 하는 것에 가까운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라무스는 ‘교과의 범형’을 만

드는 데에 관심이 있었다(Ong, 1982: 131). 그리하여 라무스는, 교과는 

일체의 엄격한 정의와 분할에서 시작하여 더욱 진전된 정의와 분할의 

방식으로 구성되어야 한다고 본다. 이와 같은 교과의 전개방식은 그 과

목의 가장 적은 세목이 정리되어 끝날 때까지 계속된다. 예컨대, 수사학

은 조사와 발성으로, 조사는 다시 말무늬들(figures)과 비유들(tropes)

로, 발성은 발음(prononciation)과 몸짓(geste)으로 구분된다(pp. 

131-2). 

옹은, ‘구술성’과 ‘문자성’의 차이를 밝히는 것에 관심을 두고 있는 만

큼, 라무스의 교과의 전개방식은 인간의 삶을 분석의 과정으로 범주화시

켜 설명하려는 분리적 사고방식, 즉 ‘문자문화’의 전형적 사고방식에 기

인한 것으로 해석한다. 그리하여 옹은, 라무스의 교과는 삶을 별도의 지

식체계로 드러내고자 하는 ‘문자문화’의 전형적 사례로 간주한다. 옹이 

보기에, ‘문자문화’에서는 ‘구술문화’에서와 달리, 인간의 삶을 파편화하

고 분리하여 설명하고 있는 만큼, 라무스의 교과는 결코 인간의 삶을 

온전히 파악할 수 없는 한계를 가진 것이다. 물론, 라무스가 살던 그 당

시는 인쇄가 가능하고 문자가 사람들에게 내면화된 시기로서 그들의 삶

이 문자문화의 영향 하에 있었던 것은 분명하다. 그 점에서 라무스에 

대한 옹의 이 견해는 타당한 면이 없지 않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 옹

의 이 견해에 이견이 없을 수 없는 것은 아니다. 

라무스는 사변적 형식 논리에 얽매여 공허한 논쟁만을 일삼았던 그 

당시의 ‘아무것도 유용한 것이라고는 만들어내지 않는’ 대학 교육을 적

극적으로 개혁하여 모든 지식이 실지로 삶에 나타나도록 하는 데에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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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이 있었다(Boyd, 1952/2008: 282). 라무스가 보기에 그 당시의 교육

내용―즉, 규칙과 절차 등의 형식적 체계―은 인간의 삶에 하등 유용한 

것이라고는 만들어 내지 않는 것이어서 인간의 삶을 겨냥하는 지식을 

가르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였다. 그리하여 라무스는 규칙과 절차를 강

조하는 중세의 교육적 전통에서 벗어나 인간 삶에 ‘유용한’ 지식을 교과

의 하나로 확립하려는 시도를 한다. 다만, 라무스가 인간의 삶에 유용한 

지식을 강조한다손 치더라도 오늘날 실제 삶에 필요한 세부적 기술, 그 

각각을 취급하는 지식과는 다른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라무스에게 있

어서 유용한 지식은 자유로운 인간 정신의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

로서 인간의 삶에 근원을 두고 있는 것이다.   

라무스는 인간의 삶을 기반으로 한 지식―세속적 지식―의 전달을 무

엇보다 강조하는 만큼, 수사학에서 확인되는 표현의 형식―아리스토텔레

스와 키케로의 절차와 규칙 등의 형식체계―이 아닌 희랍시대의 문학 

작품에서 확인되는 표현 기법을 가장 유효한 것으로 간주한다. 그 당시

에는 아리스토텔레스의 형식적 이론서가 교과의 표준으로 인정되고 있

었기 때문에 문학텍스트를 활용하여 교과를 정립하려는 라무스의 시도

는 중세의 고전적 권위에 반기를 드는 것이나 다름없었다. 그럼에도 불

구하고 라무스는 형식적 이론서에서보다는 고대의 여러 문학 작품에서 

보다 실질적이고 유용한 지식을 얻을 수 있다고 결론내린다. 라무스가 

보기에, 교사는 옛날 사람들의 의견―중세적 권위―에 무비판적으로 의

존할 것이 아니라, 오직 한 가지, ‘자연’―경험적 지식―에 근거하도록 

해야 한다. 그리하여 라무스의 교과서는 최소한의 이론과 최대한의 예시

를 제공한다. 라무스가 보기에, 고전 텍스트의 분석은 학생들로 하여금 

정확하고 우아한 표현을 가능하게 하고 적확하게 추론하는 능력을 개발

하도록 유도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조화롭고 자유로운 정신의 발전’을 가

능하게 하는 것이다. 이 점에서 라무스의 교과는 인간의 삶을 그 원천

으로 하여 그것을 자신의 힘이 닿는 한, 분명히 밝히려고 했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라무스는 옹이 인간의 삶을 드러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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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한계를 지니고 있을 수밖에 없는 것으로 간주하는 문자, 그것을 빌

어 인간의 삶을 분명히 밝히고자 했던 것이다. 

이상에서 언급한 교육 방면으로의 라무스의 개혁적 시도는 그 당시의 

대학교육의 ‘정신과 방법’ 전체를 문제로 삼아, 대학교육을 중세의 형식

적 전통의 굴레에서 건져내기 위한 것이다. 라무스는 ‘학생들에게 아무 

생각 없이 기성의 공식을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라든지, 착상과 기억을 

분리하여, 학생들이 전혀 알지 못하는 것, 경험하지 못한 것에 관하여 

말을 하도록 시키는 것’ 등, 형식적 체계에 얽매여 알맹이 없는 공허한 

말장난이나 입씨름을 유도하는 그 당시의 대학교육의 중세적 전통을 문

제로 삼는다(Boyd, 1952/2008: 296). 라무스는 대학교육을 중세적 전통

의 굴레에서 해방시켜 지식이 결여된 공허한 울림이 아니라, 인간 삶에 

어떠한 유용한 것을 제공하도록 하는 데에 목적이 있었다. 라무스가 보

기에, 교과의 영역을 엄격하게 분리하여 각 교과의 고유성을 확보하고, 

각 교과가 다루어야 할 지식을 분명히 하는 것이야말로 중세의 형식적 

교육에서 해방되는 것이다. 

라무스가 대학교육을 중세의 형식적 교육에서 벗어나 궁극적으로 인

간의 자유로운 정신의 발전을 목적으로 삼고 있는 한, 라무스에게 정확

한 언어표현은 무엇보다 강조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언어는 사고를 표

현하는 것이면서 동시에 그 사고를 정련시키는 것이다. 그리하여 라무스

는 쓸모없는 규칙과 기계적 절차를 강조하는 중세의 형식적 수사학―아

리스토텔레스의 수사학―에서 벗어나 인간의 삶과 그 삶에서 획득된 지

식을 미려하고 우아하게 표현하는 언어의 문제를 수사학의 탐구대상으

로 삼는다. 물론, 수사학이라는 교과에 라무스가 그 내용으로 담으려고 

했던 ‘정확한 언변’은 규칙과 절차에 의해 단순히 말을 꾸며대거나 말을 

장황하게 늘여놓는 것과는 거리가 먼 것이다. 다시 말하여, 정확한 언변

은 소피스트의 ‘설득의 기술’과는 다른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

다. 라무스가 언급하고 있는 ‘정확한 언변’은 인간의 자유로운 사고의 

발전을 위해 요청되는 것으로서, 말을 정확하게 구사하는 표현방식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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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킨다. 요컨대, 라무스에게 수사학은 정확한 언어구사 능력을 그 내용

으로 하는 것이다. 

결국 라무스의 수사학은 사고의 발전을 위한 언어의 정확한 표현방식

을 가리킨다는 점에서 일련의 표현기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라무

스가 그의 저서 「변증법」에서 ‘변증법―사고의 학문―과 수사학―언어의 

학문―은 자매 학문으로서 자연스러운 결합을 이루게 된다’고 밝힌 바 

있듯이, 라무스에게 사고의 정확한 표현―사고를 정확히 글로 표현하는 

것과 말로 정확히 전달하는 것―은 인간 정신[사고]의 발전을 위해 필수

불가결한 것이다(Ramus, 1555/1964). 라무스는 변증법과 함께 수사학

을 교과의 하나로 정립하여 인간의 사고를 언어로 정확히 표현하는 기

법을 규명함으로써 인간 정신의 온전한 발전을 모색하고자 하였던 것이

다. 적어도 라무스에게 교과의 언어는 정확한 표현을 그 조건으로 하는 

것이다. 라무스의 수사학이 언어의 정확한 표현을 문제로 삼아 그것을 

분명히 밝히려고 했다는 점에서, 라무스는 그의 수사학 논의를 통해 교

과의 언어가 갖추어야 할 조건을 그 표층적 특징―표현기법―에 비추어 

설명하고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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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내러티브의 심층적 원천

인간의 삶은 말을 구사하고 글을 쓰는 등의 언어적 삶이다. 그것은, 

인간에게는 다른 개체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언어능력이 갖추어져 있고, 

그 타고난 언어능력을 기반으로 하여 다양한 형태로 언어를 구사해 내

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목하의 내러티브는 인간의 언어적 삶과 함

께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을 만큼 인간 삶의 기저를 이루고 있는 것이

라고 볼 수 있다. 내러티브는 인간의 언어적 삶의 기본적 형식에 해당

하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오늘날 내러티브는 많은 연구자들의 관심

의 대상이 되고 있다. 그러나 그 관심과는 별도로 오늘날 내러티브의 

개념에 대해서는 엄밀하게 논의되지 못한 채 내러티브를 구사하는 절차 

등에 관한 기법적 측면만을 논의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 일상적 대화에

서나 학문적 논의의 장에서 내러티브가 단순히 ‘이야기’나 ‘쉽게 풀어 

쓴 이야기’ 정도로 이해되는 것은 내러티브의 개념에 대한 심각한 고민

을 결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내러

티브를 ‘이야기’로 이해하는 것이 전적으로 틀린 것은 아니지만, 내러티

브의 개념을 오로지 이야기에서 찾는 것은 내러티브가 우리 삶에서 차

지하는 정당한 위치를 지극히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내러티브는 이

야기이되 특별한 이야기로 이해되어야 한다. 내러티브가 특별한 이야기

인 것은 그것이 특정한 조건을 갖추고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이다. 

이하에서 언급할 맥클루한(Herbert Marshall McLuhan, 1911-1980)

의 매체이론과 옹(Walter J. Ong, 1912-2003)의 언어이론은 언어가 내

러티브가 되기 위한 그 특정한 조건을 밝혀주고 있다. 맥클루한은 활자

매체와 전자매체를 인간의 감각의 차이에 비추어 규명함으로써 활자매

체에서 전자매체로의 전환이 우리 삶에 가져온 두드러진 몇 가지 변화

의 양상을 분석하고 있다. 한편, 옹은 문자 없는 시대의 말―즉, ‘입말’

―과 문자 있는 시대의 말―즉, ‘글말’―을 대비시킴으로써 글말에 익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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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사람의 사고와 표현이 입말에 익숙한 사람의 그것과 어떤 관련을 맺

고 있는가를 밝히고 있다. 특별히 맥클루한의 매체이론과 옹의 언어이론

이 여기에서 관심의 대상이 되는 것은 그들의 이론이 내러티브를 성립

시키는 언어의 심층적 원천을 탐색하고 있기 때문이다. 

맥클루한의 매체이론에 의하면 활자매체에 비하여 전자매체가 더 나

은 매체인 것은 그것이 ‘공감각’(synesthesia)을 회복하기에 적합한 것

이기 때문이다. 표면상 이 공감각은 활자매체가 아닌 전자매체의 심층적 

원천을 이루고 있는 것이라는 점에서, 과연 공감각을 언어의 심층적 원

천으로 볼 수 있는가 하는 점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표면상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공감각을 언어의 심층적 조

건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전자매체와 활자매체가 상이한 효과―공감

각의 회복의 차이―를 가져온다는 사실이 곧 전자매체 그 자체로 공감

각의 실현을 보장한다거나 활자매체로는 공감각의 실현을 보장할 수 없

다는 결론이 따라나오는 것은 아니라는 점 때문이다. 한편 옹의 언어이

론에 의하면 입말은 몸과 마음이 분리되기 이전의 ‘미분화된 감각’―맥

클루한의 용어로 ‘공감각’―을 표현하고 있다는 점에서 글말에 비하여 

언어의 원형적 형태에 가깝다. 옹은 맥클루한이 전자매체를 빌어 회복하

려는 그 공감각에서 희미하게 드러나는 종교적 색채를 좀 더 분명히 밝

힘으로써 ‘미분화된 감각’은 곧 ‘신성’(神性)과 다른 것이 아니라는 점을 

규명하고 있다. 옹에 의하면 신성을 온전히 담고 있는 입말이 곧 내러

티브이다. 과연 글말은 내러티브라고 볼 수 없는가 하는 의문이 충분히 

제기될 수 있지만 옹에게 내러티브는 ‘신성’이라는 특별한 조건을 갖추

고 있는 언어라는 점은 분명해 보인다. 

1. 공감각 : 맥클루한의 매체이론

맥클루한은 그의 대표작인 「매체의 이해」(Understanding Media, 

1964)로 잘 알려져 있다. 이 점에서 맥클루한의 이론이 ‘매체이론’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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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리는 것은 충분히 있을 법하고 또 적절한 것이다. 그러나 맥클루한의 

매체이론을 신문과 방송 등의, 이른바 ‘대중매체’에 관한 설명으로 받아

들이는 것은 그 이론적 의의를 지극히 한정하는 결과를 낳는다. 또한 

맥클루한의 매체이론이 매체를 다루는 기법이나 기술에 관한 것이 아닌 

것은 더더욱 명백하다. 그 방면의 연구자들 사이에서 맥클루한의 매체이

론이 ‘매체철학’, 더 한정적으로는 ‘매체존재론’으로 간주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대두되고 있는 것은 그러한 이유에서이다(김균, 정연교, 2006:  

146). 

「매체의 이해」가 알려져 있는 만큼이나 그 책에 제시되어 있는 ‘전달

매체(medium, media)는 곧 전달내용(message)이다’라는 맥클루한의 

명제는 그의 매체이론을 대표하는 주장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McLuhan, 1964: ch. 1). 무엇보다도 맥클루한의 그 명제는, 전달매체

―더 간단히는 매체―는 그것에 의해 전달되는 ‘내용’을 싣고 있다는 것

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매체가 그 내용을 실어 전해준다는 식의 ‘수레 

비유’로는 맥클루한의 그 명제가 온전히 이해될 수 없다. 이 점은 매체

가 전달되는 내용을 담고 있다는 식의 ‘그릇 비유’의 경우에도 마찬가지

이다. 매체와 그 내용을 수레 비유나 그릇 비유로 이해할 때에는 전달

되는 내용이 전달하는 매체와 별도로 있다는 것, 그리하여 전달되는 내

용은 전달하는 별도의 매체에 실리거나 담겨져서 누군가에게 전해진다

는 연상을 불러일으킨다. 수레 비유와 그릇 비유는 매체라는 말에 들어

있는 ‘매개한다’(mediate)는 의미를 곧이곧대로 해석하여, 매체는 매개

되는 두 가지 항―전달되는 내용과 전달받는 당사자의 마음―을 연결해

주는 제 3의 것이라는 불필요한 오해를 자아내게 한다. 

‘매체는 곧 내용’이라는 맥클루한의 그 명제는, 매체와 그것에 의해 

전달되는 내용은 결코 별도로 있는 두 가지의 것이 아니라는 점을 시사

하고 있다. 이와 같이 맥클루한의 그 명제는 매체와 그 내용의 비분리

성을 밝혀주고 있지만, 그와 함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은 매체가 

피전달자의 마음과 맺는 관련이다. 이 점은 특히 ‘매체이론’을 교육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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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달사태와 관련하여 조명할 때에는 반드시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된다(이

홍우, 2014: 232-3, 295-6). 교육적 전달사태에서는 전달되는 내용이 

그 내용을 전달받는 피전달자의 마음과 맺는 관련이 중요하게 취급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맥클루한은 교육적 전달사태에 관심을 두고 있지 

않으며, 따라서 그는 피전달자의 마음에 대한 고려 없이 매체가 그 내

용과 맺는 관련만을 주요 관심사로 삼고 있다. ‘매체가 곧 내용’이라는 

맥클루한의 명제는 피전달자가 매체에 의해 전달되는 내용에 의하여 자

신의 마음을 어떤 형태로 형성해 가는가 하는 점을 충분히 고려하고 있

지 않는 것이다. 이 점을 정당히 존중한다면 매체이론은 매체와 분리불

가능하게 결합되어 있는 내용을 한편으로, 그 매체에 의해 형성되는 피

전달자의 마음을 또 한편으로 하는 양자의 교섭을 설명해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 점에서 매체이론은 교과에 가정되어 있는 마음과 학습

자의 마음의 교섭을 문제 삼는 교과의 내면화이론을 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하 4장 2절 참조.

여하간 ‘매체가 곧 내용’이라는 명제는, 전달되는 내용은 그 매체를 

떠나서 따로 있을 수 없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매체가 곧 내용’이라는 

명제는, 매체에 의해서 전달되는 내용은 바로 그 매체 안에 있다는 뜻

으로 이해되는 것이다.14) 맥클루한의 그 명제를 조금 더 자세히 파악하

는 데에는 매체와 그 내용의 관련을 ‘번역’(translation) 또는 ‘비

유’(metaphor)로 설명하는 그의 다음의 견해를 살펴보는 것이 도움이 

된다.

14) 물리학의 파동이론에 의하면 소리는 처음부터 있었던 것이 아니라, 공기라는 

매질(媒質)에 의해 비로소 생성된다. 음파는 공기라는 매질과 결합하여 그 안

에서 하나의 소리로 성립하는 것이다. 물리학의 그 설명에 들어있는 인과적 

색채를 완화한다면, 매체와 내용의 관련은 매질과 소리의 관련에 상응하는 면

이 없지 않다. 실지로 맥클루한의 책에 종종 등장하는 다양한 과학이론에 대

해서는 과학과 철학의 학문적 접근의 차이를 늘 염두에 두고 읽을 필요가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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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매체가 적극적인 의미에서의 비유인 것은 그것이 한 경험을 새로

운 형식의 경험으로 번역하는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 비유가 경험

을 변형하여 전달하는 것과 꼭 마찬가지로, 매체의 기능은 바로 그 비유로 

설명될 수 있다(McLuhan, 1964: 85, 88).

매체에 관한 맥클루한의 위의 견해에서 관심을 끄는 것은, 매체는 ‘번

역의 원리’ 또는 ‘비유의 원리’로 설명된다는 점이다. 이 비유를 맥클루

한은 ‘한 경험을 새로운 형식의 경험으로 번역하는 힘’으로 설명하고 있

다. 매체는 경험을 이편에서 저편으로 옮겨주는 기능을 한다는 것이다. 

사실상 ‘비유를 뜻하는 metaphor라는 말은 희랍어 어원에 충실하게 번

역하자면 “이편에서 저편으로 옮겨주는 것”을 가리킨다’(임병덕, 2001b: 

304). (metaphor의 어원인 희랍어 metapherein은 meta(저편)와 

pherein(옮기다)의 합성어이다.) 매체는 인간을 ‘저편’으로 이끄는 도구

인 것이다. 맥클루한은 ‘매체는 곧 번역가이다’라는 의인화된 표현을 써

서 이 점을 강조하고 있다(McLuhan, 1964: ch. 6).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매체에 의해서 전달되는 ‘저

편’이 무엇을 가리키며 그것이 매체와 관련하여 어떤 방식으로 존재하는

가 하는 것이다. 전자의 질문―매체에 의해 전달되는 내용(‘저편’)이 무

엇을 가리키는가 하는 것―은 이하에서 다루겠지만, 후자의 질문―그 

‘저편’이 매체와 관련하여 어떤 방식으로 존재하는가 하는 것―은 ‘매체

는 곧 내용’이라는 맥클루한의 견해에 충분히 시사되어 있다. 매체가 그 

내용으로 전달하는 ‘저편’은 매체와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매체와 분리불가능한 형태로 그 안에 있다는 것이다. 

맥클루한에 의하면 매체 안에 있으면서 바로 그 매체에 의해 전달되

는 ‘저편’은 ‘인간의 감각의 확장’을 가리킨다. ‘모든 매체는 인간의 감

각의 확장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Mcluhan, 1964: 34). 이 점에 대하

여 맥클루한은 그의 「매체의 이해」에 앞서 출간된 「구텐베르크 은하계」

(The Gutenberg Galaxy, 1962)에서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을 제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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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맥클루한의 「구텐베르크 은하계」는 활자매체에 이어서 현대인에게 

점점 광범위하게 퍼져가는 전자매체를 통사적으로 취급하고 있다. 「구텐

베르크 은하계」는 문자없이 입말만 있던 고대에서부터 시작하여 구텐베

르크(Johannes Gutenberg, 1397-1468)에 의해 도입된 활자가 점차 사

용되기 시작한 중세를 거쳐 라디오와 텔레비전의 등장으로 알려지게 된 

전자매체의 현대에 이르기까지의 매체의 역사를 문학과 철학과 심리학 

등 다양한 방면의 사상가들의 관점에 의거하여 기술하고 있다. 이 점에

서 「구텐베르크 은하계」는 매체이론에 근거하여 인류의 사고의 편린을 

다루고 있는 일종의 사상사라고 해도 무방하다.  

언어가 비유인 것은 그것이 경험을 저장할 뿐만 아니라, [경험의] 한 형

태를 다른 형태로 번역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화폐 또한 비유이다. 그것은 

기술과 노동을 저장하고 한 기술을 다른 기술로 번역해내는 기능을 한다. 

교환과 번역의 원리, 즉 비유는 이성적 능력에 의존하여 우리의 모든 감각

을 다른 하나의 감각으로 번역해내는 것이다. 우리는 삶의 매순간마다 번

역의 그 일을 하며 살고 있다. 그러나 번역을 가능하게 하는 기술적 도구

는, 그것이 수레바퀴이든 문자이든 라디오이든 간에, 인간 감각의 거대 ‘확

장’을 가져다주지만, 그 감각의 거대 확장은 때로 ‘폐쇄적’ 체계를 구성하

는 대가를 지불하기도 한다(McLuhan, 1962: 6). 

맥클루한의 관심사인 ‘매체’는 신문, 라디오, 텔레비전과 같은 의사 전

달을 위한 도구에 한정되지 않는다는 것은 앞서 시사한 바와 같다. 맥

클루한은 인간이 고안하여 만들어 낸 ‘기술적 도구’ 중에서 ‘번역’을 가

능하게 하는 것은 모두 매체에 해당한다고 본다. ‘경험의 한 형태를 다

른 형태로 번역한 것’이거나 ‘한 기술을 다른 기술로 번역한 것’에는 위

의 인용문에서 언급되고 있는 것과 같은 ‘언어’, ‘화폐’는 물론이요, ‘수

레바퀴’와 ‘라디오’ 등이 포함될 수 있으며, 도로, 숫자, 의복, 주택, 무

기, 자동차, 자동제어체계 등 이른바 ‘기술적 도구’는 그것이 번역의 기

능을 수행하는 한, 얼마든지 매체가 될 수 있다. 맥클루한에 의하면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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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의 모든 감각을 다른 또 하나의 감각으로 번역해 내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기술적 도구는 매체의 하나로 분류될 수 있는 것이다. 매체에 관

한 맥클루한의 독특한 관점은 바로 이 점, 즉 인간이 만들어낸 기술적 

도구들은 그 성격상 매체가 될 수 있다고 본다는 점에 있다. 맥클루한

은 그의 「매체의 이해」, 특히 그 8장에서 33장에 이르기까지 위에서 언

급한 것 이외의 다양한 기술적 도구를 소개하며 그 도구들이 어떤 점에

서 매체가 될 수 있는지를 밝히고 있다. 이를테면, 인간의 체온을 저장

하고 피부를 확장하는 기술적 도구라는 점에서 의복은 매체의 하나이며

(12장), 인간의 육체적 힘을 저장하고 발을 확장하는 기술적 도구라는 

점에서 바퀴는 매체의 하나이며(19장), 인간의 정보를 저장하고 두뇌의 

인지작용을 확장하는 기술적 도구라는 점에서 자동제어체계는 매체의 

하나이다(33장). 

맥클루한의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인간이 만들어낸 모든 기술적 도

구는 매체가 아닌 것이 없을 정도로 그 자체로 매체인 셈이다. 그러나 

기술적 도구―더 간단히는, 도구―와 매체가 맥클루한의 저작에서 거의 

동일한 것으로 취급되고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양자 사이에는 

차이 또한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것은 다음 두 가지 사실에 비추어 설

명될 수 있다. 먼저, 도구와 매체의 차이는 번역의 원리 또는 비유의 원

리에 비추어 설명된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 비유의 원리를 단순히 이것

에서 저것으로 옮기는 것, 다시 말하여 ‘경험의 한 형태를 다른 형태로 

번역한 것’이거나 ‘한 기술을 다른 기술로 번역한 것’이라는 점에 한정

하여 파악할 때에는 도구와 매체의 차이는 분명히 드러나지 않는다. 도

구 또한 그 성격상 인간의 한 경험을 다른 형태의 경험으로 번역해 내

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도구와 매체의 차이

를 파악할 때에 맥클루한의 ‘매체론’은 ‘도구론’으로 불러도 하등 이상할 

것이 없는 것으로 된다. 도구와 매체의 차이는 비유의 원리를 이것에서 

저것으로 옮겨 준다는 측면에서 파악하기 보다는 그 저편이 무엇을 가

리키는가 하는 측면에서 파악되어야 한다. 도구는 매체와 다름없이 인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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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감각의 확장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매체에 

의해서 실현가능한 그 ‘감각의 확장’을 무엇으로 보는가에 따라 도구 중

에는 그 실현을 불가능하게 하는 것도 있을 수 있을 것이다. 맥클루한

이 인간의 감각의 확장의 의미를 공감각에서 찾고 있다는 사실은 이 점

에서 대단히 중요하게 취급되어야 한다. 공감각은 매체에 의해서 확장되

는 인간의 감각을 설명하는 데에 핵심적 의미요소를 이루고 있다. 

물론 매체가 ‘감각의 거대 확장’을 가져온다고 할지라도 모든 매체가 

감각의 균형있는 확장을 보장해주는 것은 아니다. 어떤 매체는 감각들의 

균형을 가능하게 하는가 하면, 또 어떤 매체는 특정한 한 감각의 ‘폐쇄

적 체계’를 만들어 내기도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여 어떤 매체는 인간

의 5감을 균형있게 확장함으로써 감각비율의 균형을 가져오는 것이 있

는가 하면, 또 어떤 매체는 인간의 5감 중 특정한 하나의 감각을 두드

러지게 확장하여 감각비율의 불균형을 초래하는 것도 있는 것이다. 맥클

루한이 보기에 매체는 결코 ‘순진무구한’ 중립적 도구가 아니다. 매체가 

가져다주는 ‘감각의 거대 확장은 인간에게 어떤 형태로든 대가를 지불하

게 하는 것’인 셈이다. 이와 같이, 모든 매체는 ‘인간의 감각 비율의 변

화’를 이끌어 냄으로써, 부지불식간에 인지 양식 등의 인간의 삶 그 자

체를 새로운 양상으로 변화시킨다. 상이한 형태를 띠는 매체들은 그 유

형에 따라 인간의 감각을 상이한 비율로 작동하게 하며, 그 결과 특정

한 매체는 그에 상응하는 삶의 존재방식을 결정한다. 맥클루한에 의하

면, 인간의 삶에서 매체야말로 인간의 감각지각 방식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다. 맥클루한은 이 점을 융(Carl Gustav Jung)의 다음의 말

을 빌어 설득력있게 설명하고 있다. 

모든 로마인들은 노예들에게 둘러싸여 있었다. 노예들과 그들의 심리가 

고대 이탈리아에 팽배하였으며 로마인들은 부지불식간에 또 내면적으로 노

예가 되어갔다. 로마인들은 언제나 노예들의 삶의 풍조(風潮)에 접하며 산 

결과로 노예들의 심리에 무의식적 영향을 받아 그들의 내면세계에 물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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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그 어떤 로마인들도 이와 같은 영향으로부터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사람은 없었다(Jung, 1928: 173/McLuhan, 1964: 35 재인용).

위의 인용문에서 맥클루한은 매체가 인간의 감각지각 방식을 결정한

다는 식의 ‘비유’를 들어 설명하고 있다. 이 점에서 위의 맥클루한의 언

설 또한 그 자체로 ‘매체’의 하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맥클루한

에 의하면 매체는 한 경험을 새로운 형식의 경험으로 번역하는 것을 가

리킨다. 위의 ‘노예 비유’는 우리로 하여금 위의 말을 단서로 삼아 그 

너머의 세계로 옮겨갈 것을 요청하고 있다.) 위의 맥클루한의 말에서 

‘노예들의 삶의 풍조’가 무엇을 비유하고 있는가 하는 것은 비교적 분명

하다. 그것은 로마인들을 둘러싸고 있는 일종의 ‘매체’인 것이다. 이에 

비하여 그 노예인들의 삶의 풍조―매체―에 의하여 물든 로마인들의 ‘내

면세계’가 무엇을 가리키는가 하는 것은 그다지 분명하지 않다. 물론, 

로마인들의 물든 그 내면세계는 원래 노예들의 내면세계였으며 노예인

들의 삶의 풍조 안에 반영되어 있는 것이었다. ‘집단 무의식’의 개념을 

정립한 융의 이론을 맥클루한이 여기에서 인용하고 있다는 사실에서 충

분히 짐작할 수 있듯이 노예들의 내면세계는 매체―노예인들의 삶의 풍

조―에 의하여 ‘부지불식간에’ 또 ‘무의식적으로’ 로마인들의 마음에 전

염된 ‘집단적 무의식’을 가리킨다. 이와 같이 노예들의 삶의 풍조에 의

하여 부지불식간에 무의식적으로 전염되는 집단 무의식, 바로 그것을 빌

어 맥클루한은 매체가 가져다주는 인간 삶의 변화를 비유적으로 설명하

고 있다. 다만 맥클루한은 매체가 가져다주는 그 인간 삶의 변화―집단

무의식의 전염―를 자신의 용어로 ‘인간감각의 확장’이라고 부르고 있을 

뿐이다. 맥클루한의 저서 「매체의 이해」의 부제가 ‘인간의 확장’인 것은 

매체의 그러한 특징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모든 매체들은 철저히 우리를 지배하는 것이다. 매체들이 가져오는 결

과는 개인적・정치적・경제적・미적・심리적・윤리적・도덕적・사회적 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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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등 광범위한 범위에 걸쳐서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 삶의 어떤 부분도 매

체에 의해서 매개되지 않거나 영향 받지 않거나 변화되지 않는 것은 있을 

수 없다. 매체(media)는 전신체적 감응(massage)이다. 사회적・문화적 변

화에 관한 어떤 이해도 매체들이 사회적 환경으로 기능하는 방식에 관해서 

모르고서는 가능하지 않다. 모든 매체들은 인간의 능력들 중에서 특히 심

리적・육체적 능력을 확장시키는 것이다(Mcluhan, 1967: 26).

위 인용문에 나타나 있는 ‘마사지’(massage)는 전신체적 감촉 또는 

전신체적 감응을 비유하는 말이다. 이 인용문은 ‘매체는 곧 전신체적 감

응이다’라는 제목의 맥클루한 책의 핵심적 주장을 담고 있다. 맥클루한

은 그 책에서 ‘매체는 내용’이라는 이전의 명제를 ‘매체는 전신체적 감

응’이라고 고쳐 부연하고 있다. 매체가 내용(message)과 맺는 관련을 

전신체적 감응(massage)과 맺는 관련으로 고쳐 쓴 것은 ‘동음이의’(同

音異意)에 의한 일종의 ‘언어유희’(linguistic punning)이다(김종건, 

2018: 12).  이 언어유희는 제임스 조이스(James Joyce, 1882-1941)의 

「피네건의 경야」(Finnegans Wake, 1939)에서 전형적으로 확인되는 것

으로서, ‘인쇄된 문자를 읽으면서 동시에 문자를 들을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청각독서법’(aural reading)의 주요한 기법에 해당한다(임상원, 

2001:  551). 맥클루한은 발음이 동일하게 들릴 수 있는 동음이의인 

message와 massage를 함께 제시함으로써 ‘매체는 곧 내용’이라는 그

의 매체이론의 핵심주장을 더 깊이있게 부연하고 있다. 맥클루한은, 이

러한 청각독서법에 의존하여 매체에 의해서 전해지는 내용인 공감각은 

전신체적 감응에 따른 전인적 반응이 일어난 상태라는 점을 밝히고 있

다고 볼 수 있다.15) 전신체적 감응에 의한 전인적 반응이 곧 매체에 의

15) ‘「논어」를 읽기 전에도 그 사람이요, 읽고 난 뒤에도 그 사람이라면, 이것은 

「논어」를 읽지 않은 것이다’(如讀論語 舊時未讀 是這箇人 及讀了後來 又只是

這箇人 便是不曾讀也, 「近思錄」, 致知類 30)라는 말이나 책을 읽고 난 뒤에 

‘자신도 모르게 손발이 춤춘다’(不知 手之舞 足之蹈, 「近思錄」, 爲學類 15) 

는 정이(程頤, 1033-1107)의 말은 전신체적 감응에 따른 전인적 반응이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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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전해지는 내용이요, 그것이 곧 공감각인 것이다.

이와 같이, 맥클루한이 「구텐베르크 은하계」 이후에 출간한 「매체의 이

해」가 인류의 사상사에 비추어 검증된 그의 매체이론― 「구텐베르크 은하

계」―을 가장 일반적 수준에서 부연하고 있는 것이라면, 그 3년 후에 출

간한 「매체는 전신체적 감응(massage)이다」는 「매체의 이해」에서 집중적

으로 조명된 매체가 공감각과 맺는 관련을 직접적으로 다루고 있다. 「구

텐베르크 은하계」에서 설명하고자 한 매체의 성격이 「매체의 이해」에 와

서 그 매체에 의해서 전달되는 내용과 관련하여 설명되고 있으며, 이어서 

「매체는 전신체적 감응이다」에 이르러 매체와의 관련 하에 확립되는 내용

은 전신체적 감응이라는 점이 분명해지는 식이다. 그리고 전신체적 감응은 

곧 공감각과 다르지 않다. 위의 세 가지 책은 매체의 내용―성격―을 점점 

안으로 파고 들어가며 공감각에 이르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이 점에서 

그 책들은 맥클루한의 매체이론의 3부작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이 3

부작의 계열은 매체 안에 있는 것이면서 바로 그 매체에 의해서 확립되는 

내용, 즉 공감각은 정확히 무엇을 가리키는가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

는 과정이다.

맥클루한이 그의 매체이론에서 핵심개념으로 언급하고 있는 공감각은 

과거로는 고대 희랍시대의 아리스토텔레스로 거슬러 올라가며 중세의 

토마스 아퀴나스를 거쳐 현대에 이르기까지 그 개념적 성격이 학문적 

논의의 대상이 되어온 것이다(McLuhan, 1962: 122). 우선 공감각은 두 

가지 측면에서 해석될 수 있다는 점을 언급해 둘 필요가 있다.  

공감각에는 사회적 공감각, 즉 사회 속에서 사람들이 공통으로 갖고 있

는 정상적 판단력이라는 의미가 들어있다. 지금에 이르러 공감각은 오로지 

이러한 의미로만 이해되고 있다. 그러나 원래 공감각은 여러 감각과 관련

되어 있으면서 그것들에 공통하는 것, 나아가 그것들을 통합하는 감각을 

것인지를 짐작하게 해준다. 정이의 이 말은 공감각이 성리학적 관점에서 어떻

게 해석될 수 있는지를 시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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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리킨다. 이러한 의미에서의 공감각은 우리 인간의 이른바 5감―시각, 청

각, 후각, 미각, 촉각―과 서로 관련되면서 그것들을 통합하는 종합적・전

체적 통찰력을 뜻한다. 공감각의 전자의 의미―사람들이 사회적으로 공통

으로 갖고 있는 정상적인 판단력―는 18세기 영국에서 의식적으로 사용되

기 시작한 이래로 널리 일반화되었다. 그러나 그 연원을 추적해보면, 키케

로의 글 등 로마시대의 고전에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이에 비하여 

공감각의 후자의 의미―5감을 관통하면서 통합하는 전체적 통찰력―는 근

대 세계에서는 그 흔적을 찾기가 쉽지 않다. 그러나 그 연원은 고대 그리

스 시대의 아리스토텔레스에까지 이르며, 중세에서는 오히려 후자의 의미

가 주된 것이었다(中忖雄二郎, 1979/2003: 13).

공감각의 개념적 성격을 파악하는 데에는 감각의 ‘공통적’ 성격을 밝

히는 것이 그 관건이 된다. ‘공통적인 것’을 어떤 방식으로 해석하는가

에 따라 공감각의 의미는 상이한 관점에서 설명될 수 있는 것이다. 공

통적인 것은 사람들 사이에 공유되는 것을 뜻하기도 하면서, 그와 동시

에 개인의 감각들―5감―에 들어있는 것을 뜻하기도 한다. 공통적인 것

을 전자의 의미로 파악할 때, 공감각은 ‘사회 속에서 사람들이 공통으로 

갖고 있는 정상적 판단력’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의미에서의 공감각이 

‘사회적 공감각’ 또는 사회학적 의미에서의 공감각이다. 한편 공통적인 

것을 후자의 의미―개인의 5감에 들어있는 것―로 파악할 때, 공감각은 

‘5감과 서로 관련되면서 그것들을 통합하는 전체적 통찰력’으로 해석된

다. 이러한 의미에서의 공감각을 가리켜 사회학적 의미에서의 공감각과 

대비하여 ‘심리학적 의미에서의 공감각’, 더 간단히는 ‘심리적 공감각’으

로 부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심리학적 의미에서의 공감각은 이른바 ‘육감’(肉感)을 떠올리게 

한다. 물론 이 경우의 육감은 5감(五感)과 구분되는 또 하나의 여섯 번

째 감각―6감(六感)―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 육감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다섯 가지 감각―시각, 청각, 미각, 후각, 촉각―중의 어느 것도 아니면

서 그 다섯 가지 감각이 흘러나오는 원천과 같은 것이라고 보아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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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육감은 다섯 가지 감각과 동일 차원에 있는 또 하나의 감각이 아니

라, 그 다섯 가지 감각과는 차원을 달리하여 존재하는 감각이다. 물론 

그러한 육감을 감각이라고 부르는 것은 어디까지나 비유에 지나지 않는

다. 육감은 다섯 가지 감각 등으로 분화되기 이전의 것이며, 이 점에서 

육감은 엄밀히 말하여 감각이라고 부를 수 없다. 미분화된 감각은 마음

과 몸의 구분이 적용될 수 없는 것이며, 따라서 그것은 마음이라고 해

도 무방하며 또 몸이라고 해도 무방한 그러한 것이다. 공감각은 마음과 

별도로 있는 몸이 가지는 감각이 아니라 마음과 몸이 분리되기 이전의 

몸이 가지는 감각인 것이다. 이 점에서 ‘공감각은 감각이라기보다는 초

감각적인 것에 더 가까운 것이다’(Wilkinson & Willoughby, 

1982/1997: 30, 역주).

한편, 맥클루한은 그의 「구텐베르크 은하계」와 「매체의 이해」와   

「매체는 전신체적 감응이다」 곳곳에서 전자매체를 활용하는 사회를 일

컬어 ‘지구촌’(global village)이라고 부르고 있다(McLuhan, 1962: 36;  

1964: 54; 1967: 63). 이 지구촌은 여러 지역과 나라의 사람들이 전자

매체에 의하여 동일한 ‘정상적 판단력’―보통의 의미에서의 ‘상식’―을 

공유하게 되는 것을 뜻한다. 맥클루한에 의하면 ‘전자적 상호 의존성은 

세계를 하나의 지구촌이라는 이미지의 존재로 재창조하고 있다’(1962: 

36). 그리하여 전자매체는 국가와 사회 사이의 경계를 허물어 버리고 

‘하나의 부족적 사회’를 가능하게 한다.

우리의 세계는 넓고 연계되어 있는 전혀 새로운 동시성(同時性)의 세계

이다. ‘시간’은 멈추었고, ‘공간’은 사라졌다. 우리는 지금 하나의 지구에 

… 하나의 ‘사건’을 동시에 경험하는 지구촌에 살고 있다. 우리는 역사를 

거슬러 음향시대에 살고 있다. 우리는 문자를 사용하던 몇 세기 동안 우리

에게 떠나 있던 원시감정과 부족감정을 다시금 건설하기 시작한 것이다

(McLuhan, 1967: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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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맥클루한의 설명으로 볼 때 그가 언급하고 있는 공감각은 초감

각적인 것을 가리키기보다는 사회적으로 공유되는 이른바 ‘정상적 판단

력’―상식―에 가까운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그러나 맥클루한이 지구

촌을 전자매체의 사회적 특성으로 언급하고 있고 또 그것이 전 인류의 

삶을 단일한 부족사회의 삶―‘원시감정’과 ‘부족감정’으로 사는 삶―으로 

이끈다고 주장한다손 치더라도, 과연 그러한 의미에서의 지구촌이 그 의

미와 기능상 부족사회의 유대와 어느 정도 동일한 것인지는 의문이 없

지 않다. 이 의문점을 해결하는 한 가지 방안으로 이른바 ‘원시주의’라

는 것이 맥클루한에게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가를 살펴보는 것이 도

움이 된다(McLuhan, 1962: 137ff). 맥클루한은 고대의 원시주의를 과

거에 대한 막연한 추억 때문에 맥락에 상관없이 단조롭게 강조하는 것

에 대해서는 반대하지만 그 원시주의가 인간의 최근의 정신사에서 차지

하는 위치에 대해서는 언제나 강조하고 있다. 맥클루한은 그 원시주의의 

정신사적 의의를 엘리아데의 다음의 견해에 비추어 설명하고 있다. 

이제 우리의 주된 관심사는 이 주제를 밝히는 일―종교적 인간이 어떤 

방식으로 가능한 한 거룩한 우주 속에 머무르려고 시도하는가, 그 결과로

서 그의 삶의 총체적 경험이 종교적 감정을 갖지 않은 인간, 탈신성화된 

세계에서 사는(혹은 살기를 바라는) 인간의 경험과 비교해서 어떤 성격적 

차이를 지니게 되는가를 보여주는 일―이 될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는 근대인들이 어떤 역사적 과정에 의해서 또 정신적 태도 및 행위에 있어

서의 어떤 변화의 결과로서 자신의 세계를 탈신성화하고 세속적인 존재의 

모습을 띠게 되었는가를 밝혀야 할 의무까지 느끼지는 않는다. 우리의 목

적은 단지 탈신성화가 근대 사회의 비종교적 인간의 전 경험에 침투되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 결과 고대 사회의 종교적 인간이 지녔던 존재의 차

원을 재발견하는 일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는 것을 살피는 정도만으로 

충분할 것이다(Eliade, The Sacred and the Profane/ McLuhan, 

1962/2001: 139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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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아데가 언급하고 있는 ‘탈신성화’는 탈종교화와 다른 것이 아니

다. 엘리아데에 의하면 현대사회는 탈신성화 또는 탈종교화를 그 특징으

로 한다. 엘리아데는 현대에 이르러 그 자취가 사라져가고 있는 종교적 

태도의 원형을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 인류의 원시사회 또는 고대사회에

서 그 흔적을 찾고 있다. 맥클루한이 엘리아데의 이러한 설명을 원용하

고 있는 것은 자신이 언급하고 있는 공감각이 원시사회나 고대사회의 

종교적 태도와 닮아있기 때문이다. 공감각은 인간의 감각 그리고 그것들

에 의해 기능을 발휘하는 신체가 올바르게 기능하는 것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감각과 신체가 조화롭게 변화되어 '사람됨'이 달라진 상태

를 가리킨다. 그 사람됨의 변화를 맥클루한은 공감각과 관련짓고 나아가 

종교적 태도와 연결짓는다. 

한 때 인간의 커뮤니케이션이 총체적인 것을 추구할 때가 있었다. 그 

때의 커뮤니케이션은 우리들의 감각 기관들 모두가 사용되는 것이었다. 우

리의 머리와 가슴은 동떨어진 두 가지가 아니었으며 … 종교와 시와 역사

는 서로 하나로 융합되어 있었다. 우화는 단순히 언어의 장식품이 아니라 

진리와 지혜의 전달자이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모두를 망각한 채 산다. 

맥클루한이 회복하고자 한 것은 우리의 망각된 삶 바로 그것이다

(Marchand, 1998: ix). 

위의 인용문에서 확인되듯이 맥클루한이 매체를 통하여 회복하고자 

하는 공감각은 커뮤니케이션이 총체적인 것을 추구할 때 획득되는 바로 

그것을 가리킨다. 그리고 이러한 의미에서의 공감각은 삶의 총체적 경험

이 실현된 상태―엘리아데의 용어로 말하여 ‘존재의 차원’―를 가리킨다. 

앞에서 언급한 심리학적 의미에서의 공감각은 개인의 내면이 종교적 정

서로 충만한 상태 바로 그것을 가리킨다. 

앞서 도구와 매체의 차이를 언급하는 대목에서 도구 중에는 공감각의 

실현을 방해하는 것도 있다고 언급하였거니와, 공감각의 실현을 가능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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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하는 도구라고 하여 그 도구가 곧 매체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맥클루한은 한편으로 도구와 또 한편으로 공감각이 분리불가능한 형태

로 결합되어 있다는 점을 대단히 강조하고 있다. 도구가 그 자체로 공

감각의 실현을 가능하게 할 때, 다시 말하여 공감각이 도구 안에 이미 

실현되어 있는 것일 때 그러한 도구를 가리켜 맥클루한은 매체라고 부

른다. 매체는 공감각을 다소간 실현하고 있고 또 실현을 가능하게 하는 

인간의 특별한 도구를 가리킨다. 

‘매체가 곧 내용’이라는 맥클루한의 명제는, 매체와 그것을 매개로 하

여 전해지는 내용은 별도로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매체 그 자체

가 내용이라는 뜻으로 이해된다. 내용은 매체에 앞서서 주어져 있는 것

이 아니라, 매체 그 자체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것이다.16) 이렇게 볼 때 

매체 그 자체에 의해서 결정되는 내용―즉, 공감각―은 매체 안에 있는 

것, 매체에 의해서 확립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리하여 ‘“매체는 

곧 내용이다”라는 맥클루한의 명제는 “매체는 내용을 만들어간다”는 뜻

으로 부연하여 읽어야 하며 … “매체는 내용을 만들어간다”는 것은 매

체 안에 없는 내용을 새로 만든다는 뜻이 아니라, [매체 안에] 있는 내

용을 찾아간다는 뜻이다’(박종덕, 2012: 16). 

매체는 그 자체로 그것과 분리불가능한 형태로 결합되어 있는 공감각

의 실현을 가능하게 해준다는 맥클루한의 매체이론에 한 가지 설명을 

16) 맥클루한의 이 명제는 「중용」 13장에 제시되어 있는 ‘벌가(伐柯) 비유’를 연

상시킨다. ‘「시경」에 “도끼자루를 깎음이여, 도끼자루를 깎음이여, 그 본은 먼 

데 있지 않다”는 구절이 있다. 도끼자루를 잡고 똑같은 모양의 도끼자루를 깎

으면 될 것을, 오히려 우리는 엉뚱한 곳을 보면서 그 두 가지가 멀리 떨어져 

있다고 생각한다’(詩云 伐柯伐柯 其則不遠 執柯以伐柯 睨而視之 猶以爲遠). 

중용의 이 설명에 의하면 도구와 그것에 의해 실현되는 목적―또는 내용―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목적은 그 도구 안에 이미 실현되어 있다. 벌가 비유

의 내용과 그 이론적 의의에 관한 보다 자세한 것에 관해서는 박종덕, 「중용

의 교육이론」, 교육과학사, 2010: 80-4; ‘영혼심리학 서설 : 융의 분석심리학

의 한 해석’, 한국도덕교육학회, 「도덕교육연구」, 28(2), 2016: 42-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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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붙일 것이 있다면, 그는, 공감각은 매체 중에서도 전자매체에 의해 실

현가능하다고 본다는 점이다. 맥클루한에 의하면 활자매체는 눈―시각―

을 확장하여 ‘감각비율의 불균형’을 초래하는 것인 반면에 전자매체는 

중추신경계―촉각―를 확장하여 인간의 5감 사이의 ‘감각 비율의 균형’

을 추구하는 것이다(McLuhan, 1964: 63ff). 전자매체는 우리의 중추신

경체계를 우리 몸 밖으로 확장하여 전 세계의 인류를 우리의 피부로 삼

게 한다(McLuhan, 1964: 70). 전자매체는 촉각을 확장하는 것인 셈이

다. 촉각을 감각의 균형이나 통일된 비율의 감각으로 설명하고 있는 맥

클루한의 관점은, 촉각은 곧 공감각에 해당한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물론 맥클루한이 공감각과 별도로 촉각을 언급하고 있는 

것은 촉각이 곧 공감각이기 때문은 아니다. 때로 맥클루한이 촉각을 공

감각과 동일시하는 것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는 촉각을 공감각

과 관련지을 때에는 언제나 ‘촉각성’(tactility)을 언급하고 있다. 다른 

감각에 비하여 촉각은 그 성격상 공감각을 출중하게 구현하고 있기 때

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맥클루한의 견해에 의문이 없는 것은 아니다. 전자매체

와 마찬가지로 그 밖의 매체, 특히 활자매체 또한 공감각의 실현을 가

능하게 할 수는 없는가 하는 질문이 당연히 제기될 수 있는 것이다. 전

자매체와 마찬가지로 활자매체 또한 공감각의 실현을 가능하게 하는가 

하는 질문은 한편으로 공감각과, 또 한편으로 촉각과 시각이 맺는 관련

에 비추어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전자매체와 관련하여 맥클루한은 5

감 이전의 감각인 공감각과 5감의 하나인 촉각을 관련시키고 있다. 맥

클루한은 때로 그 양자를 동일한 것이라고 보면서도 또 때로 상이한 것

으로 취급한다. 그러나 맥클루한은 공감각이 시각과 맺는 관련에 대해서

는 공감각이 촉각과 맺는 관련과는 상이하게 설명하고 있다. 시각을 확

장시키는 활자매체는 공감각을 실현할 수 없다는 것이 맥클루한의 견해

이다. 이와 같이 촉각과 시각이 공감각과 맺는 관련은 상이하게 설명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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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맥클루한이 언급하고 있는 공감각은 활자매체와 전자매체가 

나타나기 이전의 상태라는 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인간이 매체에 

의존하여 의사를 전달하기 이전의 상태는 이른바 주관과 객관이 미분화

된 상태와 다르지 않으며 그것이 곧 공감각인 것이다. 활자매체는 그 

주관과 객관이 미분화된 상태를 분화시킴으로써 그 상태에서 멀어졌지

만 전자매체는 그 미분화된 상태로 가까이 간 것이라는 맥클루한의 견

해는 전자매체가 촉각에 의하여 공감각과 가까운 것임에 비하여 활자매

체는 시각에 의하여 공감각과 멀어진 것이라는 점을 부각시킬 뿐, 활자

매체가 공감각의 실현과 무관한 것이라는 점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다

시 말하여 촉각이 공감각과 거리가 가까운 것인 만큼 전자매체는 공감

각을 실현하는 데에 용이한 것임에 틀림없지만 시각이 공감각과 거리가 

멀다고 하여 활자매체가 공감각을 실현하는 것과 무관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전자매체가 공감각을 실현하는 데에 용이하다거나 활자매체가 

공감각을 실현하는 데에 장애를 초래한다는 사실이 곧, 전자매체 그 자

체로 공감각의 실현이 보장된다거나 활자매체로는 공감각의 실현을 보

장할 수 없다는 결론은 따라 나오지 않는 것이다.17) 특히 이 점은 교육

적 전달 사태와 관련하여 볼 때 더욱 두드러진다. 전자매체가 공감각과 

거리가 가깝다는 것은 전자매체가 공감각을 실현하는 데에 즉효성(卽效性) 

또는 속효성(速效性)을 보장한다는 뜻이다. 그러나 교육은 속효성과는 거

리가 멀다고 보아야 한다. 쉽게 실현한 것은 그만큼 쉽게 허물어지는 것

이다. 이렇게 볼 때 활자매체는 공감각과 거리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쉽

게 공감각을 실현하지는 않지만 그 쉽지 않다는 점이 공감각의 실현을 더

17) 근래 교육학의 교육공학 분야에서 강조되고 있는 ‘교수매체’는 그 성격상 전

자매체에 해당한다. 그리고 이 전자매체는 교과의 언어―맥클루한의 용어로 

‘활자매체’―를 대신할 만한 것으로 간주된다. 교수매체와 언어의 관련은 전자

매체와 활자매체의 관련에 상응하며, 교수매체가 가지는 특이성이나 교과의 

언어가 가지는 한계 또한 전자매체와 활자매체의 관련에 비추어 설명될 수 

있다. 전자매체에 관한 맥클루한의 옹호는 곧 교수매체에 관한 옹호로 귀결될 

듯하지만 전자매체가 가지는 그 한계가 곧 교수매체의 한계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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욱 확고하게 만든다고 말할 수 있다.

2. 신성 : 옹의 언어이론 

옹의 대표적 저작의 제목인 ‘Orality and Literacy’는 ‘구술적인 것과 

문자적인 것’으로 번역될 수 있다. 우선, orality는 문자가 아직 발명되

기 이전에 오직 입으로 발화되는 언어―구어(口語), 최근의 국어학계에 

소개되고 있는 용어로는 ‘입말’―만 뜻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구어 

또는 입말을 사용할 때의 이러저러한 삶의 양태―구술적인 것―를 통칭

하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literacy 또한 문자가 발명되고 난 뒤 문자에 

의존하여 발화되거나 씌어진 것―문어(文語), 최근의 국어학계에 소개되

고 있는 용어로는 ‘글말’―만 뜻하는 것이 아니라, 문자에 의해 영위되

는 여러 삶의 양태―문자적인 것―를 통칭하는 것이다. ‘구술적인 것’과 

‘문자적인 것’은 구술시대의 삶과 문자시대의 삶을 밝히는 비유인 셈이

다. 옹은 이 비유에 의존하여 구술시대와 문자시대의 언어관, 지식관, 

종교관을 대비시키고 있다. 한 마디로 말하여 옹의 그 저작―Orality 

and Literacy―은 구술적 삶과 문자적 삶의 대비, 더 정확히는 문자적 

삶에 의해서 점차 상실되어가는 구술적 삶을 취급하고 있다고 볼 수 있

다. 

이 점에서 옹의 그 저작을 정당하게 취급하기 위해서는 입말과 글말

의 차이를 단순히 언어관에 한정시키지 않고 삶의 이론의 관점에서 취

급할 필요가 있다. 그에 앞서 분명히 해둘 것은 옹이 언급하고 있는 입

말은 글말을 발화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입말에는 

글말의 존재여부에 따라 글말이 있을 때의 입말과 그렇지 않을 때의 입

말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 옹의 견해이다. 옹은 글말이 없을 때의, 오직 

입말에 의해 지배되는 문화의 성격을 가리켜 ‘1차적 구술성’으로 지칭하

며, 글말이 있을 때의 입말에 의해 지배되는 문화의 성격을 가리켜 ‘2차

적 구술성’이라 지칭한다. 우리에게는 입말조차도 글말 안에서만 생각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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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것일 뿐, 입말이 글말을 떠나 있을 수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지

지 않는 것이다. 그리하여 입말과 글말은 모두 언어요, 다만 입말은 글

말을 ‘입으로’ 전하는 것이라는 점이 자연스럽게 따라 나온다. 글말에 

익숙한 사람들이 1차적 구술성을 짐작하는 것이 쉽지 않지만, 그렇다고 

하여 1차적 구술성으로 설명되는 입말이 역사적으로 전연 없었던 것은 

아닐뿐더러, 인류학적으로 원시부족들에게 그것이 확인되고 있는 것은 

엄연한 사실이다. 옹은 글말에 스며있는 문자성에 너무나 익숙해져 있는 

우리에게 입말만으로 표현되는 1차적 구술성에 주목하게 함으로써 언어

에 대한 새로운 통찰을 제공하고 있다. 

먼저, 입말과 글말의 차이에 관한 옹의 견해에서 주목할 만한 것은 그

가 입말과 글말을 그 각각이 의존하는 감각의 차이에 비추어 밝히고 있

다는 점이다. 옹에 의하면 입말과 글말은 각각 인간의 오감(五感) 중에

서 상이한 감각에 의존하고 있다. 입말은 청각에 의존하며 글말은 시각

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이 그것이다. 입말과 글말이 언어인 한, 그것은 

감각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다. 입말이 청각에 의존한다든가 글말이 

시각에 의존한다는 것은 단지 각각의 언어가 기대고 있는 감각의 차이

를 밝히기 위한 것은 아니다. 입말과 글말이 오감 중에서 주로 어떤 감

각에 의존하는가 하는 것에 따라 인간의 언어양식은 물론이요 인간의 

의식 구조와 행동 양식 등의 인간 삶의 양상이 상이하게 설명된다. 

메를로 퐁티가 말한 바와 같이 시각은 사물을 분절하여 감지한다. 시각

은 인간에게 한 번에 한 방향으로밖에는 감지할 수 없게 한다. 즉, 방을 

본다거나 풍경을 보려면 눈을 이리저리 움직이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나 

청각으로 들을 때에는 동시에, 순간적으로 모든 방향의 소리가 모여온다 

… 이와 같이 시각은 분절의 감각인 것에 비하여 청각은 통합의 감각이다. 

시각은 사물을 분리하여 보는 것으로서, 명확성과 명료성을 추구한다는 데

에 그 전형적인 특징이 있다. 이에 비하여 청각은 모든 소리를 하나로 통

합함으로써 조화를 추구한다는 데에 그 특징이 있다(Ong, 1982: 71). 



- 79 -

위의 인용문에서 확인되듯이 시각은 사물을 분리하여 파악하는 감각

이며 청각은 소리를 하나로 통합하는 감각이다. 우리는 어떤 대상을 볼 

때 그 대상만을 보며, 또 다른 대상을 보기 위해서는 시간적 간격을 두

고 순차적으로 볼 수밖에 없다. 교실 앞에 있는 칠판을 보면서 그와 동

시에 뒤에 있는 게시판을 보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다. 시각은 그 성격

상 한 번에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특히, 우리가 어떤 대상

을 면밀히 보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는 그 대상을 좀 더 작은 부분으로 

분할하여 파악하지 않으면 안 된다. 무엇인가를 자세히 보려고 든다면 

그것을 다양한 방향에서 나누어 보아야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시각은 

대상을 분할하고 분리하여 파악하는 것인 만큼, 보이는 대상은,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사물로 물화(物化, reification)되는 것은 불가피하다. 

그리하여 시각에 지배되는 글말의 경우, 그것이 명백히 저자의 사고를 

표현하고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저자의 사고가 배제된 채 글자―

사물―로 취급되는 것은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다. 한편, 오케스트라 

공연을 감상할 때 모든 악기소리는 청취자의 귀로 모여든다. 청자는 각 

악기에서 울려 퍼지는 모든 소리를 자연스럽게 통합하여 동시에 듣는다. 

이러한 청각의 특성으로 말미암아 오케스트라 연주소리에서 특정한 악

기소리만을 분리하여 듣는 것은 특별히 훈련된 사람에게나 있을 법한 

일이다. 청각은 모든 소리를 하나로 종합하고 통합하는 것을 그 특징으

로 한다.

옹은, 특별히 청각은 단순히 소리를 듣고 감각하는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옹에 의하면, 시각과 달리 청각은 단지 인간의 

오감 중의 하나가 아니라, 다른 감각들과의 상호작용을 전제로 할 때 

성립한다. 청각은 모든 감각의 중심이 되는 것으로서, 다른 감각들을 조

화시키고 통합시키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바로 그 점에서 청

각에 지배되는 입말은 시각에 지배되는 글말과는 달리, 통합된 감각을 

온전히 표출하는 언어라고 볼 수 있다(Ong, 1982: 71). 그리고 이러한 

의미에서의 통합된 감각은 몸과 마음이 분리되기 이전의 감각―미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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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전신체적 감각―과 다른 것이 아니다. 이러한 미분화된 전신체적 감

각이 입말과 맺는 관련은 옹의 다음 견해에 잘 나타나 있다. 

구술성에 익숙해 있는 사람들은 말에는 신비적 힘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들은, 말은 반드시 [입으로] 발화되는 것이어야 하며 또 목소리로 울리는 

것이어야 한다. 이 점에서 그들은, 입말은 힘으로 표출되는 것이라는 점을 

무의식적으로나마 지각하고 있었음에 틀림없다. 그러나 활자에 깊이 영향

을 받고 있는 사람들은, 말은 무엇보다도 목소리로 울리는 것, 의도가 실

려있는 것, 힘에 의해 표출되는 것이라는 사실을 까마득히 잊고 있다. 그

들은, 말은 평면상에 ‘내던져진’ 사물과 같은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한 ‘사

물’이 신비적인 힘과 관련을 맺으리라는 것은 도저히 상상하기 어렵다. 사

물은 살아 움직이는 것이 아니며, 설령 역동적으로 재생될 수 있는 것이라

고 할지라도, 그 근본 성격상 죽어있는 것이다(Ong, 1982: 32-3). 

입말이 글말에 비하여 살아있는 것으로 설명되는 것은 옹이 ‘신비적 

힘’으로 지칭하는, 몸과 마음이 분리되기 이전의 미분화된 상태의 몸의 

힘이 그것에 들어있기 때문이다. 이와는 달리, 글말이 죽어있는 것으로 

설명되는 것은 그 글말이 ‘내던져진 사물’과 같이 생명력을 상실하고 있

기 때문이다.18) 이 점에 대하여 옹은, ‘문자는 저자를 닮았으되 저자가 

아닌 저자의 모상에 불과한 것’(Phaidros, 275b)이라는 플라톤의 말을 

빌어, 글말은 저자를 닮아 있지만 불완전하게 닮아있는 것이라고 보고 

있다. 물론 옹의 이 주장은 글말을 소리로 생기있게 재생해낸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글말을 입말로 재생한 것―옹의 1차적 구술성과 

2차적 구술성의 구분에 따라 표현하여, ‘2차적 입말’이라고 부를 수 있

는 그것―또한 죽어있는 것이라는 점에서는 매 한가지인 것이다. 옹은 

18) 옹은, 글말은 그 성격상 ‘죽은 텍스트’에 불과하다는 것을 설명하는 대목에서 

어느 시인의 다음 시구를 빌고 있다―‘페이지와 페이지 사이에 색 바랜 누런 

꽃들이’. 옹에 의하면 글말은 페이지와 페이지 사이에서 피어있어야 할 예쁜 

꽃들을 ‘색 바랜 누런 꽃’으로 만들어 버리는 것이다(Ong, 1982: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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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말은 찌꺼기’라는 대담한 결론을 내리고 있다(Ong, 1982: 11). 옹의 

이 견해가 대담한 주장인 것은 글말과 마찬가지로 입말 또한 미분화된 

감각을 온전히 표현하는 데에 한계가 없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 한계

는 1차적 구술성에서의 입말―2차적 입말과 대비하여, ‘1차적 입말’이라

고 부를 수 있는 그것―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수 있다. 1차적 입말 

또한 미분화된 감각을 온전하게 표현하지 못하는 한계를 가질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에도 불구하고 옹이, 글말만이 찌꺼기에 불과하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는 것은 입말이 글말에 비하여 미분화된 감각을 드러

내는 데에 유리한 지점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 때문이다. 

다음으로, 인간의 분절된 감각 중에서 시각에 의존하는 글말에 비하

여, 입말은 미분화된 감각에 의존하고 있다는 옹의 이 견해는, 지식의 

성격은 입말과 글말의 세계에서 상이하게 설명된다는 점을 시사한다.  

글말은 시각에 의존하며, 그에 따라 지식의 의미는 개념적 구분에 근거

한 범주화에서 모색된다. 이에 비하여 입말은 미분화된 감각에 의존하

며, 그 귀결로 지식의 의미는 인간 삶의 활동에서 모색된다. ‘1차적 입

말’을 구사하는 구술문화의 세계에서 지식은 일상적 삶의 활동에서 습득

되고 또 그 삶의 활동에 적용된다는 것에 그 특징이 있다. 이와는 달리 

글말을 구사하는 문자문화의 세계에서 지식은 분석적 범주화에 의해 성

립되는 개념을 그 특징으로 한다. 1차적 입말을 구사하는 사람들이 지

식을 활동과 결부짓는 것은 구술성에 지배되는 ‘사고’가 삶을 미분화된 

상태로 받아들이기 때문이다. 

옹은 1차적 입말을 구사하는 사람들의 사고에 관한 연구로 대표적인 

것인 루리아(A. R. Luria, 1902-1977)의 연구를 참고하여 구술문화에 

지배되는 사람들의 사고구조를 밝힌 바 있다(Ong, 1982: 49-52). 옹이 

참고한 루리아의 연구는 그의 「인식의 발달: 그 문화적⋅사회적 기초」에 

잘 소개되어 있으며 그 책에서 루리아는 읽고 쓸 수 없는 사람들―1차적 

입말을 구사하는 사람들―의 사고가 얼마간 읽고 쓸 수 있는 사람들―문자

를 구사하는 사람들―의 사고와 어떤 점에서 또 어느 정도로 다른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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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기술하고 있다.19) 루리아에 의하면 입말을 구사하는 사람들의 사고는 

‘조작적 사고’를 특징으로 한다(Luria, 1976: 32ff). 다만 루리아가 언급

하고 있는 그 조작적 사고는 피아제의 ‘조작적 사고’와는 상이한 것으로 

이해될 필요가 있다. 피아제의 조작적 사고가 글말의 주요한 특징인 개

념적 사고를 지칭하는 것이라면 루리아의 조작적 사고는 구술세계의 특

징인 구체적인 활동에 의존하는 사고를 지칭한다. 이 점에서 루리아의 

그 조작적 사고는 보통의 의미에서의 사고―개념적 사고―와는 다른 것

으로서, 일종의 행위의존적 사고에 가깝다. 

옹에 의해 소개된 루리아의 연구는, 첫째로, 1차적 입말을 구사하는 

사람들은 도형의 개념―예컨대 원의 개념―을 활동으로 감각되는 사물―

접시, 채, 물통, 시계, 달 등―로만 파악할 뿐, 그러한 사물들을 개념으

로 범주화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심지어는 불필요하다고 생각한다는 것, 

그리하여 일차적 입말을 구사하는 사람들은 원의 개념을 그것의 예물인 

접시, 채, 물통, 시계, 달 등으로 제시할 뿐, 그러한 예물이 원이라는 개

념으로 범주화된다는 것은 알지 못한다는 것, 둘째로, 1차적 입말을 구

사하는 사람들은 사물을 개념적 구분―예컨대 도구인 것과 아닌 것의 

구분―에 의해서가 아니라 활동에서 꼭 필요한 것과 덜 필요한 것이라

는 식의 기준―예컨대 나무를 자르는 데에 해머, 톱, 도끼 중에서 어느 

것이 꼭 필요한가 하는 기준―에 의해서 사물들―예컨대, 나무, 톱, 도끼

를 한 묶음으로, 해머를 한 묶음으로 등―을 분류한다는 것, 그리하여 

입말을 구사하는 사람들의 사고는 범주에 입각한 분석적 사고가 아니라 

활동에 의존한 조작적 사고라는 것으로 요약될 수 있다. 옹은 루리아의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입말은 구체적 활동의 세계―인간의 

활동적 삶―에서 구사되는 것이라는 설명을 덧붙이고 있다. 읽고 쓸 수 

19) 루리아의 「인식의 발달: 그 문화적⋅사회적 기초」(Cognitive DevelopmentIts 

: Its Cultural and Social Foundations)(1976)는 1931년과 그 다음 해에 

걸쳐 소비에트 연방의 우즈베크 공화국과 키르키스 공화국의 오지에서 현장

조사를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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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는 사람―1차적 구술세계의 입말을 쓰는 사람―들은 일상의 경험적 

삶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에 입각하여 삶을 파악한다는 것이 루리아와 옹

의 견해이다. 이에 비하여, 글말은 인간의 구체적 활동과 일정한 거리를 

유지한 채 삶을 범주화시켜 설명하는 것이다. 글말을 구사하는 사람들에

게 지식은 인간의 구체적 활동에서 벌어지는 개별적 활동 하나하나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 활동들을 일정한 범주에 따라 분류하여 ‘추상

적’으로 설명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옹은 글말을 구사하는 사람들에게 

지식은 인간의 삶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데에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

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앞 장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옹은 수사학에 관한 라무스의 이론에 관

한 연구로 잘 알려져 있다. 옹은 라무스가 수사학과 논리학을 그 내용

에 따라 엄격하게 분류한다는 점, 개별 학문들을 분류하고 각 학문마다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일반적 탐구방법론을 정립한다는 점, 교육적 전달

을 염두에 두고 교육방법을 체계화한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이와 같이 

옹이 라무스의 이론을 자세히 소개하고 있는 것은 라무스의 이론이 지

식을 범주화하여 별도의 지식체계로 드러내고자 하는 문자세계의 전형

적 사례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이다(Ong, 1983: 171ff). 특히, 라무스

가 3학―문법⋅수사학⋅논리학―의 내용체계를 정립하려는 의도에 따라 

지식을 세밀하게 분류하고 있는 것은 그가 지식을 분석의 과정에 의해 

범주화하는 것에 무엇보다도 관심을 두고 있다는 것의 한 가지 증거가 

된다. 

글말에 대한 옹의 이러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글말이 가지는 가능성 

에 대해서도 언급해둘 필요가 있다. 옹에 의하면 입말에 비하여 글말은 

미분화된 감각의 ‘외재화’(externalization)이다(Ong, 1982: 78). 옹은 

이 점에 근거하여 글말은 입말에 비하여 미분화된 감각에서 타락한 것

이라고 본다. ‘글말은 삶을 분리하여 파편화한다’는 옹의 견해는 글말이 

미분화된 감각의 외재화라는 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러나 글말이 

삶을 범주화한다는 것은 삶을 분리하여 파편화하는 것이 아니라, 삶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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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한 측면에서 추상하여 파악한다는 뜻이다. 삶을 분리하는 것과는 달

리 삶을 추상하는 것은 추상된 것―개념―을 추상되기 이전―삶―과 관

련하여 파악하는 한, 결코 삶을 파편화하는 것일 수 없다. 인간의 삶은 

그 자체로는 파악되지 않으며 오직 개념적 구분에 근거하여 특정한 측

면에서 드러낼 때에야 비로소 파악된다. 이하 4장 2절 참조.

마지막으로, 입말의 세계는 미분화된 감각의 세계요, 글말의 세계는 

분화된 추상적 관념의 세계라는 사실은 그 각각이 신성과 상이한 방식

으로 관련을 맺고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입말

은 감각들 중에서 청각에 의존하는 것으로서, 목소리에 깃들어 있는 힘

에 의하여 전달된다. 이 점에 근거하여 옹은 청각을 미분화된 감각의 

하나로 간주하고 있다(Ong, 1982: 70-4). 청각으로 전달되는 목소리에

는 ‘신비적 힘’이 깃들어 있다는 것이다. 옹은 청각의 미분화된 감각을 

가리켜 ‘몸감각’(kinesthesia)으로 지칭하고 있으며, 이 점에서 그 미분

화된 감각은 전신체적 감각과 다른 것이 아니다(Ong, 1967: 144, 168). 

이에 비하여 글말은 감각들 중에서 시각에 의존하는 것으로서, 목소리에 

깃들어 있는 신비적 힘을 살려내지 못한 채 목소리를 사물의 하나로 취

급해 버린다. 글말은 목소리의 물화인 셈이다. 이 물화는 앞서 언급한 

바 있는 ‘외재화’의 한 가지 결과라고 볼 수 있다. 그리하여 옹은, 글말

은 신성을 외재화하여 일종의 사물처럼 취급하는 물화의 하나에 불과한 

것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그 당연한 귀결로 옹은, 글말은 신성에서 

타락한 것임에 비하여, 입말은 신성을 온전하게 갖추고 있는 것이라는 

견해를 제시하고 있다. 옹이 「구술적인 것과 문자적인 것」에 앞서 저술

한 「언어의 현존」(The Presence of the Word, 1967)은 입말이 신성

과 맺는 그 긴밀한 관련을 취급하고 있다. 

「성경」을 그 자체로, 또 그 밖의 지식에 의존하여 성찰한 결과로 정립

되고 이후 지속적으로 가톨릭 교리와 의식(儀式)의 핵심을 이루는 있는 고

전적 삼위일체 신학에서 제 2위격(位格)인 ‘말씀’ 또는 ‘아들’은 ‘아버지’의  



- 85 -

‘발언’ 바로 그것이요, 아버지가 영원하듯이 영원한 것이다. ‘태초에 말씀

이 계셨다.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말씀은 하나님이었다’(요한복음 

1:1). 하나님 아버지가 ‘말’하시는 아버지의 말씀은 실체를 갖추고 있는 말

씀이요, 인격이요, 아버지와 같은 하나님이지만 아버지와는 다른 인격이다. 

아버지의 말씀은 아버지에게는 ‘너’이지만 그것은 또 다른 아버지 ‘나’이

다. 인간의 개념은 아무리 정련된 것이라고 할지라도 신에게는 타당하게 

적용될 수 없고 오직 불완전하게만 적용된다. 그러나 ‘말씀’과 ‘아들’이라

는 인간의 용어는 다른 용어의 매개를 빌지 않은 채 직접적으로 제 2위격

에 적용된 것이다. 제 2위격은 ‘말씀’이다. 제 2위격이 말씀이라는 것은 초

인간적인 의미에 보다 충실할 때 이해될 수 있는 것이지만 그 의미를 드러

내는 언어의 가장 투철한 개념도 빈약한 반향(反響)에 지나지 않는다. 

(Ong, 1967: 184-5). 

여기에서 옹이 ‘가톨릭 교리와 의식의 핵심을 이루는 고전적 삼위일

체론’(三位一體論)을 언급하고 있는 것은 제 2위격―성자(聖子)―이 입말

과 신성의 관련을 직접적으로 시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삼위일체론의 제 

2 위격이 제 1위격인 성부(聖父)와 맺는 관련을 간략히 제시하면 다음

과 같다. 제 2위격인 ‘아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인격체(persona)로 현

시한 존재이다. 아들은 아버지를 말씀으로 육화하여 나타낸 존재인 것이

다. 이 점에서 아들은 말씀 그 자체이다. 아버지는 아들의 몸을 빌어 인

간에게 말씀을 전해주는 사랑을 베풀었다. 인간은 신이 내린 그 사랑―

말씀의 은총―에 힘입어 아버지에 귀의할 수 있다. 그러나 아버지와 육

화된 그의 말씀은 결코 다른 것일 수 없다. 아버지의 말씀은 ‘아버지가 

영원하듯이 영원한 것이다’, ‘아버지의 말씀은 아버지에게는 “너”이지만 

그것은 또 다른 아버지 “나”이다�, 등등. 이러한 삼위일체론의 제 2위격

인 말씀이 문자가 아닌 육화된 입말이라는 점은 분명하며 그 입말이 신

성과 다르지 않다는 점 또한 분명하다. 이 점에 근거하여 옹은, 입말은 

그 근원적 성격상 신성 그 자체라는 견해를 피력하고 있다. 그것은 무

엇보다도 입말이, 신성이 현시(顯示)된 것, 한 마디로 말하여, �성현�(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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顯, hierophany)이기 때문이다. 신의 현존은 곧 그 말씀의 현존인 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는 지상에서 생활하시는 동안 물론 가시적이었다. 그러나 

그분이 ‘가시적’이거나 ‘현시되었다’거나 ‘자신을 나타냈다’라고 말하는 것

은 그의 감각적 현존성을 시각분야에 한정시키지 않는다. 단지 시각을 모

든 감각의 대행자 또는 범형으로 삼는 것이다. ‘가시적’인 것이 ‘감각적’인 

것을 대변하는 셈이다. 그러나 ‘육화된 말씀’(the Word Incarnate)을 묘

사함에 있어서 시각의 주장(主張)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성육(成肉)은 신자

에게는 음향과의 특별한 관계를 보존한다. 육화된 그분은 ‘말씀’이기 때문

이다. 예수의 제자 중의 한 사람은 들을 뿐만 아니라 그의 눈으로 보고 손

으로 만진 것, 인간에게 ‘나타난’ 것이 ‘생명의 말씀’(요한복음 1:1)임을 말

할 수 있다. 기독교적 성현(神顯, hierophany)은 이런 의미에서 구두⋅청

각적이다. 그런데 신의 말씀에 적용될 때 ‘성현’의 개념 자체는, 이 개념이 

전적으로 시각적 지각에 뿌리를 두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는 한 궁지에 빠

진다 … 신이 ‘말씀’ 속에 자신을 드러내고 보여주신다면 신은 보다 근본

적으로 자신을 전달하신다. 신의 전달은 음향 속에서 최고도에 달한다

(Ong, 1967: 185-6). 

기독교의 교리에 의하면 인류의 죄를 대신하는 제 2위격은 ‘신의 아

들’이면서 그와 동시에 ‘신의 말’이다. 신은 아들의 ‘말’로써 자신을 현

시하며 그의 의지―신성―를 전달한다. 신은 인간의 모습을 한 그의 아

들을 통해서 자신을 ‘말’하도록 한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의 신은 구술

된 입말에 의해 알려진다. ‘신은 인간에게 말을 거는 존재’이지 글을 남

기는 존재는 아닌 것이다(Ong, 1982: 74). 옹에 의하면 입말이 그 성격

상 신의 말과 다른 것이 아닌 것은 그 입말은 ‘시각적 지각에 뿌리를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신의 몸―구두―을 빌어 소리―청각―로 전해지

는 것이기 때문이다. ‘신의 전달은 소리[음향]속에서 최고도에 달하게 되

는 것’이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그러하리라, 헛되이 내게 돌아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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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고 내가 보낸 목적을 이루며 내 의지를 수행하리라’(이사야 55: 

10-11).  

옹의 언어이론에 관한 이상의 설명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옹은 언어의 심층적 원천을 신성에서 찾고 있다는 점이다. 적어도 옹의 

이 견해는 맥클루한의 매체이론을 두 측면에서 부연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첫째로, 인간이 만들어낸 도구를 망라한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인

간의 매체를 광범위하게 제시하고 있는 맥클루한에 비하여, 옹은 그러한 

매체를 특별히 언어에 한정하여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다. 옹의 언어이론

의 주된 관심사는 입말과 글말의 차이와 그 관련에 있다. 그리하여 옹

은, 입말은 미분화된 감각을 갖추고 있는 것이라는 점에서 언어의 원형

에 해당한다는 점을 무엇보다도 강조하고 있다. 옹에 의하면 그 입말은 

‘모든 언어예술 형태 중 최상’(Ong, 1982: 137)의 것이다. 본 논문의 관

심사인 내러티브는 입말의 전형적인 것에 해당하며, 이 점에서 입말은 

모든 언어예술 형태 중 최상의 것이라는 옹의 말은 내러티브에도 그대

로 적용된다. 

둘째로, 옹은, 매체와 분리불가능한 형태로 결합되어 있는 것을 공감

각에서 찾고 있는 맥클루한에 비하여, 언어와 분리불가능한 형태로 결합

되어 있는 그것―언어의 ‘성격’―을 신성에서 찾고 있다는 것이다. 맥클

루한과는 달리 옹이 공감각을 신성의 개념으로 부연하고 있는 것은 맥

클루한의 공감각의 개념에는 애매성이 들어있기 때문이다. 맥클루한은  

공감각의 개념에 관하여 한편으로 사회학적 의미와, 또 한편으로 심리학

적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놓고 있다. 맥클루한의 공감각에

는 사회학적 의미와 심리학적 의미가 명확히 구분되지 않은 채 들어있

는 것이다. 맥클루한은 엘리아데를 인용하여 그가 언급하고 있는 ‘원시

사회’ 또는 ‘부족사회’가 탈신성화되기 이전의 성역을 뜻한다고 보고 있

지만 여전히 그 성역이 인류의 역사상 한 때 있었던 이상사회를 가리키

는 것인지, 지금 이 삶에 들어있고 또 여전히 이 삶에 작용하고 있는 

삶의 이상을 가리키는 것인지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 이 점은 엘리아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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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설명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말하자면 엘리아데와 맥클루한은 그 성

역을 시간상 어느 시대엔가 있었던 삶의 이상, 한마디로 말하여 시간을 

거슬러 올라갔을 때 만나게 되는 시간상 이전의 것으로 보는 것이다. 

이 관점은 특히 맥클루한이 밝히려고 애쓴 외재화 과정에 여실히 드러

나 있다. 맥클루한은 외재화 과정을 시간상 이전에 있었던 성역이 점차

로 타락하는 과정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볼 때 맥클루한이 매체를 성

립시키는 조건으로 들고 있는 공감각은 시간상의 과거에 있었던 것으로 

생각되는 것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이 점에서 맥클루한의 공감각은 

매체의 경험적 조건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맥클루한의 이론

이 비록 ‘매체존재론’으로 불린다 할지라도 매체에 관한 그의 설명에는 

경험적 색채가 들어있는 것이다. 그러나 매체의 심층적 원천을 경험적 

조건에서만 찾을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니다. 맥클루한의 뒤를 이어 언

어이론을 확립하고 있는 옹은 그러한 관점을 뒷받침하고 있다. 맥클루한

의 공감각을 신성의 개념에 비추어 부연하고 있는 옹의 언어이론은 그 

애매성을 극복하기 위한 시도라고 볼 수 있다. 

한편, 맥클루한과 옹은 인간의 미분화된 감각―맥클루한의 용어로는 

공감각, 옹의 용어로는 신성―이 활자매체와 글말에 의해서 타락해 가는 

과정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는 점을 여기서 언급해둘 필요가 있을 듯하

다. 맥클루한과 옹은 이러한 의미에서의 외재화 과정에 누구보다도 관심

을 가지고 있다.20) 옹이 특별히 내러티브를 강조하고 있는 것은 이 외

재화 과정에서 비교적 덜 타락한 언어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여 내러

티브는 미분화된 감각이 덜 외재화된 언어인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판

단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활자매체와 글말에 의해서 타락된 미분화된 감

20) 맥클루한의 책에서도 충분히 강조되고 있듯이 그는, 외재화 과정은 개인화⋅

계량화⋅균질화⋅선형화⋅파편화 과정으로 파악한다. 이 점은 옹에게서도 마

찬가지로 확인된다.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옹은 라무스에 관한 연구로 널리 

알려져 있지만 그가 특별히 라무스에 주목한 것은 라무스가 입말에서 글말로

의 외재화 과정을 전형적으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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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이 사전에 명확한 형태로 설정되어 있는 것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러한 관점은, 맥클루한과 옹의 의도와는 별도로, 말과 그것에 의해서 

실현되는 ‘내용’을 분리시키는 사고방식과 다르지 않다. ‘매체가 곧 내

용’이라는 그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맥클루한의 매체이론은 매체에 의해 

전달되는 내용―‘존재의 변화’―을 매체에 시간상 앞서서 설정하는 분리

적 사고방식을 보여주고 있다. 이 점은 옹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옹

이 강조하고 있는 신성 또한 말에 앞서서 주어져 있는 것, 말에 의해 

전달되기에 앞서서 확립되어 있는 것으로 지각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맥클루한과 옹에게서 분리적 사고방식이 어른거리고 있는 것은 그들이 

외재화 과정에만 관심을 가질 뿐, 정작 그 외재화된 것이 외재화되기 

이전의 것으로 되돌아가는 과정―내면화 과정―의 ‘방편’이 된다는 것을 

정당히 존중하지 않았기 때문이다.21) 외재화 과정은 마냥 안의 것이 밖

의 것과 분리하여 왜곡되는 과정일 수만은 없다. 외재화 과정은 또한 

외재화되기 이전의 것을 내면화하는 도구―더 정확히는 방편―를 마련하

는 과정이다(박종덕, 2011b: 59). 옹이, 말이 글로 외재화되는 과정을 

밝히는 자신의 글에 그 부제로 ‘말을 도구로 만들어가는 과정’(the 

technologizing of the word)이라는 단서를 덧붙인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고 해야 할 것이다. 

옹은 내러티브가 언어의 원형이라는 점을 밝히며 그것에는 신성이 깃

들어 있다는 점을 분명히 말할 뿐, 바로 그 내러티브에 의해서 신성이 

회복되는 과정은 설명하지 않는다. 이 신성이 회복되는 과정은 외재화 

과정과 대비하여 ‘내면화 과정’이라고 부를 수 있다. 내러티브이론의 진

정한 의의는 신성의 외재화 과정을 밝히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으며 내

21) 방편은 도구나 수단과 다르다는 점, 특히, 교육적 전달사태에서의 교과는 수

단목적 관계에서의 도구―수단―가 아니라, 심성함양을 가능하게 하는 방편

으로 파악되어야 한다는 점, 그리하여 교육은 수단목적 관계가 아닌 심성방

편의 관계에 비추어 설명되어야 한다는 점에 관해서는 이홍우, 「심성과 방

편」, 강의록, 성경재, 2004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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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화 과정이 보태질 때만이 비로소 온전한 모습을 띨 수 있다(박종덕, 

2011b). 칼러에 의하면 인간이 종교적 의식에 참여하는 동안에 신성을 

획득할 수 있는 것은 그 종교적 의식의 한 부분을 이루고 있는 언어적 

표현―내러티브―때문이다. 칼러는 내러티브가 내면화되는 과정에는 ‘영

혼의 깊이, 감각영역의 너비, 상징의 상승의 높이’(Kahler, 1973: 67)라

는 세 가지 차원이 들어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내러티브의 내면화

의 그 세 차원은 교육적 전달 사태에서 내러티브를 설명하고자 할 때 

반드시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한 것들이다. 옹의 내러티브이론을 

발판으로 삼아 교육학적 맥락에서 내러티브를 살펴보아야 할 이유 또한 

바로 여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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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교과이론과 내러티브이론

교과의 내면화는 교육학의 항구적 탐구과제 중의 하나이다. 이것은 

곧, 교과의 내면화가 무엇을 뜻하며 어떻게 가능한가 하는 것은 결코 

쉽게 밝혀질 수 있는 이론적 과제가 아니라는 뜻이다. 그럼에도 불구하

고 교과의 내면화가 말의 형태로든 글의 형태로든 언어를 매개로 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점은 분명해 보인다. 이 점에서 시사되는 한 가지 

사실은, 언어 이론은 교과의 내면화를 설명하는 데에 중요한 단서가 된

다는 점이다. 목하의 내러티브이론 또한 언어 이론의 하나이며, 바로 그 

점에서 내러티브이론을 조명하는 것은 교과의 내면화 이론을 타당하게 

설명하는 데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내러티브는 신성을 원천

으로 하여 성립한다는 앞 장의 논의는 내러티브이론이 교과의 내면화 

이론에서 차지하는 정당한 위치를 직접적으로 시사하고 있다. 

내러티브이론이 교육학적 맥락에 적용된 것은 브루너의 교육과정이론

에 힘입은 바 크다. 브루너는 이른바 ‘전기 이론에서 후기 이론으로의 

전환의 과정’에서 내러티브이론을 도입하고 있다. 그 전환은 브루너의 

학문적 생애상 전기에서 강조된 ‘지식의 구조’를 후기에 이르러 ‘문화’로 

대체한 것을 뜻한다(Bruner, 1996). 이 전환의 과정에서 브루너는 문화

를 전달하는 적합한 언어의 하나로 내러티브를 소개하고 있다. 물론 브

루너의 전기의 견해―지식의 구조 이론―와 후기의 견해―문화 이론―사

이에 과연 ‘전환’이라고 할 만한 것이 있는가, 그에 상응하는 현격한 차

이가 있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은 자세한 고찰을 필요로 한다. 교육내용

의 성격이 지식의 구조에 비추어 규명되던 전기의 견해가 문화에 비추

어 규명하는 후기의 견해로 대체되었다고 할지라도, 과연 그 대체가 어

떤 성격의 것인가 하는 것은 결코 분명치 않은 것이다. 

지식의 구조에서 문화로의 전환이 단순히 기존의 교육내용을 그것과

는 상이한 것으로 대체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기존의 교육내용과는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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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을 달리하는 또 하나의 교육내용을 추가하기 위한 것이라면 문화를 

전달하는 언어로 강조되고 있는 내러티브 또한 새롭게 재조명될 여지가 

없지 않다. 브루너가 문화를 전달하는 언어로 문학을 본고장으로 하는 

내러티브를 원용하고 있는 것은 그것이 일상의 삶에서 전해지고 구성되

는 ‘이야기’의 하나이기 때문이다. 대체로 내러티브는 일상의 삶에서 펼

쳐지는 작은 이야기로 받아들여지는 것이다. 그러나 내러티브가 입으로 

전해지는 이야기를 뜻한다고 하여 그것을 일상의 경험적 이야기의 하나

로만 받아들이는 것은 내러티브이론의 의의를 한정하는 것에 지나지 않

는다. 교육적 전달사태에서 교사에 의해서 말해지는 언어―교육적 전달

어―또한 내러티브에 해당한다고 보아 하등 이상할 것이 없는 것이다. 

그리고 교사의 그 교육적 전달어는 결코 일상의 경험적 언어와는 동일

한 성격의 것일 수 없다. 앞서 내러티브이론을 조명하는 것은 교과의 

내면화 이론을 타당하게 설명하는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언급하

였거니와, 내러티브는 교사와 학생이 교과를 매개로 하여 교섭하는 교육

적 전달사태에 비추어 재조명될 수 있고 또 재조명되어 마땅하다. 

1. 지식의 구조와 문화 : 교과이론의 재조명 

특정한 학자의 관점을 전기의 견해와 후기의 견해로 구획하여 파악하

는 것은 거의 학문적 관례가 되어 왔다 싶을 정도로 학자들 사이에 널

리 시도되고 있다. 브루너의 교육과정이론 또한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그러한 시도는 자칫하면 전기의 견해와 후기의 견해를 서로 동떨어진 

것으로 취급하여 그 사이에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연속적 관련을 도외시

할 가능성이 있다. 브루너의 견해를 전기와 후기로 나누는 것이 가능하

고 또 그 각각의 시기에 따라 그의 견해를 조명할 수 있다손 치더라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그의 견해를 전체적 맥락에서 파악하기 위한 설명의 

편의를 위한 것에 불과할 뿐, 그 양자의 관련이 여전히 규명될 필요가 

있는 것은 이러한 이유에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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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하간 브루너의 전기 견해라고 하는 것은 그의 「교육의 과정」 (The 

Process of Education, 1960)에서 제시된 바 있는 ‘지식의 구조’ 이론

이다. 브루너가 언급하고 있는 지식의 구조의 의미를 밝히는 데에는 듀

이(John Dewey, 1859-1952) 이래로 교육학에서 꾸준히 이론적 관심사

가 되어 온 ‘논리와 심리’의 문제에 비추어 조명해 보는 것이 그 한 가

지 방도가 될 수 있다(박재문, 2003: 11). 논리와 심리의 문제는 브루너

의 지식의 구조 이론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으며, 나아가 지식의 구

조 이론에 적용될 때에 좀 더 분명한 형태로 구체화된다(박재문, 2003;  

박종덕, 2010: 160ff). 

듀이의 교육이론에서 논리와 심리의 문제는 교육내용의 조직방식과 

관련하여 취급되고 있다. 듀이는 「아동과 교육과정」(The Child and 

the Curriculum, 1902)에서 출발하여 「우리는 어떻게 사고하는가」

(How We Think, 1910)를 거쳐 「민주주의와 교육」(Democracy and 

Education, 1916)에 이르기까지 논리와 심리의 관련에 비추어 교육내

용의 조직방식을 밝히고 있다. 듀이의 이 세 가지 책은 논리와 심리의 

구분이 정당히 존중되지 않은 채, 논리가 심리에 의해 대체되어 가는 

순차적 과정을 보여주고 있으며, 그에 상응하여 교육내용의 조직방식이 

교과에서 생활로 바뀌어가는 양상을 드러내고 있다. 

먼저 언급해 둘 것은 듀이가 논리와 심리의 문제를 거론하고 있는 것

은 전통적 교육에서 강조된 교과가 교육내용의 조직방식으로 타당한 것

인가에 관한 그의 문제의식 때문이라는 점이다. 듀이에 의하면 전통적 

교육에서 교과는 완성된 ‘기성의 형태’로 학생에게 주어지며, 따라서 이

러한 교과는 교육을 받는 학습자의 흥미는 고려하지 않은 채, 단지 학

습자가 배워야 할 것으로만 강요되는 것일 뿐이다. 듀이의 이러한 비판

에서 논리와 심리는 각각 기성의 완성된 교과―논리―와 학습자의 흥미

를 반영하고 있는 교과―심리―에 상응한다고 볼 수 있다. 물론 듀이는 

이러한 의미에서의 교과의 논리를 인정하지 않으며, 그런 만큼 듀이가 

점점 교과의 논리를 교과의 심리에 가까운 형태로 재해석할 것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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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은 충분히 짐작가능하다. 실지로 듀이는 전통적 교과에 대한 비판을 

담고 있는 다음의 글에서 의도적으로 교과의 논리를 경험의 논리―‘경험

의 논리적 측면’―로 설명하고 있다. 이 점은 교과의 심리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듀이는 교과의 심리를 경험의 심리―‘경험의 심리적 측

면’―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아마 경험의 논리적 측면과 심리적 측면을 서로 구분하고 양자를 관련

짓는 것이 유용할 것이다. 전자는 교과 그 자체를 가리키며, 후자는 교과

가 아동과 관련되는 방법을 가리킨다. 경험의 심리적 측면을 기술하기 위

해서는 경험이 실지로 성장해 가는 과정을 따라야 한다. 심리적 측면은 시

간 계열에 따라 실지로 거쳐 지나가는 단계로 표시되며 그 단계 중에는 잘

된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것도 있다. 여기에 비하여 논리적 측면

은 발달의 과정이 특정한 완성 단계에 도달해 있는 것을 나타낸다. 경험의 

논리적 측면은 과정을 문제삼는 것이 아니라, 결과만을 문제삼는 것으로

서, 도달된 결과를 그것에 도달하기까지 실지로 거쳐 온 단계로부터 분리

하여 요약하고 정리해 놓은 것이다(Dewey, 1956: 19). 

   

듀이의 저작 중에서 「학교와 사회」(The School and Society, 1899)

와 함께 비교적 초기 저작이라고 볼 수 있는 「아동과 교육과정」(1902)

은 이후의 「우리는 어떻게 사고하는가」나 「민주주의와 교육」에서와는 

달리 논리와 심리를 명확히 대비시키고 있다. 위에서 소개한 듀이의 설

명은 그 단적인 예이다. 위의 설명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듀이가 관심

을 두고 있는 논리와 심리의 대비는 곧, 경험의 논리와 심리의 대비이

다. 이것은 무엇보다도 듀이에게 교과는 결코 학생의 경험과 분리될 수 

없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적어도 듀이에 관한 한, 교과의 논리와 심리는 

경험의 논리와 심리와 다른 것이 아니다. 듀이에 의하면 교과의 논리는 

‘교과 그 자체’를 뜻하는 것으로서, 아동의 경험의 ‘발달의 과정이 특정

한 완성 단계에 도달해 있는 것’을 가리킨다. 이에 비하여 교과의 심리

는 ‘교과가 아동과 관련되는 방법’을 뜻하는 것으로서, ‘경험이 실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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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해 가는 과정’을 가리킨다. 이 점에서 듀이가 언급하고 있는 교과의 

논리와 심리는 각각 ‘전문가 또는 교사에게 이해되는 상태로서의 교과’

와 ‘아동 또는 학습자의 마음속에 발달되어 가는 과정의 교과’를 가리킨

다는 해석은 충분히 가능하다(박재문, 2003: 55). 

그런데 듀이가 교과의 논리와 심리를 명확히 대비시키고자 했을 때 

그의 의도는 교과의 논리와 심리 사이에는 모순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밝히는 데에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이 점은 ‘경험의 논리적 측면은 

과정을 문제삼는 것이 아니라, 결과만을 문제삼는 것으로서, 도달된 결

과를 그것에 도달하기까지 실지로 거쳐 온 단계로부터 분리하여 요약하

고 정리해 놓은 것이다’는 듀이의 말에 직접적으로 시사되어 있다. 듀이

의 이 말에서 교과의 논리와 심리는 ‘결과’와 ‘과정’의 용어로 설명되며 

그 양자는 분리된 것으로 파악된다. 듀이에 의하면 교과의 논리는 ‘발달

의 과정이 특정한 완성 단계에 도달해 있는’ 교과로서, 시간 계열에 따

라 실지로 거쳐 가는 과정에 있는 교과―교과의 심리―와 분리된 상태로 

존재한다. 이러한 의미에서의 교과의 논리는 학습자의 경험―교과의 심

리―과 관련을 맺지 못한 채, 학습자 바깥에서 이미 주어져 있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 듀이의 견해이다. 

듀이가 교과의 논리와 심리를 결과와 과정의 용어로 설명했을 때, 그

는 ‘결과’로서의 교과와 ‘과정’으로서의 교과를 각각 교과의 완성태와 현

실태를 뜻한다고 보았을지 모른다. 나아가 듀이는 교과의 완성태가 교과

의 현실태와 별도로 사전에 확립되어 있는 것이라고 간주했을 법하다. 

그리하여 듀이의 비판은 그러한 의미에서의 교과의 완성태를 겨냥하고 

있다. 그러나 듀이가 파악한 교과의 완성태는 교과의 현실태와 동일한 

수준의 것이라는 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하여 듀이가 언

급하고 있는 교과의 완성태는 또 하나의 교과의 현실태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교과의 논리가 ‘전문가 또는 교사에게 이해되는 상태로서의 교

과’를 뜻하는 것이 될 때, 그러한 교과의 완성태는 ‘아동 또는 학습자의 

마음속에 발달되어 가는 과정의 교과’와 조금도 다름없이 학습의 과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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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면에서 교과를 파악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만약 듀이가 교과

의 완성태의 진정한 성격을 충분히 밝히고자 하였다면 그 교과의 완성

태는 교과의 현실태와 차원을 달리하여 존재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마땅

하다. 말하자면 교과의 완성태는 교과의 이상태와 다르지 않는 것으로

서, 교과를 내면화하는 과정에 의해 획득되는 것이되, 그 획득의 과정과

는 차원을 달리하는 표준이라고 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다. 이하 

참조. 

이와 같이 교과의 심리와 함께 교과의 논리를 밝혀야 하는 것은 그 

교과의 논리가 교과를 배우는 일의 성격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교과를 

배우는 일은 교과의 논리로 지칭되는, 교과학습의 표준적 의미에 비추어 

설명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나 듀이는 교과의 논리를 이와는 상이한 

관점에서 설명하고 있다. 듀이 또한 ‘경험의 논리적 측면과 심리적 측면

을 서로 구분하고 양자를 관련짓는 것이 유용하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그 유용성은, 종래의 교육에서 교과의 논리는 학습자의 경험과 유리된 

것이라는 점을 비판하는 데에 있을 뿐이다. 듀이에 의하면, 교과의 논리

가 학습자의 경험과 유리된 것을 가리키는 한, 그러한 교과는 ‘학습자의 

마음의 자발적 성향’을 이끌어낼 수 없다.

주제의 분할, 요소들의 정의, 요소들의 일반화, 체계적 요약 등의 기능

을 습관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마음에는 더 이상 논리적 방법에 대한 훈련

을 보탤 필요가 없다. 그 논리적 방법을 훈련해야 하는 사람에게는 그러한 

몇몇 기능들이 아직 갖추어져 있지 않다고 하여, 논리적 방법의 훈련은 전

문가의 마음이 정점에 도달한 것에서 시작하여야 한다고 가정하는 것은 터

무니없는 것이다. 교과의 관점에서 본 논리적인 것은 목표, 즉 훈련의 종

착점일 뿐, 결코 출발점이 아니다. 한 가지 틀림없는 사실은, 마음은 어떤 

발달 단계에 있는 것이든 그 자체로 논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자발적

인 성향에 호소하고 자료를 다양한 수준에서 제시하는 것은 논리적 고려사

항을 온전하게 실현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오류이다. 그러한 생각은 

호기심, 추론, 실험, 검증이 이미 학생의 삶에서 많은 역할을 하고 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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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을 간과하고 있는 것이다. 그것은 개인들이 보다 자발적으로 행하는 

놀이와 공부 안에 들어있는 ‘지적’ 요소를 과소평가하는 것이다. 이러한 지

적 요소만이 진정으로 교육적인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정상적인 아동의 

경험 속에 자연스럽게 작동하고 있는 사고 양식을 지각하고 있는 교사라면 

그는 어렵지 않게 기성의 교과체제가 곧 교과의 논리라는 관점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그는 기성의 체제로 조직된 교과를 교과의 

논리로 보는 그 오류를 벗어나느라 교과에 관한 논리적 고려사항을 전적으

로 도외시하는 잘못을 범하지도 않을 것이다. 이러한 교사는, 심리적인 것

과 논리적인 것은 서로 반대되는 것이 아니라(심지어 서로 별개의 것이 아

니라), 정상적⋅연속적 성장과정의 초기와 후기 단계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 것이다(Dewey, 1910: 42). 

듀이의 이 설명에 의하면 교과의 논리는 ‘논리적 방법’―‘주제의 분할, 

요소들의 정의, 요소들의 일반화, 체계적 요약 등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줄 아는 것을 뜻한다. 이 점에서 교과의 논리는 그러한 논리적 

방법에 대한 훈련을 필요로 하는 학습자의 마음이 아니라, 이미 그 논

리적 방법을 갖추고 있는 ‘전문가의 훈련된 마음’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다. 앞서 듀이가 기성의 교과를 교과의 논리로 보는 종래의 관점을 

비판하고 있다고 언급하였거니와, 듀이는 그러한 ‘전문가의 마음’을 교

과의 논리로 간주하여 그것을 학습의 과정에 앞서 제시되는 ‘출발점’으

로 파악하는 것은 그릇된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듀이가 보기에는 ‘교

과의 관점에서 본 논리적인 것은 목표, 즉 훈련의 종착점일 뿐, 결코 출

발점이 아니다.’ 전문가의 마음으로 지칭되는 그 교과의 논리는 학습의 

과정에 선행하는 출발점의 하나로 사전에 제시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학습의 과정에 뒤따라오는 결과―듀이의 용어로는 ‘종착점’

―로 파악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듀이의 이 설명에서 확인할 수 있는 한 가지 사실은, 교과의 논리는 

‘주제의 분할, 요소들의 정의, 요소들의 일반화, 체계적 요약 등의 기능’

을 훈련하는 일―한 마디로 말하여, 지적 훈련―의 목표에 해당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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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이다. 실지로 듀이는 위의 설명이 제시되어 있는 「우리는 어떻게 사

고하는가」의 5장의 제목을 ‘지적 훈련의 수단과 목적으로서의 심리적인 

것과 논리적인 것’으로 적고 있다(p. 39). 듀이가 보기에는 교과의 논리

는 지적 훈련의 목표에 해당하며 교과의 심리는 지적 훈련의 수단에 해

당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듀이는 교과의 심리와 논리를 수단과 목적의 

관계로 보면서도 정작 교과의 논리는 교과의 심리 안에 있다는 이해하

기 힘든 주장을 펼치고 있다. 듀이에 의하면 교과의 논리는 ‘개인들이 

보다 자발적으로 행하는 놀이와 공부 안에 들어있는 것’이며, 나아가 학

습의 과정 안에서 실현되는 그러한 것이야말로 ‘진정으로 교육적인 것’

이다. 교과의 논리는 ‘정상적인 아동의 경험 속에 자연스럽게 작동하고 

있는 것’, 그리하여 ‘마음은 어떤 발달 단계에 있는 것이든 그 자체로 

논리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말하자면 교과

의 논리는 학습자가 자발적으로 무엇인가를 할 때에 학습자의 그 자발

적 행위 안에서 그 나름으로 실현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교과의 심리와 논리 사이에 수단-목적의 관계가 성립한다는 것은 ‘수

단과 목적으로 지칭되는 그 두 항이 개념상 무관할 때, 그리고 양자가 

사실상으로 관련을 맺을 때’(이홍우, 2018: 22)를 가리킨다. 수단-목적 

관계의 이 정상적 의미에 충실하자면 교과의 논리는 교과의 심리 안에  

있다는 듀이의 주장은 이해불가능한 것으로 된다. 교과의 심리와 논리가 

수단-목적의 관계로 연결되어 있는 한, 교과의 논리는 학습의 과정―교

과의 심리―에 앞서서 사전에 주어져 있는 별도의 것으로 파악된다. 그

러나 듀이는, 지적 훈련의 목표가 그 수단 안에 있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듀이는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심리적인 것과 논리적인 것

은 서로 반대되는 것이 아니라(심지어 서로 별개의 것이 아니라), 정상

적⋅연속적 성장과정의 초기와 후기 단계로 연결되어 있다’는 주장을 하

고 있다. 듀이는 심리적인 것과 논리적인 것을 수단-목적의 관계로 파

악하면서도, 정작 그 양자를 분리불가능한 형태로 ‘연속적’인 것이라고 

파악하고 있는 것이다.



- 99 -

사실상 듀이의 의도는, ‘자연적⋅심리적 활동은 논리적 고려사항에 의

해서 의식적으로 통제되지 않을 때에도 그 자체로 지적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밝히는 데에 있었다(pp. 42-3). 듀이가 보기에는 굳이 교

과의 논리를 앞세우며 그것을 교과학습의 목표로 삼을 필요가 없으며, 

나아가 그러한 목표는 자연적⋅심리적 활동에 종사하는 것―교과의 심

리―만으로도 충분히 그 안에서 달성될 수 있다. ‘의식적⋅의도적 사고

기술은 그것이 성취되었을 때에는 습관적⋅2차적 천성이 된다는 것’, 그

러한 의미에서의 사고기술은 ‘타고난 성향과 태도를 나타낸다는 점에서 

변덕이나 충동과 조금도 다름없이 심리적인 것―또는 개인적인 것―으로 

형성된다는 것’이다(p. 44). 듀이에 의하면 교과의 논리는 ‘자연적⋅심리

적 활동’이 갖추고 있는 것으로서 ‘심리적인 것’ 또는 ‘개인적인 것’의 

한 부분을 이루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 듀이의 이 견해를 그가 언급하

고 있는 ‘목표’와 ‘수단’의 용어로 다시 말하면, 목표―교과의 논리―는 

그 자체로 의미를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것을 달성하는 데

에 수단이 되는 것―교과의 심리―의 ‘안’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된다. 

듀이가 수단과 목표에 각각 해당하는 심리적인 것과 논리적인 것을 분

리불가능한 형태의 연속적인 것으로 파악한다는 점은 앞서 언급한 바 

있거니와, 이제 교과의 논리와 심리가 연속성을 띠고 있다는 그의 그 

견해는 교과의 논리가 교과의 심리 안에 있다는 또 다른 견해로 되풀이

되고 있다. 듀이가 보기에 교과의 논리는 교과의 심리와 연속성을 이루

며 그 교과의 심리 안에 있는 것이다. 적어도 듀이에 관한 한, 수단-목

적 관계에서의 목적은 그 수단 안에 있는 것으로서 수단과 연속성을 이

루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그러나 이러한 듀이의 견해가 수단-목적 

관계의 정상적인 의미와 어느 정도 부합하는지는 충분히 의문시될 수 

있다. 

활동이 계속되어 나가도록 과정을 완결하는 것과 대조적으로, 활동의 

외부에서 부과된, 다분히 정태적 성격을 띤 목적이 있다. 이 목적은 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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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고정되어 있는 것으로서, 도달하거나 소유할 ‘구체적 대상’을 가리키는 

것으로 파악된다. 목적을 이런 것으로 생각할 때, 활동은 그 자체로서 의

의나 중요성을 가진 것이 아니라, 그와는 다른 어떤 것을 위한 불가피한 

수단에 불과한 것이 된다. 목적과 비교해 보면, 그것은 오직 필요악일 뿐

이다. 활동은 목적에 도달하기 위해서 거쳐야 할 그 무엇에 지나지 않으

며, 여기서 가치있는 것이라고는 오직 목적 그것뿐이다.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외적 목적은 목적과 수단의 괴리를 가져온다. 여기에 비하여 

활동의 내부에서 그 활동을 이끌기 위한 계획으로서 생겨난 목적은 목적인 

것과 동시에 수단이며, 여기서 목적과 수단은 편의상의 구분에 지나지 않

는다. 일체의 수단은 우리가 아직 달성하지 않은 잠정적인 목적이요, 일체

의 목적은 그것이 달성되는 순간, 그 이후의 다른 활동을 수행하는 수단이 

된다. 우리가 하고 있는 활동의 장차의 방향을 나타내려고 할 때 우리는 

그것을 목적이라고 부르며, 현재 활동의 방향을 나타내려고 할 때는 수단

이라고 부른다. 수단으로부터 유리된 목적은 어떤 것이든지, 그만큼 활동

의 의의를 감소시키며, 따라서 우리의 활동은 할 수만 있다면 기피해야 할 

성가신 것으로 되고 만다(Dewey, 1916/2007: 179-80).

듀이의 이 설명에서 관심을 끄는 것은 ‘목적인 것과 동시에 수단’이라

는 그의 주장이다. 듀이는 이 주장을 대비되는 두 가지 목적관에 비추

어 그 타탕성을 밝히고 있다. 그 두 가지 목적관은 ‘활동의 외부에서 부

과된 것’을 목적으로 보는 관점과 ‘활동의 내부에서 생겨난 것’을 목적

으로 보는 관점으로 요약된다. 조금 더 자세히 부연하면 활동의 외부에

서 부과된 목적은 ‘고정되어 있는 것’, ‘도달하거나 소유할 구체적 대

상’, 한 마디로 ‘외적 목적’이며, 활동의 내부에서 생겨난 목적은 ‘활동

이 계속되어 나가도록 과정을 완결하는 것’, ‘활동을 이끌기 위한 계획

으로서 생겨난 것’, 앞의 외적 목적에 대비하여 ‘내적 목적’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다. 듀이에 의하면, ‘외적 목적은 목적과 수단의 괴리를 가

져오는 것’으로서, ‘활동은 목적에 도달하기 위한 그 무엇에 지나지 않

는 것’일 뿐, ‘그 자체로서 의의나 중요성을 가진 것이 아닌 것’으로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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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된다. ‘수단으로부터 유리된 목적은 어떤 것이든지, 그만큼 활동의 의

의를 감소시킨다’는 것이다. 

이러한 외적 목적의 대안으로 제시되는 내적 목적에 관하여 듀이는, 

수단은 ‘현재의 활동의 방향을 나타내는’ 것임에 비하여 목적은 ‘활동의 

장차의 방향을 나타낸다’거나, ‘일체의 수단은 우리가 아직 달성하지 않

은 잠정적인 목적이요, 일체의 목적은 그것이 달성되는 순간, 그 이후의 

다른 활동을 수행하는 수단이 된다’는 설명을 제시하고 있다. 듀이의 이 

복잡한 설명을 간단히 말하면 ‘일체의 목적은 그것이 달성되는 순간, 그 

이후의 다른 활동을 수행하는 수단이 된다’는 것으로 된다. 이것이 이른

바 ‘목적과 수단의 동시적 공존성’을 뜻하는 ‘목적과 수단의 연쇄’이다

(Dewey, 1916/2007: 180 역주). 듀이는 이 목적과 수단의 연쇄에 근거

하여 목적은 곧 수단이며, 나아가 활동은 그 자체로서 의의를 가지고 

있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듀이는, 수단을 강구하여 달성된 목적은 그 다음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수단이 되는 것―목적과 수단의 연쇄―이면서 목적은 수단 안에 있

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지만, 그 목적은 수단을 강구하기에 앞서서 설정

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목적은 수단에 시간상 이전에 있는 ‘계획되 

는 것’, 듀이의 더 정확한 용어로는, ‘예견되는 결과’이다. 수단과 목적

의 연쇄는 이 예견되는 결과를 점차로 실현해 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중요한 사실은, 이 예견되는 결과는 그 최종적 완성태를 미완으로 

남겨둔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그 결과는 개인이 의도한 것, 개인이 그 

가치를 납득할 수 있는 것―문제 해결―일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듀이

가 수단 안에 목적이 있다며 양자의 연쇄를 주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

고 그에게 활동은 개인이나 집단에게 유용한 것으로 판단되는 것을 효

과적으로 성취하는 목적달성 행위에 지나지 않는다. 목적은 수단 안에 

있다는 듀이의 주장은 표면상 수단-목적의 관계를 부정하는 것처럼 보

이지만 여전히 그의 견해가 수단-목적의 관계를 예시한다고 볼 수 있는 

것은 이러한 이유에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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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자의 경험에서 시작하여 거기서부터 과학적 처리의 올바른 방식으

로 발달해 나가는 ‘발달적 방법’은 흔히 전문가의 ‘논리적 방법’에 대비하

여 ‘심리적 방법’이라고 불린다. 심리적 방법을 쓰면 분명히 시간은 많이 

걸리지만, 거기서 얻어지는 뛰어난 이해와 생생한 흥미는 그 손해를 보충

하고도 남는다. 학생은 자신이 배우는 것을 적어도 이해하기는 하는 것이

다. 뿐만 아니라 일상적으로 알고 있는 자료에서 뽑아낸 문제들과 관련지

어서 과학자가 그 완성된 지식에 도달하는 방법을 그대로 따라가면서 가르

치면, 학생은 그의 주위에 있는 자료를 혼자서 다루는 힘을 가지게 될 것

이며, 오직 상징에 의해서만 의미가 표현되어 있는 내용을 배우는 데에서 

따라오는 정신적 혼란과 지적 혐오감을 피할 수 있을 것이다 … 과학 분야

로 계속 나가서 전문가가 되는 소수 학생도 순전히 전문적이고 상징적인 

용어로 진술되어 있는 많은 양의 정보를 들이붓듯이 배우는 것보다는, 그

런 식으로 배우는 것이 훨씬 훌륭한 준비가 된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사실상, 성공적인 과학자가 되는 사람들은 스스로의 힘으로 전통적인 학문

적 과학 수업이 파놓은 함정에서 용하게 빠져나오는 사람들이다(Dewey, 

1916/2007: 335-6). 

듀이는 이 대목에서 교과의 논리와 심리를 논리적 방법과 심리적 방

법으로 대비시키며, 교과가 ‘심리적 방법’을 따를 때 전통적 교과의 ‘함

정’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고 본다. 듀이가 보기에 교과의 심리에 비추어 

교과의 논리를 파악하지 않을 때에는 교과의 논리가 파놓은 ‘함정’에 빠

지고 만다. 듀이가 강조하는 그 ‘심리적 방법’은 ‘학습자의 경험’이나 

‘학습자가 일상적으로 알고 있는 자료’를 출발점으로 삼는 것을 가리킨

다. 무엇보다도 듀이는, 교육은 아동의 경험 안에서 발달해 가는 과정―

교과의 심리―을 고려해야 한다고 본다. 그리하여 듀이는 학습자가 배워

야 할 것―교과의 논리―과 학습자가 배우고 싶어 하는 것―교과의 심리

―사이에 있을 수 있는 그 격차는 완화되어야 하는 것이며, 그 양자의 

거리를 완화하는 것은 ‘심리적 방법’을 따를 때에 비로소 가능하다고 본

다. 듀이에 의하면 기성의 형태로 학습자에게 주어지는 ‘전문적인 기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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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상징’으로 이루어져 있는 교과는 학습자에게 넓은 범위의 지식을 빠

른 시간에 적은 노력으로 전달하기에 효과적인 것일 뿐, 학습자의 ‘뛰어

난 이해와 생생한 흥미’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것이다. 그리하여 듀이는 

의미를 파악하기 쉽지 않은 상징에 불과한 교과 그 자체를 제시하는 것

은 학습자로 하여금 전문적인 정보를 어느 정도 습득할 수 있게 할 수 

있을지언정, 정작 그 정보가 학습자와 어떤 관련을 맺고 있는지를 추적

하는 것은 불가능하게 만든다고 언급한다. 말하자면 학습자에게 그의 경

험과 분리된 채 강요되는 교과 그 자체―교과의 논리―는 ‘괴상한 단어’

에 불과하다는 것이 듀이의 견해이다(Dewey, 1916/2007: 334). 

교과의 논리와 심리에 관한 듀이의 견해를 분석하고 있는 허스트에 

의하면 교과의 논리와 심리 문제는 ‘학교에서 수학, 물리학, 역사학과 

같이 서로 뚜렷이 구별되면서 내부적으로 결합력이 강한 학문을 교과로 

가르칠 것인지, 아니면 위와 같은 1차적 구분에서 나온 요소들을 가지

고 2차적으로 조직한 지식―“이웃”, “권력”, “17세기 사상”과 같은 단원

―을 교과로 가르칠 것인지의 문제로 귀착된다’(Hirst, 1967/2009: 

275). 허스트는 전자의 논리적 조직―학문이 교과로 조직된 것―과 후자

의 심리적 조직―생활의 문제가 교과로 조직된 것―을 가리켜, 각각 ‘지

식의 형식’(Forms of Knowledge)과 ‘지식의 분야’(Fields of 

Knowledge)로 지칭하고 있다. 이어서 허스트는, 그 중 지식의 분야―교

과의 심리적 조직―가 지식의 형식―교과의 논리적 조직―에 비하여 학

생들의 흥미를 불러일으키는 데에 훨씬 유리하며 학생들의 학습을 효과

적으로 이끌게 된다는 점을 언급하고 있다. 허스트에 의하면 교과의 논

리와 심리에 관한 듀이의 견해는 이러한 지식의 분야를 제안하는 것으

로 귀결된다. 그러나 지식의 분야는 ‘철학적 논의를 통하여 결정될 문제

가 아닌 것’이며, 오직 ‘여러 가지 실제적 필요’에 의하여 결정될 문제

인 것이다(p. 275, 255). 이것은 곧, 지식의 분야에는 ‘엄밀한 의미에서

의 논리적 조직이라는 것이 없다’는 것을 뜻한다(p. 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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듀이가 교과의 논리적 계열을 곧이곧대로 따르는 교수 방법을 반대한 

것이라면 그의 비판은 타당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교과의 논리적 계열은 

학생들이 교과를 배워나갈 때에 밟게 되는 시간적 계열과 혼동될 것이 아

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문제에 관한 듀이의 논평은 과학을 비롯한 여러 

지식의 형식에 각각 오직 하나의 논리적 계열만이 존재한다는 것을 시사한

다는 점에서 오해의 여지를 남기고 있다. 사실상, 지식의 형식에는 그 지

식의 영역 내의 타당한 설명이 갖추어야 할 고유한 논리적 특징들을 나타

내는, 비슷한 종류의 논리적 계열이 여러 개 있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듀이의 설명은 교사가 과학의 논리적 계열에 전혀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도 

가르칠 수 있다거나, 과학의 논리적 문법이나 계열과 같은 ‘이상’은 오직 

미래에 전문과학자가 될 사람에게만 의미있다는 것을 제안하는 것으로 들

릴 수도 있으며, 이 점에서 듀이의 말은 위험천만한 오류를 낳을 수 있다. 

듀이가 찬성하는 방법이든 반대하는 방법이든 간에 어떤 방법이 과학을 가

르치는 방법이라면, 그 방법은 과학의 모든 논리적 특징에 비추어 타당한 

것이어야 하며, 결과적으로 모종의 논리적 계열을 발전시키는 것이 되어야 

한다. 물론 몇몇 듀이 신봉자들은 듀이의 주장을, 학습의 결과로 학생들은 

개인적⋅심리적으로 조직된 지식을 가지게 될 뿐 전문 연구가들에게나 적

합한 논리적으로 조직된 지식을 가지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뜻으로 받아들

일 것이다. 어째서 지식은 이론적 추구로서가 아니라, 예컨대 실제적 활동

에 대한 개인적 흥미를 중심으로 조직될 수 없는가 하는 것이다(Hirst, 

1967/2009: 274). 

허스트에 의하면 특정 지식을 가르치는 방식―‘교수방법’―은 그 지식

이 표현되어 있는 명제들의 논리적 계열을 고려하여 설명되는 것이어야 

하며, 이 점에서 교과를 가르치는 방법에 근거한 교과의 조직―교과의 

심리―은 교과의 논리를 전제하지 않고서는 성립하지 않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허스트에 의하면 듀이는 이 점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는다. 그 

결과 듀이에게 교과의 조직은 논리적 분석에 의하여 가능한 것이 아니

라 학습자의 심리적 요소나 실제적 고려사항에 의하여 결정된다. ‘듀이

는 과학에 쓰이는 탐구 방법이 모든 지식의 기초가 되어야 한다고 보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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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바로 그 이유로 학생들이 교과에서 배워야 할 것은 교과의 내용

이 아니라 자신이 말하는 “과학적 방법”의 기초여야 한다고 보았다’(p. 

276). 그러나 듀이가 언급하고 있는 ‘과학적 방법’은 과학을 탐구하거나 

가르치는 방법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가 언급하고 있는 ‘반성적 사

고’의 5단계―1) 해결해야 할 문제에 봉착하는 것, 2) 가능한 해결책을 

예견하는 것, 3) 문제의 성격을 한층 명료화하는 것, 4) 잠정적 가설을 

넓은 범위의 사실에 맞추도록 조정하는 것, 5) 예견된 결과(목표)―를 가

리킨다. 이 반성적 사고의 5단계는 ‘목표-수단-실행-평가(OMOE)로 구

성되는 실제적 활동의 일반 모형을 말만 바꾼 것’에 불과하다(이홍우, 

2018: 25). 결국, ‘듀이에게 있어서 교과는 원래 있는 그대로의 교과가 

아니라 그의 도구주의적 편견에 의하여 부당하게 변형되고 왜곡된 교과

이다’(p. 43). 

이와 같이 듀이는 교과의 논리와 심리 문제를 교육학의 탐구과제로 

제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그는 그 문제가 가지고 있는 이론적 의

의를 충분히 살려내지 못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 교

과의 논리와 심리의 문제가 사소하다거나 덜 중요한 것은 결코 아니다. 

그것은 교육이론의 핵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중요하고 심

각한 주제이다. 이 점에서 듀이는 교과의 논리와 심리 문제에 접근하는 

한 가지 소극적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고 볼 수 있다. 그것은 무엇보다

도, 교과의 심리는 듀이가 묵살한 교과의 논리를 전제했을 때에야 타당

한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곧, 교과의 논리는 교과의 심리와 

분리하여 파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또 교과의 심리에 의하여 그 성

격이 결정될 수 있는 것은 더더욱 아니라는 것을 뜻한다. 교과의 논리

는 교과의 심리와 분리불가능한 형태로 결합된 채 교과의 심리를 의미

있게 성립시키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의 교과의 논리는 교과의 심리

와는 차원을 달리하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이하에서 언급할 브루

너의 지식의 구조 이론은 이 점을 밝히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브루너가 종래의 교육을 비판하는 대목에서 교과의 ‘중간언어’(midd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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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nguage)를 언급하며 그 대안으로 지식의 구조를 제시하고 있다는 것

은 대체로 알려져 있는 사실이다(Bruner, 1960/2006b: 299; 

1971/2006b: 379). 브루너에 의하면 ‘중간언어는 교과를 이야기하는 언

어가 아니라 교과에 “관하여” 이야기하는 언어이다’(Bruner, 

1971/2006b: 379). 여기서 ‘교과에 관하여 이야기한다’는 것은, ‘예컨대 

물리학의 경우, 물리학의 탐구결과로 얻은 여러 가지 결론에 관하여 교

실에서 논의하거나 교과서를 읽는 것’을 뜻한다. 그리고 그것이 ‘중간언

어인 것은 물리학자들의 발견을 학생들에게 전달해 주는 언어’이기 때문

이다(Bruner, 1960/2006b: 299). 그러한 중간언어를 가르친다는 것은 

학습자로 하여금 물리학적 탐구결과를 정보의 형태로 받아들이게 하는 

것으로서, 학습자가 글자에 매몰되어 그것을 그대로 되뇌는 결과를 가져

올 뿐이다. 

중간언어는 교과의 성격을 그릇되게 파악하는 것이라는 점은 그것이 

이른바 ‘언어주의’의 폐해를 그대로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훌륭한 교사

는 언어주의 때문에 지하로 밀려가 버릴지도 모를 일이다’라는 브루너의 

말은 그 당시의 교육계가 교과의 성격을 어떻게 파악했는가를 충분히 

짐작하게 한다(Bruner, 1960/2006b: 377). 교과의 언어가 ‘학생 스스로 

탐구의 경험을 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학자들이 탐구한 결과를 제시

하고 설명하는 것’에 불과한 ‘죽은 언어, 껍데기로서의 언어’로 취급된다

는 것이다(지정민, 2013: 178). 중간언어가 이러한 것인 한, 그것은 학

습자의 이해를 보장하지 못할뿐더러, 나아가 교과의 성격을 그릇되게 파

악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중간언어가 물리학적 탐구결과를 

단순히 정보의 덩어리로 제시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 것이라면, 그것은 

문제해결에 필요한 유용한 지식에 불과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앞서 

듀이가 교과의 논리와 심리 사이의 구분을 존중하지 않은 채, 교과의 

논리를 심리로 환원시킨다는 것을 언급하였거니와, 브루너가 종래의 교

육의 폐해로 언급하는 중간언어는 곧, 듀이가 강조하고 있는 교과의 심

리―학습자의 심리적 차원에서 파악된 교과―에 해당한다는 것은 분명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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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인다.

브루너의 지식의 구조는 교과의 성격을 충실히 반영하고 있는 것으

로서, 중간언어에 대안으로 제시된 교육내용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다. 

적어도 브루너의 관점에 충실하자면, 지식의 구조는 교과의 성격을 그릇

되게 파악하는 중간언어를 대신하는 또 하나의 교육내용이라고 볼 수 

있다. 브루너 자신이 교과의 논리와 심리에 관한 듀이의 설명을 원용하

고 있지 않지만 그 구분에 비추어 보았을 때 지식의 구조는 교과의 논

리를 살려낸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교과의 논리는 그 자체로 성

립하지 않으며 언제나 교과의 심리와 관련하여 성립한다고 보아야 한다. 

이 점은 브루너가 그릇된 것으로 비판하고 있는 중간언어를 새롭게 재

조명함으로써 밝혀질 수 있다. 중간언어는 명백히 정보의 형태로 제시되

는 것이지만 그것 이외에, 그것과 별도로 교육내용이 있는 것은 아니다. 

브루너는 종래의 교육이 교과의 성격을 중간언어―문제해결에 필요한 

정보의 덩어리―로 파악함으로써 교과공부를 그릇된 방향으로 이끌고 

간다는 점을 비판하느라, 정작 그 중간언어가 가지고 있는 가능성을 충

분히 고려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이 사실을 정당히 존중한다면 중

간언어는 애당초 지식의 구조를 획득하는 것에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지식의 구조를 획득하기 위해 의존할 수

밖에 없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지식의 구조는 중간언어를 통해서만 

전달될 수 있으며 적어도 이 점에서는 중간언어와 지식의 구조는 완전

히 별개의 것일 수 없다’(이홍우, 2017: 334).

사실상 브루너는, 지식의 구조는 ‘학습내용에 내재해 있는 구조’를 가

리킨다고 설명한 바 있다(Bruner, 1960/2006b: 365). 브루너의 이 설

명에 나타나 있는 ‘학습내용’은 그가 지식의 구조와 동의어로 제시하고 

있는 ‘일반적 아이디어’, ‘개념’, ‘기본적 원리’ 등과 다른 것이 아니다. 

지식의 구조는 그러한 ‘일반적 아이디어’, ‘개념’, ‘기본적 원리’ 등에 

‘내재해 있는 구조’이다. 이렇게 볼 때 지식의 구조는 ‘일반적 아이디

어’, ‘개념’, ‘기본적 원리’ 등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 아이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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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기본적 원리’ 등의 이면에 들어있는 것을 뜻한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 지식의 구조는 ‘학습내용에 내재해 있는 구조’라는 브루너의 말은 

이와 같은 뜻으로 이해된다. 지식의 구조는 그러한 ‘일반적 아이디어’, 

‘개념’, ‘기본적 원리’ 등의 중간언어를 매개로 하여 획득되는 것이라고 

보는 편이 타당할 것이다. (중간언어의 ‘중간’의 영어 표기인 middle은 

‘매개한다’는 뜻이 들어있는 라틴어 medus를 그 어원으로 하고 있다.) 

브루너의 지식의 구조를 이와 같이 파악할 때, 그것은 ‘일반적 아이디

어’, ‘개념’, ‘기본적 원리’ 등의 중간언어를 학습자의 마음의 한 부분으

로 한 ‘교과의 내면화’, 바로 그것을 뜻한다고 볼 수 있다(이홍우, 2000: 

249; 임병덕, 2001a: 214). 지식의 구조는 지식―중간언어―이 서로 관

련을 맺으며 ‘하나의 구조’를 이루고 있는 것을 뜻한다. 그리고 지식이 

‘하나의 구조’를 이루고 있는 상태는 이러저러한 지식을 담고 있는 ‘언

설이 언설의 형태를 잃어버리고 마음의 형태로 존재하는 것’을 가리킨다

(박종덕, 2010: 230). 이 점에서 지식의 구조는 중간언어와 동일한 차원

의 또 하나의 교육내용이 아니라, 그 중간언어에 의해 획득되는 것, 그 

중간언어와는 차원을 달리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앞서 교과의 논리

는 교과의 심리와 차원을 달리하는 것으로 파악해야 한다고 언급하였거

니와, 지식의 구조는 그러한 의미에서의 교과의 논리의 브루너식 표현인 

셈이다. 

여하간 브루너가 그의 전기 이론에서 강조하고 있는 지식의 구조는 

개념 등을 매체로 삼아 획득되는 교과의 내면화를 뜻한다. 교과의 내면

화는 이러저러한 지식―개념―과는 차원을 달리하는 하나의 마음, 성리

학의 용어로 ‘표현 이전의 것’(未發)을 가리킨다. 그리고 이 표현 이전의 

것은 그것이 표현되어 있는 것―성리학의 용어로는 ‘已發’―을 매개로 

하여 획득된다. 앞서 언급한 중간언어는 표현 이전의 것이 표현되어 있

는 것이며 이하에서 언급할 문화 또한 그 점에 있어서는 다르지 않다. 

지식의 구조 이론이 나타나 있는 「교육의 과정」을 집필하고 10여년이 

지난 후 브루너는 「교육의 과정의 재음미」(The Process of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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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onsidered, 1971)라는 글에서 지식의 구조 이론에 대한 그 자신의 

소회와 감회를 피력하고 있다. 서론에서 잠깐 언급하였듯이 지식의 구조 

이론이 나타나 있는 자신의 전기 견해는 ‘지나친 합리주의의 오류를 범

하고 있다’는 것이다. 문화를 강조하는 그의 후기 이론은 이러한 합리주

의의 오류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은 충분히 짐작가능하다.

누구나 알고 있듯이, 그 시기는 스푸트니크 사건 직후였다. 그 당시 하

버드 대학의 동료 교수들이 당면하고 있던 큰 문제점은 현대 물리학과 수

학이 학교 교육과정에 반영되어 있지 않다는 것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대 과학을 이해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사회적 의사결정을 내리는 데에 기

본적 조건이 된다는 것이었다. 사회 안에서 생활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일

상생활의 의사 결정에 대하여 반드시 올바른 근거를 가지게 되도록 모종의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이 조치라는 것은 먼저 과학을 가르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다른 교과를 가르치는 것이었다. 사람들로 하여금 일상  

생활의 의사 결정에서 근거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데에는 과학과 다른 교

과를 가르치면 된다는 이 생각은 참으로 단순하고도 순진한 생각이었다. 

그러나 동시에, 이런 종류의 판단은 세월이 지난 뒤에야 비로소 내릴 수 

있는 판단이라는 것도 명심하여야 한다. 가장 나쁘게 말하여, 이 초기의 

생각은 지나친 합리주의의 오류를 범하고 있었다(Bruner, 1971/2006b: 

375-6).

지식의 구조를 강조하는 것은 ‘합리주의의 오류’를 범한다는 브루너의 

견해가 얼마만큼 타당한 것인가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다. 브루너는 지

식의 구조를 중간언어와 동일 차원에 있는 또 하나의 교육내용으로 파

악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지식의 구조는 중간언어를 

매개로 하여 획득되는 교육받은 상태―교과의 내면화―를 지칭하는 것일 

뿐, 결코 중간언어와 동일한 차원의 것일 수 없다. 여하간 브루너는 「교

육의 과정의 재음미」를 쓰고 20여년이 지난 후 집필된 「교육의 문화」에

서 지식의 구조 이론을 대신하는 문화 이론을 제시하고 있다. 「교육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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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에서 브루너는, 지식의 구조는 개인이 당면하는 사회적 문제를 해

결하는 데에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에, ‘교육은 개인 안의 

마음의 작용보다는 개인 밖의 문화의 영향력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Bruner, 1996: ch. 1). 즉, 개인이 당면하는 사회적 

문제의 해결은 지식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것과는 성격을 달리하는 문화

에 의해서 모색될 수 있다는 것이다.

사실상, 브루너의 「교육의 문화」는 비고츠키의 발달 심리학의 핵심 개

념인 ‘정신간 국면’을 자신의 심리학적 논의에 반영한 결과이다. (브루너

는 교육에 관한 몇몇 저작을 남겼지만 그의 관심은 심리학에 있었다.) 

앞서 서론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비고츠키의 ‘정신간 국면’은 이와 대비

되는 ‘정신내 국면’과는 달리, 발달에 있어서의 ‘사회적 영향력’을 강조

하고 있는 개념으로서 의의를 가진다. 브루너는 비고츠키의 이 개념―정

신간 국면―을 원용함으로써 자신이 주로 의존한 바 있는 피아제 심리

학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그 한계는 피아제

가, ‘사회’가 아동의 발달에 끼치는 영향력을 과소평가하였다는 것으로 

귀결된다(xiii-xiv).22) 브루너에 의하면 ‘인간의 정신 활동은, 그것이 머

릿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개인 혼자만의 일도 아니며 또 

그 어떤 도움 없이 이루어지는 것 또한 아니다’(ⅺ)는 점, ‘문화는 인간

의 마음을 형성하며, 이 점에서 그것은 인간으로 하여금 세계뿐만 아니

라 자신을 파악하는 개념과 능력을 획득할 수 있는 도구가 된다는 점’

(ⅹ)은 강조될 필요가 있다.

물론 보통의 의미에서 문화는 생활방식이나 사고방식을 뜻하며, 이 점

22) 관례나 제도가 개인에게 끼치는 영향은 분트(Wundt)에 의하여 심리학―더 정

확히는, 과학적 심리학―이 하나의 학문분야로 출현한 이래로 꾸준히 심리학의  

주요한 탐구분야로 간주되어 왔다. 브루너가 언급하고 있는 민속심리학은 그 

사회적 영향력이 빠져있는 이른바 ‘개인심리학’을 보완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져 

온 것이다. 민속심리학에 관한 분트의 견해에 관해서는 이의철, 「심리학사」, 서

울대학교출판부, 1988, pp. 407ff : 최상진, ‘동양심리학의 학문패러다임적 정

위: 문화심리학’, 최상진 외, 「동양심리학」, 지식산업사, 1999, pp. 11ff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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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개념이나 원리 등도 그 문화에 포함된다는 견해 또한 충분히 있을 

수 있다. 이 견해는 문화가 중간언어로 설명되는 개념이나 원리 등을 

포괄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그러나 브루너

가 언급하고 있는 문화는 학교의 교육과정에 의해서 전달되는 것이 아

니라는 점 또한 분명해 보인다.

‘전달매체(medium)가 곧 전달내용(message)’이라고들 하지만, 확실히 

교육이 어떤 매체를 통하여 이루어지는가가 중요한 문제일 것이다. 말하자

면 그 매체는 교육과정이 아니라 학교일 것이며, 심지어 학교가 아니라 사

회일지도 모른다(Bruner, 1971/2006b: 385).

이렇게 볼 때, 브루너가 「교육의 문화」의 서문에서 ‘문화가 마음을 형

성한다’고 주장한 것은 개념 등의 중간언어를 대신하는 문화가 마음을 

형성하는 데에 매체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밝힌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개인은 문화의 바탕 안에서 마음을 형성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브루너

의 이러한 주장이 곧장 이전의 지식의 구조 이론을 대체하는 것이라고

는 볼 수 없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문화는 개념을 매개로 하여 지

식의 구조를 획득하는 그 일을 뒷받침해 주는 또 하나의 경로로 볼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은 곧, 브루너의 이른바 ‘후기 이론’에 제시되어 있는 

문화 이론은 지식의 구조의 획득을 보장하는 또 하나의 경로를 제안한 

것일 뿐, 그 지식의 구조를 대신한다거나 폐기하는 것은 아니라는 뜻이

다. 브루너의 전기 이론에서 후기 이론의 전환이 보통의 의미에서의 전

환이 아니라 차라리 보완의 과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이러한 이유에

서이다.

「교육의 문화」와 함께 그의 후기 이론을 대표하는 「현재의 마음, 미

래의 세계」(Actual Mind, Possible World)에서 브루너는 ‘내가 이제 

제안하고자 하는 것은 [지식의 구조를 제안할] 당시의 관점의 확장판이

요 개선된 완성판이다’라고 말하고 있다(Bruner, 1986: 127). 전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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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에서의 지식의 구조와 후기 이론에서의 문화가 응당 맺어야 할 타당

한 관련에 관한 지금까지의 분석은 브루너의 그 말이 그다지 어긋난 것

이 아니라는 점을 보여주었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브루너는 그의 후기 

이론에서 문화 이론과 함께 내러티브이론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은 전기 

이론과 후기 이론의 관련에 대해서는 좀 더 자세한 고찰이 필요하다는 

것을 뜻한다. 그의 「교육의 문화」에서 브루너는 ‘죽어있는 과학에서 살

아있는 과학 만들기’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언급하는 대목에서 ‘과학을 

과학답게 하는 것은 내러티브이다’라는 견해를 피력하고 있다(p. 126). 

여기서 ‘죽어있는 과학’이라는 것이 앞서 언급한 중간언어를 가리킨다는 

것은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문제는 ‘과학을 과학답게 하는 것은 내러티

브이다’라는 것은 무슨 뜻인가 하는 것이다. 우선, 그 말은 ‘과학을 과

학답게 하는 것’은 중간언어에 의해서가 아니라 내러티브에 의해서 가능

하다는 뜻으로 이해된다. 이러한 의미에서의 내러티브는 교과의 언어를 

교과답게 전달하는 언어를 가리킨다. ‘과학을 과학답게 하는 것’이 지식

의 구조를 가리키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면 내러티브는 지식의 구조의 

획득을 가능하게 하는 언어를 가리킨다고 볼 수 있다. 앞서 브루너가 

언급하고 있는 중간언어는 지식의 구조의 획득을 가능하게 하는 개념을 

가리킨다고 보아야 한다는 점을 언급하였거니와, 내러티브는 언어 이면

의 개념을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언어로 이해된다. 그러나 또한 브루

너는 내러티브를 개념과 함께 지식의 구조의 획득을 가능하게 하는 문

화를 표현하고 있는 언어의 하나로 간주하고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의 

내러티브는 개념을 표현하고 있는 학문적 언어―이른바 거대담론―와는 

달리, 일상의 언어―이야기―를 가리킨다. 이와 같이 브루너가 언급하고 

있는 내러티브는 개념을 표현하고 있는 언어―거대담론―이면서 그와 동

시에 문화를 표현하고 있는 언어―이야기―로 이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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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고의 범형적 양상과 내러티브적 양상 :

   내러티브이론의 재조명

브루너의 「교육의 문화」는 그의 「교육의 과정」과 함께, 그것과 대조하

여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것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다. 그 밖의 저작들

과 함께 특히 이 두 저작에는 교육에 관한 브루너의 견해가 집약되어 

나타나 있다. 그리고 그 두 저작이 발간된 시간의 경과―36년―를 감안

해 볼 때 「교육의 문화」(1996)에는 「교육의 과정」(1960)에 제시되어 있

는 한두 가지 설명에 대한 브루너 자신의 반성적 고찰이 들어있을 것이

라는 점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그 중에서 특별히 관심을 끄는 것은 

「교육의 과정」에 제시되어 있는 이른바 ‘대담한 가설’을 반성적으로 고

찰하고 있는 대목이다. 그 대담한 가설은 ‘어떤 교과든지 지적으로 올바

른 형식으로 표현하면 어떤 발달단계에 있는 어떤 아동에게도 효과적으

로 가르칠 수 있다’는 것이다(Bruner, 1960/2006b: 316). 이 대담한 

가설에 대하여 브루너는 「교육의 문화」에서 다음의 반성적 회고를 피력

하고 있다. 즉, ‘어떤 교과든지 지적으로 올바른 형식으로 표현하면 어

떤 발달단계에 있는 어떤 아동에게도 효과적으로 가르칠 수 있다’는 것

에 표현되어 있는 ‘“올바르다”는 말은 그 의미가 분명히 밝혀지지 않은 

채 이후 계속하여 나의 뇌리를 떠나지 않는 것이었다’(Bruner, 1996: 

ⅻ)는 것이다.

브루너가 「교육의 과정」에서 강조하고 있듯이 그 대담한 가설은 ‘교과

의 성격을 생각하는 데에 필요불가결한 가설’의 하나로 제시된 것이다

(Bruner, 1960/2006b: 317). 앞 절에서 설명한 지식의 구조는 그 가설

에 대한 한 가지 대답을 시사하고 있다. 즉, 교과가 교과답게 되기 위해

서는 그것이 지식의 구조를 충실히 반영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브루너에게 교과는 바로 이 지식의 구조를 구현하고 있는 것을 가리킨

다. 브루너가 지식의 구조와 대비되는 것으로 중간언어를 언급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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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교과가 지식의 구조의 반영이라는 점을 도외시한 채 오로지 언어

의 성찬이 되거나 생활의 문제 해결의 수단이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

기 때문이다. 교과를 이러한 의미에서의 중간언어로 파악하는 것은 교과

의 성격을 살리지 못한 채 교과 아닌 것을 교과로 삼는 것이다. 브루너

의 그 대담한 가설이 ‘교과의 성격을 생각하는 데에 필요불가결한 가설’

인 것은 지식의 구조야말로 교과를 참으로 교과답게 성립시켜주는 것이

기 때문이다. 물론, 중간언어가 지식의 구조와 맺는 관련은 브루너의 견

해와는 상이한 관점에서 해석될 수도 있다. 중간언어는 지식의 구조와 

분리불가능한 채 결합되어 있는 것으로서, 학습자가 지식의 구조를 자신

의 것으로 하는 데에 강구되는 매체의 하나―개념 등―로 재해석될 수도 

있는 것이다. 4장 1절 참조.

그러나 그 가설이 ‘대담한’ 가설로 받아들여지는 것은 교과를 지식의 

구조로 파악할 때 따라 나오는 한 가지 중요한 함의를 제시하고 있다는 

점 때문이다. 즉, 지식의 구조를 구현하고 있는 교과는 그 지식의 구조

를 왜곡함이 없이 모든 발달단계에 있는 아동들에게 가르쳐질 수 있다

는 것이다. 브루너의 표현을 빌면 ‘지식의 최전선에서 새로운 지식을 만

들어내는 학자들이 하는 것이거나 초등학교 3학년 학생이 하는 것이거

나를 막론하고 모든 지적 활동은 근본적으로 동일하다 … 이런 활동들

에서 차이는 하는 일의 “종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적 활동의 “수준”

에 있다’(p. 299). 브루너의 이러한 주장은, ‘지식을 만들어내는 학자의 

활동’과 ‘초등학교 3학년 학생의 활동’ 사이에는 현격한 차이가 있을 수

밖에 없다는 사실 때문에 더욱 대담한 가설로 지각된다. 그러나 브루너

에 의하면 ‘수학의 자료를 어린이가 알아듣는 말로 재미있게 제시하는 

데는 궁극적으로 수학 자체를 알아야 하며, 수학을 더 잘 알면 그 만큼 

수학을 더 잘 가르칠 수 있다’(p. 324). 다시 브루너에 의하면 ‘현대에 

와서 처음으로 학자의 가장 고귀한 역할은, 심지어 큰 연구기관이나 대

학의 학자에게 있어서도, 지식을 교육의 내용으로 전환시키는 것, 다시 

말하여 지식을 아동의 학습에 도움이 되는 형태로 바꾸어 놓는 데에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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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인식이 생겨났다’(Bruner. 1971/2006b: 377). 여기에서 ‘지식을 

교육의 내용으로 전환한다’거나 ‘지식을 아동의 학습에 도움이 되는 형

태로 바꾸어 놓는다’는 것은 지식의 구조를 아동의 발달 단계에 따라 

상이한 수준으로 번역하여 제시하는 것을 뜻한다. 지식―또는 지식의 구

조―가 학습자의 발달 단계에 따라 상이한 수준으로 번역된 것, 그것이 

곧 학습자가 배워야 할 교과인 것이다. ‘지적 활동들에서 차이는 하는 

일의 “종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적 활동의 “수준”에 있다’는 브루너

의 말은 그 점을 밝혀주고 있다.23) 이러한 의미에서의 지식의 구조는 

‘교육내용의 완성단계에서 나타나는 교육내용의 모습’(이홍우 외, 2003: 

271), 또는 ‘학자들이 하는 활동으로서의 학문과 동일한 상태로 가르쳐

지는 교과’(임병덕, 2001a: 216) 바로 그것을 뜻한다고 볼 수 있다.

「교육의 과정」에서 브루너는 위의 대담한 가설이 무슨 뜻인가를 밝히

는 데에는 ‘세 가지 일반적인 문제’를 고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그 세 가지 일반적인 문제는 ‘첫째는 아동의 지적 발달과정에 

관한 문제요, 둘째는 학습하는 행위에 관한 문제이며, 셋째는 나선형 교

육과정에 관한 문제’이다(Bruner, 1960/2006b: 317). 이 세 가지 문제

를 자세히 고찰함으로써 그 대담한 가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좀 더 

자세히 밝힐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또한 그 세 가지 일반적 문제는 

지식의 구조가 학습자의 상이한 지적 수준에 따라 번역될 수 있고 또 

번역되어야 한다는 점, 한 마디로 말하여, ‘지식의 구조와 그 변형의 문

제’라는 한 가지 주제로 수렴된다는 점은 강조해둘 필요가 있다(이홍우 

외, 2003: 262 n. 1). 브루너의 그 대담한 가설은 지식의 구조와 그 변

형의 문제를 밝히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교육의 문화」에서 브루너가 그 대담한 가설에 대한 반성적 회고를 

피력하고 있는 것은 지식의 구조와 그 변형의 문제에 무언가 설명을 보

23) 브루너가 지식의 구조의 이점의 하나로 ‘고등지식과 초등지식 사이의 간극을 

좁힐 수 있다’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은 대체로 알려져 있는 사실이다

(Bruner, 1960/2006b: 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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탤 필요가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한 반성적 회고 끝에 「교육의 문

화」에서 보완하고 있는 것 또한 지식의 구조와 그 변형의 문제일 것이

라는 점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교육의 문화」에서 브루너가 지식의 

구조와 그 변형의 문제를 어떤 방식으로 설명하고 있는가 하는 것은 사

고의 두 가지 양상들에 관한 그의 견해에 집약적으로 나타나 있다. 브

루너는 「교육의 문화」에 앞서 발표한 한 논문―‘사고의 내러티브적 양상

과 범형적 양상’(Narrative and paradigmatic modes of thought, 

1985)―에서 사고의 두 가지 양상들을 언급하고 있다. 여기서 ‘양

상’(mode)이라는 것은 ‘표현되어 나타난 것’(modification)을 의미하며, 

이 점에서 ‘사고의 두 가지 양상’은 사고의 두 가지 ‘표현 양상’(mode 

in expression)으로 강조하여 읽어도 무방한 것이다(Bruner, 1986: 

15).

한편, 브루너는 이 두 가지 사고의 양상들을 그의 「현재의 마음, 미래

의 세계」에서 ‘범형적 사고’(paradigmatic thought)와 ‘내러티브적 사

고’(narrative thought)로 대비하여 설명하고 있다. 브루너가 보기에는 

사고의 범형적 양상은 곧 범형적 사고를 뜻하며 사고의 내러티브적 양

상은 곧 내러티브적 사고를 뜻한다. 그러나 ‘사고의 두 가지 양상들’―

사고의 범형적 양상과 내러티브적 양상―은 사고가 표현되어 나타난 것

을 뜻할 뿐, 사고에 두 가지 종류―범형적 사고와 내러티브적 사고―가 

별도로 있다는 뜻은 아니다. 브루너의 「교육의 과정」에 나타나 있는 표

현을 빌면, 범형적 사고와 내러티브적 사고의 ‘차이는 하는 일의 “종류”

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적 활동의 “수준”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와 같이 범형적 사고와 내러티브적 사고는 동일한 하나의 사고가 

수준을 달리하며 표현된 것일 뿐, 사고에 두 가지 종류의 것이 있는 것

은 아니다. 사고의 범형적 양상과 내러티브적 양상은 동일한 하나의 사

고가 표현된 것으로서, ‘사고의 범형적 양상’은 사고가 ‘범

형’(paradigm)의 양상으로 표현된 것을 가리키며, ‘사고의 내러티브적 

양상’은 사고가 ‘내러티브’(narrative)의 양상으로 표현된 것을 가리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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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마찬가지로 범형적 사고와 내러티브적 사고 또한 사고가 각각 범형

과 내러티브의 양상으로 표현된 것을 뜻할 뿐이다.

‘종교적 경험의 다양성’을 주제로 하는 기포드 강연에서 윌리암 제임스

는, 종교를 탐구하기 위해서는 가장 종교적인 사태에서 전형적으로 종교적

인 특징을 나타내는 사람을 살펴보아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나는 플라

톤에 대한 윌리암 제임스의 견해에 동의하지는 않지만 적어도 내러티브를 

탐구하는 일과 관련해서는 그의 충고를 따르려고 한다. 가장 위대한 소설

작품은 내러티브를 예술의 형식으로 변형시킨 것으로서, 내러티브적 표현 

양상의 심층구조를 ‘순수하게’ 보여준다. 마찬가지로 수학과 과학에서 전형

적으로 확인되는 표현 양상이 있을 수 있다. 말하자면 수학과 과학은 범형

적 사고[사고의 범형적 양상]의 심층구조를 가장 순수하고 명백한 형태로 

보여준다는 것이다. 그의 반플라톤적인 관점에도 불구하고 윌리암 제임스

가 그의 그 격률을 밝힌 의도는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을 것이

다(Bruner, 1986: 15).

브루너가 윌리암 제임스의 격률―‘종교를 탐구하기 위해서는 가장 종

교적인 사태에서 전형적으로 종교적인 특징을 나타내는 사람을 살펴보

아야 한다’는 것―을 언급하고 있는 것은, 사고의 범형적 표현 양상과 

내러티브적 표현 양상이 어떤 것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그것이 가장 ‘순

수한’ 형태로 드러나 있는 것―사고의 범형적 표현 양상의 경우에는 수

학과 과학, 내러티브적 표현 양상의 경우에는 소설―을 살펴보아야 한다

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이다. 브루너에 의하면 수학과 과학은 범형적 표

현 양상의 ‘심층구조’를 가장 잘 보여주는 사례이며 소설은 내러티브적 

표현 양상의 ‘심층구조’를 가장 잘 보여주는 사례이다. 범형적 표현 양

상과 내러티브적 표현 양상이 어떤 것인가를 알기 위해서는 수학자와 

과학자의 ‘연구결과물’―더 정확히는, 수학자와 과학자의 지적 활동―을 

분석해보거나 ‘작가의 문학작품’―더 정확히는, 작가가 작품을 만드는 

창조적 활동―을 분석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 두 가지 표현 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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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 중에서 브루너가 더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은 사고의 내러티브적 표현 

양상이다. 그리고 그 내러티브적 표현 양상은 ‘그 궁극지점에서는 예술

의 형식’을 취한다(p. 15). 물론 이 경우의 예술의 형식은 이른바 ‘언어

예술’―그 중에서도 소설―이 갖추고 있어야 할 형식이다. 사고의 범형

적 표현 양상이 그러하듯이 내러티브적 표현 양상 또한 사고를 언어의 

형태로 드러내는 것이라는 점은 분명해 보인다. 브루너에 의하면 내러티

브적 표현 양상의 심층구조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은 ‘위대한 소설 작

품’이며, 그 소설작품은 ‘내러티브가 언어 예술의 형태로 변형된 것’이

다. 이 내러티브적 표현 양상은 사고를 범형의 양상으로 표현하는 방식

과는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브루너는 내러

티브적 표현 양상이, 학습자가 사고를 자신의 것으로 하는 데에 보다 

용이한 것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점이다.

앞서 ‘어떤 교과든지 지적으로 올바른 형식으로 표현하면 어떤 발달단

계에 있는 어떤 아동에게도 효과적으로 가르칠 수 있다’는 설명에서 

‘“올바르다”는 말은 그 의미가 분명히 밝혀지지 않은 채 이후 계속하여 

나의 뇌리를 떠나지 않는 것이었다’는 브루너의 반성적 고찰은 지식의 

구조와 그 변형의 문제로 귀결된다는 점을 언급한 바 있다. 지식의 구

조의 변형의 문제가 대두되는 것은, 학습자가 지식의 구조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지식의 구조를 그 스스로 발견해야 한다는 브루너의 문제의식 

때문이다. 이른바 ‘이해’는 지식의 구조를 학습자 스스로 발견한 바로 

그 상태를 뜻한다. 문제는 그 발견이 어떻게 하여 가능한 것으로 되는

가에 있다. 브루너에게 ‘올바르다’는 말의 의미는, 지식의 구조는 어떤 

방식으로 표현될 때 학습자의 발견이 가능한 것으로 되는가 하는 것에 

있으며, 그것이 ‘뇌리를 떠나지 않은 것’은 그 올바른 표현 방식이 대답

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 문제에 대한 브루너의 이전의 대답은 

‘범형적 표현 양상’에 있다. 브루너는 이 범형적 표현 양상에 무엇인가 

부족한 점이 있다고 생각한 듯하다. 내러티브적 표현 양상은 그 부족한 

점에 대한 보완의 하나로 이해된다. 이제 그 ‘올바르다’는 말은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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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단계에 있는 어떤 아동에게도 효과적으로 가르칠 수 있는 것’이 가

능하기 위해서는, 교과―지식의 구조―는 범형적 양상으로 표현할 것이 

아니라, 내러티브적 양상으로 표현해야 한다는 것을 뜻하는 것으로 이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교육의 과정」의 그 대담한 가설―‘어떤 교

과든지 지적으로 올바른 형식으로 표현하면 어떤 발달단계에 있는 어떤 

아동에게도 효과적으로 가르칠 수 있다’는 것―이 남겨 놓은 문제는 내

러티브적 표현 양상으로 설명되는 그것이며, 그 대담한 가설을 보다 실

현가능한 가설로 만드는 구체적 방안 또한 내러티브적 표현 양상에 있

다고 말할 수 있다.

이해는 특정한 관념이나 사실이 그보다 더 일반적인 성격을 띠는 지식

의 구조 안에서 차지하는 위치를 파악하는 것을 뜻한다. 우리가 무엇인가

를 이해한다는 것은 그것을 그보다 넓은 범위의 개념적 원리나 이론[지식

의 구조]의 사례로 파악한다는 뜻이다. 이 점에서 지식은 그것의 개념적 

구조[지식의 구조]를 파악하는 것이 그 특수적 관념이나 사실들을 보다 더 

자명하게 하고 심지어 [특수적 관념이나 사실들을] 부차적인 것으로 만드

는 방식으로 조직될 필요가 있다. 획득된 지식이 학습자에게 가장 유용한 

것으로 되는 것은 어디까지나 학습자가 그 나름의 인지적 노력을 통하여 

그 지식을 ‘발견’하였을 때에야 가능하다. 그럴 때만이 학습자는 획득된 지

식을 이전에 이미 알고 있는 것과 관련시킬 수 있고 또 활용할 수 있게 된

다. 그러한 발견의 행위들이 지식의 구조 그 자체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가능하게 되는 것은, 특정한 영역의 지식이 아무리 복잡한 것일지라도, 그 

지식은 그것에 접근할 수 있는 덜 복잡하고 덜 정교화된 형태로 표현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필자가 어떤 교과든지 지적으로 올바른 형식으로 표현하면 

어떤 발달단계에 있는 어떤 아동에게도 효과적으로 가르칠 수 있다는 결론

을 제시한 것은 이러한 이유에서이다. 그러나 그 결론에 나타나 있는 ‘올

바르다’는 말은 그 의미가 분명히 밝혀지지 않은 채 이후 계속하여 나의 

뇌리를 떠나지 않는 것이었다(Bruner, 1996: xi-xii).



- 120 -

브루너에게 ‘발견’은 ‘이해’와 다르지 않은 것으로서, ‘특정한 관념과 

사실을 그보다 넓은 범위의 개념적 원리나 지식[지식의 구조]의 사례로 

파악할 수 있는 것’을 뜻한다. 그리고 이 일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특정

한 영역의 지식이 아무리 복잡한 것일지라도 그 지식은 그것에 접근할 

수 있는 덜 복잡하고 덜 정교화된 형태로 표현될 수 있어야 한다’. 그러

나 종래의 범형적 표현 양상은 지식이 그 성격을 왜곡함이 없이 표현되

어야 한다는 점을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그 지식이 학습자의 인지적 

노력과 이해의 수준에 맞게 ‘덜 복잡하고 덜 정교화된 형태로 표현되어

야 한다’는 점을 충분히 살리지 못하는 것이었다. 예컨대, 수학의 경우, 

범형적 표현 양상은 수학적 사고를 범주와 조작과 연산, 그리고 증명 

등의 엄밀한 수학적 체계에 따라 제시하는 것일 뿐, 학습자가 그 스스

로 수학적 사고를 발견하는 일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것이다. 범형적 표

현 양상은 수학의 ‘학문적 이상(理想)’ 등의 각 학문의 이상을 강조하며 

정작 그것을 학습자의 이해 수준에 맞게 번역하는 일에는 충분한 관심

을 두지 않는 것이다. 범형적 표현 양상은 각 학문의 이상인 지식의 구

조를 곧이곧대로―꽉 짜여진 범형의 형태로―개념이나 이론으로 표현하

는 것을 뜻한다. 브루너에 의하면, 범형적 표현 양상은 ‘일관성과 무모

순성의 요건에 의해 규제되는 것’으로서, ‘개념의 형태로 제시될 수 있

고 또 검증될 수 있는 것이다’(Bruner, 1986: 12-3).

때로, 브루너는 범형적 사고를 ‘논리과학적 사고’나 ‘명제적 사고’로 

섞바꾸어 사용한다. 이 사실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범형적 표현 양상은  

경험적 타당성과 논리적 엄밀성을 특징으로 한다는 점이다. 브루너가 학

문적 개념이나 이론을 범형적 표현 양상의 전형적 사례로 제시하고 있

는 것은 그 학문적 개념이나 이론이 범형적 성격―즉, 경험적 타당성과 

논리적 엄밀성―에 충실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범형적 표현 양

상이 개념이나 이론을 경험적 타당성과 논리적 엄밀성에 따라 제시하는 

것인 한, 그것은 브루너가 「교육의 과정」에서 언급한 바 있는 ‘분석적 

사고’를 떠올리게 한다. 브루너는 「교육의 과정」에서 ‘직관적 사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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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비되는 것으로 ‘분석적 사고’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범형적 표현 

양상은 이 분석적 사고의 범형적 성격을 부각시켜 강조하는 것으로 이

해될 수 있다. 브루너에 의하면 분석적 사고는 ‘단계적 분석이나 증명, 

연역이나 귀납의 형식적 방법’을 추구하는 ‘수학적 사고나 논리적 사고’

와 다르지 않는 것이다(Bruner, 1960/2006b: 344).

브루너가 「교육의 과정」에서 분석적 사고와 직관적 사고를 대비시키

고 있는 것은, 직관적 사고는 분석적 사고에 의해서만 획득될 수 없다

는 그의 문제의식 때문이다. 「교육의 과정」에는 브루너의 그러한 문제

의식이 다음과 같이 진술되어 있다. 즉, ‘직관적 사고를 통하여 사람들

은 흔히 분석적 사고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또는 해결한다

고 해도 아주 시간이 오래 걸려야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

다 … 사실상 직관적인 방법으로 사고를 하는 사람은 분석적인 방법으

로 사고를 하는 사람의 힘으로서는 불가능한 일, 즉 “문제를 발명하고 

발견하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Bruner, 1960/2006b: 341-2). 

브루너가 「교육의 문화」에서 밝히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 점, 즉 직관

적 사고는 분석적 사고만으로는 획득되지 않는다는 점, 그 직관적 사고

의 획득을 위해서는 특별한 방법이 필요하다는 점에 있다(지정민, 

2013). 내러티브적 표현 양상은 그러한 직관적 사고를 획득하는 그 특

별한 방안의 하나로 이해될 수 있다. 내러티브적 표현 양상은 분석적 

사고―범형적 표현 양상―보다는 더 직접적으로 직관적 사고를 획득가능

하게 하는 한 가지 방안으로 파악되는 것이다.24) 브루너는 「교육의 과

정」에서 이후의 자신의 주장을 예고나 하는 듯이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24) 표상의 형식을 추론적 표상 형식과 예술적 표상 형식으로 구분하고 있는 아이

즈너의 견해는 브루너의 사고의 두 가지 표현방식을 연상시킨다. 표상의 두 가

지 형식의 구분과 관련에 관한 아이즈너 견해의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박천환, 

박채형, 노철현, 「교육과정 담론」, 학지사, 2015: 136-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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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관이라는 것은 그럴듯하기는 하지만 아직은 확정되지 않은 원리나 지

식을 발견하는 방법이다. 직관의 방법으로 발견해 낸 원리나 지식이 타당

한가 타당하지 않은가를 최종적으로 확정짓는 것은 분석적 사고이며, 직관

적 사고는 말하자면 이러한 분석적 사고의 단계를 거치지 않고 원리나 지

식을 생각해 내는 사고과정이다. 직관적 사고 또는 과감한 추측은 학교의 

정규 교과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 있어서도 생산적 사고의 가장 

중요한 일면이며, 이것을 어떻게 훈련시킬 것인가 하는 문제는 현재까지 

상당히 소홀히 취급되어 왔다. 날카로운 추측, 의미심장한 가설, 잠정적인 

결론으로의 과감한 도약―이런 것은 어떤 분야에 있어서든지 사고하는 사

람의 가장 중요한 무기이다. 우리는 학교교육에서 학생들에게 이 중요한 

재질을 갖추도록 할 수 있을 것인가(Bruner, 1960/2006b: 298-9).

브루너가 직관적 사고의 주요한 특징으로 언급하고 있는 ‘과감한 추

측’, ‘날카로운 추측’, ‘의미심장한 가설’, ‘잠정적인 결론으로의 과감한 

도약’ 등은 내러티브적 표현 양상의 특성에 그대로 상응한다. 내러티브

는 개인이 자신의 의도에 따라 옳다고 느끼는 것―그럴듯한 개연성―을 

그 대상으로 한다는 견해(한승희, 1997; 1999), 내러티브는 지식이 학습

자에 의하여 재구성되는 생성적 특징을 강조하는 것이라는 견해(소경희, 

2004), 내러티브―이야기―는 독자와 텍스트 사이의 간극을 메우기 위한  

것이라는 견해(김재춘, 배지현, 2009)는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앞서 내러티브적 표현 양상의 심층구조는 위대한 소설작품에서 그 전

형적 사례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을 언급하였거니와, 소설은 학문적 사

고를 개념이나 이론 등의 꽉 짜여진 범형으로 제시하기보다는 직관의 

방법―과감한 추측, 날카로운 추측, 의미심장한 가설, 잠정적인 결론으

로의 과감한 도약―을 빌어 독자로 하여금 그 학문적 사고를 그 나름으

로 재구성하게―더 정확히는, 짐작하게―하는 것이다. 소설은 독자로 하

여금 ‘아주 시간이 오래 걸려야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개연성 있는 그

럴듯한 의미로 통찰하게 해주는 것인 셈이다. 시공간상의 비유로 말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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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범형적 표현 양상에 비하여 내러티브적 표현 양상은 사고에 더 가

까이 가있는 것이며 시간을 건너뛰어 곧장 그 사고를 접하게 해주는 것

이라고 볼 수 있다. 내러티브적 표현 양상의 이러한 특징이 매력을 지

니고 있는 것은 사실이겠지만 경제상의 그러한 ‘속효’에 따르는 함정이 

없는 것은 아니다. 내러티브적 표현 양상이 사고에 더 가까이 가 있다

거나 시간을 건너뛰어 곧장 그 사고를 접하게 해준다는 속효에는 위험 

또한 수반된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임병덕, 2001a: 220). 내러티브적 

표현 양상이 범형―개념―을 전달할 때 강구되는 언어와 별개의 또 하나

의 언어를 강조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질 때, 그 언어는 교과의 언어의 

논리적 엄밀성이 덜한 쉽게 받아들여지는 언어―이른바 ‘이야기’―로 이

해되지만 그것이 곧 교과에 관한 온전한 이해를 보장해주는 것은 아닌 

것이다.

내러티브적 양상은 사고를 내러티브에 의존하여 표현하는 것이라는 

점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다. 이 경우, 내러티브는 일종의 언어적 전달 

방식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특별한 방식으로 사고를 구성하고 생성해 내

는 것에 유용한 언어적 표현이다. 여기서 ‘특별한 방식’이라는 것은, 내

러티브의 언어는 사고를 범형으로 표현할 때 사용되는 언어와는 차이가 

있다는 뜻이다. 이 차이를 밝히는 데에는 먼저 내러티브의 본고장인 문

학과 언어학에서 그것이 어떻게 설명되고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내러티브의 정의를 보여주는 것으로 자주 언급되고 있는 견해는, ‘내

러티브는 언어적 표현 양태로서, 사건을 언어로 재진술하거나 전달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다(Prince, 2003: 58). 이 견해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내러티브는 사건과 언어적 전달을 의미요소로 하여 성립한다는 점

이다. 내러티브의 이 두 가지 의미요소에 한 가지 더 추가하자면 그것

은 시간의 요소이다. 애보트에 의하면 ‘내러티브는 인간이 시간에 대한 

이해를 구조화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다’(Abbott, 2002/2010: 22). ‘내

러티브는 인간이 시간 속에서 세계를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방식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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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p. 27). 다시 말하여 내러티브는 사건을 시간의 맥락에서 되살려

내어 전달하는 표현 양태이다. 리쾨르에 의하면 ‘시간은 내러티브에 의

해 전개됨으로써 비로소 인간의 시간이 되며, 따라서 내러티브의 중요성

은 그것이 인간의 시간적 경험의 특징을 잘 보여준다는 데에 있

다’(Ricoeur, 1984: 3).25)

물론, 사건을 시간의 맥락에서 전달하는 표현 양태에는 반드시 언어만 

있는 것이 아니다. 영화, 연극, 회화 등도 그러한 표현 양태의 하나로 

이해될 수 있으며, 그 점에서 그것들 또한 내러티브로 간주될 수 있다. 

영화와 연극은 사건을 전달하는 주된 ‘매체’로 언어가 아닌 동작에 의존

하며 회화는 그 매체를 정적인 그림에 의존한다. 이 점에 착안하여 애

보트는 내러티브의 세 가지 의미요소―사건, 시간, 전달―를 ‘스토

리’(story), ‘시간’, ‘재현’(representation)으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를 

내놓고 있다.26) 우선, 내러티브의 대상이 되는 사건은 처음부터 분명한 

형태로 주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스토리의 한 토막이 될 때 ‘의

미 있는’ 사건으로 지각될 수 있다. 스토리는 영어단어 ‘플롯’(plot)에 

가까운 것으로서, 순서와 체제를 갖추고 있는 것을 가리킨다. 예컨대 오

늘날 3.1 운동이 역사적 ‘사건’의 하나로 우리에게 지각될 수 있는 것은 

그 사건을 순서와 체제에 따라 스토리의 한 토막으로 전달하는 역사가

25) 애보트는 내러티브를 연구하는 것에서 얻을 수 있는 이점의 하나로 ‘언어와 시

간의 관련을 파악할 수 있다는 점’을 들고 있다(Abbott, 2002/2010: 22). 내러

티브이론은 언어가 시간과 맺는 관련을 분명히 해준다는 것이다. 내러티브가 

시간의 개념과 맺는 긴밀한 관련에 관한 보다 자세한 설명은 이재호, ‘리쾨르 

서사해석학의 도덕교육적 함의’, 한국교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8 ; 박종덕, 

‘마음과 내러티브와 교과’ 한국도덕교육학회, 「도덕교육연구」 23(1), 2011: 

55-76 참조. 

26) 내러티브를 연극, 영화, 회화 등으로 확대하여 파악하는 애보트의 견해에 상반

되는 견해가 없는 것은 아니다. 예컨대, 프랭스는 내러티브의 중요한 의미요소

로 1인칭의 ‘화자’, 2인칭의 ‘수화자’, 3인칭의 ‘대상’을 들고 있다(Prince, 

1982/1999: 15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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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해석에 의해서이다.

물론 스토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은 역사적 사건과 같은 특정한 

사건에 한정되지 않는다. 순서와 체제에 따라 스토리의 한 토막이 될 

수 있는 것이라면 그것은 모두 스토리가 된다고 볼 수 있다. 특정한 행

위는 물론이요 현상 또한 스토리가 될 수 있을 것이며, 더 나아가 지식 

또한 스토리가 될 수 있다. 지식이 스토리의 하나로 간주될 수 있는 한, 

내러티브는 지식을 표현하는 언어적 도구가 될 수 있는 것이다.

‘내러티브’라는 단어는 고대 산스크리트어인 ‘gna’로까지 그 어원을 거

슬러 올라갈 수 있다. 이 단어는 ‘알다’라는 뜻의 어근으로서, 라틴어에서

는 ‘알다’(gnarus)와 ‘말하다’(narro)는 두 단어로 파생된다. 이러한 어원

에 대한 이해는 내러티브의 두 측면을 모두 설명해준다. 내러티브는 단지 

말하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알기 위해서도 사용될 수 있는 것으로서, 지식

을 표현하는 것뿐만 아니라 획득하기 위해서도 사용될 수 있는 가장 보편

적인 도구이다 … 내러티브는 능동적 사고를 불러일으키는 도구가 될 수 

있으며, 또 실지로도 그렇다. 우리가 어떤 문제에 관해 말하거나 혹은 듣

게 될 때, 내러티브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Abbott, 2002/2010: 34).

때로 내러티브는 ‘스토리-텔링’(story-telling)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지식 또한 스토리가 될 수 있고, 또 그 지식이 내러티브라는 언어적 도

구를 빌어 표현될 수 있는 것이라는 점을 염두에 둘 때, 내러티브의 대

상은 스토리가 아니라 플롯이라고 보는 편이 더 타당할 것이다. 우리에

게 스토리는 이론 등의 이른바 ‘거대담론’으로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일상사의 잗다른 ‘이야기’로 이해되는 것이다. 스토리-텔링이 통상적으

로 ‘평이하게 전달되는 이야기’로 받아들여진다는 점에서 그 한계가 없

는 것은 아니지만 그 스토리를 플롯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면 스토리-

텔링은 내러티브를 파악하는 데에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특히 스토리-텔링의 ‘텔링’은 ‘단순히 말을 내뱉는 것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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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스토리―플롯―를 드러내려는 노력을 담고 있는 말하기’, 즉 ‘교육적 

전달 사태에서의 언어적 표현’이다(박종덕, 2011a: 121).

다음으로, 스토리와 함께 내러티브의 의미요소를 이루고 있는 ‘시간’

은 규칙적으로 진행되는 물리적 시간이 아니라, 스토리의 구성에 의해 

창조되는 ‘유동적 시간’이다. 이러한 의미에서의 유동적 시간은 스토리

를 개인의 의도에 따라 구성해 가는 것이라는 점에서 의미의 순서를 뜻

한다고 볼 수 있다. 문학에서 스토리를 진술하는 방식은 물리적 시간에 

따라 특정한 사건이나 현상을 그대로 진술하는 것이 아니라, 그 스토리

를 의미의 시간에 따라 구성하는 것이다. 특정한 사건이나 현상이 포착

되는 것은 그것들을 의미의 순서에 따라 재배열, 재구조화, 재해석의 

‘굴절의 과정’에 의해서 가능하다(Abbott, 2002/2010: 82). 물론 물리적 

시간이 인간의 삶을 구성하는 필수적인 부분인 만큼, 의미의 시간은 그

것과 전연 무관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규칙적으로 진행되는 물리적 

시간은 내러티브에 유용한 참조점을 제공하는 필수불가결한 것임은 틀

림없는 것이다. 그러나 내러티브에 의해 창조되는 의미의 시간은 개인의 

의도에 따라 ‘유동적인 것’일 수밖에 없다. 브루너가 내러티브의 특징을 

언급할 때에 들고 있는 두 가지 사항, 즉 당사자적 의미 구성을 중시하

는 의도성(intention)과 현재적 맥락에서 지배되는 시간성(temporality)

은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Bruner, 1996:133-7).

가령, 소크라테스가 희랍의 청년들과 주고받은 대화는 과거 한 때에 벌

어진 일이다. 그런데 그 대화가 현재적 시점에서 이야기의 한 토막으로 될 

때, 그것은 더 이상 과거의 한 때의 일로 남지 않는다. 그 대화는 현재적 

시점에서 이야기됨으로써 지금도 여전히 살아있는 것으로 되는 것이다. 말

하자면, 과거 한 때의, 소크라테스와 청년의 대화는 현재의 이야기 속에서 

영원을 얻게 되는 것이다(박종덕, 2011b: 63).

마지막으로, 내러티브가 시간의 계열 속에서 스토리를 구성해 내는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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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은 ‘현존’(presence)의 방식이 아니라 ‘재현’의 방식을 취한다고 볼 

수 있다(Abbott, 2002/2010: 40). 현존과 재현은 언어적 표현에 의해 

구성되는 스토리의 존재 방식을 밝혀주는 두 가지 상반된 견해로서, 스

토리는 언어적 표현 이전에 그 의미가 확정되어 있는가 아닌가에 따라 

구분된다. 현존은, 스토리는 그것을 구성하기 이전에 이미 확립되어 있

다고 보는 것인 반면에, 재현은, 스토리는 그것을 구성하는 언어에 의하

여 비로소 확립되는 것이라고 본다. 이 점에 대하여 애보트는, ‘스토리

는 우리가 스스로 구성하는 어떤 것으로서, 우리가 읽거나 보는 것으로

부터, 그리고 또 때로는 추론에 의해서 밝혀지는 것일 뿐이다’는 견해를

내 놓고 있다(p. 50). 애보트의 이 견해는, 스토리는 현존의 대상이 아

니라 재현의 대상이라는 것으로 귀결된다. 다시, 애보트에 의하면 내러

티브에 의해 구성된 스토리는 비록 불완전하게 보이는 것일지라도 그럴

듯한 개연성을 갖추고 있는 그 나름의 완결된 체제이다.27) 더 나아가 

내러티브에 의해 계속적으로 구성되는 스토리 이외에 확정된 스토리라

는 것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이 애보트의 견해이다. 브루너는 또한 ‘우리

는 내러티브의 바다에 살고 있다’는 견해를 밝힌 바 있다(Bruner, 

1996: 147). 브루너의 이 견해 또한 내러티브에 의해 포착되는 삶의 세

계 너머의 세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애보트의 견해와 닮아있다. 

애보트에 의하면 내러티브에 의해 구성되는 스토리에 확정된 의미가 

있다고 보는 것은 기껏해야 ‘환상’이거나 언어를 초월한 그 무엇을 언어

와 ‘분리된 상태로 존재하는 것처럼’ 보는 관점에 불과하다(Abbott, 

2002/2010:50-1). 이 점에서 ‘내러티브는 스토리의 재현의 과정이면서 

그와 동시에 계속적인 재창조의 과정’으로서, ‘자신이 전달하려는 스토

리에 고유한 표지를 남기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p. 82). 이러한 의미

27) 최근의 한 연구에 의하면 글쓰기의 한 가지 유형인 논설문은 사전에 확정된 대

답을 가정하는 설명문과는 달리 그럴듯한 개연성을 추구하는 것이다. 이 점에

서 논설문은 ‘표현’이 아닌 ‘재현’의 과정에 충실한 글쓰기 유형이라고 볼 수 

있다(배수찬,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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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의 재현은 개인의 의도성을 초월해 있는 보편적인 것과의 일치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에게 ‘고유한 그 나름의 표지’―개인에게 특

수한 의미―을 추구하는 것이다. 앞서 언급한 바 있듯이, 내러티브적 표

현 양상이, 그 의미가 꽉 짜여있는 범형과는 달리 개인의 의도성과 개

연성에 충실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이러한 이유에서이다. 마찬가

지로 내러티브에 의한 재현의 과정은 과감한 추측, 날카로운 추측, 의미

심장한 가설, 잠정적인 결론으로의 과감한 도약을 특징으로 하고 있는 

직관의 방법과 닮아있다고 볼 수 있는 것 또한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이

다. ‘재현’으로 번역된 representation은 ‘표상’으로도 번역된다. 표상은 

마음 안에 떠올려진 것이라는 점에서 비가시적인 개념과 닮아있지만 분

석이나 검증을 건너 뛴 채 마치 실루엣처럼 그 대강의 틀을 즉각적으로 

떠올리는 것이라는 점에서 개념과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볼 때 재현의 

방법은 분석적 사고―개념―를 거치지 않고 곧장 이해에 도달하려는 직

관적 사고의 방법과 닮아 있으며, 따라서 이 재현의 방법에 의존하는 

내러티브는 직관적 사고를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언어적 표현 양태의 하

나로 이해된다.

브루너가 사고는 범형적 양상과 내러티브적 양상으로 표현되며 그 중 

내러티브적 표현 양상이 사고를 내면화하는 데에 더 적절한 것이라고 

본다는 점은 앞서 언급한 바 있다. 그리고 내러티브적 표현 양상으로 

드러나는 사고가 직관적 사고와 닮아있다는 것을 브루너가 그 근거로 

밝혔다는 점 또한 앞서 언급한 바와 같다. 「교육의 과정」에서 브루너가 

언급한 바 있는 직관적 사고는 특정 분야의 학자들에게나 가능한 사고

를 뜻한다. 이 점을 감안해 볼 때 브루너에게 직관적 사고는 지식의 구

조와 유사한 것이라고 보아도 무방하다. 브루너가 복잡한 설명을 덧붙이

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지식의 구조는 ‘직관적 사고에 중요한 기초를 

이룬다’는 점은 분명해 보인다(이홍우, 2006a: 280). 이렇게 볼 때 브루

너에게 내러티브는 지식의 구조를 내면화하는 데에 용이한 언어적 표현 

방식일 뿐, 지식의 구조를 대체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그리고 브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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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가 그릇된 교육내용으로 간주한 중간언어를, 지식의 구조를 내면화하

는 매체인 개념으로 재해석할 경우, 내러티브는 그 개념을 표현하는 특

별한 언어를 뜻한다고 볼 수 있다. 내러티브가 지식의 구조를 내면화하

는 데에 용이한 언어라고 하여 그 내러티브가 범형으로서의 개념을 표

현하는 언어와 별도로 성립하는 또 다른 언어라고는 보기 어려운 것이

다.

그러나 또 한편, 브루너는 ‘특정한 문화가 반영되어 있는 신화, 역사, 

민담, 상투적 이야기’ 등을 알고 느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신화, 

역사, 민담 등을 내러티브로 간주하여 이를 교육내용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내비치고 있다(Bruner, 1996: 41). 내러티브는 민담 등

의 문화를 내용으로 하여 그것을 전달하기에 적합한 언어로 보아야 한

다는 것이다. 브루너에 의하면 내러티브는 문화를 대상으로 하여 그것의 

의미를 생성하는 언어라는 것이다(pp. 39-42). 브루너의 이 견해는 내

러티브가 문화와 맺는 관련을 규명함으로써 보다 분명해 질 수 있다.

교육체계는 특정한 문화를 접하며 성장하는 사람들이 그 문화 안에서 

정체성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문화적 정체성이 없을 때 개인

들은 의미를 추구하는 시도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개인들이 정체

성을 형성하여 문화 안에서의 자신의 타당한 위치를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은 오직 내러티브적 표현 양상에 의해서이다. 학교는 내러티브적 표현 

양상을 당연한 것으로 간주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개발하고 권장해 주어

야 한다(p. 42).

브루너가 그의 후기 이론에서 문화 이론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은 앞

서 언급한 바와 같다. 브루너의 그 문화 이론에 의하면 교육은 지식을 

전달하는 것에 한정할 것이 아니라, 그 범위를 넓혀 일상의 삶과 문화

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그리고 교육이 문화에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것은 그 문화가 개인들에게 이른바 ‘정체성’(identity)을 형성해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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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때문이다. 개인들은 특정한 문화를 접하며 사는 동안에 그 문화의 

생활방식과 사고방식에 동화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특정한 문화의 생활

방식과 사고방식이 개인의 ‘문화적 정체성’으로 형성되는 과정은 학교교

육에서 그다지 관심을 기울이지 않은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브

루너가 보기에 문화적 정체성이 형성되는 과정은 설명될 필요가 있고 

또 학교교육에서도 그 문화적 정체성은 개발될 필요가 있다. ‘개인들이 

정체성을 형성하여 문화 안에서의 자신의 타당한 위치를 이해할 수 있

게 되는 것은 오직 내러티브적 표현 양상에 의해서이며, 학교는 이 내

러티브적 표현 양상을 당연한 것으로 간주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개발

하고 권장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브루너가 학교에서 개발해 주어야 할 내러티브적 표현 양상의 사례로 

들고 있는 것은 ‘신화, 역사, 민담, 상투적 이야기’ 등은 물론이요 ‘법규, 

관례 등의 상징적 도구’ 등도 그것에 포함된다(p. 41, 29). 이러한 의미

에서의 내러티브적 표현 양상을 두고 브루너는 ‘문화’로 총칭하고 있다. 

그리고 그 문화는 제도들로 구성되어 있다(pp. 29-35). 브루너에 의하

면 신화, 민담, 상투적 이야기, 법규, 관례 등의 문화―또는 제도―는 논

증적⋅논리적⋅정합적 명제로서가 아니라 내러티브의 형식을 빌어 전달

된다. 이 경우의 내러티브의 형식은 보통의 의미에서의 ‘이야기’를 뜻하

며, 이러한 이야기가 개인에게 문화적 정체성을 형성해 준다는 것이다. 

브루너에 의하면 ‘이야기를 만들어 내고 이야기를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접하는 세계 안에서 우리 나름의 삶을 살거나 그 세계 안에서의 

우리 자신의 “위치”를 형성해 가는 데에 대단히 중요한 것이라는 점은 

자명해 보인다’(p. 40).

이렇게 볼 때 내러티브적 표현 양상을 학교교육에서 개발할 필요가 

있다는 브루너의 견해는 이야기로 전해지는 문화와 제도를 학교교육에

서 고려하여야 한다는 점을 밝힌 것으로 이해된다. 바로 이 점 때문에 

브루너의 문화 이론은 지식의 구조 이론을 대체하거나 폐기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그러나 교육 내용의 성격상 문화나 제도는 지식의 구조와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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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가 있을 수밖에 없지만 그 두 가지 교육 내용이 양립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말하자면 브루너는 ‘마음’을 형성하는 데에 지식의 구조―더 정

확히는, 개념―를 교과로 삼는 경로와 함께, 문화나 제도를 교과로 삼는 

또 하나의 경로를 추가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교육 이론은 

[마음의 이론과 문화의 이론] 이 두 가지 이론의 교차점에 위치해 있

다’(P. 13)는 브루너의 견해는 그 점을 보여주고 있다. 전기의 지식의 

구조 이론은 개념을 매개로 하여 마음을 형성하는 것을 설명하였다면 

후기의 문화 이론은 제도―또는 그것이 전달되는 이야기―를 매개로 하

여 마음을 형성하는 것을 설명한다는 것이다.

이 점에서 브루너의 후기 이론에서 강조되는 문화 이론은 전기의 지

식의 구조 이론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를 전달하는 언어로 소개

되고 있는 내러티브의 언어적 성격을 조명하는 것에 그 초점이 있다고 

보는 편이 타당하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내러티브는 지식의 구조를 

표현하는 데에 용이한 언어이면서 그와 동시에 문화를 전달하는 데에 

적합한 언어이다. 이것은 무엇보다도 내러티브가 정서를 표현하기에 적

절한 언어이기 때문이다. 내러티브 이면에 들어있는 그 정서는 모든 언

어가 갖추고 있어야 할, 언어의 심층적 원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언어는 표층의 구조 이면에 들어있는 심층적 원천으로 인하여 성립한다

는 점은 플라톤 이래로 꾸준히 강조된 바 있다. 플라톤에 의하면 진정

한 수사는 에로스를 원천으로 한다. 이 점에 관한 한, 맥클루한과 옹이 

언어의 심층적 원천으로 들고 있는 공감각과 몸감각 또한 마찬가지이다. 

이와 같이 내러티브는 전신체적 감각을 그 원천으로 하여 성립하는 언

어인 셈이다. 브루너는 이와 같은 전신체적 반응을 담고 있는 내러티브

로 개념을 전달할 때에 비로소 지식의 구조는 학생의 것으로 내면화될 

수 있다는 점을 밝혔다고 볼 수 있다.28)

28) 최근의 한 연구에 의하면 개념과 함께 교육의 또 한 가지 매체인 ‘의례’는 ‘몸

의 인식’을 그 주요한 특징으로 한다(김광민, 2018). 저자가 밝히고 있듯이 몸

의 인식은 몸과 마음이 미분리된 상태로 의례를 ‘지각’하는 것을 뜻한다. 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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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러에 의하면 내러티브는 ‘내면으로의 회귀’를 특징으로 한다

(Kahler, 1973: 15ff). 칼러가 언급하고 있는 그 ‘내면’―또는 ‘내면의 

삶’―은 현대의 심리학적 의미에서의 마음을 뜻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

다. 그러나 칼러는 그 내면을 특별히 ‘프쉬케’(psyche)로 지칭하고 있

다. 프쉬케는 오늘날의 마음의 개념과 완전히 다른 것은 아니지만 몸과 

마음이 구분되기 이전의 상태를 지칭한다는 점에서 ‘영혼’을 뜻한다고 

보는 편이 타당하다. 이렇게 볼 때 내러티브는 ‘내면으로의 회귀’를 특

징으로 한다는 칼러의 말은, 내러티브는 영혼으로의 회귀를 가능하게 하

는 언어라는 점을 밝혀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내러티브를 내면화 

하는 일은 신들에 관한 이야기 거리를 조금씩 인간세상으로 끌고 내려

와 그것에 인간의 영혼을 불어넣는 과정이다’라는 칼러의 말은 그 점을 

보여주고 있다(p. 9). 내러티브는 영혼에 의해 영위되는 ‘인간의 내면적 

삶’(p. 10)을 가능하게 하는 언어적 표현인 것이다. 

‘영혼’이라는 말에 들어있는 종교적 색채를 완화하여 읽으면, 그 영혼

은 성리학의 용어로 표현 이전―미발―의 마음, 즉 심성을 뜻한다고 볼 

수 있다. ‘내러티브는 가깝게는 소설에서 시작하여 멀리는 학문적 저작

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지만 그 성격에 있어서 모두 의식

적 사고가 회귀하여 귀의하는 심성을 담고 있는 것을 가리킨다’(박종덕, 

2011b: 70). 내러티브는 심성이 표현되어 있는 언어인 것이다. 브루너가 

문화 이론을 빌어 강조하고 있는 내러티브이론은, 교과에 나타나 있는 

언어적 진술은 심성을 표현하는 특별한 언어이며, 그 점에서 교과 이면

의 심성을 전달하는 데에는 특별한 언어 사용 방식이 요구된다는 점을 

알려준다는 것에 그 의의가 있다.

한 몸의 인식에 언어가 개입한다면 그 언어 또한 몸과 마음의 미분리 상태를 

그 심층적 원천으로 하는 언어일 것이다. 의례를 전수하는 데에 강구되는 언어

―개념의 언어가 아닌 행위의 언어―는 그 성격상 몸과 마음이 미분리된 상태

를 심층적 원천으로 하는 언어, 즉 내러티브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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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요약 및 결론

교육적 전달 사태에서 다양한 교수매체들이 끊임없이 도입되고 있음

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언어는 교과를 전달하는 데에 필요불가결한 도구

가 되어왔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교과를 가르치고 배우는 일이 교육의 

핵심적 과제이기 때문이다. 이 점에서 언어가 교육적 전달 사태에서 응

당 차지하고 있어야 할 위치를 타당하게 규명하는 일은 교육이론 또는 

교육과정이론에서 핵심적 관심사가 될 수밖에 없다. 본 논문에서 밝히고

자 한 내러티브이론은 언어이론이기에 앞서 교육이론의 하나로 간주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러한 이유에서이다. 내러티브이론은 교육적 전달 

사태에서 강구되는 언어―교과의 언어―의 타당한 성격을 규명해 준다는 

데에 그 이론적 의의가 있다.

내러티브이론이 교육학적 맥락에 본격적으로 적용되어 나타난 것은 

브루너의 교육과정이론에 힘입은 바 크다. 브루너는 이른바 ‘전기 이론

에서 후기 이론으로의 전환의 과정’에서 내러티브이론을 도입하고 있다. 

그 전환은 브루너가 그의 학문적 생애상 전기에서 강조된 지식의 구조

를 후기에 이르러 문화로 대체한 것을 가리킨다. 브루너는 교과의 성격

에 미흡한 것을 가리켜 ‘중간언어’로 일컬으며 그 대안으로 지식의 구조

를 제안한 바 있다. 적어도 브루너의 관점에 충실하자면, 지식의 구조는 

교과의 성격을 그릇되게 파악하는 중간언어를 대신하는 또 하나의 ‘교육

내용’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듀이 이래로 관심의 대상이 되어 온 교

과의 논리와 심리 문제에 비추어 보았을 때, 브루너가 그릇된 것으로 

비판하고 있는 중간언어는 새롭게 재조명될 수 있다. 중간언어는 명백히 

정보의 형태로 제시되는 것이지만 그것 이외에, 그것과 별도로 교육내용

이 있는 것은 아니다. 브루너는 종래의 교육이 교과의 성격을 중간언어

―문제해결에 필요한 정보의 덩어리―로 파악함으로써 교과의 성격을 그

릇된 방향으로 이끌고 간다는 점을 비판하느라, 정작 그 중간언어가 가

지고 있는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이 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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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히 존중한다면 중간언어는 애당초 지식의 구조를 획득하는 것에 아

무런 도움을 주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지식의 구조를 획득

하기 위해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이렇게 볼 때 지

식의 구조는 개념―중간언어―등을 매체로 삼아 획득되는 교과의 내면화

를 뜻한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후기에 이르러 브루너는, 지식의 구조는 개인이 당면하는 사회

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에 개인이 

당면하는 사회적 문제의 해결은 지식의 구조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것과

는 성격을 달리하는 문화에 의해서 모색될 수 있다고 본다. 브루너의 

이 관점은 그의 「교육의 문화」에 집약적으로 나타나 있는 것으로서, 

「교육의 과정」에 나타나 있는 전기 이론의 지식의 구조 이론과 대조를 

이루는 것으로 파악된다. 그러나 브루너의 이 전환이 곧장 이전의 지식

의 구조 이론을 대체하는 것으로 귀결되지는 않는다. 문화는 개념을 매

개로 하여 지식의 구조를 획득하는 그 일을 뒷받침해 주는 또 하나의 

경로로 이해될 수 있는 것이다.

마찬가지의 이유에서 브루너가 그의 후기 이론에서 문화이론과 함께 

내러티브이론을 제시하고 있는 것 또한 전기 이론에서 규명하고자 한 

지식의 구조의 변형의 문제를 밝히기 위해서라고 볼 수 있다. 브루너의 

내러티브이론을 잉태하고 있는 한 가지 주요한 구분―즉, 사고의 범형적 

표현 양상과 내러티브적 표현 양상―에 관한 브루너의 설명에는 지식의 

구조와 그 변형의 문제에 관한 그의 견해가 잘 나타나 있다. 사고의 범

형적 표현 양상과 내러티브적 표현 양상은 동일한 하나의 사고가 표현

된 것으로서, 사고의 범형적 양상은 사고가 범형의 양상으로 표현된 것

을 가리키며, 사고의 내러티브적 양상은 사고가 내러티브의 양상으로 표

현된 것을 가리킨다. 이 두 가지 표현 양상들 중에서 브루너가 더 관심

을 기울이고 있는 것은 내러티브적 표현 양상이다. 브루너는 바로 그 

내러티브적 표현 양상이 사고를 학습자 자신의 것으로 하는 데에 보다 

더 적합한 것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있다. 브루너가 보기에는, 범형적 



- 135 -

표현 양상은 지식을 그 성격에 왜곡됨이 없이 표현되어야 한다는 점을 

곧이곧대로 강조한 나머지, 그 지식이 학습자의 인지적 노력과 이해의 

수준에 맞게 표현되어야 한다는 점을 충분히 살리지 못하는 것이다. 이 

점에서 내러티브적 양상은 지식을 그 전달사태의 성격에 맞게 재구성하

여 표현하는 것을 뜻한다고 볼 수 있다.

사실상 내러티브적 표현 양상은 브루너가 지식의 구조의 의미의 한 

부분으로 종종 강조하고 있는 직관적 사고를 획득하는 방안의 하나로 

이해될 수 있다. 내러티브적 표현 양상은 분석적 사고―범형적 표현 양

상―보다는 더 직접적으로 직관적 사고를 획득가능하게 하는 한 가지 

방안으로 파악되는 것이다. 브루너에게 직관적 사고는 특정 분야의 학자

들에게나 가능한 사고라는 점, 지식의 구조는 직관적 사고에 중요한 기

초를 이룬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브루너에게 내러티브는 지식의 구조

를 내면화하는 데에 용이한 언어적 표현 방식일 뿐, 지식의 구조를 대

체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그리고 브루너가 그릇된 교육내용으로 간

주한 중간언어를, 지식의 구조를 내면화하는 매체인 개념으로 재해석할 

경우, 내러티브는 그 개념을 표현하는 특별한 언어를 뜻한다고 볼 수 

있다. 다만 내러티브가 지식의 구조를 내면화하는 데에 용이한 언어라고 

하여 그 내러티브가 범형으로서의 개념을 전달하는 언어와 별도로 성립

하는 또 다른 언어라고는 보기 어렵다.

그러나 또 한편, 브루너는 특정한 문화가 반영되어 있는 신화, 역사, 

민담, 상투적 이야기 등을 알고 느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신화, 

역사, 민담 등을 내러티브로 간주하여 이를 교육내용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내비치고 있다. 학교는 이러한 의미에서의 내러티브―이

야기로 전해지는 것―를 당연한 것으로 간주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개

발하고 권장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사실상 브루너가 학교에서 개발해 

주어야 할 내러티브의 사례로 들고 있는 것은 신화, 역사, 민담, 상투적 

이야기 등은 물론이요, 법규, 관례 등의 상징 등도 그것에 포함된다. 브

루너가 언급하고 있는 ‘문화’는 이 내러티브에 의해 전수된다.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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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문화는 제도들로 구성되어 있다. 브루너에 의하면 신화, 민담, 상투

적 이야기, 법규, 관례 등의 문화―또는 제도―는 논증적⋅논리적⋅정합

적 명제로서가 아니라, 내러티브를 빌어 전수된다. 이 경우의 내러티브

는  보통의 의미에서의 이야기를 뜻하며, 이러한 이야기가 개인에게 문

화적 정체성을 형성해 준다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내러티브를 학교교육에서 개발할 필요가 있다는 브루너

의 견해는 이야기로 전해지는 문화와 제도를 학교교육에서 고려하여야 

한다는 점을 밝힌 것으로 이해된다. 바로 이 점 때문에 브루너의 문화 

이론은 지식의 구조 이론을 대체하거나 폐기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그러

나 지식의 구조는 중간언어―개념―을 매체로 하여 획득되는 것이라는 

점에서 볼 때 지식의 구조는 문화나 제도와는 차원을 달리하는 것이라

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의 지식의 구조는, 성리학의 용어로 말

하여 표현 이전의 심성으로 이해할 때 문화는 개념과 함께 그 미발의 

심성을 함양하는 경로로 해석될 수 있다. 전기 이론의 지식의 구조는 

개념을 매개로 하여 마음을 형성하는 것을 설명하였다면 후기 이론의 

문화 이론은 제도―또는 그것이 전달되는 이야기―를 매개로 하여 마음

을 형성하는 것을 설명한다는 것이다. ‘교육이론은 마음의 이론과 문화

의 이론의 교차점에 위치해 있다’(Bruner, 1996: 13)는 브루너의 진술

은 그러한 관점에서 파악될 수 있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브루너의 내러티브 또한 지식의 구조를 대체하는 문화를 

전달하는 언어의 하나로 제시된 것이지만, 그 내러티브적 언어는 지식의 

구조를 지적 수준에 맞게 변형하여 제시하는 데에 차용될 수 있는 언어

의 하나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내러티브는 문화를 전달하는 데에 적

합한 언어이기 이전에 지식의 구조를 내면화하는 데에 용이한 언어로 

파악되는 것이다. 이것은 무엇보다도 내러티브가 정서를 표현하기에 적

절한 언어라는 사실 때문이다. 내러티브 이면에 들어있는 그 정서는 언

어의 심층적 원천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모든 언어가 갖추고 있어야 할, 

언어의 성립조건이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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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는 표층의 구조 이면에 들어있는 심층적 원천으로 인하여 성립한

다는 점은 플라톤 이래로 꾸준히 강조된 바 있다. 플라톤에 의하면 진

정한 언어는 에로스를 심층적 원천으로 하여 성립한다. 에로스는 실재를 

향한 인간 영혼의 열망 또는 열정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인간이 가장 

가치 있는 것에 관해 열정을 품고 그것에 이끌려 그것을 추구하는 삶을 

살도록 해준다. 인간은 이 에로스에 힘입어 감각적 현상 이면의 실재에 

관심을 기울이고 그것을 이해하려는 끊임없는 시도를 하게 된다. 인간의 

영혼은 그 안에 있는 에로스에 힘입어 비로소 실재를 대면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플라톤이 「파이드로스」에서 에로스와 수사학의 관련을 확

립하고자 한 것은 에로스를 심층적 원천으로 하는 언어만이 인간의 영

혼을 실재로 상승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아리스토텔레스는 진정한 수사학의 조건으로 로고스, 에토스, 

파토스를 들고 있다. 다만, 에토스와 파토스―심리적⋅주관적 논거들에 

의한 논증―는 로고스―논리적⋅객관적 논거들에 의한 논증―가 전제될 

때 수사학의 조건으로 기능할 수 있다. 이러한 아리스토텔레스의 주장에

서 알 수 있는 것은, 수사학의 이상적 조건은 논증의 논리적⋅객관적 

논거들인 로고스라는 점이다. 그러나 아리스토텔레스에게 로고스는 실재

에의 대면을 가능하게 하는 언어의 심층적 조건이 아니라, 개인이나 집

단의 의견에 합치되는 것―설득―을 가능하게 하는 언어적 논증 체계이

다. 바로 이 점에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언어의 심층적 조건―에로스―보

다는 언어의 표층적 기반에 관심을 두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 점에 관한 한, 르네상스 때의 라무스의 수사학 이론 또한 마찬가지

이다. 라무스는 언어의 심층적 원천에 관심을 두기보다는 언어의 표현 

기법에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이다. 라무스는 변증법과 함께 수사학을 교

과의 하나로 정립하여 인간의 사고를 언어로 정확히 표현하는 기법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라무스는 쓸모없는 규칙과 기계적 절차를 강조하는 

중세의 아리스토텔레스의 수사학―논리적⋅객관적 논거들에 의한 논증

체계―에서 벗어나 인간의 삶과 그 삶에서 획득된 지식을 미려하고 우



- 138 -

아하게 표현하는 기법을 수사학의 탐구대상으로 삼았다. 물론, 수사학이

라는 교과에 라무스가 그 내용으로 담으려고 했던 정확한 언변은 규칙

과 절차에 의해 단순히 말을 꾸며대거나 말을 장황하게 늘여놓는 것과

는 거리가 먼 것이다. 라무스가 언급하고 있는 정확한 언변은 인간의 

자유로운 사고의 발전을 위해 요청되는 것으로서, 말을 정확하게 구사하

는 표현방식을 가리킨다. 라무스에게 수사학은 정확한 언어구사 능력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이다. 결국 라무스의 수사학은 사고의 발전을 위한 

언어의 정확한 표현방식을 가리킨다는 점에서 일련의 표현기법에 해당

한다고 볼 수 있다. 라무스의 수사학 논의는 교육적 맥락에서 언어의 

정확한 표현을 문제로 삼아 그것을 분명히 밝히려고 했다는 점에서, 교

과의 언어가 갖추어야 할 조건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적어도 라무스에

게 교과의 언어는 정확한 표현을 그 조건으로 하는 것이다.

희랍시대의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에서부터 르네상스의 라무스에 

이르기까지 계속하여 조명되어 온 수사학적 전통은 언어가 그 본래의 

기능―지식의 전달―을 다하는 데에 갖추어야 할 조건을 탐구해 온 과정

으로 귀결된다고 볼 수 있다. 다만, 플라톤에서 아리스토텔레스를 거쳐 

라무스로 이르는 이 계열은 언어의 안―언어의 심층적 원천―을 탐색하

는 것에서 바깥―언어의 표층적 기반을 거쳐 언어의 전달적 기법―을 탐

색하는 것으로 나아가는 과정이다. 그러나 이 과정은 언어의 심층적 조

건―언어의 안―을 점점 상실해 가는 것이라는 점에서 언어의 표층적 기

반이나 전달적 기법에 관심을 두고 있는 아리스토텔레스나 라무스의 견

해는 그 심층적 원천을 밝힌 플라톤의 관점에 의하여 보완될 필요가 있

다.

이 점에서 맥클루한의 매체이론과 옹의 언어이론은 관심의 대상이 될 

만한 것이다. 맥클루한의 매체이론과 옹의 언어이론은 언어의 심층적 원

천을 밝히고자 한 것으로 이해될 수 있는 것이다. 맥클루한과 옹이 밝

히고자 한 언어의 그 심층적 원천은 각각 공감각과 몸감각으로 지칭된

다. 맥클루한이 언어의 심층적 원천으로 간주하는 공감각은 한편으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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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속에서 사람들이 공통으로 갖고 있는 정상적 판단력으로 해석되기도 

하면서, 또 한편으로 5감과 서로 관련되면서 그것들을 통합하는 전체적 

통찰력으로 해석되기도 한다. 전자의 의미에서의 공감각을 사회적 공감

각 또는 사회학적 의미에서의 공감각이라고 부를 수 있다면 후자의 의

미에서의 공감각은 심리학적 의미에서의 공감각, 더 간단히는 심리적 공

감각으로 부를 수 있을 것이다. 심리학적 의미에서의 공감각은 이른바 

육감(六感)을 떠올리게 한다. 그러나 심리학적 의미에서의 공감각을 뜻

하는 육감(肉感)은 다섯 가지 감각―시각, 청각, 미각, 후각, 촉각―중의 

어느 것도 아니면서 그 다섯 가지 감각이 흘러나오는 심층적 원천과 같

은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육감은 다섯 가지 감각 등으로 분화되기 이전

의 것이며, 이 점에서 육감은 엄밀히 말하여 감각이라고 부를 수 없다. 

미분화된 감각은 마음과 몸의 구분이 적용될 수 없는 것이며, 따라서 

그것은 마음이라고 해도 무방하며 또 몸이라고 해도 무방한 그러한 것

이다. 공감각은 마음과 별도로 있는 몸이 가지는 감각이 아니라, 마음과 

몸이 분리되기 이전의 몸이 가지는 감각인 것이다.

맥클루한의 매체이론에 의하면 활자매체에 비하여 전자매체가 더 나

은 매체인 것은 그것이 공감각을 회복하기에 적합한 것이기 때문이다. 

전자매체는 공감각을 실현하는 데에 용이한 것임에 틀림없지만 활자매

체가 공감각을 실현하는 것과 무관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전자매체가 

공감각을 실현하는 데에 용이하다거나 활자매체가 공감각을 실현하는 

데에 장애를 초래한다는 사실이 곧, 전자매체 그 자체로 공감각의 실현

이 보장된다거나 활자매체로는 공감각의 실현을 보장할 수 없다는 결론

은 따라 나오지 않는 것이다.

한편, 맥클루한의 매체이론을 이어서 언어이론을 확립하고자 한 옹은 맥

클루한의 공감각을 몸감각―그의 용어로는 신성―의 개념에 비추어 부연하

고 있다. 매체와 분리불가능한 형태로 결합되어 있는 것을 공감각에서 

찾고 있는 맥클루한에 비하여, 옹은 언어와 분리불가능한 형태로 결합되

어 있는 그것을 신성에서 찾고 있다. 옹은 문자 없는 시대의 말―즉,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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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과 문자 있는 시대의 말―즉, 글말―을 대비시킴으로써 글말에 익숙

한 삶의 방식이 입말에 익숙한 그것과 어떤 관련을 맺고 있는가를 밝히

고 있다. 옹이 보기에 입말은 몸과 마음이 분리되기 이전의 미분화된 

감각―신성―을 표현하고 있다는 점에서 글말에 비하여 언어의 원형적 

형태에 가까운 것이다. 옹은, 입말은 글말에 비하여 신성이 깃들어 있다

는 점을 강조하면서 모든 언어예술 형태 중 최상의 것이라는 점을 드러

내고 있다. 이 점에 근거하여 옹은, 내러티브는 언어예술 형태 중 최상

의 것이라는 자신의 견해를 내놓고 있다.

종래 문학이나 언어학에서 내러티브는 사건, 시간, 전달을 그 의미요

소로 하여 성립하는 것으로 파악되어 왔다. 물론 내러티브의 그 의미요

소는 관점에 따라 상이하게 파악되기도 한다. 예컨대 애보트는 내러티브

의 세 가지 의미요소를 스토리, 시간, 재현에서 찾고 있다. 그러나 이 

사실과 함께 강조되어야 할 것은 플라톤 이래로 언어이론의 역사에서 

밝혀진 바 있는 사실―즉 진정한 언어는 전신체적 감각을 그 원천으로 

하여 성립한다는 점―이다. 내러티브는 전신체적 감각을 그 원천으로 하

여 성립하는 언어인 것이다. 바로 여기에 브루너가 지식의 구조를 표현

하는 한 가지 방안으로 내러티브를 강조한 이유가 있다. 지식의 구조는 

개념을 매체로 하여 획득되지만 그 일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개념을 전

달하는 언어를 특별한 방식으로 구사하지 않으면 안 된다. 여기서 특별

한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언어의 조건을 이루고 있는 정서―전신체적 

감각―를 되살려내며 언어를 구사하는 것을 가리킨다.

일상의 삶에서 통용되는 생활의 언어에 비하여 개념을 전달하는 학문

의 언어는 학습자에게 낯설게 지각되기 마련이다. 그런데도 학습자가 그 

학문의 언어에 접하며 그 너머의 세계를 조금이라도 볼 수 있는 것은 

그 학문의 언어를 출중하게 구사하는 교사가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거

인의 어깨 위에 서서 세상을 바라본다’는 뉴턴의 말에 나타나 있는 ‘거

인의 어깨’는 조금의 가감 없이 학습자가 까치발로 넘어다보는 교사의 

세계이다. 학습자에게 그 일이 조금이라도 가능한 것은 교사가 자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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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를 학문의 언어로 펼쳐 보이기 때문이며, 또 그 일이 결코 쉽지 않

은 것은 그 학문의 언어가 생활의 언어와는 다른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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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thesis is intended to verify the educational implications 

of Bruner's narrative theory. Bruner is known to have 

introduced the narrative theory of literature in earnest in the 

educational context to advocate cultural theory in his later 

academic career. Bruner's emphasis on culture instead of the 

structure of knowledge that represents his former theory is 

due to his consciousness of the problem that the structure of 

knowledge does not exert any power in solving the social 

problems with which individual is confronted. 

However, this transition of Bruner's view does not directly 

result in the replacement of the structure of knowledge. 

Culture can be understood as another way of supporting the 

acquisition of the structure of knowledge through the medium 

of concept. For the same reason, Bruner's suggestion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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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rrative theory along with cultural theory can also be seen to 

illuminate the problem of presenting the structure of knowledge 

translated and transformed to levels of learners, which derives 

from his early theory of the structural of knowledge. The 

narrative mode in expression that Bruner emphasizes on 

suggests one answer to the problem of the transformation of 

the structure of knowledge. According to Bruner, by expressing 

the structure of knowledge in the narrative mode, learners 

internalize the structure of knowledge as their own more easily 

than the paradigmatic mode in expression. For Bruner, 

narratives are verbal expressions suitable for internalizing the 

structure of knowledge.

Meanwhile, Bruner suggests that myths, history, and folktales, 

etc. need to be used for educational purposes, noting that 

certain cultures are reflected on them. That is, myths, history, 

and folktales, etc. are considered as narratives. Narrative in 

this case means a story in the ordinary sense. For this reason, 

Bruner's cultural theory is considered to replace or discard the 

theory of structural of knowledge. Stories in folklores cannot 

be the same in the nature of the educational content as the 

structure of knowledge which means general principles or 

concepts. However, the structure of knowledge cannot be called 

'content of education' in a strict sense. The structure of 

knowledge that is acquired through learning general principles 

or concepts, the exemplar of educational content―medium in 

the more precise term, should be regarded as the 

‘internalization of studying subject', the state that the structure 

of knowledge has been established as a part of the learn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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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ds. The structure of knowledge as such is no different from 

the mind of the not-yet-manifested in a term from 

Neo-Confucianism. In this sense, culture can be interpreted not 

as a replacement for the structure of knowledge, but, like 

concept, as a way or medium to build the mind of the 

not-yet-manifested.

Similarly, though it is presented as one that imparts a 

culture of the replacement for the structure of knowledge, the 

narrative of Bruner needs to be accepted as a language which 

can be borrowed to transform and present the structure of 

knowledge to an intellectual levels of leaners.  Narrative is 

understood to be an appropriate language for internalizing the 

structure of knowledge rather than a  language suitable for 

imparting a culture. Above all, this is because narrative is the 

right language to express emotion. The emotion behind 

narrative as an in-depth source of language can be a 

fundamental condition that all languages must have to be a 

real language. 

Ever since Plato, it has been a subject of constant interest 

that language is defined by emotion, an in-depth source behind 

the surface structure of language. The rhetorical tradition, 

which began to be illuminated by Plato of the Greek Age, can 

be seen as the process of revealing the relation of language to 

emotion―in Plato's terms, Eros. This means that the rhetorical 

tradition is a process that has explored the conditions that 

language should have―that is, the conditions that language 

must have in order to be the proper one to impart knowledge. 

But from Plato to Aristotle to Ramus, the rhetorical trad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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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s moved from explaining an in-depth source of language to 

suggesting the surface foundation of language and the 

transmittal techniques of language. This process is that of 

gradually losing an in-depth conditions of language, which 

means that the views of Aristotle and Ramus need to be 

supplemented by Plato's point of view.

McLuhan's theory of media and Ong's theory of language, 

which have been the subject of interest in modern times, can 

also be interpreted as an attempt to reveal an in-depth source 

of language. An in-depth source of a language, which McLuhan 

and Ong want to reveal, are called synesthesia and kinesthesia, 

respectively. Sometimes, Ong refers to kinesthesia as divinity. 

Synesthesia and kinesthesia are not the same level of ‘five 

senses’, but rather the response of entire body that differs 

from those. In this respect it is not so far off as pointing to 

the same level of undifferentiated emotion. Narrative is referred 

to a language that has an in-depth source of language in this 

sense. 

The reason for Bruner’s emphasis on literary narratives for 

educationally transmissional situation is to clarify that the 

structure of knowledge is expressed and acquired on the 

reliance of such narratives. In this regard, narrative theory 

can be said to imply the position of language, more precisely, 

the potential and limitation of language in an educationally 

transmissional situation. Narrative theory suggests that the 

theory of language, which reveals the potential and limitation 

of language, should be treated with importance as one of the 

theoretical concerns of the curriculum the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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