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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언

오늘날의 사회는 변화의 속도가 너무 빠르고 그 폭이 너무 광범위해서 변화의
방향을 예측하기가 어렵다. 또 사회의 변화는 어느 특정한 분야에서만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 삶의 정신적, 물질적 조건을 이루는 모든 분야에 걸쳐 일
어나고 있다. 20세기 후반에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변화는 너무 급격해서 예측을
불허하는 경련적 변화 , 급진적 변화 , 예측 불가능의 변화 , 무원칙의 변화 라는
말로 표현할 수밖에 없다(황정규, 1995, 33, 2: 133 ). 이 같은 급속한 변화는 우리
에게 어떤 것이든 예측 을 불허한다. 어제의 지식은 쓸모없는 것이 되어버리고, 어
제의 가치는 낡은 것이 되어 버렸다. 우리는 미래에 어떤 일이 닥칠지 전혀 예측
할 수 없기 때문에 나아가야 할 방향을 상실하고 방황할 가능성이 높다. 결국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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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을 사는 사람들의 긴급한 과제는 예측을 불허하는 이 변화들을 어떻게 예측하
고 다룰 것인가 하는 태도 및 방법론의 문제로 귀착된다고 할 수 있다.
본고는 일찍이 급변하는 사회를 이끌어 가기 위한 방법론을 교육실천에서 구
하고자 했던 죤 듀이(J ohn Dew ey : 1859 - 1952)의 교육철학을 탐구함으로써 21세기
한국교육이 지향해야할 교육이념의 방향을 탐색하려는데 주된 목적이 있다. 듀이
는 급변하는 사회 안에서 생겨나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
으로서 지성 (知性: in t ellig en ce )의 방법을 제시했던 철학자였다. 그는 현대인들이
지성적인 태도로 문제사태를 바라보고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이
러한 태도가 민주사회의 모든 시민들에게 적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 이러
한 이유로 그는 무엇보다도 지성의 힘과 태도를 기르는 일을 교육의 중요한 사명
으로 여기게 되었다.
일찍이 듀이의 연구자 W irth는 듀이가 생존했던 시기가 미국역사상 사회변화
가 가장 가속화되었던 시기 (1969: ix )라고 적고 있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
의 사회의 변화의 속도와 범위는 듀이가 활동했던 20세기 초의 그것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속도가 빠르고 폭이 넓으며 거대하다. 마찬가지로 오늘날은 그가 살
았던 시대에 비하여 훨씬 복잡한 문제들이 생겨나고 있다. 그렇다면 듀이의 철학
적 방법론들은 우리가 오늘의 문제를 진단하고 해결해 가는데 어느 정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인가? 특히 21세기 급변하는 시대에 직면하여 해결해야할 사회, 문
화적인 문제를 안고 있는 우리 한국인들에게 그의 지성의 교육철학은 어느 정도
의 가치와 효력이 있을 것인가? 연구자는 그의 여러 주장들 가운데 지성의 교육
철학에 대한 그의 강조는 다수의 비판 1)에도 불구하고 격변의 소용돌이 속에서 21
세기를 새롭게 창조해가려는 한국인들에게 희망과 비젼을 제시해 줄 수 있을 것
이며, 특히 21세기가 요구하는 창조적이고 협동적인 인간상을 육성하려는 교육이
1) 듀이의 지성 개념에 대한 서로 상반되는 비판들이 전개되었는데, 예컨대
Bhattacharyya (1969: 186)와 박봉목(1983: 217- 226)은 듀이의 지성개념을 높게 평가한 반면
에, Meikleijohn (1942: 128)은 듀이의 지성에 대한 설명은 대단히 모호할 뿐 아니라 지식과
지성에 대한 논의도 불분명하다고 지적했고, D 'Ur so(1978: 120)는 사회적 지성의 개념은 이
론적으로 모호하며, 그를 실천할 수 있는 기관들이 제대로 제시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또
Soltis (1982: 47)는 듀이의 지성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무의식의 세계 내지 잠재의식의 영
역이 있음을 지적했고, P eters (1981: 85)는 듀이가 지성개념을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인간
정서의 측면을 소홀하게 다루었다고 비판했다. 박준영(1987: 128)도 듀이가 인간의 지성적
측면과 정서적 측면을 통합하는데 실패했다고 평가했으며, 김태길(1979: 289- 291)은 사회철
학적 관점에서 듀이가 지성의 조직방법에 대해 뚜렷한 방안을 제시하지 못했다고 비판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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념을 수립하고 추진하려는 교육이론가나 실천가들에게 커다란 시사를 줄 것으로
기대한다.

Ⅱ . 듀이의 지성철학
듀이의 철학 및 교육이론은 급변하는 사회에 대응하려는 과정속에서 이루어지
고 완성된 지적 소산이다. 말하자면 그의 철학은 미국 사회의 변화 에 대한 정확
하고 예리한 통찰과 과학적인 진단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봐야할 것이다. 그러므로
홈즈(H olm es , 1981: 142)가 적었듯이, 그의 철학 및 교육이론을 이해하는 지름길은
그가 과연 그 당시 미국사회의 변화 를 어떻게 직시하고 그 변화에 대한 해결방안
을 어디에서 찾으려고 했는가를 알아보는 일이다.

1. 사회변화에 대한 진단
현대 사회를 급속하게 변화시킨 원인들 중의 하나가 과학. 기술이라는데 이의
를 제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듀이 역시 과학이 가져온 변화들을 놀라
운 눈으로 바라보았다. 그는

철학과 문명 (P hilos op hy and Culture )에서 과학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 바 있다.
과학은 우리들의 생활환경을 급격히 변화시켜 놓았으며, 인간이 변화를 이해해 볼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변화의 속도가 매우 빠르
기 때문에 하나의 변화를 이해하기도 전에 또 다른 변화를 맞게 된다.(L W , 6: 53)2).

17세기 과학의 시대 이후로 과학 기기(機器)의 발명과 응용은 인류문명을 놀
랄 만큼 바꾸어 놓았고, 인류에게 물질적 풍요와 안락함을 제공해 왔다. 하지만,
과학은 이에 못지 않게 엄청난 부작용을 낳았고, 인류를 비극으로 몰아넣기도 했
다. 듀이는 인류를 비극으로 이끈 것은 과학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
2) 본고에서 인용한 듀이의 저서들에 관한 약어는 다음과 같다. DE : Democracy and
Education ; LW : John Dew ey the Later Works ; F C: F reedom and Culture; MW : John
Dew ey the Middle Works ; HNC: Human Nature and Conduct ; PC: Philosophy an d
Civilization ; Logic : Logic : T he T heory of

Inqury ; RP : Reconstruction in Philosop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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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의 마음과 태도가 그릇되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말하자면 인류가 과학을 악용했
기 때문에 사회악이 생겨났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는 인류가 과학을 바르게 선용
할 수 있다면 사회문제를 어느 정도는 경감시킬 수 있고, 사회구성원이 바라는 사
회를 이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낙관했다. 따라서 그는 과학의 속성 및 기능을 바
르게 이해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보았다. 1916년에 쓴

민주주의와 교육

(D em ocracy an d E d uca tion )에서 듀이는 과학 을 다음과 같이 정의했다.
과학은 문제를 심사숙고하여 해결하기 위해 적용하게 되는 관찰, 반성 및 실험 방법
의 결과를 의미한다. 그것은 그릇된 것을 제거하기 위한 현재의 신념을 바꾸고, 무엇보
다 그 신념에 정확성을 가하려는 지성적이고 집요한 노력을 포함한다.(D E : 219).

듀이는 이 같은 속성을 지니는 과학이 교육적으로 의미있게 쓰일 것을 누누히
강조했다. 그래서 그는 과학의 교육적 사용문제는 그 자신의 힘으로 인류의 방향
을 지도할 가능성에 대한 신념으로 충분한 지성을 창조하는 일이다. 교육을 통해
서만이 과학적 방법은 우리 인류를 주먹구구식 방법으로부터 해방시키고, 이 같은
방법에 의해 발생하는 틀에 박힌 행동으로부터 해방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D E :
225)고 강조했다. 듀이는 과학을 어떤 특정한 영역에만 적용하려 한다든지 개인적
으로 사용하려는 태도를 경계해야 한다고 보았다.
인류역사에서 우리가 과학적인 태도를 수용했다는 것은 도덕, 종교, 정치, 산업에 있
어서 혁명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우리가 과학의 용도를 기술적인 것에만 적용한다는
사실은 과학 자체에 대한 비난이 아니라 사적인 목적을 위해 그것을 사용하는 인간존
재에 대한 비난이다(Ratn er , ed., 1939: 459).

듀이는 과학기술에 따른 급속한 변화를 어떻게 이해했는가? 그는 과학기술이
인류에게 물질적 풍요와 안락함을 가져다주었다고 해서 그것을 무조건 찬양하지
도 않았거니와,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했다고 해서 그것을 거부하거나 증오하지 않
았다. 그는 과학이 가져온 변화 를 종교상의 타락이나 존재의 불확실성의 표시로
간주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는 변화를 타락 으로 간주했던 플라톤(P lat on )과 아리
스토텔레스(A ristoteles )에 대해 강한 불만을 표한 바 있다. 그는

철학의 개조

(R econs tr uction in P hilos op hy )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플라톤은 변화를 타락으로 보는 비관론적 견해를 취했다...아리스토텔레스는 변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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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현되어야 할 경향성으로 파악했지만, 완전히 실현된 실재, 신성, 그리고 궁극성은 불
변한다고 주장한 점에서는 플라톤 이상일 수 없다(R P , 1963: 107).

듀이에게, 변화는 타락의 원인이 아니라 발전 및 진보의 조건이다. 그는 적기
를, 변화는 새로운 가능성과 도달해야할 목적을 의미한다. 그것은 보다 나은 미래
에 대한 예견이다. (R P : 102). 그의 변화에 대한 생각은 긍정적이며, 낙관적이고
때론 적극적이다. 고인물은 썩듯이, 정체된 사회는 활력을 잃고 퇴보할 수밖에 없
다. 변화는 자연히 대립과 다양성을 전제로 한다. 그래서 그는 변화는 개변이거나
다르다는 것 이고 이것은 다양성을 의미한다. (R P : 108 )고 적고 있다. 청년시절 헤
겔(H eg el)의 학도로서, 그는 대립의 출현을 악으로 간주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대
립에 의하여 야기된 긴장까지도 전진하려는 에너지를 자극하고 야기시키는 것이
기 때문이다. 듀이에게 변화는 영구적인 실재(r eality )이며, 인간 삶의 엄연한 사실
(fact )로 이해된다. 변화가 하나의 사실인 한 그것은 과학적 탐구의 대상으로 연구
될 수 있고, 이를 제대로 통제할 수 있다면 인류는 그 변화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끌어 갈 수 있다고 믿었다. 말하자면 변화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변화
를 어떤 방향으로 이끌고 나갈 것이냐가 중요하다는 점을 다음과 같이 역설했다.
변화란 어떤 일정한 방향으로 나아갈려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큰 일을 하기 위해서
는 변화하는 상황에 대해 충분한 인식이 있어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상황을
적절히 다루어갈 수 있고 그 변화를 의도하는 방향으로 전환시켜 나갈 수 있다.(R P :
116)

듀이에 의하면, 오늘날 우리 인류가 직면하게 된 다수의 사회문제들은 이 변화
의 속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여 생겨났으며, 심지어는 그것을 바르게 다루려는
선한 의지가 부족한데서 기인했다고 보았다. 어느 사회든지 변화를 인정하지 않으
려는 세력들이 존재한다. 그들은 변화를 두려워하며 변화가 가져올 불이익에 급급
한 나머지 변화를 위한 어떠한 노력과 시도도 거부한다. 듀이에 의하면 그들이 전
통과 관습과 권위의 사슬에 묶여 있는 것도 바로 변화를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이
러한 두려움은 문화의 발전을 가로막았으며 학문의 진보를 어렵게 만들었다는 것
이다.
듀이는 변화를 어떻게 다룰 것이냐는 것은 과학의 문제이며, 과학을 어떻게 다
룰 것이냐는 것은 곧 교육의 문제임을 누누히 강조했다. 이 같은 주장 안에는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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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가지의 함축적된 의미가 담겨있다. 듀이는 과학사(科學史)를 살펴본 결과 모든
과학자들이 변화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끌어왔다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실제로
과학자들 중에는 과학기술을 오용함으로써 인류를 불행하게 한 사람들이 얼마든
지 있기 때문이다. 그는 변화를 이끌어갈 사람이 과학자라면 그를 지성적으로 기
르는 일은 교육이 성취해야할 중요한 목적들 중의 하나라고 생각했다. 말하자면
교육의 목표는 개인들로 하여금 사회 안에서 일어나는 변화에 지성적으로 대처해
가도록 돕는 데 있다는 것이다.(H olm e s , 1965 : 312- 313 ).

2. 지성의 교육철학
그렇다면 듀이는 급변하는 사회에 적응해 갈 수 있는 방법을 어디에서 구하고
있는가? 우선 그는 그 방법을 과학적 방법 에서 찾고 있지만 더 근원적으로는 지
성적 방법 (int ellig en t m eth od )에서 찾고 있다. 교육사상가로서 그는 인간에 대한
무한한 신뢰를 가지고 있었고 특히 지성의 힘에 대한 신뢰는 대단히 컸었다. 왜냐
하면 과학을 다루는 것은 인간이며, 그 인간을 지성적으로 육성하는 일이 교육의
주된 목적이기 때문이다. 과학을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는 결국 인간 마음(m in d )의
문제라고 본 것이다. 그래서 그는

과학적 태도가 새로운 마음의 자세를 낳게 하

는데 이용될 수도 있고, 과학이 발달하기 이전에 형성되었던 욕구와 목적과 제도
를 위하여 계속 봉사하게 만들 수도 있지 않을까? (L W , 6 : 55 )하고 물음을 던진
바 있다. 그는 놀랄만한 변화를 가져온 것이 과학기술이긴 하지만 이것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다루어 나갈 것인가 하는 것은 결국 인간의 마음과 태도라고 생각했
다. 결국 과학을 다루는 이 마음과 태도를 그는 지성 라고 본 것이다. 이런 의미에
서 그의 입장을 지성의 교육철학 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듀이의 생각에 좀
더 가까이 접근해 가기 위해서 그가 말한 지성 이란 말의 의미를 고찰해 볼 필요
가 있다. 듀이의 지성 개념은 다음 몇 가지 측면에서 고찰해 볼 수 있다.
첫째, 듀이는 지성을 전통철학들이 우위에 놓아왔던 이성 , 지력 (智力), 지능
(知能)과 구별하고자 했다. 우선, 그는 칸트(I. K ant )에 의해 체계화된 이성의 개념
에 불만을 토했다.
종래의 소위 이성 은 경험과 유리된 것이요, 보편적인 진리의 세계로 인도하는 것
이라고는 하나 그러한 이성은 우리의 실생활과는 너무 동떨어져 있는 것, 흥미없는 것,
불필요한 것이다(R P , 1957: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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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듀이는 합리주의 전통을 계승한 허친스(R .M . H ut chin s )가 주로 사용하는
지력(In t ellect )의 개념에 불만을 품고 자신의 지성 개념과 구별하고자 했다. 허친
스는 모든 인간활동의 근저에 형이상학이 있듯이, 교육에도 놓여져 있다...형이상
학은 인간지력에 의하여 파악될 수 있는 보편적인 법칙의 총체이다 (1943: 23 - 24 )
라고 말한 바 있다. 말하자면 허친스가 말하는 지력은 형이상학적인 세계를 파악
하기 위한 지적 능력이다. 이런 점에서 과거 합리주의자들이 사용해온 이성의 개
념과 다를 바 없다. 왜냐하면 그것은 현실의 경험과는 너무 유리된 세계를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그는 지성을 생물학적 용어로서의 지능 (int ellect )과 구별
하고자 했다. 그는 지능을 다음과 같이 평가했다.
지능이 아무리 세련되었을지라도 그것은 낡아빠진 목적에 도달하기 위한 보다 나은
방법을 보여주는데 그친다...지능은 비판적이며 비생산적이지만 욕구는 생산적이다. 지
능은 차분차분하다는 점에서 인정이나 그것의 필요물로 부터 초연하다...지능은 분석적
이어서 사물을 갈기갈기 갈라놓는다.(H N C, 1922; 229)

듀이는 지성이 지능 이상의 힘을 가진 것으로 생각했다. 우리가 흔히 일상용어
로서 지능적인 사람이란 말과 지성적인 사람이란 말을 구별하듯이 지성은 단지
비판적이고 분석적인 능력 이상의 요소를 함의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듀이는『인간성과 행위』(H um an N a tur e and Cond uct)에서 지성의 개념에 대
한 독특한 설명을 했을 뿐 아니라 적극적인 의미를 불어넣었다. 이 저서에서 그는
지성을 습관(h ab it ), 충동(im pulse )과 더불어 인간성을 구성하는 주요 요소로 파악
했다. 그는 인간성에 있어 습관과 충동의 위치 및 역할을 강조했지만 무엇 보다
지성의 지위 및 역할을 높이 평가했다. 그는 습관과 충동의 약점을 다음과 같이
지적한 바 있다.
그러나 습관은 혼자서는 인식할 수 없다. 습관은 그것만으로는 사고하고 관찰하고
회상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충동도 역시 그것 만으로서는 반성이나 명상을 할
수 없다. 그것은 다만 하도록 할 따름이다. 습관은 그것 만으로서는 너무나 잘 짜이고
너무 단정적이며 결정적이기 때문에 탐구도 상상도 할 여지가 없다. 그런데 충동은 너
무 혼돈되어 있고 난맥상을 이루고 헝클어져 있어서 알려고 한다고 해도 인식하는 능
력이 없다. 습관은 그것만으로는 너무도 확연히 환경에 순응하기만 하기 때문에 환경
을 조사하고 분석할 수 없으며, 또한 충동은 너무도 제멋대로 환경과 관계하고 있으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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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환경에 대해 아무 것도 보고할 수가 없다.(H N C, 1922: 167).

듀이에 의하면, 지성이 습관과 충동에 대해 해야할 역할은 습관을 개조하고 충
동을 조정하는 일 이다(H N C, 1922: 163). 이미 고정되고 틀에 박힌 습관에 활기를
불어넣고 생기를 불어넣는 것은 충동이지만 그 충동에 운동방향을 부여하고 질서
를 부여하는 것은 지성의 역할이다. 둘 중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졌을 때 온전하고
건전한 인간성을 지녔다고 하기 어려울 것이다. 듀이는 충동에 대해 지성이 해야
할 역할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충동은 일차적인데 비하여 지성은 이차적이며 어떤 의미에서는 파생적이다....충동은
스스로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지 조차 모른다. 즉 그것은 명령을 내리고 싶어도 내릴
수가 없다. 그것은 달아날 틈만 있으면 어느 구멍으로라도 맹목적으로 내달린다. 무엇
이라도 충동을 소모시키는 것이 있기만 하면 그것으로 만족한다. 충동이 튀어나오는
출구는 어느 것이고 마찬가지이다. 그것은 무차별적이다....지성이 충동을 위해 해야할
일은 충동의 고분고분한 하인으로서가 아니라, 충동을 밝히는 자, 충동을 해방하는 자
로서 행동하는 것이다.(H N C, 1922: 234- 235).

지성의 특징중의 하나는 인간의 충동적 성향을 적절히 억제하고 통제함으로써
그것에 방향을 부여하는 것이다. 인류 역사상 지성적인 인물들의 공통된 행동특징
은 충동과 무절제를 극복하고 자기를 실현했다는 점이다. 부분별하고 맹목적인 충
동은 인간성을 파괴한다. 인간의 일시적인 충동은 역사를 바꾸는 원동력으로 혁명
운동으로 전개되었지만 대분분 방향감각을 상실하게 만들었다.
둘째, 듀이는 지성을 인간의 구성요소로만 해석한 것이 아니라 문제해결을 위
한 과학적 방법 즉 탐구행위로 이해하고자 했다. 그는 『논리학』(L og ic: T h e ory
of I n qu iry )에서 지성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상황의 구성에 대한 상세한 관찰, 그 다양한 구성들에 대한 분석, 모호한 것에 대한
명료화, 더욱 일관성 있고 생동감 있는 특성들에 대한 숙고, 그것들 자체를 제시하는
다양한 행동양식의 결과에 대한 탐구, 예견되거나 상정된 결과들이 그 사용에 있어서
실제적인 결과들과 일치할 때까지 가설적이고 임의적인 것으로 다룰 수 있는 결정에
대한 고려 등이 있다. 이와 같은 탐구가 곧 지성이다.(L og ic, 1938: 107)

여기에 소개된 듀이의 지성 개념은 『인간성과 행위』에 나타난 지성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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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는 사뭇 다르다. 즉 그는 지성을 인간성의 구성요소로 보기보다는 문제해결의
과정에서 요구되는 탐구의 행위로 해석하고 있다. 그는 이 같은 탐구행위가 개인
문제 해결뿐 아니라 사회문제 해결에도 적용될 수 있다고 생각했다. 즉 그는 지성
을 존재론적인 측면에서가 아니라 방법론적인 측면에서 해석하고자 했다. 그에게
지성이란 단순히 타고나는 생득적인 인간본성이 아니라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려
는 적극적이며 능동적인 힘이다. 그것은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이용하고 활용할
때 의의와 가치를 가진다. 그의 철학의 특징이 바로 여기에 있다.
세째, 듀이의 지성개념은 사회의 낡은 습관과 제도를 개조함으로써 민주주의를
구현하기 위한 사회적 방법 (social m eth od )이다. 이와 관련하여 그는 『민주주의
와 교육행정』(D em ocracy an d E d uca tional A dm in is tra tion )에서 다음과 같이 쓴
바 있다.
민주주의의 기반은 인간본성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다. 즉 인간 지성에 대한 믿음과
충만하고 상호 협동적인 경험의 힘에 대한 믿음이다.(Ratner , ed., 1939: 402)

지성이 민주주의의 토대가 되어야 한다는 듀이의 주장은 『자유와 문화』
(F re ed om an d Cultur e)에서도 여실히 드러난다. 즉 그는

적절한 조건만 부여된

다면 인간은 지성적으로 판단하고 지성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는
믿음 (F C : 392)을 강조했다.
이처럼 그는 지성이 민주주의 건설의 토대임을 무엇 보다 강조했던 민주주의
철학자였다. 또는 그는 계속해서 쓰기를 나는 민주적인 삶의 방식 안에서 개인의
경험에 관련된 지성의 효과적인 해방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왜냐하면 민
주주의는 행동의 자유를 인도하고 타당성 있게 하는데 자유로운 지성(fr eed
in t ellig en ce )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Ratn er , 1939 : 404 ) 그러나 듀이는 개인적
지성(in div idu al int ellig en ce )만으로는 민주사회를 건설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보고
개인적인 지성들이 통합되기를 원했다. 다음과 같은 그의 주장 속에 이 점이 잘
나타나 있다.
우리가 지성이라고 부르는 것은 불평등한 것을 분배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다. 사회
에 대한 개개인의 공헌은 충분히 발휘된 최고의 지성에로 통합될 때 비로소 가치를 갖
는다고 믿는 것이 바로 민주적인 신념이다.(Ratner , ed., 1939: 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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듀이는 왜 개개인 지성의 통합과 협동을 역설했을까? 그는 그가 생존했던 시
대의 사회 문제들이 어느 한 개인이나 소수집단의 노력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렵다
는 것을 통찰했었다. 그는 산업사회의 거대화와 조직화 앞에서 개인이 얼마나 무
기력하고 나약한가를 뼈저리게 느꼈을 것이다. 구조적이고 제도적인 모순과 악 앞
에서 개인의 노력은 어떤 한계를 지니고 있음을 인식했을 것이다. 일찍이 니이버
(R . Niehbu r ))가 지적한 바 있듯이, 개개인들은 도덕적일 수 있지만 사회조직은 비
도덕적일 수 있는 가능성은 얼마든지 존재한다(이한우 역, 1992: 271- 285 ). 그래서
듀이는 거대한 구조적 모순의 해결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무엇인가를 놓
고 고심했을 것이다.
듀이는 조직적인 악과 모순에 맞서 싸우는 방법에는 폭력 (v iolen ce )과 지성에
의존하는 방법이 있다고 보았다. 민주주의의 신봉자로서 듀이는 폭력에 의한 사회
혁명이나 변혁에는 철저히 반대했다.
오늘의 상황에서 가장 큰 비극은 현재의 악이 무엇인가를 잘 알고 있고 사회. 경제
적인 체제내에서 변혁이 있어야 함을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이 전쟁과 폭력과 같은 단순
하면서도 획일적인 방법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들은 사회적으로 유익한 지식을
지속적인 탐구의 결과를 적용하는 일에 의존하기보다는 과거의 사상가, 당파에서 내세
우는 우상 즉 고착된 지성에 의존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고착된 것은 도그마에 빠지기
쉽기 때문이다.(Ratner , ed., 1939: 431)

듀이는

냉냉하고 고착적인 개인적 지성을 해방시키는 일도 중요하지만 현재

의 사회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 가기 위해서는 개인적 지성의 협동(corpor ation )
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보았다.
과거 역사적인 사회적 진보는 협동의 결과이지 갈등의 결과가 아니라고 하는 것은
과장일 수 있으나 문명의 척도는 협동적인 지성의 방법이 잔인한 갈등의 방법을 대체
하는 정도에 달려 있다고 말하는 것은 과장이 아니다.(Ratn er , ed., 1939: 445)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듀이는 개인문제 및 사회문제 해결에 있어서 지성
이 갖는 지위 및 역할을 강조했다. 그의 지성 개념은 인간이 소유한 본유적 관념
이 아니라, 오히려 인간이 사회 속에서 직면한 실제적인 문제들을 해결해 가는 과
학적인 방법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듀이의 철학은 방법의 철학 이고, 그 방법은
과학적 방법 을 의미하며, 그 과학적 방법이란 지성에 의해 인도될 때만이 참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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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치를 갖는 것이다. 듀이는 과학주의(s cien tism )가 가져온 폐해들을 너무나 잘 알
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인도할 수 있는 지성에 무게를 두었
으며 희망을 걸었다고 할 수 있다. 물론 그는 개인적 지성의 한계를 간파하고 있
었기 때문에 집단적이고 협동적이며 조직적인 지성의 발휘를 역설했다. 산업사회
의 구조적인 악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개개인이 구사하는 지성의 힘을 모으고 합
쳐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그의 견해는 니부어의 사회윤리학적 관점과 공유하는
바가 크다. 하지만 김태길(1979 : 289 - 291)은 듀이가 지성의 힘을 지나치게 낙관했
으며 개개인의 지성을 어떻게 조직할 것인가에 대한 뚜렷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
했다는 점에서 한계를 가진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그가 변화를 삶의 사실로 파악
하고 그 변화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지성적으로 교육받은 사
람들의 협력과 협동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점은 변화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
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고 하겠다. 특히 그의 지성철학이 강조한 개방정신, 실
험정신, 과학정신, 협동정신 등은 우리 교육의 수준과 질을 고양시킬 수 있는 주요
한 행동양식들로서 가치를 가진다고 하겠다.

Ⅲ . 2 1세 기 한 국 교 육 의 방 향
21세기 급변하는 세계 속에서 오늘의 한국교육이 지향해야 할 교육의 방향은
무엇인가? 최근 우리의 교육을 세계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한다는 주장들이
고조되어 왔다.3) 앞장에서 논의한 듀이의 지성의 교육철학은 과연 우리교육의 수
준을 세계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리는데 어떠한 시사를 던져줄 수 있을 것인가? 본

3) 이 주장을 정부와 학계는 세계화 교육 이라는 말로 표현해 왔다. 일반적으로 세계화 교
육은 세계교육 (global education ) 및 교육의 세계화 (globalization of education )라는 개념
과 혼용해 사용되어 왔다. 세계교육 에서 세계 라는 말은 하나의 지구촌이 된 세계라는 개
념을 내포하고 있다. 인류가 지구라는 우주선을 타고 가는 운명공동체라는 사실을 깨닫고
함께 대처해 나가야 함을 강조하는 시대적 분위기에서 태어난 용어이다. 세계화 교육 에서
세계화 는 인본주의적 접근인 지구촌화와 혹은 세계시민화와 생존을 위한 경쟁력 강화라는
측면에서의 세계 일류화를 양극으로 하고 있는 혼합개념이다. 세계화 교육은 크게 다음과
같이 분류된다. 이상적 세계화 교육, 경쟁력 강화론적 세계화 교육, 초국가론적 세계화 교
육, 정치. 이념론적 세계화 교육이다. 세계화 교육 과 교육의 세계화 라는 개념의 차이점을
찾는다면, 전자는 그 주체가 교육관련 집단인 반면, 후자는 그 주체가 교육 외의 집단이라
는 것이다(한국교원대 대학원신문: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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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은 듀이의 지성의 교육철학이 21세기가 요구하는 인간을 육성해 내려는 한국교
육의 이념설정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인가를 논의하려고 한다.

1. 개방적 가치관의 확립
21세기가 요구하는 교육적 인간상은 개방적 가치관을 소유한 사람이어야 한다.
개방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을 때 비로소 급변하는 사회에 대한 뛰어난 적응력,
유연성 그리고 융통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삶의 방식은 고루
하거나 고정된 사고방식을 가지고는 만들어지기 힘들 것이다. 듀이의 분석에 따르
면,

고정되고

고착된

마음은

반지성적인(an ti- in t ellectu al)것이며

반사회적인

(anti- social) 것이다. 특히 자기혁신을 꾀하려는 사람은 폐쇄적인 마음(clos ed
m in d )이 아니라 개방적인 마음(op en m in d )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개방적 가치관은 자기혁명과 사회개혁의 토대이며 기초이다. 이제 마음을 활짝
열지 않고서는 개인의 의식개혁은 물론 사회와 국가의 개혁도 있을 수 없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 한때 논의된 바 있었던 세계화 4)라는 말도 개방적인 가치관을 가
지고 자기개혁과 사회개혁을 이루자는 주장의 다른 표현일 뿐이다. 일반적으로 세
4) 세계화 개념의 기원을 고대 그리스 및 로마의 세계시민사상에서 찾으려는 사람도 있지
만(성염 외, 1999), 이 개념에 대한 논의가 가장 활발하게 진행된 것은 최근의 일이라고 봐
야 할 것이다. 최근 차경수(1994)와 최종현(1994)은 세계화와 유사한 개념들을 검토했는데,
차경수는 사람들의 의식이나 행동이 한 국가의 영역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국가화라고
한다면, 국제화는 사람들의 의식, 행동, 사고, 관계인식이 한 국가의 영역을 넘어서서 두 나
라 이상의 국가 사이에서도 두 나라 이상의 국가에 걸쳐 나타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을
밝혔고, 최종현은 국제화가 국제경제학적 개념에서 출발했다고 지적하면서 세계화와 구분
하려고 하였다. 또 대통령 비서실(1995: 9- 10)은 세계화를 국가발전 전략으로 다음 다섯 가
지의 의미를 제시했다. 즉 세계화는 일류화, 합리화, 일체화, 한국화, 일류화를 의미한다. 황
정규(1995)는 국제화가 19세기 및 20세기의 공업화. 근대화시대의 중심개념이라면, 세계화
는 21세기 정보화, 탈근대화 시대의 중심개념이라고 구분했다. 최근 서찬기(1999: 41- 43)는
세계화에 대한 이론화를 시도한 학자들의 주장을 소개했다. 즉 Giddens는 세계화를 근대성
의 가장 가시적인 결과로서 교통, 통신의 발달로 국지적 맥락의 교호작용에 머물렀던 사회
적 관계가 탈토착화함으로써 시공간적 제약에서 벗어나 확대재편된 현상으로 규정했으며,
Harvey는 세계화를 시공간 압축의 가속화 현상으로 이해했다는 것이다. 그는 계속해서 세
계화과정을 5단계로 제시한 Robertson의 주장을 소개했는데, 그 5단계란 (1) 발아기(15- 18
세기 중엽), (2) 초기단계(18세기 중엽- 1870년대), (3) 도약기(1870- 1920년대 중엽), (4) 패
권쟁탈단계(1920년대 중엽- 1960년대 중엽), (5) 불확실성 단계(1960년대- 1990년대 초엽)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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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화란 결국 불합리한 세상을 합리적인 세상으로 만들어 보자는 희망의 외침이요,
잘못된 것, 그른 것이 있으면 그것을 고치고 바르게 해보자는 개혁작업이라고 말
할 수 있다. 물론 개혁해야 할 것은 단지 잘못된 관행과 법률, 제도만이 아니다.
그것들은 우리들의 그릇된 의식, 사고방식, 권위의식 등을 포함한다. 개혁작업은
권위주의적이거나 과격한 방법으로 추진해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민주적인 절
차를 도외시한 방법들은 그 정당성을 확보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세계화는 과격한
혁명이 아닌 교육을 통해 이루어질 때만이 그 정당성과 설득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릇된 제도와 의식을 바꾸려는 개인이나 집단은 우선 열린 마음과 태도를 가
지고 있어야 한다. 폐쇄적인 마음을 가지고는 잘못을 뉘우치거나 반성하기 어려우
며, 나아가 자기비판이나 각성 역시 어려워진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는 세계적인
경쟁 대열에 끼일 수 없다. 앞장에서 부분적으로 밝혔듯이, 듀이가 역설한 바 있는
지성개념이 갖는 특징중의 하나는 개방정신(open mindedness)이다. 그의 주장을 눈
여겨 볼 필요가 있다.
개방정신이란, 해결해야할 사태에 도움이 되고, 이런 저런 행동의 결과를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되는 모든 사려에 마음을 접근시킨다는 것을 의미한다...마음의 고착과 편견
의 최대 결점은 그것들이 발전을 저지하는데 있다...개방정신은 어린애와 같은 순진한
태도를 보존하는 것인 반면에 폐쇄된 마음은 조숙한 노쇠현상을 의미한다...마음을 개
방한다는 것은 마음을 공허하게 가진다는 것을 의미하진 않는다. 문간에 어서 오십시
오. 집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라는 간판을 걸어놓는 것은 결코 환대(hospitality )가 아니
다(D E : 175- 176).

자기발전을 추구하는 인간존재는 언제나 세 가지 마음의 상태를 가지고 살아
가고 있다. 그 세 가지 마음의 상태란 바로 듀이가 위에서 지적한 개방정신, 공허
한 정신(em pty - m in dedn es s ), 패쇄적인 정신(closed - m in dedn e s s )이다. 우리는 흔히
개방정신이나 마음이라고 하면 기존의 모든 것들을 모두 포기하고 새로운 무엇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개방정신이란 본래 자신
이 가지고 있는 생각(사상)과 주장을 비판적으로 음미하고 동시에 새로운 생각(사
상)과 주장을 비판적으로 검토함으로서 자기발전을 꾀하는 마음을 의미한다. 따라
서 개방정신이란 우선 비판적 태도를 요구하며, 그 비판의 절차들이 합리적인 과
정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에서 합리적 태도를 요구한다. 비판(criticism )과
합리성(r ation ality )을 중시한다는 점에서 개방정신은 폐쇄정신과도 구별되며 공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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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정신과도 구별된다. 신득렬(1981: 29 )이 지적했듯이, 폐쇄된 마음을 가진 사람
은 자기자신의 확고한 대답을 가지고는 그것을 절대화함으로써 일체의 논의와 비
판을 거부한다. 그는 현상 고착적이기 때문에 어떠한 변화나 개혁도 거부할 뿐 아
니라 타인이나 다른 집단에 대해 배타적이고 냉소적이기 때문에 자기발전의 가능
성이 위축되거나 불가능해진다.
개방정신이야 말로 21세기 새로운 시대에 어울리는 정신이다. 급변하고 있는
지구촌에서 세계시민으로서 당당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닫혀 있던 마음을 활짝
열어야 한다. 마음을 열 때만이 타인과의 대화가 가능하며, 발전적 논의가 활기를
띤다. 이 과정을 통해 우리는 세계적인 경험과 지식을 습득할 수 있으며, 안목을
넓혀 갈 수 있다. 그래서 듀이는 커뮤니케이션을 통하여 우리는 다른 사람이 생
각하고 느낀 바를 나누어 가지며,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의 태도가 얼마간 수정되
는 것이다. (D E : 5 )라고 강조한 바 있다. 21세기에 교육한다 는 말은 문화가 다른
나라 사람들과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세계인과 함께 호흡하고 다양한 경험을 공
유함으로써 우리들의 좁은 시야를 넓히고 안목을 확대해 간다는 것을 의미한다.
피터스(P eter s , 1966 : 64 )도 강조한 바 있듯이, 폭 넓은 안목(w ide per sp ectiv e )을
갖는 일은 교육받았다는 것의 중요한 징표가 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최근 외국어
교육을 강화하고 다양화해야 한다는 주장은 자연스러운 것이라 하겠다. 하지만 앞
에서 언급했듯이 외국어교육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점을 알아야 한다. 그
것은 우리의 안목을 넓히고 우리 문화의 수준과 질을 세계적인 차원으로 높이려
는 수단에 불과한 것임을 알아야 한다.

2. 건전한 판단능력의 함양
21세기 우리 한국교육이 성취해야 할 중요한 과제들 중의 하나는 급변하는 사
회속에서 건전한 판단(soun d ju dgm en t )을 해 갈 수 있는 사람을 육성하는 일이다.
지금 우리는 엄청난 지식과 정보들이 쏟아져 나오는 초고속 정보화사회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매 순간마다 적절하고 건전한 판단을 해가지 못한다면 사회생활에
서 낙오하거나 도태하고 말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오늘날의 세계는 미래를 예측하
기 어려울 정도로 급변하고 있다. 예측을 불허하는 문제상황 속에서 시의적절한
판단을 한다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이제 이 판단의 적절성과 신속성과
건전성이 우리들의 삶의 질을 결정하게될 것이다.
듀이에

의하면

건전한

판단은

문제상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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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n kin g )를 바탕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앞에서 논의된 듀이의 지성
개념이 갖는 특징들 중의 하나는 바로 반성적 사고를 진작시키는 것이다. 그는 이
것을 교육받은 사람 (edu cat ed m an )의 중요한 징표로 강조했었다. 그는 사고하는
방법 (H ow W e T hink )에서 반성적 사고 의 가치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 바 있다.
반성적 사고는 우리를 단지 충동적이거나 상습적인 행동에서 해방시켜준다. 적극적
으로 말하면, 사고는 우리로 하여금 예견을 가지게 하며, 예견적인 목표에 따라 계획을
할 수 있게 해준다. 사고는 우리로 하여금 신중하고 지향적인 태도로 행동하게 하며,
지금은 소원하고 부족하지만 미래의 목표를 달성하게 한다(L W 8: 125).

듀이가 강조했듯이, 반성적 사고에 바탕을 둔 건전한 판단능력은 급변하는 사
회적 상황가운데서 창조적인 삶을 살아가려는 한국 사람들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덕목이다. 엄청나게 쏟아져 나오는 새로운 정보와 지식들이 모두 유익한 것은 아
니며, 우리에게 모두 필요한 것도 아니다. 어떤 정보들은 우리들의 판단을 흐리게
하기도 하고 우리의 행동을 잘못 인도하기도 한다. 정보가 인간의 문화를 고양시
키기보다는 타락하게 하는 도구나 수단으로 악용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정보가 폭
발적으로 양산되는 초고속 정보화사회에서 그것을 바르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건
전한 판단력을 길러나가야 한다.
그렇다면 문제상황에 대해 건전한 판단을 해 가기 위해서는 어떤 태도들이 요
구되는가? 우선, 문제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필요하다. 우리의 일상경험 가운데서
발생하는 것들이 모두 문제인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문제를 정확하게 인식하는
능력은 문제해결과정으로서의 건전한 판단활동에 필수적이다. 문제를 정확하게 인
식하지 못하고는 문제해결을 위한 예견(합리적 추측)도 할 수 없으며, 해결방안도
찾아낼 수 없을 것이다.
둘째, 건전한 판단을 해가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정서적 각성, 감수성, 호기심,
상상력이 필요하다. 감수성, 호기심, 상상력은 창조적인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일반
적인 특징들이다. 이런 능력이 결여되게 되면 기존의 전통과 권위에만 얽매여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에 급변하는 사태에 능동적으로 반응하거나 대처해
가기 어렵다. 미래의 시대에는 기존의 관념과 관습을 뛰어넘는 새롭고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상품이요 지적 재산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창의적인 아이디
어를 창조하고 생산해낼 수 있는 사람을 길러내는 일이야말로
교육이 지향해야할 또 다른 교육목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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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째, 건전한 판단을 해가기 위해서는 사태에 대한 분석과 종합능력을 동시에
겸해야 한다. 분석한다는 것은 쪼갠다는 의미를 가지기보다는 사태를 명료화
(clarification )한다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문제가 되고 있는 사태를 냉철하게 분
석하고, 탐색해 봄으로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분석만
가지고는 부족하다. 오늘날의 문제를 낳게 하는 원인들은 다양하고 다차원적이어
서 그것의 사태를 전체적으로 조망할 수 있는 종합적 능력이 요구된다. 말하자면
나무만을 보고 숲 전체를 바라보지 못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따

라서 건전한 판단을 해가기 위해서는 국내의 정치, 경제에 대한 변화추이 뿐 아니
라 국제사회의 변화추이를 살필 수 있는 폭넓은 안목이 있어야 할 것이다.

3. 공동체 참여의식의 고양
세계시민이 되기 위해서는 사익(私益)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공익(公益)을 위한
일들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야 한다. 오늘날 인류가 안고 있는 문제는 어느 한
분야나 한 국가 안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등
모든 분야에 걸쳐 일어나고 있다. 또한 한 지역에서 일어난 문제는 그 지역공동체
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구 전체의 문제로 파급되고 확산되어 가고 있다. 예컨대 대
기 및 해양 오염은 어느 특정한 국가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지구인의 관심사요
해결해야 할 숙제가 되었다. 따라서 지역적 이기주의나 국가 이기주의의 사고방식
으로는 문제를 해결해 가기 힘들게 되었다. 이런 이유에서 우리들에게 협동정신과
공동체 의식이 요구된다. 이 공동체 의식이란 저절로 생겨나는 것이 아니다. 타인
과 다른 집단에 대한 관심과 참여와 배려가 없으면 하나 라는 공동체 의식은 생겨
날 수 없다.
일찍이 듀이는 오늘날의 지성인들이 공적(公的)인 활동에 적극 참여하기를 권
고했다. 그는 관찰자(spect at or )와 참여자(participan t )와의 차이를 밝히는 가운데
참여의 중요성을 누누이 강조했었다.
관찰자는 하고 있는 일에 대해 냉담하다. 어떤 결과는 다른 결과들처럼 단지 좋게만
보인다. 왜냐하면 그 각각은 관찰하고 있는 어떤 것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참여자는
하고 있는 일에 대해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그가 참여한 결과는 그에게 차이가 있다.
그의 운명은 다소간 사건에 휘말릴 수도 있다. 하지만 그는 결국 현재 일어나고 있는
것에 방향을 지우고 영향을 주게 될 것이다. (M W 9: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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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인 모두가 하나 (On e )라는 의식을 가질 때, 지구촌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이
곧 우리 (W e )의 문제로 인식되고 지각된다. 그런데 우리 의 문제는 혼자만의 힘으
로는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개인과 개인, 집단과 집단, 국가와 국가간의 상호협력
과 협동이 요청된다. 듀이 역시

사회의 진보와 발전이 협동적 지성(coop er ativ e

in t ellig en ce )의 실천에 의해 가능하다 고 역설했었다. 이것은 그가 오늘날 인류가
직면한 많은 문제들이 너무 복잡하게 얽혀있기 때문에, 지성적인 개인들의 힘만으
로는 해결해 가기 곤란하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한 말이다. 말하자면 개인의 노력
은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이해관계가 서로 얽혀 있는 집단이나 국제사회에서 공
동체 의식을 바탕으로 한 협동의 미덕을 강조하는 일은 지나치게 유토피아적이고
피상적인 주장일 수 있지만 이 방법 이외에는 다른 대안을 찾아보기 힘들 것이다.
공동체 의식에 기초한 참여와 협동을 강조한 듀이의 주장은 21세기 급변하는 국
제관계 속에서

세계공동체주의의 과제를 풀어나가야 할 한국사람들에게 커다란

시사를 준다. 공동체적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편협한 지역주의나 폐쇄적인 민족
주의에 바탕을 둔 가치, 태도, 행동으로부터 과감하게 벗어나야 한다. 이러한 관점
에서 우리 교육의 관심과 대상이 한국이라는 특수한 지역주의(localism )를 넘어서
지구촌이라는 세계주의(glob alism )에로 확대되어야 한다.

4. 부단한 자기학습 능력배양
급변하고 있는 세계무대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기존의 지식과 정보에만 의존
할 수 없다. 변화하고 있는 상황에 적절히 적응해 가기 위해서는 그 시대가 요구
하는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생산, 관리, 축적, 이용하는 지혜가 요구된다. 과거에
지식과 정보의 습득은 주로 학교교육 기관에서 이루어져왔다. 하지만 이제는 형식
적인 학교교육(sch oolin g )만 가지고는 거대한 변화의 흐름에 순응해 가기 힘들게
되었다.

따라서

우리는

학교교육

이후에도

부단없는

자기

교육(con tinu ou s

self - edu cation )이 필요하다. 듀이는 다음과 같이 적은 바 있다.
학교 안에서의 학습은 학교 밖에서도 끊임없이 이루어져야 한다. 학교 안의 학습과
학교 밖에서의 학습간에는 자유스런 상호작용이 이루어져야 한다.(M W 9: 368).

듀이의 이 같은 주장은 교육을 단순히 형식적인 학교교육과 동일시하는 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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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나 일반 사회인들의 고정관념을 깨트리도록 촉구하게 한다. 과연 학교에서 학습
한 지식이나 경험들이 실생활에 얼마나 유익한가? 과연 그러한 것들은 자신의 지
적, 정서적, 도덕적 성장을 위해 어느 정도 기여했다고 말할 수 있는가? 과연 형식
적인 학교교육만을 받아 세계화 시대에 걸맞게 살아갈 수 있는가?
엄밀한 의미에서 학교교육이란 교육의 한 과정일 뿐이다. 따라서 학교교육의
이수나 졸업은 교육의 종결이 아니라 하나의 시작일 수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우리사회의 많은 이들이 교육 = 학교교육 이라는 구태연한 의식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의식이 팽배해 있는 한 우리의 교육을 세계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힘
들 것이다. 다행히도 요즈음 평생교육 기관이나 성인(成人) 교육기관들이 시도 및
지역단위로 설립되고 있고 그 교육과정이 강화되고 있음은 퍽이나 다행스런 일이
다.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는 지구촌 생활에 적응해 가기 위해서는 다양한 지식의
흡수능력도 배양해야 하지만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스스로 계속 학습할 수 있는
방법을 학습하는(learn h ow to learn ) 능력을 기르는 일이 더욱 중요하다(황정규,
1995, 33, 2: 147). 이러한 능력은 개인적인 노력만 가지고는 길러지는 것이 아니
다. 이를 위해서는 제도적 장치들이 갖추어져야 한다. 즉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배울 수 있는 평생교육(life - lon g edu cation )기관들이 건립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
교육재정이 확보되어야 한다. 예컨대, 학점은행제도의 도입, 사회교육 프로그램의
다양화, 대학 편·입학의 확대, 시간제 등록제의 도입 등을 통해 우리의 교육을 개
선해 나가야 한다. 현재로서는 주로 도심지의 대학을 중심으로 평생교육기관이 설
립 운영되고 있지만, 이제는 군이나 읍 단위의 평생교육 센터들이 설립 운영되어
야 한다. 지역 주민들은 그러한 교육 센터를 통해 필요한 생활정보 및 지식들을
신속하게 배우고 교류해야 한다. 컴퓨터 및 정보 시스템의 계발로 세계는 하나로
묶여가고 있다. 이 같은 세계적 흐름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기 위해서는 이에
걸맞는 교육제도가 갖추어져야 한다. 예컨대 어디서나 다양한 정보를 수집, 활용할
수 있는 국가 멀티미디어 교육 지원센터 등이 건립되어야 한다. 아울러 국민 개개
인이 언제 어디서나 정보 및 자료를 열람할 수 있는 지역 도서관의 설립 및 확충
도 뒤따라야 할 것이다.

- 120 -

Dewey의 지성철학과 21세기 교육의 방향
━━━━━━━━━━━━━━━━━━━━━━━━━━━━━━━━━━━━━

Ⅳ. 결

어

듀이의 지성의 철학은 적용상의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급변하고 있던
미국 산업사회의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정신적 토대로서 크게 기여했듯이,
그의 주장들은 한국의 교육을 현대화하는데 음양으로 기여해왔다. 일반적으로 그
의 철학이 인간의 무의식 및 비극적 차원을 이해하는데는 한계를 지녔다든가 과
학적 지성을 지나치게 강조함으로써 인간의 정서적 차원을 경시했다는 비판을 받
았지만, 급변하는 현대사회에 대응해 가기 위한 적절한 방안으로서 인간지성을 적
극적으로 활용할 것을 강조한 그의 지성주의 철학은 20세기 후반에도 상당한 영
향력을 지니고 있다. 특히 그의 철학은 21세기가 요구하는 창조적이고 협동적인
인간을 길러야할 과제를 안고 있는 우리 한국교육에 많은 시사를 던져주고 있다.
듀이의 철학은 인간 지성과 민주주의에 토대한 지성주의 철학이다. 그가 강조
한 지성은 전통적인 이성 및 지력과 구별되며, 심리학적 속성으로서의 지능과 구
별된다. 그것은 능동성, 실험성, 탐구성, 창조성, 협동성, 조직성, 개방성 등을 갖는
다. 그는 이 같은 속성을 지니는 지성을 구비하고 선용할 수 있는 인간을 길러내
는 일을 교육의 출발점으로 삼았을 뿐 아니라 사회개혁의 지표로 삼았다. 그는 교
육이 육성해야 할 덕목으로서 개방적인 정신 및 태도, 건전한 판단력의 배양, 공동
체 의식 및 참여, 부단한 자기학습 등을 든 바 있다. 이것들은 급변하는 세계속에
서 능동적으로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덕목들이다.
듀이의 지성주의 철학에 비추어 볼 때, 우리교육은 급변하고 있는 세계사회에
능동적으로 적응하고 그 변화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지성적인 인간을 길러내는 일
에 관심을 가져야 하며, 이를 기르기 위한 교육계획이 마련되어야 하고, 새로운 교
육과정들이 설치되어야 한다. 입시에만 얽매여 교육의 본령에서 괘도이탈하고 있
는 교육제도가 제자리를 찾아야 하고, 전통적인 구태(舊態)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의 의식이 동시에 개혁되어야 한다. 이제 우리의 교육은 고루하고 편
벽된 눈으로 세계를 바라볼 것이 아니라 개방된 마음을 가지고 다른 나라 문화양
식들을 바라보고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마음이 열린 사람을 길러내는데 힘
써야 한다.
듀이는 변화하는 사회속에서 객체로서가 아닌 주체로서 살아갈 것을 강조했듯
이, 기계와 정보에 의해 이끌려갈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끌어 가는 주인으로서 정
체성(正體性)을 확보하는 일이 필요하다. 우리는 초고속 정보화 시대에 걸맞는 인
간 즉 유익한 정보를 생산, 축적, 보관, 이용할 수 있는 정보처리 능력 및 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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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인류의 평화와 복지를 위해 사용할 줄 아는 건전한 판단능력을 겸비한 사람을
육성해 내야 한다.
21세기는 나 라는 개체적 의식을 넘어서 우리 라는 공동체적 의식과 참여의식
이 요구되는 시대이다.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과 같은 환경오염이 세계인
모두에게 위협이 되고, 결국 지구 전체의 파멸을 초래할지도 모른다는 위기의식이
전제되지 않는 한 우리들의 어떠한 주장도 공염불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우리
들의 시야는 나 를 넘어서 우리 와 세계 로 확대되어야 한다. 지구 저편의 궁핍과
아픔을 공감하지 않고서야 어찌 세계시민으로서 자격이 있다고 말할 수 있겠는
가?
급변하는 시대의 중요한 생존전략 중의 하나는 끊임없이 학습할 수 있는 능력
을 배양하는 일이다. 이제 학교교육에만 의존하는 시대는 끝이 났다. 듀이가 강조
했듯이, 우리는 학교를 졸업한 이후에도 변화하는 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가기
위해 사회가 요구하는 다양한 지식, 기술, 정보를 습득하고 연마해야 한다. 이런
기회들이 많으면 많을 수록 우리의 교육은 바람직한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을 것
이다. 나아가 점증하는 교육의 수요를 충족시키고 질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프로
그램들이 계발되어야 하고 효과적으로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20세기 전반부에 형성된 듀이의 철학이나 주장을 21세기에 적용하는 일, 특히
문화적 배경이 다른 한국 사회에 적용하는 일은 물론 위험한 일이기는 하지만, 그
의 사회적 변화에 대한 진단과 그 진단에 따른 처방을 지성에서 발견하고 적용하
려한 그의 철학은 어느 정도 설득력과 보편성과 일반성을 지니는 것으로 생각된
다. 세계는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고 그 변화하는 세계에 어떻게 적응해 갈 것인가
하는 것은 지구촌 생존의 문제이며, 그런 점에서 그것은 개인의 문제만이 아니라
세계인 전체의 문제이다. 또 그것은 일시적이거나 순간적인 문제가 아니라 항구적
이고 지속적인 문제이다. 이것은 20세기 초 듀이가 풀려고 했던 숙제였듯이, 21세
기 우리가 풀어야 할 숙제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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