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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term, 'technology' has changed and expanded it's meaning according to the development
and expansion of new knowledge of science and technology. In order to clarify the meaning of
technology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related words, an etymological and historical inquiry
were adapted in this study. The original meanings and definitions in dictionaries were reviewed
and discussed to investigate meaning of the term technology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related words.
The main findings in the proces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1) The term, 'technology', a combination of the Greek techne, "art, craft", with logos, "word,
speech", has changed from the original meaning, "discourse on the arts, both fine and applied",
to "the mean or activity by which man seeks to change or manipulate his environment" in
accordance with the industrial technological development.
(2) The term, 'technology' at present, was defined in connection with; ① applied science to
practical situations, ② systematic treatments and means by which man controls and modifies
his environments, ③ technical nomenclatures.
(3) There has been some misunderstandings in the distinction between applied science,
technic, and technology. Technology has been more related to develop empirical laws and
employing trial and error than applied sciences.
주제어 : 기술학, 기술의 의미, 어의학적 분석
Keyword : Technology, Meaning of Technology, Etymological T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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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대적 의미를 구명하고, (2) 기술의 의미 해석과
관련된 논쟁점을 비교하며, (3) 유사 용어와의 관

기술의 의미를 어의학적으로 정립하려는 연구
는 교과 교육 연구 과제로 적합하다고는 판단하

련성과 차이점을 비교 논의하는 세 가지 방법으
로 수행되었다.

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술의 의미에 가
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인사는 바로 교과 교육을

Ⅱ. 기술의 어원적 의미와 현대적 의미

연구하는 전문가들이다. 그 이유는 기술 교과에
가. 기술의 어원적 의미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는가를 논의하려면, 기
술의 의미 문제가 항상 제기되고, 기술이란 용어
의 의미를 어린 학생들에게 처음 가르쳐야 하는

어의학적으로 ‘기술’은 재주와 솜씨라는 뜻을

사람도 바로 기술 교과를 담당하는 교사이기 때

각각 가지고 있는 ‘기(技)’와 ‘술(術)'의 합성어이

문일 것이다.

다. 그러나, ‘손재주가 있다’는 뜻을 더 많이 가

‘기술’이란 용어는 근년에 와서 사용되는 낱말

진 ’기’와 ‘방법’이라는 뜻을 함께 가진 ‘술’은 각

은 아니고, 아주 옛날부터 사용되어 왔지만, 현재

각의 의미를 가지고 따로 떼어서 쓰였다. 합성어

도 그 개념이 사회적으로 정립되어 있지 못하고

인 ‘기술’에 관하여는 기원이 분명하지 않으나, 그

있다. 대중 매체에서의 기술에 관한 표현은 사전

리스어인 ‘테크네(techne)’에서 유래되는 유럽어의

에서 표기된 내용과 다르고, 각 전문 기술 분야에

번역 과정에서 쓰여지기 시작한 것으로 보고 있

종사하는 전문가들도 통일성이 없이 분야마다

다.

서로 다른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 어떤 사람은 기

기술의 어원은 세계 각국이 다양하다. 우리 나

술 분야에 종사하고 있으면서도 과학 분야로 착

라에서 사용되는 용어인 기술과 가장 가깝다고

각하고 있으며, 언론 매체에서 보도되는 내용에서

생각하는 서양어는 ‘테크놀로지(technology)’이다.

도 기술, 기능, 과학 등이 서로 혼용되는 경우를

이는 ‘테크노로지아(technologia)’에서 기원된 것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으로, 이 단어는 ‘art’와 ‘craft’를 나타내는 그리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다. 사용되는 오랜

어인 ‘테크네(techne)’와 ‘word’와 ‘speech’를 나타

기간 동안 그 의미가 약간씩 변화되기도 하였고,

내는 ‘로고스(logos)’가 합쳐진 것이다. 따라서, 초

또 다른 의미가 용어에 첨가되었기 때문이다. 특

기의 의미를 해석하면 ‘예술과 공예에 관한 이야

히, 현대에서는 기능, 기술, 과학 등의 의미가 서

기(discourse on the arts, both fine and applied)’

로 혼합되어 개념상 혼란이 더해지고 있다.

라는 뜻이다(The New Encyclophedia Britanica,

옛 석기시대에 사용된 도구나 수법을 우리는

1982).

그 시대의 ‘기술’이라 부른다. 그러나 석기 시대의

그리스어 ‘테크네(techne)’와 유사한 여러 가지

기술과 현재의 기술은 그 의미가 아주 다르다. 또

말은 각 지역마다 있었다. 인도-유럽계의 말에서

한, 느낌이나 감, 경험에 의하고, 전승에 의해서

영어의 ‘tekp’의 발음이 나는 ‘목수’나 ‘목공’을

이어 받은 여러 가지 기능과 기술, 즉 전통적으로

의미하는 말이나, 라틴계에서는 ‘직조’를 의미하

가장 기술적인 면이 담겨져 있는 부분에도 ‘과학’

는

‘texo’,

고대

독일에서

‘도끼’를

의미하는

의 원리에 적합한 것도 적지 않다. 이들 축적된

‘dehsala’, 중세 독일에서 ‘아마섬유를 벗긴다’는

기술 가운데에서 과학의 원리나 법칙을 찾아내는

의미를 가진 ‘dehsen’이란 단어가 있었는데, 이들

경우도 있다.

은 모두 기술의 어의의 중심을 이루고 있는 ‘테크

이러한 상황 인식에서 이 연구는 기술의 의미

네’와 같은 계통을 가진 단어이다.

를 명료화하고, 유사 용어와의 차이점을 구명하기

또한, 17세기 프랑스에서는 ‘technique’란 단어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

가, 그리고 18세기 독일의 ‘technik’이 쓰이게 되

기 위하여 이 연구는 (1)기술의 어원적 의미와 현

었는데, 이 말은 라틴어에서 ‘솜씨있게 만들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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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의 아름다움(art of skilled product)’을 뜻하

national Dictionary, 1977)
① 특정한 주제의 용어; 기술적 용어

는 ‘technica ars’에서 기원된 것이다.

② a : 실제적 목적에 지식을 적용하는 과학;

이러한 용어가 초기의 기술의 의미에 더해지고

응용과학

새롭게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그 의미도 ‘여러 가

b : (1) 특정한 분야의 실제적 목적을 위한

지 기술적 생산품과 관련된 모든 과정과 활동’으

과학적 지식의 적용

로 넓혀졌고, ‘기예나 기능이 가장 높은 수준의
감각을 가진 사람이 행하는 수단과 형식 및 그

(2) 어떤 목적을 달성하는 기술적 방법

결과물’이란 의미도 가미되었다.

③ 물질문명의 목적을 제공하려고 인간이 채택

그러나, 기술의 의미가 초기 ‘예술과 공예의 이

한 수단의 총체

야기’에서 현대적 의미로 변화되기까지는 베이컨
의 ‘과학적 지식의 적용’과 베크만과 비게로우의

이상의 사전에서 정의된 기술(technology)의 의

‘실용에 대한 과학의 적용’이라는 의미부여의 과

미에 나타난 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세 가

정을 거쳐 현대적 의미로 발전되어 왔다(류창열,

지가 중심이 되어 있다.

1992).

첫째, ‘과학의 적용’ 또는 ‘응용과학’으로 보는
경우: 과학적 지식을 실제적 목적에 적용하는 것

나. 기술의 사전적 의미

을 기술로 보는 입장이다. 위에서 랜덤하우스와
웹스터의 두 사전에서는 명시적으로 나타나 있고

현대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사회에서는 기술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사용되고 있는가를 알아보려

브리타니카 사전에서는 묵시적으로 나타내고 있
다.

면 전문적 용어를 정의하고 있는 사전을 참고하

둘째, ‘수단과 방법’으로 보는 경우: 물질적인

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다. 우리 나라 사람들이 언

목적을 달성하려고 채택한 방법이나 수단으로 보

어의 의미를 알기 위하여 가장 많이 찾아보는 사

는 입장이다. 위의 세 사전에서 모두 명시적으로

전에서 기술(technology)이란 용어를 어떻게 정의

나타나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류창열,

1992).

셋째, ‘기술관련 용어’로 보는 경우: 사회적으로
기술이 보편화되고 기술의 영역이 넓어짐에 따라
여러 분야에서 기술관련 용어가 쓰이고 있다. 산

브리타니카백과사전(The

New

Encyclopedia

Britannica, 1982)

업분야에서는 물론 생활에서도 이러한 용어의 사
용이 보편화되고 있음은 편집된 사전에서의 어휘

① 인간이 환경을 변화시키거나 조절하기 위하
여 찾는 방법이나 활동

를 보아도 알 수 있다. 이러한 기술관련 용어를
기술로 정의하고 있다.
그리고, 브리타니카 사전에서는 기술의 목적을

랜덤하우스사전(The Random House Dictionary for the English Language, 1983)

‘환경을 변화시키거나 조절’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고, 랜덤하우스사전에서는 ‘기술적 과정이나 발

① 공예(industrial arts), 응용과학, 공학(engineering) 등을 다루는 지식의 일부

명’, 그리고 교육 프로그램으로서 ‘공예’를 기술로
정의하고 있다. 또한, 기술을 대부분 ‘활동보다는

② 예술(art), 과학 등의 용어; 기술적 전문용어

지식’에 가깝게 정의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

③ 기술적 과정, 발명, 방법 등

다.

④ 어떤 사회집단이 그들 문명의 물질적 목적
을 자기들에게 제공하는 방법의 총체

사전에 나타난 정의에서는 솜씨와 교묘함, 장
인과 그 직업 등 테크니콘(technicon)에 관련된
내용보다는 베크만이나 비게로우의 설명인 ｢실용

웹스터국제사전(Webster's Third New Inter-

에 대한 과학의 적용｣에 관련하여 정의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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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발견되었다. 그러나, 기술의 적용 분야에서는

전술한 바와 같이 ｢자연현상을 합리적으로 설명

이들이 설명했던 분야보다 넓은 영역에서 사용될

하려는 목적의 지식이나 탐구행위｣라고 말할 수

수 있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즉, 베크만과 비

있다. 과학은 순수과학과 응용과학으로 구분할 수

게로우는 기술이 ‘산업생산’과 ‘기계적’인 분야에

있는데, 순수과학은 ｢자연에 대한 이해와 설명｣에

적용되는 것으로 한정하는 경향이 많았음에 비하

목적을 둔 것이고, 응용과학은 ｢자연을 통제｣하려

여 사전에서의 진술에서는 ‘실용’이나 ‘물질문명’

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자연과학에서의 발견을

을 목적으로 하는 분야로 설명하고 있어 기술의

응용하려는 실제적인 과제를 가지고 있다. 즉, 응

적용분야를 보다 넓게 표현하고 있다.

용과학은 실제적인 인간의 목적에 순수과학을 응

이렇게 정리된 내용은 학자들이 기술에 관하여

용하는 것이다. 따라서 과학은 ｢안다｣는 것과 ｢행

정의한 내용과 일맥 상통한다고 보겠다. 여러 학

한다｣는 인간의 두 가지 측면에서의 목적에 기여

자들이 기술을 정의하려고 시도하였는데, 이러한

하고 있는 것이다.
응용과학이 ｢안다｣는 ｢이해｣의 측면과 ｢행한다

학자들의 기술에 관한 정의는 다음과 같이 몇 가

｣는 ｢행동｣의 측면을 모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로 유형화할 수 있다.
① ‘유용성을 높이려는 행위’로 보는 관점,

우리는 기술과 응용과학을 같은 의미로 생각하고

② ‘인간이 창조하는 노동수단체계’로 보는 관
점,

혼용하는 사례가 많다. 그러나 엄밀한 의미에서
응용과학이 곧 기술은 아니다.

③ ‘실용적인 목적을 위한 지식의 의식적 적용’
으로 보는 관점,

이 두 개념은 첫째, 접근방법에서 차이가 있으
며, 둘째는 역사적으로도 차이가 있다. 접근방법

④ ‘인간발전의 실천적 과정체계’로 보는 관점

에서의 차이를 간략하게 설명하면, 응용과학이나
기술에서 모두 실험을 하지만, 응용과학은 이론부

Ⅲ. 기술의 의미에 관한 논쟁

터 도출된 가설에 의하여 실험이 되는데 비하여
기술에서는 시행착오나 숙련에 의한 접근에 따라

사회에서 기술의 발전과 함께 기술이란 용어는

서 실험이 이루어진다. 따라서, 기술에서는 응용

분화되지 않고, 새롭게 탄생되는 많은 의미를 그

과학에 비교하여 이론적 법칙 보다 경험적 법칙

내용 속에 포함시켜 확장되는 과정을 거쳤다. 그

에 의한 접근을 하려고 한다.

결과 기술이 사회적으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점

그리고, 역사적으로 볼 때 기술에서의 발명이

유하고 있는 현재에서는 그 의미가 혼란스럽게

나 지식은 과학에 비하여 오랜 역사를 가지고 발

되었다. 이러한 혼란 속에서 “기술이란 본질적으

전해 왔다. 그 발전의 과정에서 때로는 과학과 상

로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관한 질문을 가지고 많

보적으로 작용한 부분도 있으나 각각 독자적으로

은 학자들이 논쟁을 벌려 왔다.

발전하여 왔다. 지금에도 모든 기술이 과학적 지

이러한 논쟁은 기술의 의미 구성에 관한 경계
선, 즉 “어느 선까지를 기술로 보느냐”하는 문제

식을 기초로 발전하는 것처럼 인식되어 있는 것
은 모순이라고 할 수 있다.

와 “기술의 본질은 무엇인가”, 또는 “가장 기술적

이러한

기술에서의

주

관심은

｢노

하우;

인 것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인가”에 관

know-how｣와 ｢노 화이; know-why｣로서, ‘생산

한 논의로 모아지고 있다.

적 활동의 ｢원인｣, ｢방법｣, ｢결과｣에 관한 지식’에
있다. 즉, “이런 방법으로 하여야 하는 이유는 무

가. 기술과 응용과학

엇인가?”, “어떤 방법으로 생산하는가?”, “어느

과학은 ｢사실의 실체를 체계적으로 다루고, 일

가?”, “어떤 결과를 초래할 것인가?”, “그 결과를

반적 법칙으로 나타내려는 지식이나 탐구｣라고

초래한 이유는 무엇인가?”, “실행조건이 달라졌을

정의되어 있다. 이를 우리말로 쉽게 풀이한다면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효율성의 판단 기

정도가 가장 적합한가?”, “어느 조건이 적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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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문에 기술은 이들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인

초는 무엇인가?” 등에 관한 것이다.

까닭에 노동 수단으로만 한정되게 보는 관점은
옳지 않다는 지적이다. 또한, 기술의 원천은 인간

나. 의식적 적용과 노동수단체계

의 노동력인데, 노동 수단체계설에서는 노동력의
기술의 특성을 본질적으로 탐구하려는 학자들

기술보다 노동 수단을 강조한다는 것이다.

중에는 의식적용설(意識適用說)과 수단체계설(手

기술을 의식적 적용이나 노동수단체계로 정의

段體系說)이 가장 많이 논의되고 있다. 의식적용

하려는 두 관점 모두에서 각각 비판의 소지가 있

설로 기술을 설명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인간의

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관점은 기술의 의미를 근

생산적 행위에 객관적 법칙을 의식적으로 적용하

본적으로 논의하고 있다는 점이 인정되어 전문가

는 것’ 즉, ‘과학의 응용’을 기술이라고 본다. 이러

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한 관점은 인간 행동의 목적과 합법칙성을 지적
하고, 인간 행동의 주체성을 강조하는 관점에서의

다. 기술의 범위와 수준

설명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수단체계설로 기술을 설명하려는 사람들

현대 사회로 접어들고 사회적으로 기술의 중요

은 ‘인간활동에서의 노동수단과 그 체계’를 기술

성이 커지면서 기술이란 용어의 의미는 더욱 넓

이라고 한다. 이러한 입장에서 기술을 ‘어떤 사회

어졌다. 그 까닭은 기술이 발전되고 사용 범위가

체계 내에서 발전하는 노동수단’, ‘자연에 관한 인

넓어졌음에도 기술이란 용어는 새로운 용어를 분

식에 기초하여 인간이 창조하는 노동수단의 총체’

화시키지 않고 본래의 가진 의미를 확장시켰기

등으로 설명한다.

때문이다. 이로 인하여 어느 범위까지를 기술의

의식적 적용설과 노동 수단체계설의 근본적 차

영역으로 보아야 하는가의 의문이 제기된다.

이는 적용설이 기술에서 노동의 주체를 문제삼는

기술의 영역에 관하여 처음 설명한 학자는 기

데 비하여, 노동 수단체계설에서는 기술을 하나의

술을 체계화하려고 시도한 베크만(Johann Beck-

객관적 체계로 보는데 있다.

mann, 1772)이다. 그는 기계적 사물과 관련되어

그러나, 기술의 본질을 이와 같이 ‘과학의 적용’
이나 ‘노동수단체계’로 보는 관점은 각각 몇 가지

｢테크놀로지; technologie｣라는 용어를 처음 전문
서적에 쓰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유로 문제가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우선,

그는 산업 및 가정적 이용에 관련된 과학과 기

기술을 과학의 적용으로만 보려는 이 관점은 역

술의 현황을 역사적으로 추적하여 기록하였다. 기

사적 관점에서 비판을 받고 있다. 즉, 역사적으로

계, 기구, 그릇, 식물, 식품 등에 관하여 기록한

보면 기술이 먼저 출발되었고, 과학은 그보다 늦

다섯 권의 방대한 그의 저서로 인하여 그는 ｢과

게 출발하였다는 점이다. 19세기 중반까지는 과학

학적 기술｣의 창시자로 불린다. 그는 “자연에 관

과 기술은 별다른 관계를 맺지 않았다. 당시까지

한 모든 지식을 실용적인 목적에 그것을 적용하

는 과학이 기술에 영향을 미친 것보다는 기술이

려는 순서로 통합하고”, 모든 산업기술을 “근본적

과학에 큰 영향을 미쳤다. 산업혁명의 원동력이

인 원리에 기초한 체계적인 규칙”에 따라 모으는

된 발명품인 증기기관이 발명되고 난 후에 이에

데 노력하였다. 이 때 그는 ｢과학적 기술｣이란 용

관한 공학적 해석을 통하여 열역학의 체계가 성

어를 농업, 경제, 광물, 제조 및 그 관련 분야와

립되었다는 것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이러한 역

연관하여 사용한 것으로 보아 이러한 분야가 생

사적 동향에서 볼 때, 기술을 과학적 지식의 적용

산적 목적을 가졌다고 생각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현대에 와서는 기술을 ‘인공적으로 만들

으로 보려는 관점은 오류가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노동수단체계로 보는 것도 문제가 있다.

어낸 인간의 노동 수단의 총체’라고 해석하는 경

즉, 기술은 노동수단만이 아니고 원료나 재료 등

우가 많고 이러한 의미에서 기술을 분류하려는

노동 대상이 생산물에 구현되는 것이라는 것이다.

경우가 있다. 기술은 인간과 자연 환경속에서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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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지를 획득, 전달, 변환하고, 물질적 및 문화적

(engineering technician) 등과 같이 세분화되고

재화를 만들어내는 모든 활동을 통해 창출되고

있다.

이용된다. 이 경우는 사람들이 자신의 욕구 충족
을 위하여 행하는 신체적 활동은 물론, 정신적 활

Ⅳ. 기술과 관련 용어

동을 포함한 활동 전체가 기술을 분류하는 대상
이 된다. 이와 같이 기술을 광의로 해석하면 기술

기술의 발전과정에서 확장된 어의를 분명하게

은 사회에서 서로 다른 사회적 기능을 수행하는

하려는 노력은 ‘기술의 본질’에 관한 논의와 함께

기술적 수단에 따라 생산기술과 비생산기술, 즉

이와 유사한 용어와의 관련성과 차이점을 논의하

사회적 기술로 크게 양분할 수 있다.

는 방법으로도 이루어지고 있다. 최근 ‘과학’과

기술을 이와 같은 영역으로 해석하는 경우에는

‘기술’을 대비시키거나, 혹은 서로 연관시켜 사용

물질적 재화 생산에 사용되는 수단 이외에도 비

하는 경우가 특히 많아졌다. 교과 교육 전문가들

생산기술에 해당하는 사회적 기술도 포함하게 된

이 이러한 용어의 정의에 매달리는 일은 피하여

다. 즉, 생산기술을 제외한 과학, 생활, 문화, 교육

야 하겠지만, 용어로서의 차이점과 상호 관련성은

등 사회적 분야까지를 영역으로 하게 된다.

이해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기술을 ‘노동수단체계’로 보고, 생산에서
의 효율성을 증진시키려는 수단으로 해석하는 경

가. 기술과 과학

우가 있다. 인간은 필요한 물자를 만들어내는 일
정한 노동수단을 사용하고, 이때 자연소재와 자연

사전에서의 정의도, 과학은 ｢자연현상을 합리

력을 이용한다. 이 경우는 기술을 생산적 노동으

적으로 설명하려는 목적을 가진 탐구행위｣로, 기

로 제한하는 경우이다. 즉, 인간은 노동을 통해서

술은 ｢과학적 지식을 산업이나 실제적 상황에 적

에너지를 소비하고(에너지 및 동력 기술), 자연소

용하려는 수단이나 활동｣이란 의미가 분명하게

재를 변형, 가공하고(가공 및 제조 기술), 스스로

설명되어 있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서는 이들에

이동하면서 다양한 물품과 대상의 위치를 변동시

관한 구분을 분명하게 인식되지 못하고 혼용되는

키고(수송, 운송 기술), 노동과정을 감독하고(감독

것도 현실이다. 다음 표 1은 기술적 일과 과학적

기술), 그 결과를 계측, 제어하고(계측 및 제어 기

일을 대비시킨 것이다.

술), 정보와 논리적 과제를 해결하고 노동의 목적

금세기에 들어 산업의 여러 분야에서 기술의

과 과제를 결정(논리적 기술)한다. 이는 생산과정

발달에 과학적 지식이 필요하고 또, 기술은 과학

에 포함된 이러한 인간의 활동에서의 효율성, 즉

의 발전의 기초를 제공하게 되는 상호관련성을

수단은 각각 기술분류의 내용이 된다.

가지게 됨에 따라 여러 분야에서 기술이 과학과

또 다른 관점에서는 기술을 산업이나 경제부문

자연스럽게 접속되어 쓰이는 경우가 많아졌다. 산

의 기초로 해석하는 경우가 있다. 기술을 이와 같

업의 각 분야에서 자연에 대한 탐구인 과학과 과

이 생산, 교환, 분배, 소비 등으로 이루어진 경제

학적 지식의 적용에 관심이 있는 기술이 서로 접

부문에 따라 분류하면, 공업기술, 농업기술, 운송

근하게 되면서 과학과 기술의 구분이 명확하지

기술 등과 같이 산업부문 등이 포함되게 된다.

않은 부분도 많아지게 되었다.

기술에 포함되어 있는 수준은 기술 인력 구조

과학과 기술이 상호 작용하여 기술을 발전시킨

와 관련이 있다. 기술 인력을 수준으로 나누면 엔

분야로는 컴퓨터가 가장 좋은 사례가 될 것이다.

지니어(engineer), 기술공학자(technologist), 테크

이러한 상호작용의 과정으로 인하여 컴퓨터만큼

니션(technician), 크랩스맨(craftsman) 등으로 나

과학과 기술을 확연히 구분할 수 없는 분야도 드

눌

수

있다.

(technician)은
(industrial

그에

그치지

않고

테크니션

물다. 물리학에서의 실험은 반도체 재료에 관한

다시

인더스트리알

테크니션

지식을 낳게 해주고, 이 지식은 다시 기술의 발달

테크니션

에 편승하여 반도체 부품 제조업의 비용을 절감

technician)과

엔지니어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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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과학적 일과 기술적 일의 비교
일의 형식

과학적
일

목
-인지적,

이론

적 흥미에 의한
동기

적

수

-사실을

알기

위한 목적

-발견을

하기

위한 방법, 도
구, 기능

단

-체계적

기술적
일

-생산적,

실용

적 흥미에 의한
동기

실용적

인 목적
-방법을

알기

위한 목적

-생산과

창조

를 위한 방법
과 도구, 기능

법칙

에 의한 연구
-이론적

-생산,

결 과

-이론과 법칙
에 관한 지식

지식

의 효율적 실

-발명품,

행

산품

-경험이나

실

천적 지식체계

생

-체계화된 법
칙

에 기초
참고자료: CTTE. (1995). Foundation of Technology Education 44th yearbook, p. 3.
시키는 효과를 낳았다.

응용과학은 실제적인 인간의 목적에 순수과학을

또한, 컴퓨터의 도움이 없이는 현대과학의 발

응용하는 것이다. 따라서 과학은 ｢안다｣는 것과 ｢

전은 기대할 수 없게 되었다. 과거의 과학들은 이

행한다｣는 인간의 두 가지 측면에서의 목적에 기

론을 세우고 검증하는데 컴퓨터의 도움이 필요

여하고 있는 것이다.

없었으나, 오늘날의 소립자 물리학자들은 컴퓨터
의 도움이 없이는 연구를 할 수 없게 되었다. 컴

나. 기술과 기능

퓨터는 종래의 과학적 방법 즉, 관찰과 실험에 이
어 모의실험인 시뮬레이션(simulation)을 제공해
주고 있다.

기능은 작업을 정확하고 손쉽게 하며, 능률을
높여주는 ‘솜씨’이다. 기능은 지식보다는 손을 비

이와 함께 과학과 기술의 두 단어가 관련지어

롯한 오관의 감각에 의해서 작용되는 기술 영역

쓰여지게 되고, 나아가 두 단어가 혼용되는 사례

이다. 기능은 정신적인 면과 신체적인 면이 아울

까지 나오게 되었다. 이에 따라 과학과 기술의 본

러 갖추어져야 발휘되는 것이지만, 그 과정은 정

질적인 구분이 애매한 경우도 있어 새로이 논의

신적인 작용이 손을 중심으로 한 신체적 작업을

가 필요하게 되었다.

통하여 실현되는 것이다. ‘기능’이 차지하는 비율

그렇다고 과학과 기술의 구분이 사라진 것은

이 높은 ‘기술’은 전통적으로 명장이나 장인의 작

아니다. 과학은 ｢사실의 실체를 체계적으로 다루

업 과정이나 그 결과물에서 나타내는 솜씨로, 정

고, 일반적 법칙으로 나타내려는 지식이나 탐구｣

성․정신을 아울러 중요시하고 있다.

라고 정의되어 있다. 이를 우리말로 쉽게 풀이한

기술 발전의 초기에는 기술의 성패나 평가를

다면 전술한 바와 같이 ｢자연현상을 합리적으로

좌우하는 요소로 ‘기능’이 차지하는 경우가 많았

설명하려는 목적의 지식이나 탐구행위｣라고 말할

다. 그러나, 근대 기술에서는 여러 가지 기법이나

수 있다. 과학은 순수과학과 응용과학으로 구분할

매체(도구 등)가 기계화되고, 다시 자동화가 진전

수 있는데, 순수과학은 ｢자연에 대한 이해와 설명

되면서도 이를 조작하는 능력이나 그 효율성이

｣에 목적을 둔 것이고, 응용과학은 ｢자연을 통제｣

성패의 대상이 되면서, 기능은 이들 능력을 포함

하려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자연과학에서의 발견

하는 개념으로 정의되고 있다. 즉, 기능의 의미가

을 응용하려는 실제적인 과제를 가지고 있다. 즉,

확대되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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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적으로 보면 초기에는 기술에서 기능이 차

장시키기 위하여 인공 및 자연환경을 관리하려는

지하는 부분이 대부분이었으나, 현대로 들어서는

도구, 기법, 자원, 시스템을 창조 활용하는 인간의

기능적 요소와 함께 지적인 능력이 포함되게 되

노력에 관한 지식과 연구’로 정의하였다. 또한, 기

어, 기술이란 의미 구성에서 보면 기능의 비중이

술학에서는 이러한 인간의 노력과 인간, 사회 및

상대적으로 감소되었다고도 볼 수 있다. 이는 기

문화의 과정의 관계도 포함시키고 있다.

술이 점차 발전됨에 따라 제품의 생산 방법, 즉

기술학이란 용어가 등장한 이후로 기술의 교과

노하우(know-how)에서 손이나 감각 능력이 차지

교육을 연구하는 학자들간에는 ｢교과교육으로서

하는 기능 부분과 함께 방법적인 부분, 즉 지적

의 기술｣이 기초해야 하는 지식의 기초를 기술학

능력이 아울러 강조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술

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많아지고 있다.

이라는 용어에서 기능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아

기술학은 재주와 솜씨를 의미하는 'techne'와

졌다는 것이 기능의 중요성이 낮아졌다는 것과는

학문 또는 연구를 의미하는 'logia'의 합성어로서

의미가 차이가 있다. ‘기능’은 ‘기술’의 일환으로서

의 ｢테크놀로지:technology｣로 보기도 하고, 기술
을 연구하는 학문(study of technology, discipline

아직도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현대에는 제품의 고안이나 생산에서 지적 능력

of technology)으로 보기도 한다.

의 기반이 있어야 비로소 참된 기술적으로 새로

이러한 기술학의 논의는 베크만에서 기원된다

운 발상이 탄생하고, 또 그 효과나 발전이 기대되

고 본다. 그는 ｢과학적 기술｣이라는 용어를 ‘자연

는 것이 실상이다. 이와 같은 상관 관계가 있는

에 관한 지식을 실용적인 목적에 적용하려는 노

‘기술’과 ‘기능’은 일체가 되어 과학적 원리․법칙

력’의 의미로 사용하였다. 그는 또한, 제반 산업기

을 생활과 산업에 합리적으로 적용하여 활용하도

술을 ｢근본적 원리에 기초한 체계적 규칙｣에 따

록 하여야 할 것이며, 이로부터 기술도 발전될 것

라 구분하여 조직하고, 그 자체를 하나의 학문적

이다.

체계로

발전시키려고 노력하였다. 생산과정을 과

학적으로 생각하고 각각의 기술적 기능에 따라
다. 기술과 기술학

분류하였다. 이때 원료에서 목적하는 여러 제품을
만들어 내는 모든 공정을 ｢특수기술학｣,여러 공정

｢기술｣에 관한 논의에서 ｢기술학｣이란 용어가

의 개개의 조작에서 공통적인 방법을 추출하여 ｢

등장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학문이란 의미를 가지

일반기술학｣이라고 하였다. ｢일반기술학｣은 각 생

고 ‘학’자를 붙이는 것이 유행인 일본을 제외하고,

산품이 나오는 과정을 분할, 통합, 제조, 가공 등

구미어에서 ‘기술학’이란 단어가 등장한 것은 잭

과 같이 계통적으로 정리한 것이다.
이러한 관점은 우리 나라 기술 교과에서도 많

슨밀교육과정이론(JMIACT)에서 지식을 유형화하
고, 실천적 지식(pracxiology)의 대표적인 영역으

이 인용되고 있다. 이재원(1986)은 이러한 관점을

로 ‘기술학(Technologies)'이란 용어를 사용한 것

국내 학자로서는 처음 수용하여 다음과 같이 정

에서 발견된다. 실천적 지식의 한 영역으로 산업

의하였다.

과 관련된 지식 체계를 의미하는 용어로 사용한
기술은 인간이 환경에 적응 발전해 나가기 위

것이다.
스나이더와 헤일(Snyder & Hale, 1985)은 이

해 노력하는 실천적 과정체계이다.

이론에서 기술 교육이 기초하여야 할 지식을 구
명하였다. 그들은 ‘자연 환경에서 인간 적응을 위

이 실천적 과정체계 속에는 투입요인, 과정요

한 인지적 기초’로 지식을 ｢과학｣, ｢인문학｣, ｢기

인 그리고 산출요인이 들어 있다. 첫째, 투입요인

술학｣, ｢형식적 지식｣으로 구분하였다. 이는 아리

에는 인적, 물적 자원은 물론, 인간이 그간 누적

스토텔레스의 과학적 지식의 구분을 연상하게 한

해 온 객관적 법칙성들을 망라한다. 둘째 과정요

다. 여기에서 기술학은 ‘인간의 잠재력을 더욱 신

인에는 제반 생산 행위와 관리 행위를 내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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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 기술적 과정은 기술적 환경을 만들기

있으며, 마지막 셋째 산출요인에는 제품, 정보, 서

위한 발명, 창조, 변형, 생산 등의 활동을 포함하

비스 등 인간 생활에 유용한 것을 망라한다.
그에 이어, 김진순(1990)은 이러한 내용을 기술

는 개념이다. 또한, 기술적 제품을 설계하고 개발

학으로 정립시키려 노력하였고, 그 결과 다음과

하며, 이를 운용하고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영향

같이 정의하였다.

을 평가하는 과정도 포함된다.
그리고, 기술적 지식에는 기술의 원리는 물론,

기술학은 ‘인간이 오랜 역사 속에서 환경에 적

이것이 어떻게 개발되고 적용되는가에 관한 지식

응하고 생존하기 위하여 생산적 활동을 해오는

을 포함한다. 기술의 본질에 관한 이해, 그에 관

과정에서 발전시켜온 노동의 대상, 노동의 수단,

한 결과와 영향, 다른 분야와의 연계성 등도 이에

그리고 이에 관련된 과학적 법칙성을 연구하는

속한다.

학문이며, 또한 이들과 개인, 사회, 문명과정과의
Ⅴ. 결론 및 제언

관련성을 연구하는 학문’이다.
2000년대를 대비하여 우리 나라는 물론, 선진

‘기술’이란 용어는 아주 옛날부터 사용되어 왔

제국에서도 교육 개혁에 국가적인 노력을 기울이

지만, 현재도 그 개념이 사회적으로 정립되어 있

고 있다. 기술 교과에서도 이에 발맞추어 기술에

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까닭에 교과 교육 현장에

관한 논의를 활발하게 진행시키고 있다. 이러한

서는 많은 곤란을 겪고 있다. 교육과정을 개정할

과정에서 새롭게 대두된 것이 기술을 ‘인간의 혁

때마다 기술 교과에서 다루는 내용이 많이 변화

신적 활동(human innovation in action)'으로 정

되고, 학교 현장에서 기술 교과 담당 교사들도 기

의하는 것이다(www.iteawww.org, 1999). 이 정

술의 바른 의미를 학생들에게 제대로 가르치기

의는 1994년부터 1996년까지 수행된 ’전 미국인을

어려운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위한 기술교육(Technology for All Americans)'

이러한 까닭에 이 연구에서는 기술이 가지는

프로젝트의 1단계 결과에서 나온 것이지만, 현대

의미를 구명하고, 이와 관련된 유사 용어와의 유

기술 교육이 지향하여야 하는 방향을 제시해 주

사점과 차이점을 어의학적으로 구명하려고 하였

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기술 교육에 시사하는 점

다. 따라서 이 연구는 (1) 기술의 어원적 의미와

이 많다. 인간의 혁신적 활동이라는 정의를 기초

현대적 의미를 구명하고, (2) 기술의 의미 해석과

로 우리 기술교육에서 지향해야 할 방향을 제시

관련된 논쟁점을 비교하며, (3) 유사 용어와의 관

하기 위하여 필자는 기술과 기술학에 관하여 다

련성과 차이점을 비교 논의하는 방법으로 연구를

음과 같이 새롭게 정의한다.

진행하였다. 이러한 주제를 검토하기 위하여 어의
학적 방법과 사전적 연구, 그리고 기술의 본질에

“기술은 우리가 생활하는 자연 환경을 기술적
환경으로 변화시키려는 목적을 가진 인간의 혁신

관한 논쟁점을 종합하여 검토하는 방법이 적용되
었다.

적 활동이다. ‘기술학’은 인간이 자연 환경에 적응
하고 변화시키기 위한 노력, 즉 발명과 혁신의 방

이 연구에서 구명된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법을 연구하는 학문’이다. ‘기술학’에는 인간이 자

(1) 재주와 솜씨라는 의미를 각각 가지고 있는

신의 능력을 신장시키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와 ‘술’의 합성어인 ‘기술’은 그리스어 테크네

노력하는 과정에서 얻어진 지식은 물론, 이 과정

(techne)에서 기원되는 테크놀로지(technology)의

에서 발전시켜온 노동의 대상, 노동의 수단, 그리

번역과정에서 형성된 단어로 보인다.

고 이에 관련된 과학적 법칙성을 연구하는 학문
이 포함된다(류창열, 2000).”

(2) 그리스에서 테크놀로지(technology)의 초기
의미는 ‘기술과 공예에 관한 이야기’이었으며, 이
와 관련된 각국의 어원으로서는 ‘목수’와 목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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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유럽계)', '도끼(고대 독일)', '아마껍질을 벗기
다(중세 독일)', 직조(라틴계)' 등의 의미가 있다.
(3) 기술의 현재 의미는 ‘재주와 솜씨’라는 초기
의 의미보다는 테크놀로지(technology)에서 기원
되는 ‘실용적 목적을 위한 과학적 지식의 적용’,
‘인간이 창조하는 노동 수단 체계’, ‘유용성을 높
이려는 행위’, ‘인간 발전의 실천적 체계’ 등의 의
미로 해석하는 경향이 많았다.

류창열 (1991b). ｢기술｣의 의미를 구성하고 있
는 요소, 충남대 공업교육연구소 논문집 (14)1. 충
남대 공업교육연구소.
류창열 (1992). 과학기술의 발달에 따른 ｢기술｣
의 의미변화에 관한 연구, 대한공업교육학회지
(17)1. 대한공업교육학회.
成佐慶 (1986). 技術의 理解 그리고 韓國의 技
術. 仁荷大學校出版部.

(4) 과학적 기술의 창시자로 불리는 베크만은
생산적 목적을 가진 농업, 경제, 광물, 제조 등의
분야에서 테크놀로지(technology)라는 용어를 적
용하였다.
그리고, (5) 기술과 관련된 용어인 ‘과학’, ‘응용
과학’, ‘기능’, ‘기술학’ 등과 ‘기술’의 의미를 비교

신기철, 신용철 (1984). 새 우리말 큰사전. 삼성
출판사.
李載元 (1986). 技術敎科內容의 構造化와 敎授
學習 戰略에 관한 硏究, 工業敎育硏究所 論文集
(8)3. 충남대 공업교육연구소.

설명하였는데, 이 내용은 본문에 제시되었다.
이희승 (1961). 국어대사전. 민중서림.

이 연구를 기초로 기술의 의미가 정리되고 통
일되게 사용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며, 사회적
으로 수용되고 있는 현상 등에 관한 추가적인 연

毛利亮太郞 (1980). 技術敎育學槪論. 東京; 風間
書房.

구가 계속되기를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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