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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우리나라 교육과정 분야에서 대립되는 이론으로 간주되는 듀이의 경험
과 브루너의 지식이 어떤 유사점과 차이점을 갖고 있는지 탐색하는 것을 목표로 하
였다. 상이한 역사적, 학문적인 배경 속에서 듀이와 브루너는 교육에 대한 자신들의
이론을 전개하였는데, 이로 인하여 우리나라 교육 연구자들은 양자를 뚜렷하게 구분
하고 대척점에 위치시키려는 경향에서 자유롭지 못하였다.
듀이의 경험이나 브루너의 지식 모두가 교과의 내면화를 목표로 한다면 지식을 제
대로 가르치기 위해 경험과 어떻게 연관 지을 것인지를 탐구해야 한다. 그리고 학교
교육에서 경험이 공허하지 않고 유의미한 내용(지식)으로 구성되기 위해서는 브루너
의 내러티브 이론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객관주의적이고 실증적인 지식은 현대 사
회에서도 중요하나 인간의 경험에 토대를 둘 필요가 있다. 이 지점에서 경험과 지식
을 조직하는 보편적이며 자연스러운 방식인 내러티브가 중요한 도구로서 기능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듀이의 경험과 브루너의 내러티브는 서로 대립되는
것이 아니라 통합되고 상생하는 방향으로 교육과정 설계와 개발에서 적용되어야 한
다.
« 주제어: 교육과정 개발, 듀이의 경험, 브루너의 지식과 내러티브

Ⅰ

. 문제제기: 과연 이 둘은 다른가?

존 듀이(J. Dewey)와 브루너(J. S. Bruner)의 교육 이론만큼 우리나라의 교육학계,
특히 교육과정 분야에서 오랜 시간 동안 많은 교육학자들에게 거론되고 있는 교육이
론도 드물 것이다. 거칠게 말하면 듀이는 경험을 중시하는 교육과정 이론, 브루너는
* 이 논문은 저자들의 2014년 6월 한국초등교육학회 초등교육분과 자유주제 발표 원고를 대
폭 수정한 것임.
** 교신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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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을 강조하는 교육과정 이론을 제안한 학자들로 인식된다. 그러므로 일반적인 상
식수준에서 두 사람은 학교 교육과정을 논의하는 입장에서 상반된 입장을 견지하는
것처럼 보인다. 우리나라의 교육과정 변천은 위와 같은 견해를 뒷받침한다. 제2차 교
육과정(1963-1973)은 듀이의 교육이론을 받아들여 경험중심, 생활적응 교육과정을 표
방하였으며, 교육과정을 ‘학교의 주도하에 학생들이 가지는 경험의 총체’라고 보았다.
제3차 교육과정(1973-1981)은 브루너의 학문중심 교육과정을 표방하여 교육과정을
‘각 교과의 전문가들이 각 교과가 나타내고 있는 지식의 본질(즉, 구조)을 가장 명백
히 표현할 수 있도록 그 지식을 체계적으로 조직해 놓은 것’이라고 하였다(교육부,
2008). 우리나라의 제2차 교육과정의 기본 이념이 되었던 듀이의 경험중심, 생활중심
교육과정은 수업과 학습활동에서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하였지만 체계적인 지식과 기
능 전달의 어려움, 교육과정 조직 시 계열성 문제가 제기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학습
수준을 떨어지게 만들었다는 비판에 직면하게 된다. 또한 구소련의 스푸트닉 인공위
성 발사의 충격1)으로 듀이의 교육과정 이론은 브루너의 지식의 구조를 중심으로 한
학문중심 교육과정에 그 자리를 내주게 된다. 서로 상이한 역사적, 학문적인 배경 속
에서 듀이와 브루너는 교육에 대한 자신들의 이론을 전개하였는데, 이로 인하여 우리
는 그들의 입장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서로 뚜렷하게 구분하고 대척점에 위치시키기
도 하였다(이하영, 2006; 송군희, 2009; 이원희 외, 2010).
그러나 듀이와 브루너의 교육이론은 공통점이 없는 상반된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가? 지식과 경험의 교육이론으로 대표되는 교육적인 주제는 이질적인 측면만 있는
가? 특히 듀이의 경험 이론이나 브루너의 지식의 구조가 지향하는 궁극적인 목표는
지식의 내면화라는 점에서 이들의 이론을 다시 한 번 숙고할 필요는 없는 것일까?
듀이의 교육이론은 진보주의 교육으로서 아동중심 교육의 기초적인 사상을 제공하며
주지적인 관념 위주의 교육을 배격하고 생활을 통하여 학습하는 경험주의, 행동주의,
활동주의 교육을 강조하였다. 이것은 교사의 활동에 의한 타율적인 학습이 아닌 아동
의 경험이 중심이 되는 자율적인 학습이며, 외적인 주입식 지식의 강요가 아니라 아
동 자신의 학습 동기와 흥미가 중심이 된다. 브루너가 강조한 지식의 구조는 발견되
는 특징과 함께 구성되고 생성되는 측면을 동시에 갖는 것으로서 아동이 지식을 만
들고 재구성하여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것2)이다. 이는 지식은 이미 만들어져 있거나
1) 그러나 구소련의 인공위성 발사의 성공만이 교육과정의 혁신을 가져온 것이라고 단언하기
는 어렵다. 당시 미국은 자국 교육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교육과정에 중점을 두고 새로
운 개정 운동을 실행하였다. 또한 구소련의 인공위성 발사는 자국의 순수한 기술력만으로 이
루어 낸 것이 아니라 이미 로켓의 발사 기술을 상당히 축적하였던 독일 과학자들의 영입으로
성취한 결과라고 보는 것이 옳기 때문이다(김기석, 1987). 김재춘(2012)도 구소련의 인공위성
발사라는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학교교육을 희생양으로 해서 경험중심교육을 학문중심교육으
로 바꾸고자 한 것이라고 하였다.
2) 강현석(2009)에 의하면 지식의 구조는 학문의 기초를 이루는 근본적인 원리, 개념, 아이디
어를 의미하며 발견적 속성보다는 구성적 속성을 갖는다고 한다. 그러므로 지식의 구조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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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어진 것이 아니라 끊임없는 상호 작용 속에서 창안되는 것이며, 학습자를 지식을
수용하는 단순한 객체가 아닌 구성적이고 해석적인 활동을 하는 능동적인 주체로 가
정한다. 다시 말해 듀이는 경험을 통한 지식의 내면화를, 브루너는 지식의 구조를 통
한 내면화를 강조한다. 더욱이 브루너의 이론을 전기 이론과 후기 이론으로 나누어
전기 이론은 지식의 구조로, 후기 이론은 내러티브 이론으로 설명이 가능하다면 이러
한 호기심은 단순한 의문에서 학술적 관심으로 충분히 변환될 수 있을 것이다. 브루
너의 후기 이론에 해당하는 내러티브 이론은 듀이의 경험 이론과 차별화되기 보다는
공통점을 더 많이 갖는다는 몇몇 선행연구(Hopkins, 1994; 소경희, 2005; 최영수 외,
2008; 강현석, 2013)들이 이를 뒷받침 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취지에서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교육과정 분야에서 대립되는 이론3)으로서
만 간주되었던 듀이의 경험 이론과 브루너의 내러티브 이론이 어떠한 유사점과 차이
점을 갖고 있는지 시론적으로 탐색해보고자 한다.4)

Ⅱ

. 교육과정 개발과 교과 내면화

1. 교육과정 개발에서 교과 지식의 위치

교육과정 개발은 포괄적인 측면에서 학생들에게 가르칠 일련의 교육계획을 수립하
는 것이다. 더 나아가 엄밀한 의미에서 본다면 교과와 지식의 성격을 규명하고, 교육
목표를 설정하며, 교육내용의 체계를 편성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교육
방법과 평가, 교육운영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강
현석, 2011). 근본적으로는 교육과정을 무엇으로 보는가에 따라 방향, 내용의 체계, 방
법과 평가에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교육과정 개발이 참여자들에 의해서 구성이 된다
고 할 때 교육철학이나 사조, 사회의 문제의식, 학습이론 등이 영향을 미치는데, 특히
교과 지식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개발의 양상이 변하게 된다. 학교교육의 일상적인
식 주체자와 독립된 객관적인 실재라기 보다는 인식 주체자에 의해서 발견되고 재구성되어
새롭게 생성되고 진화되는 구인으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 즉 인식 주체자와 무관한 객관
적인 실재가 아니라 인식 주체자에 의해 새롭게 구성되는 실재이다.
3) 교육부(2008)는 학문중심 교육과정 이론이 경험중심 교육과정 이론과 정면으로 대립되지는 않지
만, 학문중심 교육과정이 대두된 배경으로 스푸트닉 충격으로 인한 생활 또는 경험 중심 교육과정
에 대한 반성, 지식과 정보의 폭발적인 팽창에 의한 교육 내용의 선정 문제, 교과를 잘 가르치기
위한 탐색의 결과 등으로 다양하게 해석할 수도 있다고 하였다.
4) 본 논문의 초점이 경험과 지식의 대비인데, 경험과 내러티브로 설정하는 것은 논리의 비약
이라는 익명의 심사자 지적에 부분적으로 동의하면서도 출발은 경험과 지식이지만, 지향점은
교육과정 개발의 주요 목적인 교과 내면화 측면에서 내러티브는 경험과 지식을 이어주는 주
요한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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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는 내용을 가르치는 것으로 교육내용은 교육목표에 영향을 받으면서도 목표설정
에 영향을 미치게 되며, 교육과정 개발자들이 내용을 지식으로 번역해야 하는 필요
때문에 교육과정 개발의 핵심 과제가 된다고 할 수 있다. 교육과정 개발은 교과 지식
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나눌 수 있는데, 일례로 Posner(1995)는 전통적 관점, 경험
적 관점, 학문구조형 관점, 행동주의 관점, 인지주의 관점으로 구분하며, Eisner(1994)
는 인지개발의 과정, 학문중심주의, 개인적 적합성, 사회재건주의, 기술공학주의 입장
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학교 교육과정에서 어떤 내용이나 교과 지식이 가장 중요한가에 대한 질문은 교육
학자들에게 영속적인 문제로서 학생들이 어떤 것을 배워야 하며, 학교에서 무엇을 가
르쳐야 하는가를 선택하고 결정하는 개발 작업은 쉬운 일이 아니다. 학교 교육과정
개발에서 교과의 지식을 경감하고 학생들의 활동을 증대시킨 아동 중심 교육과정이
영향을 미치기도 하였지만 여전히 학교 교육과정의 틀은 교과의 지식으로 구성된다.
대부분의 중․고등학교 수업시간은 교과에 의해서 편성되며, 아동의 활동과 주제중심
통합단원으로 운영하도록 하는 초등학교의 교실도 수업을 분할하는 기준은 다양한
교과영역이다. 즉 여전히 학교의 학생들은 전통적인 교과라는 범주 안에서 지식의 세
계를 인식하게 된다.
특히 교육과정 개발의 측면에서 브루너의 지식의 구조론적 개발모형은 학문적인
지식을 학교 교육과정에 반영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며, 학교 현장의 교육과정이
학문의 최신 이론과 발달을 반영하도록 하였다. 김경자(2000)는 브루너의 교육과정
개발 모형에서 어떤 교과를 교과답게 해 주는 골간은 교과의 구조로서 학문 분야의
기본적인 개념과 원리 및 아이디어, 즉 지식의 구조라고 하였다. 이러한 교과의 구조
나 학문적인 지식들은 기본적이고 일반적이므로 단순하고 어린 학생들도 학습이 가
능하며 새로운 문제 사태에 대한 적용 범위가 넓다. 이와 같이 교과의 지식을 학생이
학습한다면 기본 구조를 이해하여 교과내용을 훨씬 더 쉽게 파악하고, 다른 상황에
전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학교 교육과정은 보편적으로 지식을 획득하도록 하였다.
하지만 교과의 지식이 학생의 경험과 연결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으며, 오히려
무기력한 지식교육의 문제점이 대두되었다. 학교 교육에서 지식을 가르치는 일 자체
는 잘못이 아니다. 문제는 잘못된 지식 교육으로, 다시 말해 지식만을 지나치게 강조
하여 다른 교육적인 요소들은 무시되거나 지식에 종속되는 ‘주지교육’이 문제가 되는
것이다. 홍은숙(2009)도 지식교육에 대한 이러한 비난은, 지식이 삶에 의미있게 활용
되거나 적용되지 못하는 죽은 문자 학습에 머무른다는 비난이며, ‘죽은 지식’과 ‘무기
력한 지식’에 대한 비난이라고 하였다. 학교에서 지식을 열심히 가르치고 배우고 있
지만 진정한 의미를 이해(Wiggins & McTighe, 2005; 강현석 외 2008)하지 못한 채
단편적인 사실과 정보를 축적하며, 개인의 삶과 경험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여 무기력
한 상황에 머물러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교육과정 개발에서 교과 지식을 강조하더라
도 학생의 경험이라는 측면을 고려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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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식과 경험의 갈등

서양의 전통철학은 흔히 이성 중심주의, 본질주의로 규정이 가능하다. 이 의미에서
추론할 수 있듯이 서양 전통철학은 이성과 본질(실재)이라는 두 개념을 중심축으로
한다. 고대 그리스에서 데카르트에 이르기까지 서양 전통철학은 이성과 실재를 우위
에 두며 세상에 대한 경험은 비하했다고 볼 수 있다(박철홍, 2011). 교육에도 인간은
세계나 사물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특성을 지닌 사고하는 정신능력을 가진 존재로서
인식 주체자인 인간이 이성을 사용하여 사물의 본질적 속성이나 자연의 법칙을 발견
한다고 간주하였으며 경험은 중요한 것이 아니었다.
듀이(1916)도 “참된 지식을 얻기 위해서 경험을 초월하여 이성에서 나오는 개념에
근거를 두어야 한다는 것이 고대 철학의 원칙이었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고대의 철
학은 이성을 활동과 신념의 절대적인 기준으로 설정하여 보편적이며 완전하고 불변
하는 것으로 인식하였고, 이와 반대로 경험은 이성에 비해서 우연적이며 불완전하고
가변적이어서 열등하고 천박하다고 취급하였다. 이러한 고대 철학의 흐름은 모든 것
을 이성계와 경험계로 분리하고, ‘이성’은 정신적인 지식에 관계되는 것이며 ‘경험’은
실제적 활동에 관계되는 것으로 간주되었다. 그러므로 19세기까지의 교육은 고전 중
심의 교육으로서 문법, 수사학, 지리, 역사, 문학, 라틴어 교과 등의 암기와 교사중심
의 엄격한 지식 교육이 확고한 틀을 갖추어 실시되었고, 경험은 부차적인 것으로 간
주되었다.
이러한 철학적 사조의 흐름과 지식중심의 교육에 반하여 듀이는 추상적인 관념보
다 구체적인 경험에 가치를 두었다. 교과 지식과 내용뿐만 아니라 방법도 강조하여
유기체가 환경과 상호작용을 하는 과정에서 갖게 되는 경험으로 탐구하고 실험하며
가설을 세우는 교육방식도 강조하였다(박봉묵, 2000). 더욱이「민주주의와 교육」에서
는 교과 내용을 보다 강조하는 입장도 발견되기도 한다. 그러므로 듀이의 교육 철학
에서 가장 기본적인 문제는 고대 철학의 이원론을 극복한 것이며, 교육과정 측면에서
는 고전 중심의 암기식 교육을 배격하여 학생의 흥미와 경험을 중심으로 교육을 실
천하고자 한 것이다. 따라서 교육과정이나 교육철학적 측면에서 듀이는 이성과 경험
의 이원론을 배격하고 일원화를 주장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고대의 철학은 자연을 경험의 원인이거나, 경험에 초월하거나, 경험의 외부에 있다
고 인식하였지만, 듀이는 이 양자가 역동적인 관련을 맺고 있어 환경과 상호작용함으
로써 경험이 성립된다고 하였다. 결국 인간은 필연적으로 환경과 더불어 살아가면서
자신을 성장시켜 가는 것이고, 우리의 교육도 경험의 성장이라고 한 것이다. 하지만
고대 철학의 이원론을 극복하고자 한 듀이에게 경험은 무엇인가를 했다는 단순한 활
동이나 본능(instinct)이 아니라 모종의 사고 과정을 거친 경험이었다. 또한 듀이
(1916)는 시행착오적인 경험과 정확하고 과학적인 경험을 구분하여 후자의 경험이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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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한 교육적인 경험이라고 하였으며, 교육적 경험의 가치는 사고가 얼마나 개입되었
느냐에 따라 발생하며 사고의 깊이와 넓이에 의해서 그 가치가 결정된다고 하였다.
교과의 지식보다 경험을 강조하였던 교육적 흐름은 학문중심 교육과정의 등장으로
교과 지식이 새롭게 부활되는 전기를 마련하였다. 아동 중심의 활동과 생활중심 교육
의 측면으로 지식보다는 경험을 중시하였던 교육에서 다시금 교과 지식을 우위에 두
었던 것이다. 하지만 브루너의 ‘지식의 구조’에 대한 제안은 전통적인 고전중심 교육
의 주입식 암기가 아니라 학습자 중심에서 학문을 탐구하는 활동으로 교과 지식을
새롭게 이해하고자 한 것으로, 그 전까지 지식을 강조하던 교육방식과는 다른 차원이
라고도 볼 수 있다.
이상과 같이 교과의 지식과 학생의 경험은 교육과정의 역사 속에서 갈등 관계에
놓여있다는 것을 볼 수 있으며, 지식을 학생의 경험과는 대립되는 측면에서 이해하였
다. 교과내용을 학습자에게 제공할 때 교사는 지식과 경험의 사이에서 갈등하게 된
다. 교사는 학문의 지식을 학습자의 수준에 맞게 변형하고 수정하여 교육내용으로서
가르칠 수밖에 없지만 지식이 학습자의 삶, 경험과 관련되지 못할 때 무기력한 지식
교육에 빠지게 되며, 교육내용이 추상화되고 학생의 학습 동기는 결핍되게 된다. 고
대의 전통철학은 사고하는 능력을 갖춘 인간이 이성을 통하여 불변하는 진리를 탐구
한다고 인식하였기 때문에 이에 영향을 받은 교육도 학습자 및 학교 경험 밖에 있는
진리와 사실에서 출발하였으며 지식과 사실을 학습자의 경험으로 끌어들이는 방안을
찾아내고자 하였다. 하지만 앞으로는 지식과 경험을 통합하는 방안에 대해 강구하는
것이 요청된다.

․

3. 통합

상생의 가능성

교육과정 학문의 분야에서 지식 자체에 정보와 개념, 원리와 사상, 사물을 보는 안
목과 탐구과정, 사고 체계 등이 들어있다고 제안하는 학자들이 있다. 지식은 매우 중
요한 것이며, 지식을 제대로 가르쳐야 한다고 강조한다. 하지만 오늘날의 학교교육은
지식위주의 교육이 문제라기보다는 지식을 지식답게 제대로 가르치지 않는 것이 문
제라고 할 수 있다(강현석, 2011). 지식을 학생의 경험과 연계하지 못하여 지식 속에
담겨있는 안목과 지혜를 체득하지 못하며, 학생들은 지식으로부터 괴리감을 느끼고
소외당하여 지식을 내면화하지 못한다. 이와 같은 지식과 경험의 분리 현상을 극복하
기 위해서는 듀이의 경험이론을 숙고할 필요가 있다. 듀이는 학습자가 교과를 배운다
는 의미로서 배운 것을 자신의 것으로 소화하여 체득하는 방안을 제시했기 때문이다.
Dewey는 학교에서 교과 지식을 배우지만 학습자의 마음속에 들어와 온전히 학습자
의 것이 되지 못하는 형식적이고 피상적인 학습을 경계하였다. 학습자 지식의 성장
속에서 경험이 지속적으로 재구성되는 것이 교과를 배우는 진정한 목적이라고 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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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이것이 교과 내면화라고 할 수 있다(박철홍, 2002; 엄태동, 2001; 강현석, 2013).
그러므로 교과 내면화는 교과의 지식이 학습자의 경험과 관련을 맺을 때 발생하게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듀이의 교육이론은 기본적으로 전통철학의 이원론을 극복하려고 제안하였다. 김재
건(2004)도 듀이는 자연적 일원론자로서 자연주의와 인본주의의 전통적 대립이 주체
와 대상, 자연과 인간, 물질과 정신 등으로 구분하는 잘못된 소산이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실천적 가능성을 열어 놓아야 한다고 하였다. 여기에서 전통철학의
이원론을 극복한다는 것은 인간과 자연이 독립된 존재라는 기본적인 입장을 새롭게
이해하고자 한 것이며, 교육적으로 해석을 한다면 이성적인 인간이 인식하는 지식을
자연적인 경험과 연계한다는 것이라고 볼 수 있으며 이는 지식과 경험의 통합 가능
성을 제안한 것이다. 박철홍(1996)도 생물학적인 존재인 인간은 수동적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기다리지만은 않는다고 하였으며, 경험이라는 단초로서 인간은 능동적
인 행동을 한다고 하였다. ‘경험은 자연을 그 대상으로 하며’, ‘경험에는 존재물이 즉
각적으로 주어진다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경험인데, 존재물들이 경험’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였다. 즉 인식 주체가 지식을 능동적으로 구성해 나가면서 경험이
작용하는 것이다. 최근 우리나라의 교육과정 설계에도 영향을 끼쳤던 피아제의 인지
적 구성주의와 비고츠키의 사회적 구성주의도 기본적으로는 객관주의 인식론을 해체
하여 지식에 대한 인식 주체자의 경험적 해석을 강조한 것이다.
듀이는 학생의 경험을 통해 교과가 세 가지의 단계를 거치면서 성장한다고 하였
다. 첫 번째는 걷고 말하고 쓰고 계산하는 것과 같이 무엇인가를 할 줄 아는 것으로
수행능력으로서 교과이다. 두 번째는 직접적인 활동의 수행능력과 관계를 맺으며 발
전시키는데 도움이 되는 다른 사람의 경험을 수용하여 알게 되는 것으로 정보의 형
태로서 교과이다. 세 번째는 전문가들의 지식, 다시 말해 합리적이며 논리적인 조직
체계이다. 듀이는 지식과 경험의 문제가 발생한 원인을 학생들에게 마지막 단계의 교
과를 직접적으로 전달하는데 비롯된다고 본다. 이러한 관점에서 듀이는 교과의 발달
단계를 존중하면서도 아이들의 직접적인 경험 속에 내재되어 있는 교과의 내용, 다시
말해 무엇인가를 할 줄 아는 것을 점차적으로 논리적이며 합리적인 지식체계로서의
교과내용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하였다(엄태동, 2003). 그러므로 듀이가 말하는 교과
의 논리와 학습자의 심리는 교과의 지식을 학생이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경험의 재
구성과 관련된 것이다.
교과의 지식이 학생의 경험으로 체계화 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지식의 일반화,
추상화는 경험과 관련될 때 의미를 갖는다. 그러나 체계화된 지식의 성장과정과 경험
이 성장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강현석, 2013). 다
시 말해 지식이 경험 성장의 촉매제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리가 과거의 경
험에 논리성을 부여하고자 할 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지식과 경험을 연결하는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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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은 무엇인가에 대해 찾아야 한다. 즉 교육내용이 학습자의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경
험 속에서 이해되고 해석되는 방안이 무엇인가를 찾아야 하는데, 이 지점에서 듀이의
경험 및 브루너의 내러티브의 연관 관계에 주목하고자 한다.

Ⅲ

. 듀이의 경험

1. 경험의 본질과 교과 내면화

듀이는 자신의 경험론을 설명하면서 다양한 개념들을 사용하였는데, 그 중에서 ‘능
동적인 경험’, ‘반성적 사고’, ‘교호작용’, ‘계속성’을 활용하였다. 이하에서는 박철홍
(1996), 김재건(2004), 송도선(2013)의 논의를 바탕으로 듀이의 경험 이론을 살펴보고
자 한다.
첫째, 듀이는 주체적 경험으로부터의 인식으로 앎이 형성된다고 하였다. 듀이는
‘교육은 경험의 내부에서, 경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며, 동시에 경험을 위해 이
루어지는 발달’(엄태동 역, 2001: 36)이라고 하였는데, 교육이 경험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을 확고히 한 것이다. 또한 듀이는 전통적 교육이 학생들에 대한 아이디어에 무감
각하게 하였으며 잘못된 학습 방식으로 인하여 배우려는 학습동기를 상실하게 하였
으며, 기계적 훈련에 의해 특수 기술들을 습득함으로써 새로운 상황에서 적절하게 판
단하며 현명하게 행동하는 능력을 키워주지 못하였다고 하였다(박철홍 역, 2002). 그
러므로 듀이는 지식의 암기와 주입이 강요된 학습보다는 학생들이 실제적인 경험을
통하여 학습을 하며, 아동의 흥미를 중시해야 한다고 한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김
재건(2004)도 듀이에게 있어서 ‘경험은 단순한 행위를 넘어서서 지각과 개념을 의도
적으로 결합시키는 조작이 포함되는 강력한 주도성을 지니며, 경험은 단절 없는 연속
적인 과정과 실천을 필요로 하되, 개인과 환경의 교호작용을 요건’으로 한다고 하였
다. 그러므로 지식 자체뿐 아니라 의미 형성 과정, 즉 경험으로 내재화하는 과정을
중시한다. 결국 지식이라는 것은 학습자가 직접 파악하고 이해해야 하는 것이지 교사
나 다른 누군가에 의해서 강압적으로 전달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둘째, 듀이는 구성적 탐구로서 사고를 하며 앎이 형성된다고 하였다. 그는 구성적
탐구로서 사고와 경험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경험의 두 원리인 계속성의 원리와 상호작용의 원리는 서로 분리될 수 없는 관계
에 있다. 이 두 원리는 상호 견제하면서 동시에 하나로 묶여있다. 말하자면 이들은
경험의 종적인 측면과 횡적인 측면에 해당한다(엄태동 역, 2001: 60).

경험의 계속성 원리는 이전의 경험이 후속되는 경험에 이어지는 것이며, 어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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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이 결과로서 주위의 다른 환경과 재구성되고 그렇게 재구성된 경험의 상호작용
적인 측면들은 경험의 횡적인 차원을 의미한다(엄태동, 2001). 이와 같이 경험의 수직
적, 수평적인 측면으로 경험은 새롭게 재구성되면서 성장한다. 듀이의 경험이 계속성
측면에서 시사하는 점은 모든 경험이 이전이나 이후의 경험과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
며, 후속되는 경험의 성장에 도움을 주어서 질 높은 ‘교육적 경험’을 다시 생성하도록
하기 때문이다. 교사의 임무도 경험에 근거하여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하나의 경험이 이후의 경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점은 쉽게 드러나지
않는다. 여기서 교사가 풀어야 하는 문제가 생겨난다. 학생들의 부담을 불러일으키
지 않고 그들이 몰입하여 활동에 열중하도록 만들 수 있는 것이면서도 그것이 이후
의 바람직한 경험을 조장하는 힘을 지니는 것이라야 하기 때문에, 단순히 즉각적인
재미의 차원을 넘어서는 그러한 종류의 경험을 마련하는 일이 교사의 임무가 되는
것이다(엄태동 역, 2001: 60).

위와 같이 학생의 경험은 교실이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생동적인 것으로 학생이
능동적으로 구성하도록 하는 것이지 수동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경험이 수동
적인 것이 아닌 능동적인 경험이 되려면 단순히 행동(doing)하는 것이 아니라 사고
(thinking)하는 과정이 동반되어야 한다. 듀이에 의하면 지식은 인간과 환경이 교호
작용을 하는 과정에서 형성되는 경험으로부터 나오며, 경험은 효율적인 통제가 이루
어야 하는데, 이것이 반성적 사고라고 하였다. 즉 반성적 사고는 추상적 추론과 같은
의식적인 흐름이 아니며 자신의 삶에서 구체적으로 접하는 문제 해결과정의 실천적
행위로서 과학적이며 실험적인 사고와 방법으로 현재 삶의 질적 개선을 이루는 실질
적인 과정으로 탐구와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김재건, 2004). 이상의 내용을 바탕으로
듀이가 생각하는 경험을 통한 교육은 교사가 지식을 체계적으로 조직하여 학생들에
게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에게 과제와 문제를 제공하고 그 과제 수행으로 인
한 결과를 경험하면서 자신이 한 일과 결과를 연관 짓는 반성적 사고 과정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듀이가 말하는 교과의 내면화는 교
과 지식을 학생이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며, 교과의 지식을 학습
자가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 나가는 과정에서 요청되는 경험의 재구성이다.
2. 교육과정 개발에서 학습경험의 난점

학교교육과정의 개발 목적은 학생들이 학습의 성장과 결과로 얻는 교육의 질적 향
상에 있으며, 이것들의 근본적인 활동은 학습 경험의 선정과 조직이며, 이는 교육과
정개발의 원천이 된다(강충열, 2006). 훌륭한 교육내용이 선정되고 조직되었더라도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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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들의 경험으로 내면화되지 못하였다면 교육목표를 달성했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
로 교육과정의 개발이나 설계에서 학생들의 학습 경험을 훌륭하게 선정하고 조직해
야 한다. 다시 말해 교육에서 중요한 것이 학생의 학습이라면 목표 달성에 필요한 교
육내용이 잘 선정되고 조직되었더라도 학생의 학습으로 연결되지 못하면 의의가 없
다. 이와 같이 교육과정 개발의 목적과 의의를 충분히 달성하기 위한 필수적인 요인
은 학생의 경험이지만, 교육과정 개발에서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는 경험의 약점은 다
음의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첫째, 현행 교육과정 개발의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는 것은 실증주의5)에 편향된
교육과정 개발이다(조인숙, 2013). 실증주의 인식론에서 지식은 절대적인 보편성과 불
변성을 지닌 객관적인 실재로서 인식 주체의 경험은 배제가 된다. 실증주의를 대표하
는 타일러의 논리는 학습목표 달성을 위해 학생들에게 어떤 교육적인 경험이 제공되
어야 하며, 이러한 경험이 효과적으로 제공되는 방안을 탐구하도록 한다. 그러나 이
러한 교육과정 개발 방식은 학생들의 학습경험이 외부에서 주입되어 강요되는 것이
며, 학생 경험의 성공과 실패는 사전에 결정된다. 즉 학생들이 스스로 만들어가는 능
동적이며 의미 있는 학습 경험은 배제된다. 또한 Tyler(1949)에 의하면 ‘학습경험’은
외적 환경과 학습자의 상호작용을 의미하며 능동적인 행위를 통해 달성한다고 하였
는데, 학생 경험에 선행하여 이미 선정되고 구체적으로 진술된 목표만으로 학생과 환
경의 상호작용은 큰 의미를 기대하기 어렵다.
둘째, 학습자들이 학습자 외부의 학습내용을 내부의 학습경험과 연계하는 방안을
제시하지 못한다. 학교의 교과들이 과거의 교육적 경험을 체계화한 것이라고 이해할
때 교과는 경험의 성장과 대립되거나 반대되는 개념은 아니다. 이 과정에서 경험은
무엇으로 인하여 체계화 되며 구조화되는가는 중요한 문제가 된다. 교육내용은 본질
적으로 직접적인 경험들에서 추상화되는 것이기 때문에 학생의 경험으로 되돌아갈
때 올바른 의미를 갖게 된다. 다시 말해 교과에 들어있는 교육내용은 학생에게 경험
되어야 하며, 교육내용은 학습자의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경험과의 관련 속에서 이해
되고 해석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일이 어떻게 가능하며 무엇을 통하여 경험
이 유의미한 내용으로 학생들에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가? 교육내용들이 어떻게 학생
들에게 경험되는가? 는 문제가 된다. 즉 학교교육과정의 개발의 목적이 학생들의 의
미 있는 학습 경험의 성장이라고 한다면 학습 경험을 선정하고 조직하는 방법적인
원리들을 도출하여 제안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메커니즘적인 설명이 부족하다.
3. 교육과정 개발에의 시사

5) 실증주의는 전통적인 철학사조의 하나로서 인간과 사회의 현상을 관찰하여 설명하며 객관
적 사실에 의한 참된 지식만을 진리로 간주하여 과학적 태도와 검증을 중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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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의 학습경험은 그것 하나만으로는 학습자에게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사고,
태도, 행동, 흥미에 대한 변화가 서서히 진행되어 구체적인 교육목표로 나타나기 위
해서는 오랜 교육적인 경험이 축적되어야 한다. 교육경험이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
는 경험들이 축적되어 상승효과를 발휘하도록 조직되어야 하며, 경험의 조직은 교육
과정 개발에서 중요한 사항이라고 할 수 있다.
경험의 선택과 의미 부여에 대해서는 Hopkins(1994)의 견해를 참고할 수 있다. 그
는 경험은 우리의 삶을 질서 있게 이해하도록 의미를 만드는 동시에 의미들에 의해
구성되며, 경험을 기술하고 이해하도록 하는 것은 경험적인 분석을 넘어서 의미를 진
지하게 고려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듀이(1931)도 ‘진리’와 ‘의미’의 개념을 구분하는데,
의미는 진리보다 범주가 넓으며, 진리도 의미의 내재적인 부분에 불과하다고 하였다.
듀이의 설명에 의한다면, 의미는 경험된 세계 속에서 지어진 것에 대해 적극적으
로 관여하는 과정에서 선택과 행위의 결과로서 생겨난다(강현석, 2013). 그러므로 의
미는 학생의 밖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경험이 학생 자신에게 앎과 학습으로 바
뀌는 것은 무의식적이고 흘러가는 경험으로부터 의미의 틀로 적극적으로 해석하고
활용할 때 한해서이다. 즉 학습은 교사와 수업의 힘의 전달을 통해서 학생에게 주입
되는 것이 아니라 학생 스스로 의미를 만드는 구성적인 행동의 결과이다.
경험은 학생의 선택적 자각을 통해서 나타나고 구체화되어 우연성과 불확정성에
대한 의지적 반응을 형성하도록 하는데, 이와 같은 과정에서 내러티브가 작용한다.
내러티브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겪는 경험에 대해 질서를 부여하고, 경험을 자신
의 삶에 비추어 조작하며 변화시키는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앞으로는
교육과정 개발에서 경험을 강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학생이 학습과 학교생활에서
겪는 경험을 자신에 맞게 내면화 하도록 내러티브에 기초한 교육과정 개발에 관심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 브루너(1996)에 의하면 내러티브는 우리의 경험과 지식을 조직
하거나 학생간의 의사소통과 학습에 있어서 가장 자연스럽고 강력한 형식 중에 하나
이기 때문이며, 이야기를 만드는 마음의 인지적 작용으로 학생들의 지식뿐 아니라 경
험이 재구성되기 때문이다. 즉 앞으로의 교육과정 개발에서 중요한 것은 지식이나 진
리의 인식 보다는 학생 스스로 지식을 생성하도록 하는 경험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교육과정이 이야기, 이야기 만들기의 내러티브적 인식론을 포함해야 한다.

Ⅳ

. 브루너의 내러티브

1. 내러티브의 본질과 교과 내면화

많이 알려진 것과 같이 브루너6)는 1960년대 지식의 구조를 교육내용 조직의 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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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서 제안하였지만, 학생의 심리적, 발달적 측면을 간과하였으며 지식의 구조가 무엇
인지 각 교과를 통하여 분명히 제시하지 못한다는 비판에 직면하자 자신의 이론을
계속해서 주장하지 않고 오류가 있음을 인정하고 반성하였다. 이 후 브루너(1986)는
이 세계를 구성하는 사고 양식에는 패러다임적 사고 양식과 내러티브 사고 양식이
있다고 제안하면서 ‘이야기’, ‘이야기하기’로서 인식하였던 내러티브를 교육학에 차용
하였다. 패러다임적 사고 양식(paradigmatic mode of thought)은 형식적, 객관적, 경
험적인 증거를 통하여 진리를 검증하려는 논리-과학적 사고이며, 내러티브적 사고 양
식(narrative mode of thought)은 추상적, 주관적으로 그럴듯한 혹은 진실 같은 이야
기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1980년대 후반부터 시작된 브루너의 인식론적인 입장 변화는 내러티브로
개념화된다. 내러티브란 서사체를 의미하는데, 하나의 이야기로서 시간의 연쇄로 구
성되는 일련의 사건들이다. 또한 세계에 대한 우리의 경험과 지식을 구성하며 조직하
는 자연스럽고 손쉬운 방법이다(한승희, 1997). 이와 같은 내러티브의 기본적인 의미
를 바탕으로 교육적인 의미는 다음과 같이 개념화 된다(이윤복 외, 2013).
첫째, 내러티브는 학생에게 가장 자연스러운 교수-학습활동의 수단으로서 상호작
용적인 교수학습(interactive pedagogy)이 가능하게 한다. 교사는 내러티브로 학생들
에게 교육내용을 전달하고 학생들은 자신의 맥락과 상황, 경험에 맞도록 내러티브로
변환하여 받아들여야 한다.
둘째, 내러티브는 학습자 스스로 교육적인 의의를 발견하여 지식으로 구성하고 창
안하도록 하여 새로운 지식을 자신에게 맞도록 능동적으로 구성하게 한다.
셋째, 내러티브는 교사와 학생이 주고받는 세상에 대한 살아가는 이야기, 교실과
주변의 환경과 상호작용을 하는 경험의 이야기로서 학생들이 자아를 형성하고 타자
와 소통을 하도록 한다.
넷째, 내러티브는 학생들이 수업에서 경험하는 교육적 이야기를 하나의 긴 이야기
로 연결하는 과정에서 삶에 대한 의미를 확장하며 하나의 전체로서 구성하도록 하는
데, 이 과정에서 문화를 반영하게 한다.
이상과 같이 브루너의 후기 이론에서 핵심적인 개념이 되는 내러티브는 교수․학
6) 강현석(2005)은 브루너의 학문적인 경로를 크게 세 단계로 구분한다. 첫째 시기는 1971년까지의
Harvard 시절로 핵심주제는 의미(meaning), 문화(culture), 의도(intention)였으며, 「교육의 과정」
(The Process of Education, 1960)에서 지식의 구조를 강조하였다고 한다. 두 번째 시기는 1971년
부터 1979년까지의 Oxford 시절로 핵심 주제는 기능주의(funcationalism), 구성주의
(constructivism), 지식의 사회적 맥락(social context of knowledge)이었으며, 「교육의 적합성 논
쟁」(The process of education reconsidered, 1971)에서 지식은 주어지거나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
고 사회적인 맥락속에서 끊임없는 상호작용 속에서 만들어진다고 하였다. 세 번째 시기는 현재까
지의 New York 시기로 핵심적인 주제는 내러티브(narrative), 자아(self)로 「교육의 문화」(The
culture of education, 1960)에서 인간의 마음과 문화를 교육과정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제시했다
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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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의 기본적인 수단이며 학습자의 경험과 맥락에 맞도록 교과의 의미를 구성하여 학
습자 자신에게 적합한 지식으로 구성하도록 한다. 또 다른 학생과 교사가 이야기를
하고 공유하는 과정에서 소통도 가능하고, 더 나아가 자아를 형성하도록 한다.
브루너는 내러티브가 세계에 대해서 우리가 갖게 되는 경험과 지식을 조직하며,
서로 간의 의사소통과 학습에서 가장 보편적이면서도 자연스러운 형식이라고 하였는
데, 이러한 점에서 교과 지식의 학습도 자연스럽게 내러티브적인 방식에 의해서 진행
될 수 있으며, 학습도 본질적으로 내러티브에 의해서 내면화 된다(강현석, 2013). 이
러한 측면들은 교과 내면화에 시사하는 바가 큰데, 교과 내면화의 다른 이름이 브루
너에게는 내러티브인 것이다. 다시 말해 교과 내면화의 기제, 과정, 완성은 모두 내러
티브적으로 이루어진다.
2. 교육과정 개발에서 내러티브의 장점과 한계

앞의 절에서 학생들이 학교와 학습에서 갖게 되는 경험을 구조화하는 틀이 필요하
다고 하였다. 교육과정 개발의 측면에서 내러티브는 경험을 구조화하고 연결하는 틀
로서 역할을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첫째, 내러티브는 의미를 구성하여 경험을 구조화하는 틀로서 작
용한다. 다시 말해 내러티브는 서로 관련이 없어 보이는 교육내용이나 학습 경험들이
전체적인 맥락에서 유의미하게 연결되는 기능을 갖고 있다. 학생이 소설책이나 동화
책을 읽고 등장인물과 주인공, 소재, 시간적․공간적 배경 등이 다르게 주어지더라도
의미들을 생성하고 연결하여 하나의 이야기로 연결하도록 만드는 것이 내러티브이다.
브루너(1990)도 ‘내러티브는 문화 속에서 다양한 삶을 지배하는 의미 생성의 도구’라
고 하였다.
둘째, 내러티브로 의미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학생 스스로 ‘자아를 발견’하도록 한
다. 내러티브는 기본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자기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 삶의 의미를 발견하고, 별개의 경험들을 하나로 유의미하게 연결한다. 브루
너(1996)도 주체는 자아와 세계에 대한 태도와 인식 등에 근거하여 ‘자신만의 세계를
새롭게 창조’한다고 하였는데, 학생들도 내러티브에 기초하여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
며 이 과정에서 경험들에 새롭게 가치를 부여할 수 있다.
셋째, 내러티브 관점에서 지식도 개인의 경험을 다른 사람과 이야기 하는 과정에
서 재구성할 수 있다. 지식은 개인이 처한 맥락이나 상황, 주관적인 인식에 따라 다
르게 구성된다. 다시 말해 지식은 개인의 내적인 측면에서 구체화되는 것으로 사회적
인 합의하에 구성된 상징적 형식을 통하여 경험을 해석하며, 개인 경험의 권위적인
원천이 된다. 그러므로 개인의 지식은 내러티브에 기초하여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
경험의 상호작용적이며 지속적인 성격을 통하여 형성되고 재구성된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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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과 같이 학습자들이 어떤 것을 학습한 경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
경험은 계속적으로 해석되고 순환적으로 재해석되며 이 과정에서 우리의 삶도 형성
하게 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교육과정은 내러티브에 기초한 이야기의 상호작용과 의
미 교섭이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하도록 해야 한다. 삶이 해석적으로 구성되며 지식의
형성 과정에서 경험의 구조적인 양식으로 기능하게 하는 내러티브는 우리가 만드는
교육과정이 되며, 이와 같은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교육과정이 내러티브이다.
그러나 교육과정 개발에서 다음과 같은 사항이 고려되지 않았을 때는 내러티브적
인 관점도 한계점을 갖게 된다. 첫째, 교육과정이 학습경험 보다는 논리적인 구조를
우선시 했을 경우이다. 교과의 논리란 교과를 구성하는 요소들 간의 논리적인 관계를
의미하는데(강현석, 2011), 교과가 학습내용의 사실, 개념, 원리들만으로 구성되었을
때 학생들은 이를 자신의 경험과 연계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듀이(1916)는 전통주
의 교육이 실패한 이유를 교육내용의 조직 시 학생의 경험보다는 교과의 논리만을
강조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어떤 내용들을 포함하여 교육과정의 내용을 구성하느냐
에 따라 학생들의 사고나 행동 특성이 결정되며, 경험과 연결되는데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다. 둘째, 교육과정 체제가 합리주의적 교육과정에 치우쳤을 경우이다. 합리
주의적 교육과정 체제는 학생의 밖에 존재하는 객관적 실재만을 지식의 본질로 인식
하여 교육내용도 객관적인 실재로만 환원시켰다(강현석, 2005). 이러한 입장으로 논리
적 진술문의 구조 및 인과적 관계의 논리를 갖는 지식과 내용이 주로 등장하였다. 이
로 인해 경험적 지식, 논리적 분석과 증명, 합리적 사고, 과학적 이론, 논리적인 지식
만이 교육과정의 주요한 이론으로 선정되어 학생들에게 제시되었기 때문에 내러티브
적인 교육과정의 체제와 균형을 형성하지 못하였다. 이상과 같이 교육과정이 학습자
의 경험이 아니라 교과의 사실, 개념, 원리들만으로 구성되는 논리적인 구조가 우선
시 되고, 합리주의적 교육과정 체제로 인하여 학습자들의 경험 뿐 아니라 내러티브적
인 요소가 배제되었을 경우 교육과정 안에서 내러티브가 구현될 가능성이 줄어들게
된다.
3. 교육과정 개발에의 시사

2009, 2011 개정 교육과정이 추구하는 방향은 학생들의 지나친 학습 부담 감축, 학
습 흥미의 유발, 단편적인 지식과 이해 교육이 아닌 학습하는 능력(역량)의 신장, 지
나친 암기중심 교육에서 창의적인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으로 변화를 추구하는 것이
다. 이와 같은 교육과정 개정을 위해서는 학생들의 경험과 삶에 근거한 교육과정 개
발로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 Pinar(1974)도 Tyler의 논리에서 벗어나는 교육과정 개
발로 교수목표 중심이 아니라 학생들의 삶과 경험을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배열하여
경험과 그 의미를 탐구하는 활동이 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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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말해 앞에서 논의한 것과 같이 실증주의 인식론에 근거한 교육과정은 객관적
이고 검증이 가능한 사실을 지식으로만 간주하여 이러한 지식의 획득을 교육과정의
목표로 명시하고 학습자의 지식과 경험을 통제하고 관리하도록 하였다(조인숙, 2013).
그러나 앞으로의 교육과정 개발은 학생의 삶과 경험에서 분리되는 학습으로 수동적
으로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 아닌 경험의 의미를 구성하고 형성하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경험을 조직하는 방안으로서 내러티브에 기초한 교육과정 개발
이 요구된다.
내러티브는 학생의 경험과 교육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녔다. 학생
은 학교의 생활에서 이야기를 통하여 살아가며, 이야기를 말하는 것은 최초의 즉각적
인 경험을 단순히 기술하는 것이 아니라 경험을 구조화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학생들
이 이야기를 함으로써 경험을 해석하고 계속적으로 재구성함으로써 자신만의 교육과
정을 구성하게 된다. 이는 우리의 경험을 조직화하는 구조로서 내러티브이며, 교육과
정에서 하나의 수단이 된다(Bruner, 1996). 이를 통하여 학교교육에서 지식을 지식답
게 가르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며, 학습자의 경험을 교과 내용과 관련짓는 문제
를 해결할 수 있다. 내러티브는 우리 학교교육의 상황에서 의미 있는 내용을 구성하
는 방법 뿐 아니라 학교교육에서 의미 있는 내용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방안을 제시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학교 교육과정에서 경험이
중요하다는 듀이의 견해만을 반복해서 주장하며, 지식과 경험이 학교 교육의 본질이
라는 원칙론적 주장만을 되풀이 하는 현실에서 내러티브는 하나의 해결책을 제안하
였다고 볼 수 있다.

Ⅴ

. 결론 : 무엇이 다르고 같은가?

본 연구는 그동안 우리나라의 교육과정 분야에서 대립되는 이론으로 간주되어 현
직 교사나 예비 교사들에게 듀이는 경험을 대표하는 이론가로서, 브루너는 지식을 대
표하는 이론가로서 인식된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다. 여기에서 더 나아가 경험과
교과 지식은 매우 이질적으로 통합될 수 없다고 이해되었다. 그러나 본 연구는 듀이
의 경험 이론과 브루너의 내러티브 이론은 서로 대립되는 양상만을 보이는 것은 아
니라는 점에서 시작되었다. 이러한 연구의 출발은 듀이와 브루너의 교육이론 모두가
교과 지식의 내면화를 목표로 하였으며, 지식을 제대로 가르치기 위해 경험과 어떻게
관련지을 수 있는지를 고민한 것으로 이해하였다. 다시 말해 학교교육에서 지식이 학
습자의 내면과 삶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도록 하며, 경험이 연속적으로 재구성되
도록 하는데 동력이 되는 것은 무엇인가, 경험을 학교교육에서 의미 있는 내용으로
구성하는 수단이 무엇인가를 찾고자 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학교교육에서 경험이 유
의미한 내용으로 구성되기 위해서는 브루너의 내러티브 이론을 접목할 필요성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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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을 제안하고자 한다.
전통적인 교육이 기계적인 훈련에 의한 지식 위주의 교육으로 학생들의 배우려는
의욕을 상실하도록 한 상황에서 듀이는 교육을 “경험의 계속적인 재구성”, 또는 “경
험의 끊임없는 재구성 또는 재조직”이라고 정의(송도선, 2013)하여 학교에서 배운 것
과 현실과의 괴리로 갈등하는 상황에 대안을 제시하였다. 듀이가 지식 일변도의 전통
적인 학습보다는 실제적인 경험을 통한 학습을 학교에서 장려해야 한다는 것은 여기
에서 나온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경험이 어떻게 재구성되고 재조직될 수 있는지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고 판단된다. 듀이는 교과 지식을 경험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강
조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이를 학습자의 경험과 어떻게 연관지을 것인가에 문제, 경
험이 연속적으로 재구성되도록 하는데 필요한 지성으로 작용하는 지식을 강조한 것
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학교교육에서 경험을 어떻게 가르쳐야 하며, 학습 경험
들이 의미있게 재구성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에 브루너의 내러티브 이론은 교육현장에서 학생들이 갖는 경험들을 총체적으로
연관 지어 의미를 구성하도록 하며, 더 나아가 교과의 구조와 인간의 경험과 삶을 담
고 있는 텍스트로서도 기능할 수 있다. Egan(1986)도 내러티브적인 이야기는 내용을
의미 있게 만들어 주는 도구라고 하였는데, 이를 다시 해석하면 이야기는 학생들이
갖는 경험에 인과관계나 시간의 흐름에 대한 구조 개념을 제공하여 경험을 이해하는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
듀이도 경험의 본질, 가치, 의미에 대해 제안을 하였지만, 학생들에게 유의미한 경
험을 제공하기 위해 교수자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제시가 없었
던 것으로 판단된다. 즉 듀이의 경험에 브루너의 내러티브 이론을 접목해서 학습자의
경험이 유의미한 내용이 되기 위해서는 내러티브 형식이 필요하다. 학습자의 경험을
내러티브 형태로서 재구조화함으로써 자신의 삶을 반성적으로 성찰하고 의미를 만들
어 낼 수 있는 것이다. 단편적인 경험이나 사건을 나열하고 피상적으로 인식하는 것
이 아니라 내러티브로 경험을 재구성하는 것이다. 경험이 내러티브에 의해 유의미한
의미로 구성되고 조직화되어 교과의 지식으로 구성되며, 다시 새롭게 구성된 교과 지
식이 이후의 학습경험에 발판이 되는 역동적이며 순환적인 구조를 띠게 될 것이다.
객관적이고 가치중립이며 실증적이고 논리적인 지식은 현대의 사회에서도 매우 중
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에는 틀림이 없으나 이러한 지식도 인간의 경험에 토대를
두고 형성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우리의 경험과 체험, 삶과 관련되는 지식이 교육내
용에 포함되어야 하는데 브루너의 내러티브 이론은 우리의 경험과 지식을 조직하는
보편적이면서도 자연스러운 방식이라고 판단된다. 듀이의 경험 이론과 브루너의 내러
티브 이론은 서로 대립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통합되는 방향으로 교육과정에서 설계
되고 실천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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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tegration of Dewey’s Experience to Bruner’s Narrative
Theory in Curriculum Development

Lee, Yun-Bok(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Kang, Hyeon-Suk(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earch the educational theory in Dewey’ experience
and Bruner’ narrative. We have been differently recognized about the nature of
Dewey’s experience and Bruner’ narrative which many educators misunderstood the
relationship between experience and knowledge. So this study attempt to make
meaning of experience by Bruner’s narrative.
On the basis of Dewey’s theory, it intends to acquire method of educational
experience. But experience is not completed by itself. The learning experience should
be connected to the content knowledge. If it comes to the basic structure of the
educational experience, the narrative is required. Because narrative is the general way
to understand student’s life and experience from the view of Bruner, the narrative
theory specializes in meaning making, And it is the great tools of understanding for
learner’s experiences.
Also, knowledge, knowing is essential to the educational experiences. Knowledge
learning process must be constructed by learner’s active experience and practical
doing. So the interaction between learner’s knowledge and experience must be
accomplished in learning situations, the narrative is requested as essential.
In conclusion, the educational idea of experience and knowledge is redefined by
narrative theory.
Key words: curriculum development, Dewey’ experience, Bruner’
knowledge and narra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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