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원리연구

http://dx.doi.org/10.19118/edp.2018.23.1.117

2018, 23(1), 117~139

학교 수업에서의
교과서 해석 방식에 대한 한계 고찰*

이 진 규 (경기구봉초등학교 교사)

요 약
학교 수업은 교사와 학생이 교과서를 해석하여 활용함으로써 다양하게 전개된다. 이처럼
교사와 학생에게 ‘교과서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는 매우 중요한 당면 과제이지만, 이에 대
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먼저 해석학의 발전 과정을 고찰함으로써 교
과서 해석 방식의 분석 틀을 고안하고, 이를 통해 학교 수업의 교과서 해석 방식을 분석하였
다. 학교 수업의 특수한 상황에 따라 비교적 단순한 ‘교조적 해석’과 ‘저자이해’ 패러다임의
해석 방식이 주로 활용되고, 텍스트와의 대화를 요구하는 ‘존재이해’ 패러다임의 해석 방식은
잘 활용되지 않았다. 또한, 교사와 학생의 교과서 이해를 위한 해석학적 접근은 학교 수업의
특수한 상황에 의해 한계가 있음을 살펴볼 수 있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학교 수업에서의
교사와 학생의 교과서 해석 방식에 대한 새로운 대안으로서 후속 연구를 제안하였다.
주요어: 학교 수업, 교과서, 이해, 해석, 교육적 해석학

* 이 논문은 2018년 8월 한국교원대학교대학원에 제출 예정인 박사학위 논문의 일부를 요약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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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학교 수업에서 교사와 학생의 중요한 과제 중 하나는 교과서를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
다. 교사와 학생이 교과서를 이해하려는 일련의 노력을 교과서 해석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런 까닭에 교사와 학생의 교과서 활용은 교과서 해석을 전제(前提)한다. 교사는 교과서
의 해석을 통해 수업을 계획하고, 학생은 자신의 교과서 해석을 통하여 수업에 참여한다.
이렇듯 교사와 학생의 교과서 해석 활동은 수업의 전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교과서 해석은 수업에서 중요한 요소로 볼 수 있으며, 해석에 참여하는 교사와 학
생은 교과서 이해의 당사자로서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게 된다. 사실 우리 학교에서의 교
과서 해석은 수업의 시작과 끝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학교 수업에서의 교과서 해석은 교사와 교과서 또는 학생과 교과서 간의 문제이며, 이
는 해석학에서 해석 주체와 텍스트의 문제와 관련된다. 텍스트 해석의 주체 문제와 텍스
트, 이해에 대한 관점은 해석학의 주요 논쟁거리들이며, 해석학은 이러한 학문 내의 논쟁
을 극복하는 과정을 통해 발전해 왔다. 이러한 해석학의 발전과정은 학교수업에서의 교과
서 해석 방식을 이해하는 데에 도움을 준다. 왜냐하면, 교과서를 이해하기 위한 교사와 학
생, 교과서, 해석 방식의 제반 문제는 이미 해석학의 역사에서 심도 있는 논쟁으로 다루어
져 왔고, 이 같은 논쟁의 극복을 통해 해석학이 발전해 왔기 때문이다.
해석학은 교과서 중심 수업 관행의 한계를 극복하는 데 보다 나은 대안이 될 것으로
보여 진다. 이에 따라 다양한 해석학의 연구 성과를 학교 수업의 교과서 해석에 적용하는
연구가 이루어졌다(박상현, 2014; 박진은, 2015; 이호도, 2010). 이 연구들은 해석학의 주요
이론인 Gadamer의 해석학을 적용하거나, Ricoeur의 텍스트 해석학 관점을 받아들이기도 하
고, Habermas의 비판적 해석학에 관심을 갖기도 한다. 해석학을 학교 수업에 적용하고자
한 이들의 논의는 두 가지 점에서 유사한 구조를 갖는다. 하나는 기존의 학교 수업에서
교과서 해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고, 다른 하나는 해석학의 연구 성
과를 적용하면 교과서 해석이 제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기대를 갖는다는 점이다.
학교 수업에 해석학의 학문적 성과를 적용하려는 위와 같은 시도는 두 가지 측면에서
다시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첫째, 기존의 학교 수업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해석 방
식에 대한 진단이 부족하다. 물론, 이 연구들이 해석학의 관점을 적용하기 위해 기존 학교
수업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진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분석은 현재 학교 수업의 제
반 문제 상황, 즉 교과서 중심주의, 교사와 학생의 경직된 관계, 평가지향적인 수업 양태,
교과서의 경전화(經典化) 문제 등을 제시하는 것에 그치며, 학교 수업의 문제 상황과 관련
되는 교과서 해석의 방식에 대한 분석은 이루어지지 않은 실정이다. 둘째, 학교 수업에 대
한 해석학적 분석이 부족한 상태에서 해석학적 처방으로는 사후 평가가 어렵다. 이들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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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는 해석학의 주요 성과를 적용하는 데에 초점을 두기 때문에 실제 수업에서 교사와 학
생의 교과서 해석 방식을 변화하도록 적용하는 데 어려움이 많으며, 평가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교과서 해석 양태에 대한 해석학적 분석은 해석학적 대안의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는 준거가 되기 때문에 선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는 학교 수업에서 교과
서 해석 방식을 분석하여 교사와 학생이 당면한 교과서 해석의 문제를 보다 분명히 드러
내는 데 일차적 목적이 있다.

Ⅱ. 교과서 해석에 대한 해석학적 분석 틀
해석학은 기본적으로 ‘이해(理解)’에 대한 연구이며, 특히 텍스트의 이해에 대한 구명(究
明)을 목적으로 한다(Palmer, 1969/2011, p. 30). 해석학의 성격에 대한 규정에서 알 수 있듯
이, ‘이해’의 개념은 해석학의 중요 요소이다. 해석학은 ‘이해’를 순환적으로 파악하며, 이
해의 순환성은 해석학에서 공통적으로 보이는 해석학의 기본특성이다(이기언, 2008, p.
275). 해석학에서 볼 때, 우리가 이해하려는 낱말의 의미는 전체 문장에서 그 의미가 부여

되고, 전체 문장은 각 낱말들의 연관에 의해 의미가 구성된다. 이와 같이 전체와 부분의
순환은 전체가 개별적 부분들을 규정하고, 부분들은 서로 연관되어 전체의 의미가 도출된
다는 것이다. 해석학은 이해가 순환적이고, 의미는 이러한 순환 속에서 형성하기 때문에
이를 ‘해석학적 순환’이라고 한다(Palmer, 1969/2011, p. 148).
해석학적 순환은 이해를 어떻게 규정하는가에 따라 다르게 전개된다. 이해에 관한 해석
학의 관점은 적어도 세 가지의 개념적 차이를 살펴볼 수 있다(Diemer, 1977/1982, pp.
139-142). 첫째, 해석 주체의 ‘이해1’는 텍스트에서 기인하는 경험 그 자체이다. 이 차원의

이해는 단순하고 소박한 의미에서 텍스트와의 만남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텍스트 그
자체의 이해를 의미한다. 둘째, 해석 주체의 ‘이해2’는 텍스트를 설명할 수 있는 이해이다.
이러한 해석 주체의 이해는 모델, 이론으로 구체화되고, 설명과 해설을 포함한다. 해석 주
체는 텍스트를 통해 텍스트 너머의 무엇에 대한 이해를 텍스트를 통해 시도하고 텍스트를
매개로 설명한다. 이러한 ‘이해2’는 타당한 설명 모델과 이론에 의한 것이며, 이를 가능하
게 하는 것이 방법론이다. 셋째, 해석 주체의 ‘이해3’은 텍스트를 이해할 때 주도적이었던
이해, 즉 해석 주체의 선이해(先理解)이다. 이러한 이해는 해석자가 해석에 앞서 어느 정
도 대상에 대한 이해를 언제나 이미 구성하고 있다는 것을 전제한다. 해석 주체의 선이해
는 해석자의 특징을 나타내는 동시에 해석자가 존재함을 드러내는 요소가 된다.
이와 같은 이해의 세 가지 개념적 차이와 관련하여 보면, 이해에 관한 관점을 달리하는
해석학 간의 논쟁은 필연적이다. 어떤 해석학에서는 이해를 ‘오해가 아닌 것’으로 규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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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나, 다른 해석학에서는 이해를 ‘항상 다른 이해’로 규정하기도 한다. 또한, 어떤 해석학
에서는 해석을 ‘텍스트 자체의 의미를 드러내는 것’으로 보기도 하고, 다른 해석학에서는
‘텍스트의 의미를 설명할 수 있는 것’으로 파악한다. 결국 해석학의 논쟁은 해석학파 간의

서로 소통할 수 없는 이론적 차이에 의해 시작되며, 그 논쟁의 양상은 기존 해석학에 대
한 새로운 해석학의 도전과 그에 대한 반박을 통해 이루어진다. 이와 같은 논쟁의 대표적
예는 오늘날 해석학이 현대철학의 중요한 영역으로 자리 잡기까지 드러난 두 번의 중대한
사건을 들 수 있다(이재호, 2008, pp. 162-163). 첫 번째 사건은 해석의 기술을 추구하던 다
수의 특수해석학에서 Schleiermacher가 보편적 해석학으로 발전시켰던 사건이고, 두 번째 사
건은 Heidegger가 제기한 텍스트 이해의 존재론적 조명이다. 전자는 Dilthey에 의해 계승되
어 방법론적 해석학으로 발전되었으며, 후자는 Gadamer에 의해 계승되어 해석학적 철학으
로 발전하였다. 패러다임 전환(paradigm shift)으로 볼 수 있는 이 두 사건을 중심으로 해석
학의 논쟁을 살펴보고자 한다.
특수해석학은 이해를 위한 기술론이라는 점에서 해석학적 순환의 단속적(斷續的) 특징
을 찾을 수 있다. Schleiermacher(1838/2000)는 특수해석학이 특정한 장르나 언어에 따라서
아무런 숙고 없이 이루어지다가 해석이 필요할 때만 규칙에 의존하는 한계를 지적한다(p.
18). 이와 같이 특수해석학의 여러 규칙들은 고전이나 성서, 법전 등의 어려운 부분들을

해석하는 데 도움을 주는 특수한 원칙들이다. 따라서 특수해석학의 해석은 텍스트에 따라
부분적으로 필요한 기술에 머무르게 되며, 해석학적 순환은 필요에 의해 단속적으로 일어
나게 된다. 또한, 특수해석학의 해석학적 순환은 해석의 목적에 부합할 때 일어난다. 특수
해석학의 해석은 필요에 의해 발생하는 활동이며, 이러한 필요는 결국 해석의 목적에 관
련된다. 설령 텍스트의 해석이 해석자 개인에게 유의미하게 이해되더라도 합목적성에 부
합되지 않을 때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특수해석학의 해석학적 순환은 교조적(敎條的, dogmatisch)이라는 점도 살펴볼 필요가 있
다. 대표적 성서해석학자인 Luther는 로마 가톨릭의 교조적인 해석을 거부하고 오직 성서
를 진리로 간주한다. 성서의 교조적인 해석을 거부하려고 한 Luther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역설적으로 그의 해석학은 교조적 특징을 갖는다(정은혜, 2006, p. 49). Luther의 경우, 성서
의 특정 부분을 이해하려고 할 때 길잡이가 되는 것은 성서 전체이고, 역으로 각 부분을
제대로 이해해야만 성서 전체의 이해도 가능하다. 다시 말해, Luther의 해석학적 순환은
‘Luther가 규정한 성서텍스트의 통일성’에 의해 성서를 해석하게 됨으로써 교조적 해석이

된다. 텍스트 본위의 교조적 해석은 필연적으로 텍스트에 무한한 권위를 부여한다. 이와
같이 텍스트의 통일성 전제에 의해 텍스트의 내용이 특수해석학을 규정한다(Gadamer,
1960/2012, p. 19).

특수해석학에서 두드러지는 해석자의 특징은 텍스트의 내용에 의해 구속되어 그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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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부재(不在)한다는 점이다. 특수해석학은 문헌, 성서, 법전의 해석 기술을 의미하기 때문
에 해석자는 텍스트의 내용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한 기술의 집행자가 된다. 이런 의미
에서 해석자는 문헌, 성서, 법전의 내용과 해석의 규칙에 의해 그 존재가 무시된다. 다르
게 표현하면, 해석자는 일체의 주관적 동기를 배제하고 텍스트에 의해 인도될 뿐이다. 특
수해석학에서 텍스트를 마주하는 해석자는 자신의 주관을 무시해야 하고, 혹 인식한다 하
더라도 그것은 선입견, 편견 등으로 판단하여 드러내지 않아야 한다. 더불어 해석자의 필
요는 전적으로 텍스트에 드러난 난제의 해결에 의해 드러나기 때문에 “위기상황에서 제시
된 문제의 해결을 위해 급박히 나타났다가 다시 어둠 속으로 사라져 버리는”(최성환,
2005, p. 60) 특수해석학의 운명처럼 사라진다. 이러한 까닭에 특수해석학에서 해석 주체는

부재하고, 부재해야만 한다.
Schleiermacher에서 Dilthey로 이어지는 해석학은 특수해석학과는 다른 ‘이해의 순환’을 가

정한다. 이해의 기술론으로서 특수해석학의 해석은 이해를 위해 필요한 산발적인 활동인
반면, Schleiermacher가 말하는 해석은 기본적으로 텍스트의 이해를 오해로 가정하기 때문에
지속적인 활동이 된다. Schleiermacher에 의하면, 텍스트를 이해하려면 필연적으로 해석학적
순환 속에 존재해야 하며, 텍스트의 이해는 오해가 자동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항상 해
석되어야 하고 이를 회피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강돈구, 1988, p. 54). Schleiermacher에게 이
해는 해석의 기술을 통해 오해의 요소를 제거하여 저자의 사고로 거슬러 가는 역행적 특
성이 있다. Schleiermacher의 해석학을 발전시킨 Dilthey(1979 /2002)는 저자의 의도를 이해하
는 데 있어 ‘추체험(追體驗, Nacherleben)’을 강조한다(p. 55). 저자는 삶을 살아가면서 모종
의 체험을 갖게 되며, 이 체험을 표현한 것이 텍스트이다. 이때 독자의 추체험은 체험이
표현된 텍스트를 통해 저자의 체험이나 의도를 이해할 수 있게 해준다.
이와 같은 Schleiermacher와 Dilthey 해석학의 지향점에 대해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도대체 ‘해석 주체는 자신과 다른 타인인 저자의 의도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가’
의 문제이다. 이에 대해 Schleiermacher와 Dilthey는 해석 주체의 체험과 저자의 체험이 근본
적으로 다르지 않다는 주장을 편다. 인간의 체험은 서로 연관되어 삶을 이루며, 개인의 삶
들은 서로 연관되어 하나의 의미 있는 역사성을 형성하게 되므로, 개인의 삶 전체를 파악
하기 위해서는 개개의 체험을 통해서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다. 더 나아가 공동체들의 역
사성은 보편타당한 객관적 이해, 상호주관적(相互主觀的)인 객관성을 띠게 된다고 본다.
우리는 공동체 내에서 살아감으로써 주어진 공동체의 역사성에 의해 자신을 이해하고, 이
를 통하여 타자를 이해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체험의 통일성 전제는 Dilthey의 해석학이
정신과학을 정초할 수 있는 시발점이 된다. 공동체 내의 개인은 그 자신의 체험이 공동체
구성원의 체험, 나아가 공동체의 역사성, 객관정신까지 연관되기 때문에 누구나 올바른 방
법을 가지면 체험의 통일성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이경민, 2009, p. 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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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hleiermacher에서 Dilthey에 이르는 해석학은 해석자의 주관이 개입함으로써 텍스트의

의미가 왜곡되는 것을 경계한다. 저자의 삶과 해석자의 삶은 공동체의 역사성(객관정신)을
통해 연관되므로 저자의 체험은 해석자에게 해석될 수 없는 낯선 체험이 아니다. 따라서
해석자는 자신의 관점이 아닌 전적으로 텍스트 저자의 관점을 취해야 한다(Bleicher,
1980/1988, p. 93). 텍스트 저자의 의도를 이해하는 방식으로 해석자의 관점이 배제된다면,

해석자는 텍스트의 해석과 이해의 주체가 되지 못하고 오직 저자의 의도를 텍스트에 매개
된 상태로 그대로 추종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 전락하여 은폐된다(이재호, 2008, p. 166).
Gadamer가 볼 때, 해석 주체의 은폐성을 지향하는 해석학의 이러한 방법론은, Dilthey가 의

도한 것과는 정반대로, 오히려 해석 주체의 자의적 해석을 부추기는 것으로 비쳤다.
Gadamer(1960/2012)는 특수해석학에서 논외로 하였던 해석 주체의 존재를 드러낸
Schleiermacher와 Dilthey의 공로를 인정하면서도 텍스트 저자와 해석자의 언어나 체험을 무

리하게 동일화한 점을 강하게 비판한다(pp. 78-81). Gadamer는 해석에서 저자의 관점을 취
해야 한다는 생각이 오히려 해석 주체의 비중을 더 높인 것으로 보았다. 이는 해석자가
의식하건 의식하지 않건 간에 “사실상 과거를 지배하는 주인이 되고자 애쓰는 것”(p. 271)
이기 때문이다. 텍스트 저자의 체험은 결국 해석자에 의해 구성되는데, 저자의 체험과 해
석자 체험의 통일성은 해석 주체의 자의적 해석을 부추긴다. 이와 같이 자신의 편견을 배
제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텍스트가 객관적으로 이해될 것이라는 가정은 오히려 매우 위
험한 주관이다(p. 271).
Heidegger에서 Gadamer에 이르는 해석학은 해석자의 주관성을 인정하는 것에서 출발한

다. Dilthey의 해석학에서의 ‘이해’는 해석자의 보편적 이해를 추구했기 때문에 해석자의
주관성은 해결해야 할 난제로 극복대상이 되지만, Gadamer의 해석학의 경우 해석자를 ‘이
해하는 존재’로 보기 때문에 해석자의 주관성은 극복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인정해야만
하는 해석학의 요소로 격상된다. Gadamer가 보는 해석 주체의 이해는 해석자 자신의 선이
해1)에서 출발하여 매순간 이루어지는 이해이며, 이러한 과정은 해석과 동시에 발생한다.
Gadamer는 이를 ‘선입견(先入見, Vorurteil)’으로 개념화하는데, 텍스트를 마주하는 해석 주

체는 텍스트를 처음 마주하는 순간부터 선입견의 존재를 자각하여 개선하고 변화하려는
존재가 된다. 결국 뛰어난 해석자는 자기 자신을 겸허히 인정하고 항상 새로운 경험에 대
하여 배울 자세가 되어 있는 사람이다. 이때 해석 주체가 자신의 선입견을 적용하여 텍스
트의 이해하려 한다면, 어떻게 그의 해석이 올바른 해석인지 그른 해석인지 알 수 있는
가? Gadamer(1960/2012)는 이러한 구별을 따져 묻는 데 해석학의 본령(本領)이 있다고 다음
1) 해석자는 텍스트를 마주하여 첫 의미가 드러나는 순간 전체의 의미를 동시에 이해한다. 이것을
Heidegger는 ‘이해의 기투(旣投, Entwurf)’로 표현하였으며, 해석자가 텍스트를 대할 때 이미 전체적
예상을 가지고 특정한 의미로 이해함을 말한다(김성중, 2012, p. 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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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같이 설명한다.
해석자의 의식을 점유하는 선입견이나 사전지식은 해석자 자신이 마음대로 제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해석자는 잠정적으로 이해에 도움이 되는 생산적인 선입견
과 이해에 방해가 되고 오해를 유발하는 선입견을 스스로의 힘으로는 분간하지 못하
는 것이다. 생산적 선입견과 부정적 선입견은 오히려 이해의 과정 자체에서 구별되
어야 하며, 따라서 해석학은 그런 구별이 과연 어떻게 가능한가를 따져 물어야 한다.

(Gadamer, 1960/2012, pp. 177-178)

위의 인용에서 보듯이 우리는 선입견을 갖는 존재로서 그 선입견이 과연 옳은지 그른
지를 알 수 없다. 이 주장을 받아들인다면, 어떻게 그러한 선입견을 드러낼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 생겨난다. Gadamer(1960/2012)는 선입견을 드러낼 수 있는 계기를 ‘전통과의
만남’으로 파악한다(p. 182). 텍스트의 인격적 존재, 그러한 전통과의 만남은 해석자가 역
사적 존재라는 의미에서 “친숙함과 낯섦이라는 대극적 긴장이 존재하며, 그러한 긴장관계
에 의거하여 해석학의 과제가 수행된다.”(p. 177) 이처럼 해석자의 선입견이 올바른 선입견
인지 그릇된 선입견인지의 구분은 텍스트 안에 담긴 전통과의 만남을 통해 가능하며, 이
러한 구분을 자각할 동안 선입견의 판단은 유보해야 한다(p. 182). 이해는 해석의 당사자
가 이미 갖고 있는 선이해를 가정하지 않고는 가능하지 않다는 점에서 이해는 선입견으로
부터 항상 자유로울 수 없다(이재호, 2008, p. 192). 자신의 선입견이 제 몫을 다할 때 타자
역시 제 주장을 펼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비로소 타자가 주장하는 진리를 경험할 수 있
는 것이다(Gadamer, 1960/2012, p. 183). 이러한 진리의 경험이 Gadamer가 말하는 ‘이해’의
진정한 의미이다.
지금까지 해석학의 역사적 발전에서 드러난 다양한 논쟁과 그 해결 과정을 살펴보았다.
해석학의 논쟁은 서로 환원되지 않는 관점의 차이에서 비롯되며, 이러한 텍스트 해석의
차이에 주목하여, 각각의 해석학을 ‘교조적 해석 패러다임’, ‘저자이해 패러다임’, ‘존재이
해 패러다임’으로 명명(命名)하고자 한다. 교조적 해석 패러다임은 특수해석학을 지칭하며,
해석 주체의 부재와 텍스트의 절대적 비중, 텍스트 해석의 교조적인 특징이 부각된다. 저
자이해 패러다임은 Schleiermacher에서 Dilthey에 이르는 해석학을 지칭하며, ‘저자가 스스로
를 이해한 것보다 더 잘 이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을 드러내고자 하였다. 존재
이해 패러다임은 Heidegger에서 Gadamer에 이르는 해석학을 지칭하며, 해석 주체의 선이해
와 선입견을 통해 텍스트 해석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자기 존재의 변화를 이해한다는 점
을 나타내고자 하였다. <표 1>은 패러다임의 맥락에서 본 해석학의 특징을 정리한 것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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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패러다임 맥락으로 분류한 교과서 해석의 해석학적 분석 틀
구분

교조적 해석 패러다임

저자이해 패러다임

존재이해 패러다임

해석 주체

해석 주체의 부재

은폐된 해석 주체

선입견을 가진 존재

교조적 통일성을 전제한

저자 체험의

전통의 지평을 가진

논리적 객체

객관적(상호주관적) 표현체

타자(他者)

저자 의도의 이해

지속적인 선입견의 개선

텍스트

해석

이해의

텍스트의 논리적 통일성

관점

이해

해석

규범적 규칙에 의한

방식

단속적, 교조적 해석

해석
결과의
타당화

텍스트의 논리적 통일성과
해석 결과의 일치 여부

텍스트와 해석 주체의
체험의 동일성을 전제로 한
방법론적 추체험

텍스트와 해석주체 간의
대화를 통한 지평의 융합

텍스트 해석의 이론적,

해석 주체의 선입견

방법론적인 절차의

개선을 통한 자기 존재의

엄밀성 여부

향상 여부

Ⅲ. 학교의 교과서 해석 방식 분석
1. 교조적 해석 패러다임에 기초한 교과서 해석
교조적 해석 패러다임의 관점에서 보면, 텍스트 해석이 텍스트의 통일적 체계를 이해할
수 있는 해석 규칙이나 기술이라는 점에서 학교 수업의 교과서 해석은 교과서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해석 규칙, 즉 공식이나 법칙, 문법 등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게
된다. 이러한 교조적 교과서 해석 방식의 사례를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하나
는 교과서 해석에 적합한 공식이나 법칙, 문법 등을 적용하는 방식이고, 다른 하나는 학생
이 교사의 교과서 해석을 해석 규칙으로 간주하는 것이다.
학교 수업에서 수학의 공식이나 영어의 문법은 수학 교과서나 영어 교과서를 해석하는
해석 규칙으로 간주된다. 거꾸로 보면 교과서의 해석은 해석 규칙의 습득이 완전할수록
해석이 쉽기 때문에 학교 수업은 공식이나 법칙, 문법 등의 습득에 집중한다. 통상적 수학
교과서는 특정 문제 상황에 대한 해석의 규칙을 제시하고 이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구
성이 일반적이다. 교사는 교과서에 제시된 문제 해결의 공식이나 규칙을 학생들에게 설명
하고, 학생은 이러한 공식이나 규칙을 받아들여 교과서 해석에 적용한다. 외국어를 배우는
학생은 수업에서 교사가 지도하는 문법을 익히고, 이를 적용하여 교과서의 문장을 해석하
거나 작문을 하게 된다. 문법은 용어의 의미 자체가 일종의 규칙이나 규범을 암시한다.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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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학교 수업은 수학이나 영어 교과서 등을 해석하기 위한 규칙을 안내하는 것이 되고,
학생은 이러한 규칙에 의해 교과서를 해석하는 것이 된다. 이러한 공식이나 문법 등은 학
생에게 교조적인 의미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교과서의 해석은 공식이나 규칙이 적용될
수 있을 경우에 한하여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또한, 공식이나 문법 등을 적용한 교과서 해석은 그 결과에 대해 일종의 진리로 간주하
는 경향이 있다. 교조적 해석 패러다임에서 텍스트는 해석 주체와 유리(遊離)된 논리적 객
체로 인식되고, 텍스트의 교조적인 통일성을 전제한다. 교조적 해석 패러다임의 관점에 의
거할 때, 교과서는 논리적으로 이해 가능한 대상이고, 그 의미의 교조적 통일성을 가진다.
이와 관련하여 살펴볼 수 있는 것이 학교 체제에 만연한 정초주의적 지식관이다(이용남,
2007; 장상호, 1997). 정초주의는 모든 인식에 토대가 되는 확고부동한 기점이 있으며, 이

러한 근거를 찾음으로써 세계에 대한 인식의 확실성이 보장된다고 본다(엄태동, 1997). 학
교 수업에서 교사와 학생은 교과서의 의미가 ‘진리를 담고 있어 진위를 결정할 수 있는
절대적인 의미의 실체’로 간주하는 선입견을 갖게 되며, 이러한 선입견에 의해 교과서의
내용은 ‘최고 선(最高善)’으로 간주하는 정전(正典, canon)과 같은 위상을 갖게 된다(고진호,
1998, p. 246). 정초주의가 가진 매력은 그 논의가 단순 간결하다는 데 있으나, 이러한 주

장과 가정은 전제에 대한 과장된 확신, 독단주의, 허구인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장상호,
2009b, pp. 583-589).

우리는 위에서 학교 수업이 교과서를 해석하기 위한 규칙을 안내하고, 이러한 규칙의
적용을 통해 교과서 해석이 이루어진다는 것에 대해 살펴보았다. 지금부터 살펴볼 교과서
해석 방식은 앞서 검토한 내용과는 조금 다른 관점에서 접근할 것이다. 앞서 살펴보았듯
이 학생들은 수학 교과서, 영어 교과서, 국어 교과서 등을 해석하기 위한 기술(공식이나
문법 등)을 익히는 데 주력한다. 그러나 학생의 입장에서 보면, 교과서 해석의 규칙들은
교사에 의해 제시된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규칙들, 즉 앞서 검토한 수학,
영어, 국어의 공식이나 문법 등은 교과서를 해석하기 위한 최선의 방식이라는 교과서 저
자의 판단에 의한 것이지만, 교사의 수업 활동을 통해 이러한 규칙들이 전수되기 때문에
학생의 입장에서 교사의 해석과 동일하게 인식된다.
이와 같이 학교 수업에서 학생의 교과서 해석 방식은 교사의 교과서 해석을 전범(典範)
으로 삼고 이를 재현한다는 점에서 교조적 해석의 양상을 띤다. 교사와 학생은 수업에서
교과서를 활용하기 위해 먼저 교과서를 해석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학생은 교과
서를 해석하면서 나름대로 교과서를 이해하게 되지만, 교과서 해석의 결과에 대해선 의문
을 갖는다. 학생의 해석 수준에서 교과서의 내용은 즉각적으로 해석될 수 없고, 해석되더
라도 그 결과에 대한 확신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학생의 교과서 해석은 학교
수업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것이지만, 학교 수업의 문화는 이러한 학생의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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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무시하거나 억압하고, 교사의 해석으로 대변되는 전범을 수용하도록 강제하는 경향이
있다. 학생은 교사의 교과서 해석에 의지해 교조적 해석을 하는 순간 교과서를 해석하는
주체로서 자신의 존재가 사라지게 된다.
2. 저자이해 패러다임에 의거한 교과서 해석
저자이해 패러다임의 관점에서 보면, 교사와 학생은 타당한 방법으로 교과서를 이해하
고 이해한 바를 설명할 수 있다. 또한, 저자의 삶이 표현된 교과서는 교사와 학생이 보편
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대상이며, 교사와 학생은 교과서를 통해 저자의 체험을 추체험함
으로써 그의 의도를 이해할 수 있다고 본다. 저자이해 패러다임에서 교과서를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은 그 의미를 설명할 수 있다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교사와 학생은 종종 자
신의 방법론보다 더 나은 것으로 여겨지는 특정한 방법론을 통해 텍스트를 해석하거나,
특정한 사관(史觀)을 통해 역사를 이해하거나, 특정한 관점에 의해 작품을 비평한다. 이때
교사와 학생이 취하는 해석 방식은 특정한 이론이나 관점, 방법론은 천재적인 학자의 설
명이론과 다르지 않다. 방법적 절차는 텍스트에서 저자의 의도를 이해하는 과정이며, 이
과정은 특정한 이론과 절차에 의해 구체화된다.
정복진(2015)은 현대시를 해석하는 독자를 ‘이상적 독자’2)와 ‘현실독자’로 구분하여 현
실독자인 학생이 교과서에 제시된 현대시의 의도를 제대로 해석하지 못할 수밖에 없다고
보고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3)

(이상적 독자와 현실독자의 해석의 차이에서) 현실 독자는 자신이 알고 있는 배경
지식의 범주 안에서 자기의 생활과 관련지어 시의 의미를 해석한다는 것을 알 수 있
다. 이상적 독자는 시의 전체와 부분의 유기적 짜임새 속에서 시인의 의도를 추리하
며 동시대의 사회문화적 담론상황을 고려한 해석을 한다. 이에 반해 현실 독자는 인
상 깊은 구절을 중심으로 자신의 경험과 배경지식을 대입하려는 성향이 강하다. 그
러다 보니 시 작품을 보고 자신의 경험을 떠올리며 공감하기에 그치거나, 윤리적 가
치를 발견하거나, 작가에 대한 배경지식을 바탕으로 지식을 대입하는 형식의 시 해
석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정복진, 2015, p. 522)

2) 이상적 독자는 “작가와 약호를 함께 공유하고 있으며 혼란이나 지체 없이 텍스트의 의미를 읽을
수 있는 인물”(정복진, 2015, pp. 512-513)로 완전한 해석 능력을 갖추지 못한 현실독자인 학생과
구분된다.
3) 이 연구에서 상정한 현실독자는 전주시내 남녀 고등학생 175명이고, 이상적 독자는 신익호, 전정
구, 이경희, 박연희, 전동진 등 김수영의 ｢폭포｣를 해석한 학자들이다(정복진,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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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인용을 보면, 현실독자는 현대시를 해석하는 방식에서 이상적 독자와 동일한 형식
을 갖는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물론 고등학생의 시 해석과 학자의 시 해석이 동
일한 수준이라는 것은 아니다. 이상적 독자가 “｢폭포｣는 고매한 정신이라는 부단한 자기
반성의 의지와 각성을 강조하는 시”(p. 521)라고 해석한 것과 현실독자인 학생들의 해석은
차이가 있다. 그러나 학자와 학생은 현대시를 자신의 경험과 배경지식을 대입하여 해석한
다는 점에서 해석 방식은 매우 유사하다. 이상적 독자는 실제 존재할 수 없고, 용어 그대
로 ‘이상적인’ 독자이다. 연구에서 제시된 이상적 독자는 단지 현실독자보다 더 나은 해석
을 할 뿐이다. 이상적 독자나 현실독자(고등학생)는 자신이 가진 체험이나 정보, 배경 지
식을 활용하여 작품을 해석한다. 이와 같이 해석 수준의 차이가 있다는 차이가 있을 뿐
김수영의 ｢폭포｣를 해석하는 방식은 동일하며, 시에 대한 해석을 통하여 시의 의도를 설
명한다는 점 또한 같다. 학자가 ｢폭포｣를 자신의 해석 체제에 의해 설명하듯 학생 또한
｢폭포｣를 설명할 수 있는 방법론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요컨대, 교사와 학생, 교과서

저자의 현대시 해석은 방법론적인 방식을 취하고 있으며, 현대시에 대한 수업은 현실독
자인 고등학생의 해석을 이상적 독자인 학자의 수준까지 올리기 위한 세련된 방법론을
지도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역사 교과서는 교과서 저자의 의도가 저자의 말을 통해 직접적인 방식으로 제시
된다. 일본이 조선을 침략한 전쟁이라는 관점에서 임진왜란을 서술하게 된다면, ‘침략했
다’, ‘쳐들어왔다’, ‘침입’ 등의 표현을 직접적으로 사용하게 된다(이재호, 2012, p. 414). 이
러한 특정 표현이 가능한 것은 우리 역사 교과서의 저자가 우리나라에서 통용되는 사관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역사적 사실에 대한 설명은 그 사실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다.
이런 의미에서 보면, 역사 교과서는 이미 해석본(解釋本)이며, 역사적 실재에 대한 교과서
저자의 역사관은 역사 교과서에 그대로 반영된다(양호환, 1998, p. 10). 이때, 학생들은 교
과서 저자의 서술에 영향을 받아 역사적 사실에 대한 해석을 저자의 의도와 동일시하게
된다(이혜영, 2011, p. 87). 학생들은 국사 교과서 저자의 해석에 영향을 크게 받지만, 역사
교과서를 해석하는 교사와 학생은 이러한 역사서술의 해석학적 특성에 주목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 역사 교과서의 서술은 역사적 실재에 대한 교과서 저자의 해석에 지나지 않
으며, 역사 교과서의 서술에 의지해 해석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 교사와 학생은 역사 교
과서에 수록된 사실들이 다양한 재해석이 이루어질 수 있는 텍스트라는 점을 주목해야 한
다.
3. 존재이해 패러다임에 입각한 교과서 해석
존재이해 패러다임의 관점에서 보면, 교사와 학생은 교과서의 의미를 이해하는 데 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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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두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선입견에 의한 교과서 이해의 한계를 인정하고 이를 극복해
가는 존재라고 할 수 있다. ‘이해’에 관한 이러한 차이는 교과서 해석 방식에 그대로 연결
된다. 교과서 자체의 이해에 초점을 두게 되면, 교과서의 의미를 분명히 할 수 있는 해석
의 규칙이나 방법론에 집중하게 된다. 그러나 교과서를 해석하는 당사자, 즉 교사와 학생
의 이해에 초점을 두게 되면, 교사와 학생의 선입견에 의해 불완전한 교과서의 해석을 할
수밖에 없다는 인식으로부터 해석이 시작되게 된다.
학교 수업에서 교사와 학생의 존재적 이해에 초점을 두는 해석으로 대표적인 것이 ‘작
품 감상’이다. 문학 작품에 대한 감상은 수업 중 흔히 활용되는 교수법이다. 최근 문학 작
품의 감상을 작가의 의도를 올바르게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문학작품을 해석한 해석자의
이해를 문학작품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고 보는 수용미학(受容美學, aesthetics of reception)이
주목받고 있다(김예호, 2000; 김창식, 박미화, 2004). 수용미학은 교과서에 제시된 문학 작
품의 감상에서 작가가 제시하고자 하는 주제나 의도를 이해하는 것보다 작품을 읽는 교사
와 학생의 이해를 중요하게 본다. 이러한 수용미학적 문학 감상은 교사와 학생이 작품의
의미 창조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지만, 현실독자인 학생의 수
준이 타당한 해석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학교 수업에서 적용하기 어렵다는 반론도 제기된
다(정복진, 2015, p. 512). 수용미학의 적용에 대한 이러한 비판은 문학 작품의 의미를 교사
와 학생이 어떻게 받아들이는가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문학 작품의 의미를 얼마나
근거 있게 해석하는가에 초점을 둔 것이다. 그러나 이상적 독자가 작품을 해석하건 현실
독자가 작품을 해석하건 간에 작품에 대한 해석은 해석 주체의 이해에서 비롯된다. 교사
와 학생의 선입견은 교과서의 해석에 앞서 있으며, 교사와 학생이 교과서와 만나는 순간
부터 선입견을 적용한 이해는 변화한다. 요컨대, 교사와 학생이 교과서에 제시된 작품을
타당하게 해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한 해석을 통해 변화하는 해석 주체의 이해가
보다 중요하다는 것이다. 다음은 윤동주의 ｢서시｣에 대한 학생의 감상문이다.

처음 ‘서시’를 읽었을 때 이해가 가지 않아서 두 번, 세 번 계속 읽어 보았다. 여
러 번 읽으니 비로소 울컥하는 마음이 들었다. 특히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
지’라는 부분은 자꾸 머릿속에서 맴돌았다. 서시에서 가장 이해가 되지 않는 구절이
지만 가장 감명깊은 구절이었다.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라는 구
절은 왠지 나의 상황 같았다. 현재 방황하지 말고 당장 나에게 주어진 길이 소중하
다는 걸 느끼게 해주었다.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라는 구절은 진짜로 밤바람에 별이
뜬 하늘을 생각하게 해 주었다. 서시는 전체적으로 생각이 많아질 수 있는 시 같다.

(최은자, 2017, p. 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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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서시｣에 대한 감상문에서 학생의 교과서 해석을 보여준다. 위의 학생은 ｢서시｣를
이해하기 위해 여러 번 읽은 것으로 기술한다. ｢서시｣를 세 번 읽은 회 수보다 중요한 것
은 처음 읽었을 때 이해가 가지 않았다는 점이다. 학생이 처음 읽었을 때의 선입견과 세
번 읽었을 때의 선입견은 분명 다르다. ‘울컥하는 마음’, ‘머릿속에서 맴돌았다’, ‘왠지 나
의 상황 같았다’ 등의 표현은 처음 읽었을 때 존재하지 않은 감상이다. 다시 말해 ｢서시｣
를 처음 읽었던 학생과 세 번째 읽은 학생은 전혀 다른 존재라는 점이다.
그러나 연구자의 경험에 비추어 보면, 존재이해 패러다임의 관점에 의거한 교과서 해석
은 학교 수업에서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교조적 해석 패러다임과 저자이
해 패러다임의 관점에서 보면, 교사와 학생은 교과서 해석을 통해 지향할 곳이 어느 정도
분명한 상태에서 해석에 참여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편안함을 느끼게 된다. 그러나 존재
이해 패러다임의 해석 방식은 교사와 학생이 교과서의 의미와 자신의 선입견 간의 지평
융합을 추구해야 하므로 상대적으로 어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다. 또한, 존재이해 패러다임
의 교과서 해석은 학교 수업에서 평가가 어렵다는 점에서 적용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
다. 이러한 태도는 ‘감상’ 수업의 인식에서 찾을 수 있다. 대개 학교 수업에서 ‘감상’ 수업
은 접근하기 어려운 지도법으로 여겨진다. 강경구(2005)는 미술 교과의 감상 수업 실태를
조사한 결과, 초등학교 교사들이 미술의 감상 지도가 표현 지도보다 상대적으로 ‘어렵다
(132명, 66%)라고 인식하는 경향이 있으며, 미술 수업에서 ‘미적 체험(82명, 41%)’이나 ‘표

현(118명, 59%)’ 영역이 중요하다고 보는 반면, ‘감상(0명, 0%)’을 선택한 교사는 없었다고
지적한다. 이러한 교사의 반응은 작품의 해석에 존재이해 패러다임의 방식을 적용하기 어
렵다는 인식을 드러낸다.

Ⅳ. 교과서 해석과 해석학적 접근의 한계
학교의 수업 장면에서 교사와 학생은 교과서 해석의 주체이기도 하고, 동시에 가르치는
교사와 배우는 학생이라는 제도적 관계를 맺는다. 전자는 교과서 해석에 직접 관여하는
행위자로서의 측면이고, 후자는 교과서 해석에 영향을 미치는 외적 환경 요인의 측면이다.
같은 맥락에서 교과서는 해석 대상으로서 텍스트가 되기도 하고, 법으로 사용이 규정된
서책이 되기기도 한다. 이와 같이 학교 수업은 교과서 해석에 작용하는 해석학적 관점과
서로 영향을 주고받기 때문에 교과서 해석을 둘러싼 학교 수업의 상황과 해석학적 관점의
관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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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과서 해석을 둘러싼 수업 상황
해석 주체에게 텍스트의 해석은 보편적인 상황이지만, 학교 수업에서의 교과서 해석은
특수한 양상을 갖는다. 해석은 기본적으로 텍스트를 이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해석 주체와
텍스트가 중요한 요소이다. 해석학적으로 텍스트를 마주한 누구나 해석 주체가 될 수 있
다. 흔히 교과서의 해석 주체를 교사와 학생으로 한정하는 경향이 있지만, 사실 우리는 누
구나 교과서를 해석할 수 있으며 서로 다른 이해를 한다. 교과서의 해석은 누구나 그 해
석의 주체가 될 수 있으며, 어떠한 상황 맥락에서 교과서를 해석하는가에 따라 다른 의미
를 갖는다. 교사와 학생은 학교 수업의 특수한 상황에서 서로 다른 목적에 의해 교과서를
해석한다. 이러한 차이는 교사와 학생이 교과서를 해석함에 있어 서로 다른 해석학적 관
점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이와 같이 교사와 학생은 교과서 해석에서 서로 다
른 해석학적 패러다임의 관점을 가질 수 있으며, 이러한 차이는 학교 수업에서 이루어지
는 교과서 해석의 특수한 양태 중의 하나이다.
또한, 교과서를 해석하고 이해하는 당사자로서 교사와 학생의 해석 수준은 차이가 있
을 것으로 가정할 수 있다. 해석학은 텍스트를 이해하기 전과 이해한 후의 해석 주체의
존재적 의미가 다를 것이라고 기본적으로 전제한다. 이러한 개인 내의 수준 차이는 유의
미하지만, 해석학적 순환이라는 틀에서 같은 형태를 갖기 때문에 해석학적인 고려 대상
은 아니다. 그러나 학교 수업 상황에서 보면, 교사와 학생이 상호작용을 한다는 점에서
교사와 학생의 해석 수준이 차이가 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고려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학교 수업에서의 교과서 해석은 교사와 학생을 주체로 하여 이루어지며, 교사와 학생은
다양한 해석 수준의 차이를 갖고 다양한 관점에서 교과서 해석에 참여한다는 특징이 있
다. 이러한 학교 수업의 특수성은 일반적인 해석학이 대상으로 하는 논의 주제의 범위를
벗어난다.
학교 수업은 교과서를 해석하는 개인의 차원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해석 주
체 간의 상호작용을 포함하는 특수한 양상을 띤다. 이와 같은 점에 주목하면, 학교 수업에
서 교사와 학생은 각기 두 가지 형태의 해석에 관여하게 된다고 볼 수 있다. 하나는 개인
적 차원에서 교과서를 해석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수업의 일원으로서 교과서 해석을
둘러싼 공동의 ‘상호해석작용’에 참여하는 것이다. 교과서에 대한 개인의 해석은 여타 수
업 구성원에 의해 재해석되고, 재해석된 내용은 다시 각 해석 주체의 교과서 해석에 환류
되어 영향을 미친다. [그림 1]은 학교 수업 상황에서 해석 주체 간의 상호해석작용을 도식
화하여 나타낸 것이다.
학교 수업의 해석이 순차적이고 순환적이라는 점에서 교사와 학생에 의해 이루어지는
교과서 해석을 ‘1차적 해석’, 수업의 구성원 간 1차적 해석에 대한 상호해석작용을 ‘2차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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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서

①

교사

②

③

학생

[그림 1] 교과서와 해석 주체, 해석 주체들 간의 상호작용

해석’으로 개념화할 수 있다. [그림 1]에서 실선으로 표시된 ①과 ②는 해석 주체와 교과
서의 상호작용으로 1차적 해석을 의미하며, 점선으로 표시된 ③은 교과서 해석을 소재로
한 해석 주체간의 상호작용으로 2차적 해석을 의미한다. 1차적 해석은 학교 수업의 당사
자인 교사와 학생에 의해 이루어지며, 이러한 해석의 양상은 해석 주체와 해석 대상인
교과서의 상호작용이라고 할 수 있다. 위의 그림에서 보듯이, 학교 수업의 교과서 해석은
교사와 학생의 1차적 해석인 ①, ② 만으로 종결되지 않는다는 특징을 살펴볼 수 있다.
이 점이 학교 수업의 교과서 해석 문제를 좀 더 확대하여 살펴보지 않으면 안 될 이유
가 된다.
학교 수업에서 2차적 해석인 ③은 교사와 학생의 1차적 해석 이후에 이루어진다. 1차적
해석은 교사와 학생이 각자 교과서를 해석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해석학적 관심과 다르지
않다. 그러나 2차적 해석의 상황에 이르게 되면, 교사와 학생은 각자 교과서에 대한 자기
이해를 갖고 참여하게 된다. 문제는 교사와 학생 간의 상호작용이 교과서 이해 수준의 차
이로 인해 결코 단순하지 않다는 것이다. 2차적 해석은 다른 해석 주체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경우의 수는 무수히 많다.4) 교사와 학생은 자신의 수준에서
교과서를 이해하고 있으며, 이러한 이해는 현재 시점에서 각자의 수준을 드러낸다. 교사가
보기에 학생은 ‘그릇된 이해’를 한 것이며, 학생이 보기에 교사의 ‘이해’는 해석될 수 없
는 것이 된다.5) 이러한 상황에서 중대한 질문을 할 수 있다. 어떻게 하면 학생은 교사의
아리송한 해석을 이해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교사는 자신의 ‘이해’와 학생의 ‘그릇된
4) 간단히 살펴보아도 2차적 해석의 양상은 교사-학생의 상호작용, 학생-학생의 상호작용 등 다양한
양태를 보일 것이다. 본 연구는 교사와 학생의 상호작용에 초점이 있지만, 학생과 학생 간의 2차
적 해석 또한 다양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5) 이러한 상황은 단지 가정일 뿐이라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한다. 교사의 1차적 해석이 학생의 1차적
해석보다 나은 수준이라는 것은 부정적 선입견일 뿐이다. 교사와 학생의 1차적 해석에 대한 우열
은 증명을 통해 확인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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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의 차이를 해소할 수 있는가? 이제 교과서에 대한 1차적 해석과 마찬가지로 2차적
해석에 관해서도 해석학에서 논의된 방법으로 해결이 가능한지를 검토하고자 한다.
2. 교과서 해석에 대한 해석학적 접근의 한계
현대 해석학의 패러다임은 텍스트의 이해를 해석 주체의 존재론적 관점에서 파악한다.
존재론적 이해에 기반을 둔 해석학은 기존의 해석학과 다른 학문적 대상을 갖는 것이 아
니다. 존재이해 패러다임은 그 동안 소외되었던 해석 주체를 부각시키고, ‘텍스트 이해’라
는 사태를 텍스트를 해석하는 ‘존재의 문제’로 되돌린다는 데에 발상의 전환이 있다. 이러
한 관점의 전환은 기존의 해석학적 패러다임이 가진 한계에 주목하면서 이를 극복하는 과
정을 통해 전개된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얼추 존재이해 패러다임의 해석학적 접
근이 교과서 해석의 대안으로 제시될 수 있을 것처럼 기대되지만, 학교 수업의 특수한 해
석 상황에 적용하기에는 몇 가지 중대한 한계를 갖는다. 결론부터 말하면, 학교 수업의 교
과서 해석에 대한 해석학적 접근은 단지 교과서의 1차적 해석 상황에서만 유효하다는 것
이다. 해석학적 접근은 교사와 학생의 해석 수준 차이를 전제하고 그 차이를 해소하기 위
한 교과서의 2차적 해석 상황에서 가능하지 않다. 구체적으로 어떤 점에서 해석학적 접근
이 그런 한계를 갖는지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본다.
첫째, 교과서에 대한 해석 주체 간 수준 차이를 어떻게 파악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학
교 수업에서 교사의 교과서 해석 수준과 학생의 수준이 엄연히 다를 것으로 가정되며, 교
사는 학생의 수준을 높이는 소임을 갖는다. 교사와 학생의 교과서 해석 수준 차이는 중요
하게 다루어야 할 요인이 됨에도 불구하고, 해석학적으로 관심 밖의 문제라는 한계를 갖
는다. 해석학적 관점에서 해석 주체의 수준 문제는 오직 해석자 개인의 의식 구조 안에서
해석학적 순환이라는 과정을 통해서만 다루어질 뿐이다. 선입견을 가진 해석 주체는 텍스
트의 지평과의 만남을 통해 지평의 융합을 이루어 이전 보다 나은 이해의 지평으로 나아
간다. 변증법적 과정의 반복을 통해 해석 주체의 지평은 지속적으로 개선되며, 해석학적
순환을 경험한 해석 주체는 존재의 변용을 이룩하게 된다. 이런 까닭에 해석 주체 개인
내에서 볼 수 있는 차이는 존재이해 패러다임에서 기본적으로 전제된다. 그러나 존재이해
패러다임에서 말하는 해석 주체의 차이는 ‘개인 내의 차이’에 주목하는 것이지 ‘개인 간의
차이’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다.
둘째, 학교 수업을 통해 교사와 학생이 지닌 교과서 이해 수준의 차이를 어떻게 해소하
는가의 문제이다. 학교 수업의 교과서 해석은 교사와 학생의 이질적인 해석 체제가 공존
함으로써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다양한 양태를 보인다. 이런 까닭에 학교 수업은 교과서
에 대한 이질적 해석 체제 간의 변증법적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는 시공간이다(최성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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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p. 74). 이와 같은 견해는 학교 수업 상황에서의 해석이 일률적이지 않으며, 다양한

이질적 해석은 그 자체로 이해의 종결이 아니라 새로운 이해로 가는 변증법적 상호작용을
위한 소재가 된다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이러한 학교 수업의 특성으로 볼 때, 교사와
학생 간에 개재하는 수준의 차이를 어떠한 방법으로 해소할 수 있는지 대안을 찾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된다. 하지만 기존의 해석학적 접근에서는 교사와 학생 간에 존재하
는 해석 수준의 차이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어려우며, 그 문제 자체가 사실 해석
학이 간과한 부분이다(장상호, 2000, p. 695).
셋째, 2차적 해석 상황에서 교사와 학생이 지닌 이해에 대한 평가의 타당성과 근거 확
보에 관한 문제이다. 현대 해석학에서 이러한 이해에 대한 가장 중요한 논란은 ‘이해의
객관성’이나 ‘이해의 정확성’에 대한 물음이다(Bleicher, 1980/1988, pp. 93-96; Diemer,
1977/1982, p. 222). 이 물음이 논쟁이 되는 까닭은 이러한 해석 주체의 이해가 긍정적 선

입견에 의한 것인지 부정적 선입견에 의한 것인지 스스로 증명할 길이 없다는 점이다.
Krämer(2007/2012)는 Gadamer의 해석학을 반실재론으로 규정하고, 해석 주체의 이해가 증

명 자체가 가능하지 않은 ‘증명 딜레마’를 갖는다고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증명 불가능성과 관련한) 해석성은 나-관점이나 우리-관점과 같은 1인칭의 관점으
로부터 요구될 수 없다. (중략) 1인칭의 관점에서는 회의적 판단으로부터 빠져나올
수 없다. 이에 반해 2인칭과 3인칭의 관점에서는 해석성에 대해 확실히 긍정적으로
언급할 수 있다. (중략) 이 해석성은 외부 관찰자에 의해 전달될 뿐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그를 통해 논증적으로 확보된다. 이와 반대로 연루된 해석자는 관계를 전
혀 감지하지 못하거나, 어떤 곳에서도 회의의 한계를 넘어서지 못하는 증명할 수 없
는 추측에 묶이게 된다. (Krämer, 2007/2012, pp. 26-27)

위의 인용에서 보듯이 텍스트를 해석한 주체의 이해는 타자에게 증명할 수 없다. 텍스
트를 해석하는 해석 주체의 이해를 타인에게 증명할 수 없기 때문에 해석 주체와 다른
타자의 관점, 즉 2인칭과 3인칭의 관점에서 타당성을 입증할 수 있다는 것이 Krämer가 말
하는 비판의 요지이다.
그러나 Krämer의 비판에 대해 존재이해 패러다임은 해석 주체에 따라 ‘항상 다른 이해’
를 전제한다는 점을 들어 반박한다. Gadamer(1960/2012)는 “선입견을 극복함으로써 의미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것 말고는 다른 어떤 ‘객관성’도 없다.”(p. 139)고 주장한다. 이때 선입
견은 오해를 유발한다는 점에서 우리는 항상 “자신이 선입견을 갖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자각하고 있어야만 한다.”(p. 142) 존재이해 패러다임은 해석 주체의 이해 타당성을 입증하
는 것에 큰 관심을 두지 않으며, 선입견을 극복함으로써 깨닫게 되는 자기이해에 보다 더
큰 관심을 갖는다. 이러한 항변에도 불구하고, 존재이해 패러다임의 해석학적 접근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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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와 학생의 교과서 이해를 증명하고 서로 비교하기에 한계가 있다. 교사와 학생이 스
스로의 선입견을 인정하고 그 한계를 극복하더라도 그것은 자기 존재 내에서의 이해에 머
무른다. 선입견에 대한 자기 입증은 존재론적 관점에서 중요한 증거이자 해석의 과정이지
만, 교사와 학생의 교과서 이해를 어떻게 학교 수업의 다른 구성원들에게 증명하거나 인
정받을 수 있는가의 문제의 해명에서 한계는 분명해진다.

Ⅴ. 결론 및 후속연구에 대한 제언
교사와 학생이 교과서를 어떻게 해석하는가의 문제는 해석학적 접근 방법을 필요로 한
다. 해석학은 기본적으로 텍스트의 ‘이해’에 대한 연구를 말하며, ‘이해’를 어떻게 포착하
는가에 따라 해석학은 다른 양상을 드러낸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교사와 학생의 교과
서 해석은 결국 ‘이해’에 목적이 있으며, ‘이해’의 관점에 따라 해석 방식은 전혀 다르게
표현된다고 볼 수 있다. 해석학은 ‘이해’를 어떻게 볼 것인가를 근본적인 질문으로 학문적
논의가 시작되며, 이에 대한 해답은 텍스트, 해석 주체 등 해석학의 제반 요소들 간의 관
계에 의해 구체화된다. 이렇게 보면, 교사와 학생의 교과서 해석 방식은 그들이 ‘이해’를
어떻게 인식하는가에서 시작된다고 할 수 있다.
학교 수업에서 교과서 해석은 교사와 학생이 교과서 자체를 하나의 완결된 지식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다. 해석학의 발전 과정은 교사와 학생의 교과서 해석에 보다 나은 의
의를 제시할 수 있지만, 그러한 해석 방식을 선택하는 것은 해석 주체로서의 교사와 학생
이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사와 학생은 관행적 교과서 해석에 매
몰됨으로써 수업의 주인이 되지 못하고 있다. 교과서에 절대적인 진리가 존재한다 하더라
도, 혹은 교과서 저자의 의도가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교사와 학생의 주도적 해석에 의
해 의미가 부여될 때 비로소 그 진가가 드러날 것이다. 그러나 현재 학교 수업에서 보이
는 교과서 해석 방식의 경향성은 교사와 학생의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선택에 의한 것이
아니라 수동적이고 관습적으로 강요받아 선택되어진 것이라는 데에서 그 한계가 있다. 이
와 같은 교과서 해석의 한계는 해결해야 할 과제임과 동시에 대안 선택을 위한 조건이
될 것이다.
교과서 해석에 대한 해석학적 접근은 교과서 해석을 소재로 한 교사와 학생, 학생과 학
생 간의 상호작용까지 고려해야 하는 학교 수업의 특수한 상황에서 한계를 갖는다. 학교
수업에서 교사와 학생이 각각 교과서를 해석한다는 점은 해석학적 접근에 의해 설명이 가
능하지만, 교사와 학생이 상호작용한다는 점은 해석학적 접근의 범위를 벗어난다. 또한,
교사와 학생의 교과서 해석은 질적인 수준의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서로 경합하는 관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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놓이게 된다. 기존의 교과서 해석은 이러한 경합을 관행적인 방식, 즉 교사의 교과서 해석
이 학생의 그것보다 우월하다는 관행을 통해 해결하였지만, 해석학적 접근은 이러한 관행
의 허점을 파고들거나, 그것에 의해 은폐된 교사와 학생 사이의 해석을 둘러싼 갈등을 해
결할 대안을 제시하지 못한다. 그런 한계를 넘어 교과서 해석을 소재로 한 해석 주체 간
의 상호작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교실 수업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벗어나 가정이나 학
원, 온라인과 같은 보편적인 상황에서 적용할 수 있는 새로운 이론적 토대가 필요할 것이
다.
이러한 교과서 해석에 대한 해석학적 접근의 한계를 극복할 이론적 토대로서 ‘교육적
해석학(敎育的 解釋學)’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장상호, 2000). 교육적 해석학은 창조자와
독자 간의 품위 차이에 의해 창조자의 수도계적 표현체를 독자가 이해하기 어려우며, 창
조자와 독자 간의 품위 차이를 해소할 때 비로소 창조자의 수도계적 표현은 독자에게 이
해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품위 차이의 해소에 관여하는 것이 ‘교육’이며, 이러한 과
정을 통해 서로를 이해할 수 있게 된다.
한 단계의 품위가 형성된 이후에는 그 기대의 수준을 한 단계 더 높이고, 그 다음
단계의 교육으로 진입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스승과 제자는 그들 사이에
존재하는 단계의 차이만큼 여러 차례 순연하면서 교육적 교섭을 전개할 필요가 있
다. 순차는 상구자로 하여금 상구교육 과정 자체를 사랑할 수 있게 한다. 그에 대응
하는 역차 역시 하화자로 하여금 그에 따른 독특한 보람을 증가시킨다. 이런 지표는
소재의 품위위계와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는다. 높은 품위에서 낮은 수준의 교육이
일어나거나, 혹은 낮은 품위에서 높은 수준의 교육이 일어날 수 있다. (장상호, 2009,

p. 103)

위의 인용을 보면, 교육적 해석학은 해석학적 순환과의 구조적 유사성을 볼 수 있다.
해석학적 순환이 현재의 선입견을 개선하는 과정이라면, 교육은 현재의 품위에서 미래의
품위로 나아가는 과정과 관련이 깊다. 인간 존재의 측면에서 선입견이나 품위는 항상 상
대적이며, 개선된 선입견이나 향상된 품위는 항상 다음의 진행을 위한 디딤돌이 된다. 이
러한 측면에서 교육주체의 현품(現品)에서 미품(未品)으로 순환하는 교육의 활동을 ‘교육학
적 순환’이라고 해도 무난할 것이다. 이때 교육적 해석학은 ‘교육’과 ‘해석’ 중에서 어느
쪽에 본위를 두느냐에 따라 그 순환의 의미가 달라진다. 교육의 관점에서 보면, 높은 품위
에서의 교육학적 순환이 낮은 품위에서의 교육학적 순환보다 더 가치를 지닌 것은 아니
다. 교육은 품위의 달성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교육의 과정에서 얻을 수 있는 보람
이나 열정, 성취 등에 더 관심이 있다. 이런 관점에서 교육은 놀이와 비견된다. 텍스트의
이해라는 해석학의 관점에 주목하면, 교육학적 순환은 해석학이 간과한 이해의 과정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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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할 수 있는 수단이 될 것이다. 교사와 학생의 교과서 해석은 각자에게 인지적인 평형을
이룬 상태이지만 상대적으로 갈등을 빚을 수 있다. 이렇게 이해수준의 차이로 인하여 불
가피하게 나타나는 갈등을 해소하려고 시도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해석학적 이해와는 다른
‘교육적 이해’가 드러난다. 이와 같은 교육적 해석학의 적용에 관한 다양한 실험 연구나

질적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길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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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Limitations of the
Interpretation of Textbooks in School Classrooms

Jin-Gyu Lee (Gubong Elementary School)

School classes are spread in various ways by interpreting and utilizing textbooks by teachers and
students. As such, ‘how to interpret textbooks’ is a very important task for teachers and students,
but little research has been done on it. Therefore, this study first developed the analytical
framework of textbook interpretation methods by considering the development process of
hermeneutics, and used it to analyze the methods of interpreting textbooks in school classes. The
study have shown that relatively simple ‘doctrinaire interpretations’ and ‘understanding the author’
paradigm are commonly used depending on the particular circumstances of school classes, but the
‘understanding of human existence’ paradigm does not work well. In addition, it was found that
the methods of interpretation for understanding textbooks by teachers and students were limited by
the specific circumstances of their school classes. Accordingly, this study proposed further studies as
a new alternative to the way teachers and students interpret textbooks in school classes.
Key words: school class, textbook, comprehension, interpretation, educational hermeneu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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