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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아동의 지적 발달과 관련하여 피아제, 비고츠키, 브루너의 이론 등은 우리 시대에 지배적인 영향을 주는 대표적인 발달 이

․

론들이다. 본 논문은 마음의 본질을 설명하는 발달 이론이 교수 학습의 실제를 안내해 주는 결정적 역할을 한다는 점을 염
두에 두고 위 세 이론들이 우리 교육의 실제에 어떠한 시사를 주는지 즉, 어떤 교수적 의미를 보이는지 알아보았다. 피아제가
심리적 측면에 발달의 초점을 두고 있다면, 비고츠키는 사회적 측면을, 그리고 브루너는 문화적 측면을 강조함으로 마음의 발
달을 각기 다르게 설명한다. 하나의 담론으로서 발달 이론은 보편적 진리를 말해주지 않는다. 위 세 발달 이론들은 마음의 발
달에 대해 각기 다른 면을 강조함으로써 마음에 대한 이해의 지평을 넓혀주었다.
주제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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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

서 론

최초의 교육과정 이론으로 불리는 이른바 형식도야이론(mental

discipline)은

마음을 훈련시키기 위해 필요

한 과목과 이 과목을 공부하는 방식을 명확히 설명한다. 예컨대, 고전적 교육과정의 대표 주자인 해리스
(Harris)는

학교에서 가르칠 내용으로 다섯 교과목, 즉 수학, 지리학, 역사, 문법, 문학을 그리고 이 과목들을

가르치는 방법으로 교과서를 암송하는 방법을 강하게 추천하였다(Harris,

1969, p321).

형식도야이론이 그 당시

지배적인 교육과정 이론이 될 수 있었던 데는 형식도야이론을 강력히 뒷받침해준 능력심리학(faculty
psychology)이

당시의 마음에 대한 지배적인 담론이었기 때문이다. 유럽의 계몽주의 교육 사상가들이 발전시

킨 체계적이고 세밀한 심리학 이론인 능력심리학은 마음을 의지, 정서, 지능의 세 가지로 구분하고, 특히 지능
은 기억과 암송으로 훈련되는 근육으로 비유하며 이를 훈련시키는 방법인 기억과 암송으로 두뇌를 개발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한편, 헤르바르트(Herbart), 홀(Hall), 쏜다이크(Thorndike) 등의 마음에 대한 새로운 담론의 등장은 능력심리
학을 지배적 위치에서 끌어내렸다. 독일의 철학자이자 심리학자이며 교육학자인 헤르바르트는 아동의 마음이
수동적으로 움직이기 보다는 능동적으로 움직인다고 보았다. 그는 마음이 강력한 ‘생각’으로 작용한다고 주장
하였다. 이러한 생각은 능동적인 힘이었다. 그는 역동적인 사고의 동화를 통해 학습이 일어난다고 하면서 새로
운 사고란 이전에 학습된 사고와 연결될 때 동화될 수 있다고 한다. 그는 이러한 과정을 통각(apperception)이
란 용어로 설명한다. 요컨대, 마음이 새로운 지식을 이해(통각)하는 것은 이미 획득한 지식을 기초로 한다는
것이다(Cubberley,

1934, p.452).

마음의 다윈(Dawin)으로 불리는 심리학자 홀(Hall)은 아동의 마음이 단계적으로 발달한다는 것을 처음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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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하였다. 그는 아동 발달 연구의 중요한 목적이 발달 시기를 알아내는데 있다고 하였다. 그러한 연구를 통
해 교육과정에서 모든 교과를 가르치는 방법과 각 교과목이 가장 효과적으로 가르쳐질 수 있는 시기를 알아
내어 어느 교과를 빨리 가르치고 어느 교과를 나중에 가르쳐야 할지를 분명하게 말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홀의 발달단계 개념은 행정적으로 학교조직을 학년별로 구분할 수 있도록

(Strickland & Burgess, 1965, p.86).

하였으며, 피아제(Piaget), 비고츠키(Vygotsky) 등의 단계이론의 기원이 되었다.
한편 행동주의 심리학자 쏜다이크는 인간의 마음을 기계로 비유하였다. 인간의 정신이란 수백만 개의 개별
적인 부품들이 상호 연결된 기계와 같다는 것이다. 아리스토텔레스, 로크 등과 같은 영국의 경험론자들의 생각
에 뿌리를 둔 기계론적 견해는 우리가 경험하는 사건과 생각을 통한 자극을 결합한 결과가 학습이나 기억이
라고 주장한다. 쏜다이크는 특별한 자극에 반응하는 아동의 행동이 무엇이든 간에 그 행동은 아동의 학습 내
용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한마디로 자극=학습인 것이다. 마음에 대한 이러한 견해는 최근 인공지
능의 개념 속에 변화된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
위에서 언급한 헤르바르트, 홀, 쏜다이크의 담론은 능력심리학을 불신하면서 만들어낸 마음에 대한 새로운
견해이다. 이들 견해 역시 시대의 변화에 맞추어 새롭게 등장하는 또 다른 관점에 자리를 양보하게 된다. 그렇
다면 현시대의 지배적인 담론은 무엇인가? 최근에 브루너(Bruner)는 자신의 여러 저서에서 프로이트, 피아제
그리고 비고츠키 등을

20세기의

대표적 발달 심리학자로 언급하고 있다. 필자도 브루너의 견해에 동의하면서

발달 이론의 대표적 학자들의 이론을 본 논문을 통해 탐색하려 한다.
본 논문의 관심은

20세기의

지배적인 발달이론인 피아제, 비고츠키의 이론과 최근 브루너의 문화심리학적

접근이 학교 교육의 실천 현장에 주는 의미와 시사점이 무엇인지를 알아보는 것이다. 피아제, 비고츠키, 브루
너의 이론을 본 논문의 탐구 대상으로 선정한 것은 앞서 언급한 쏜다이크 등의 기계적 관점에 비해 인간 마
음에 대한 담론으로서 적절하다고 판단하였으며 실제적으로도 교육 현장에서 보다 많은 시사를 줄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특히 브루너의 이론은 발달 이론이라고 볼 수 없으나, 피아제와 비고츠키의 이론을 자신의 문
화심리학적 관점에서 발전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필자는 브루너 이론을 발달 이론과의 연속 상에서 탐색의 대
상으로 선정하였다.
필자는 교수법의 측면에서 발달 이론을 검토하려는 목적을 갖고 각 이론에 함축된 아동의 마음에 대한 기
본 전제 즉, 마음의 본질은 무엇이며 어떻게 작용하는지의 문제를 알아보는데 검토의 초점을 두었다. 교수법은
마음의 본질이 무엇이며 어떻게 작용하는가에 직결되기 때문이다.

Ⅱ

Ⅲ

제 장에서는 피아제의 발달이론과 교수적 시사점이 무엇인지 살펴볼 것이다. 제 장은 비고츠키의 발달이

Ⅳ

론과 교수적 시사점이 무엇인지 살펴볼 것이다. 제 장에서는 브루너의 마음에 대한 문화적 접근과 교수적 시

Ⅴ

사점이 무엇인지 살펴볼 것이다. 끝으로 제 장은 본 논문의 결론으로서 세 이론의 특징을 비교하고 발달이론
이 교사들에게 어떤 시사를 줄 수 있는지 전망해 볼 것이다.

Ⅱ

.

피아제 이론의 특징과 교수적 의미

피아제는 생물체가 환경에 적응하는 능력을 지능(마음)이라고 보고, 이 지능은 유아기에 주로 발달되고 작용
하는 감각운동적 지능과 그 이후에 발달되고 작용하는 개념적 지능으로 나누어서 생각했다. 전자는 자극에 대
하여 거의 반사적으로 적응하는 외현적 반응이 나타나는 감각운동적 세마(schema)1)가 주로 작용해서 환경에
적응하는 것이고, 후자는 이것이 내재화되어 내적으로 진행되는 인지적 세마가 주로 작용해서 적응해 나가는
것이다. 세마는 적응하는 구조이며, 적응하는 과정은 동화(assimilation)와 조절(accomodation)이다. 이 두과정
은 서로 상보적으로 작용하는데 동화란 자신이 현재 지니고 있는 메카니즘으로서 새로운 사태나 새로운 문제
1)

피아제는 생물학에서 구조(structure)라는 개념을 심리학에서는 세마 또는 스키마 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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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처리하는 과정이며, 조절이란 새로운 사태나 새로운 문제를 대처하기 위해 스스로가 변화하는 과정이다.
즉, 새로이 얻은 지식을 이미 있던 지식이나 개념 내용에 가져다 맞추어 기존의 지식이나 개념 내용이 확대
강화되는 것이 동화이며, 조절은 이와 반대로 새 지식이 이전의 지식이나 개념 내용을 변화시키고 고쳐나가는
것을 의미한다. 이 두과정이 적절하게 균형을 이루어 나갈 때 정확한 지식이나 적절한 개념을 얻게 되는 바
이것이 바로 학습의 과정이다(Piaget,

1975).

동화와 조절의 능동적 과정을 통해 아동은 환경에 적응하게 된다. 피아제에 의하면 이 과정은 결코 교사와
같은 성인에 의존하지 않는다. 이런 점에서 마음의 본질을 능동적인 의미 구성자이다. 아동이 세상을 이해할
때 항상 자신이 갖고 있는 이전의 지식과 경험에서 시작된다. 아동이 이미 획득한 지식과 경험은 학습의 준비
성을 의미한다. 피아제는 학습의 준비성을 아동의 ‘자발적 구성’의 토대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생각하였다.
그가 자발적 구성이라 부르는 것은 아동들이 일상의 경험을 통해 생겨나는 이해나 지식을 말한다. 그런 다음
아동이 새롭고 더 복잡한 사고와 개념 발달에 연계될 수 있게 하는 적절한 학습 활동들을 준비시켜 주는 것
이다. 따라서 교사의 역할은 아동의 현재 발달 상황과 ‘학습의 준비성’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피아제 이론을 전반적으로 관통하는 또 다른 특징은 단계화의 개념이다. 단계화란 일련의 학습 발달의 단계
를 통해 아동의 마음이 자연적으로 발달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피아제는 모든 아동이 그들의 삶에서 대체
적으로 동일한 시기에 걸쳐 발달하게 될 세 단계: 감각운동기, 구체적조작기, 형식적조작기로 구분한다. 각 단
계들은 아동이 세계를 인식하는 방식에서, 정보에 반응하고 처리하는 방식에서, 그리고 생각과 개념을 발달시
키는 방식에서 질적으로 다른 특징을 보인다. 즉, 각 단계에서 아이들의 학습방식은 질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의미한다. 물리적 세계의 물리적 근접성에 근거한 ‘구체적’이고 ‘자기중심적’사고로부터 점차 아동의 머릿속에
서 일어나는 ‘형식적’이고 추상적인 논리적 사고로 발달 한다2).
세 발달단계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감각운동기는 여러 하위 단계들로 구분되는데 아동들은 처음에는 자신과 세상을 구분하지 못한 상태에서
점차 자신과 다른 사물의 세계에 대한 생각을 형성하게 된다. 이 시기에 세계에 대한 이해는, 사물이 시야에서
보이지 않더라도 계속 존재한다는 것을 이해할지라도, 아동 자신이 볼 수 있거나 만질 수 있는 범위에 제한된
다.
구체적 조작 시기에는 아이들에게 실제로 볼 수 없거나 만질 수 없더라도 사물과 사태들 간에 연결을 시킬
수 있는 능력이 발달한다. 이런 능력에 의해 아이들의 사고와 논리는 보다 많은 융통성을 갖게 되며 또 사물
의 상태에서 변형의 개념을 이해할 수 있게 한다. 이 시기의 아동들은 사물들을 설명하고 이해하는 일에 많은
흥미를 갖는다. 그들은 또한 사물도 셀 수 있게 되고 사물과 사태간의 비교와 대조를 통해 결론을 맺을 수 있
게 된다. 이 시기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으로는 어떤 사물이나 형상이 색이나 위치, 모양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특징을 그대로 유지하게 되는 이른바 보존성(conservation)이 생기며, 두 개 이상의 사물 간에 관계를
파악하게 되는 관계적개념이 형성된다.
12세

이후 시작되는 형식적 조작기에는 구체적 사실에 근거한 사고에서 벗어나 추상적이고 논리적 따라 사

고하는 이른바 형식적 조작이 나타난다. 형식적 사고는 기본적으로 문제 해결에 일반화된 사고 능력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능력에서는 한 문제의 요인들을 분석하고, 모든 가능한 해결 가설을 체계적으로 찾는데 있다. 형
식적 사고는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것이 특징이다. 더욱이 청년들은 자신이 갖고 있는 규칙을 반성하고 자기의
사고,

계획, 그리고 신념의 타당성과 통일성까지도 생각하는 이른바 반성적 사고를 한다(Donaldson,

1978,

pp.134-140).

한편 피아제 이론의 단계화된 발달은 우리 교육 실제에 여러 모습으로 영향을 주었다. 우리 교육제도에서
2)

형식적이고 추상적인 사고는 즉시적인 감각 증거 없이도 사물을 인식할 수 있고 사물들 간의 관계성을 인식할 수 있으며 또
한 원래 개념들이 근거한 사물이나 사태가 보이지 않아도 개념들을 내적으로 관련시킬 수 있는 인식론적 특징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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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초등학교, 그리고 중학교로 학교의 성격을 구분하는 것은 피아제의 발달 단계 구분과 무관치 않다. 또
한 작동적(physical)-영상적(iconic)-상징적(symbolic) 의 순차적 표현은 구체적 사고로부터 형식적 사고로의 전
환을 함축한다. 초등학교에서 수학을 가르치는 교사가 실제 화폐나 종이로 만든 모형 화폐로 시작해서 화폐를
그려보는 활동으로 진행하고 언어적 상징(예컨대, 백 원, 만 원 등)으로 수업하는 것을 당연시 하는 데에서도
발달 단계의 특징을 볼 수 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아제 이론에서 여러 문제점들이 지적된다. 피아제 이론에 대한 비판은 교수 학습에서
나타나는 특이성이나 우연성을 대처하지 못한다는데 있다. 다시 말해서 문화적인 다양성에서 비롯되는 적절한
학습의 양태를 간과하거나 사회 경제적 또는 문화적 요인들을 충분히 대처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비판
은 아마도 피아제 이론이 보편적 발달 모델에 근거하기 때문일 수 있다. 피아제 이론은 한편으로는 능동적인
의미 구성자로 전제함으로서 학습에서 개별 아동의 창의적이고 독립적인 측면을 강조하면서 동시에 다른 한
편에서 아동을 보편적 발달 개념 속에 위치시키고 있기 때문에 두 전제들은 서로 상충될 수 밖에 없다. 이 점
이 교수학습과 관련하여 피아제 이론에 잠재된 근본적 결함이다.

Ⅲ

.

비고츠키 이론의 특징과 교수적 의미

비고츠키에 의하면 개인의 정신발달은 질적으로 다른 기원을 갖는 두 가지로 구분되는데 하나는 생물학적
기원을 갖는 ‘초등정신기능’이고 다른 하나는 시회문화적인 기원을 갖는 ‘고등정신기능’이다. 초등정신기능은
생물학적 성장과 신체적 정신적 구조의 성숙을 의미하며 고등정신기능은 문화적 수단을 사용하는 것을 배우
는 것과 문화적 활동에 참여할 때 나타나는 인간의 의식을 의미한다.
그의 설명에 의하며, 고등정신기능의 발달을 가져오는 문화발달은 두 번에 걸쳐 나타나는데 첫 번째는 다른
사람과 상호작용하는데서 나타나고, 두 번째는 아동이 이를 내면화함으로써 나타난다. 비고츠키도 피아제처럼
아동을 능동적인 의미구성자로 여긴다. 비고츠키는 내면화를 사회적 국면에 있는 정신기능들이 개인적 국면으
로 옮겨지는 과정이라 하였다. 즉, 사회적 현상이 심리적 현상으로 변형되는 과정을 말한다. 고등정신기능의
발달은 반드시 사회적 과정을 거쳐 내면화된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심리적 도구들인 기호(sign), 그 중에서도
언어가 중요한 매개 역할을 담당한다.
사회적 측면의 정신기능들이 개인 내 장면으로 들어오는 장소가 그의 통찰적 개념인 이른바 ‘근접발달
대’(zone

of proximal development)이다. ZPD는

아이들의 실제 발달 수준과 보다 유능한 성인의 지도하에 또

·

는 보다 유능한 동료와의 협동 하에 이루는 잠재적 발달 수준과의 차이로 정의된다. 비고츠키는 교수 학습의

·

본질적인 특징을 근접발달대의 창출이라 하였다. 즉, 교수 학습의 역할은 아동들에게 그의 근접발달대에 있는
경험들을 제공함으로써 아동의 발달을 촉진시킨다(한승희,

2005, p.107).

비고츠키와 피아제 모두 교수의 핵심문제는 성인이 갖고 있는 지식(또는 의식)이 어떻게 아동의 것으로 구
성되는가의 문제로 보았다. 비고츠키 이론은 피아제 이론에 토대를 하고 있어 많은 부분에서 피아제의 이론과
공통점을 보인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아동을 능동적인 의미구성자로 여긴다는 점에서 피아제의 이론과 동일
한 맥락에 있다. 그리고 연령에 따른 단계를 거쳐 성장하는 아동들은 질적으로 다른 단계를 거치기 때문에 성
인들과 다른 방식으로 학습한다는 점 또한 피아제와 동일한 맥락에 있다.

·

그러나 비고츠키는 교수 학습의 본질이 사회적으로 구성된 상황속의 사회적 행위자들 간에 일어나는 사회적
활동이라고 주장하는 점에서 피아제와는 근본적인 차이를 보인다. 즉, 피아제는 아동의 인지 발달이 아동 자신
을 둘러싼 사물의 세계나 사물간의 관계를 능동적이고 개인적인 탐색에 근거를 둔 것으로 보는데 비해 비고
츠키는 아동의 인지 발달을 아동 자신을 둘러싼 사회적 환경이나 요인(예컨대 성인들로부터 긍정적인 반응 또
는 사회적 네트웍에의 참여 등등)들에 대한 능동적 탐색에 근거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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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교수 학습이 본질적으로 사회적 활동이라는 비고츠키 이론은

·

ㆍ

교실 수업의 실제에 중요한 시사를 줄 수

있다. 교수 학습과 발달의 관계에서 비고츠키의 결론은 교수 학습이 발달을 주도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ㆍ

교사의 수업은 아동의 내적 발달이 이루어질 때 까지 기다려서는 안 된다. 그는 교수 학습이 발달에 앞서 전

·

개될 때에만 유익하다고 보는데 교수 학습은 근접발달대에 있는 기능들을 일깨우기 때문이다. 그의 설명에 의

·

하면, 교수 학습은 발달을 이끌어가고 아동이 체계적 추론과 반성적 의식을 하게하는 강력한 힘이 된다.

ㆍ

교수 학습의 사회적 본질을 전제하는 비고츠키 이론은 특히 교실 수업의 실천가인 교사들에게 두 가지 중
요한 개념을 제시한다. 하나는 앞에서 언급한

ZPD이며

다른 하나는 ‘과학적 개념 발달‘이다. 비고츠키는 자신

의 실험을 통해 정신연령이 동일한 두 학생들이 성인의 도움 여부에 의해 성취간의 차이가 나타난 이른바,
ZPD의

차이를 밝혀서 표준화된 검사로 측정하는 정신연령의 문제점을 제기함으로써 피아제 이론에 잠재되어

있는 결함을 드러냈다. 아동 발달의 보편성을 추구하는 피아제 이론에서는 현재 진행 중인 잠재적 발달을 파
악하지 못하고 이미 이루어진 발달만을 전제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교사들은 표준화된 검사가 제공하는 것을
넘어서 보다 풍부하고 복합적인 정보를 통해 아동 발달을 파악할 것을 제안한다.

ㆍ

교수 학습과 발달과 관련하여 비고츠키에 의해 소개된 또 다른 개념은 이른바 과학적 개념이다. 그는 학습의
종류를 두 가지: 학교에서 의도적이고 정교하게 제공되는 과학적 개념(scientific
과 습관으로 형성되는 일상적 개념(spontaneous

concept)

concept) vs

학교 밖에서 경험

으로 구분한다. 교실 수업에서 발달되는 전자는 일상생

활에서 발달되는 후자와 서로 다른 발달의 방향을 보이는데 전자의 강점은 후자의 약점이며 전자의 약점은 후자
의 강점이다. 한 예로 아동들은 과학적 개념인 아르키메데스의 원리보다 일상적 개념인 ‘형’을 정의하는데 훨씬
어려워한다. 형과 같은 일상적 개념은 아동의 경험에 깊이 붙 박혀 있고 여러 단계를 거쳐 그 최종적인 개념 형
태에 도달하게 된다. 과학적 개념의 획득 과정은 일상적 개념과는 달리 아동의 직접 경험을 초월해서 멀리 도달
한다. 예컨대, 새로운 언어를 배울 때, 아동들은 직접 사물의 세계와 관계하지 않는다. 즉 모국어를 매개로 사용
하는 것처럼 과학적 개념도 이미 형성된 일상적 개념을 매개로 발달된다3)(Vygotskt,

1962, pp.146-149).

비고츠키는 과학적 개념을 ‘진개념’이라 하면서 여기에는 의식(consciousness)과 숙고(deliberation)라는 주요
심리적 기능이 근거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의식과 숙고는 학습 자체가 어떻게 발달하고 질적인 변화를 겪는지
를 설명하는 비고츠키 이론의 핵심 개념이다. 아동의 사고가 구체적인 것에서 추상적인 것으로 그리고 맥락지
향적인 것에서 탈 맥락적인 것으로 바뀌는 데에 바로 의식과 숙고가 핵심 역할을 한다. 의식적이고 숙고하는
학습자는 자신이 학습한 것을 또 그 학습에 사용한 언어에 대해서 반성적으로 돌아 볼 수 있으며 또한 그들
동료와 교사들과 자신의 학습에 대해 반성적으로 정교화하고 토론할 수 있다. 의식과 숙고라는 점에서 참된
학습과 맹목적인 학습이 구분된다. 그리고 학교 학습의 본질은 바로 의식과 숙고에 근거한 과학적 개념에서
드러난다(Vygotsky,

1962).

비고츠키 이론이 교수에 주는 가장 중요한 시사는 아동의 발달 수준에 적합한 과제를 선정하여 적절한 조
절을 제공해야한다는 것이다. 이는 교사가 이동의 근접발달대에 있는 과제, 즉 혼자 힘으로는 풀 수 없지만 교
사의 도움을 받음으로써 해결할 수 있는 과제를 선정하여 성인의 적절한 도움이 따르는 문제해결 경험을 아
동으로 하여금 갖게 하고 나중에는 이를 아동이 혼자 힘으로 할 수 있게 되는 상태에 이르게 하는 것이다.
비고츠키 이론을 따르는 교사라면 아동이 발달하기를 기다리지 않고 발달을 촉진시키는 역할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적절한 수준의 도움을 언제 아동에게 주어야 하는지 알아야 하고 아동이 혼자 힘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때는 도움을 철회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그는 아동과 일대 일로, 또는 소집단을 이룬 아동들과 상
호작용 하고 대화할 수 있어야 한다(한순미,1999,

3)

p.158).

외국어를 배울 때, 우리는 이미 모국어에서 알고 있는 단어의 개념을 사용하며 그것을 단지 외국어에 대입하기만 하면 된다.
새로운 언어를 배울 때, 아동들은 직접 사물의 세계와 관계하지 않는다. 즉, 모국어를 매개로 사용하여 외국어를 배우게 된다.
한편 외국어를 습득한 아동들은 이제 모국어의 구체적인 언어 양식과 표현에 구속된 상태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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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브루너 이론의 특징과 교수적 의미

.

브루너는 최근에 아동의 마음을 문화에 의해 형성됨을 전제하는 문화심리학적 관점에서 교수와 학습의 문
화적 측면을 강조한다. ‘의미’가 인간 심리학의 핵심 개념이라는 기본 전제위에 문화심리학은 마음이 어떻게
의미를 만들며 또 인간 상호간에 어떻게 의미의 거래가 이루어지는지에 관심을 둔다. 개인이 의미를 구성하고
표현하는 한 문화의 상징체계는 특정한 종류의 의사소통을 위한 일종의 도구로서 이미 문화와 언어에 깊숙이
침윤되어 있다. 따라서 문화심리학자들은, 유기체가 자연 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능력을 체득하는 것처럼 개인
들이 자신이 속한 문화의 상징체계를 어떻게 습득하고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지에 관심을 갖는다.
브루너에 의하면, 아동들이 자신의 마음속에서 의미를 만들 때, 처음부터 새로운 표상과 상징을 만들지 않는
다. 아이들은 이미 만들어진 표상과 상징들의 범주에서 작업을 한다. 언어는 대표적인 상징체계로서 한 문화에
서 사람들 간에 ‘구성된 실재’ 들의 교환을 가능하게 해준다. 다시 말해 구성원들 간에 의미의 거래를 할 수
있게 해준다. 아동들은 자신의 문화적 상징도구를 사용하여 자신을 둘러싼 주변 세계를 이해한다(한승희,
2005, p105).

ㆍ

교수 학습에 대한 브루너의 견해는 피아제와 비고츠키 이론의 토대위에 설명된다. 그는
과정>에서 나선형 교육과정(spirall

curriculum)의

1960년대 <교육의

개념을 처음 소개함으로써 아동의 학습에서 준비성 개념과

관련하여 교육과정 구성의 새로운 시각을 제시해주었다. 그는 최근의 저서 <교육의 문화>에서 그 의미를 새롭
게 해석해주었다. 이른바, ‘나선화’(spiralling)의 개념은 피아제와 비고츠키 이론과 같은 맥락에서 해석된다. 나
선화는 새로운 학습과 경험에 비추어 학습자가 어떻게 ‘이전’의 학습과 이해로 되돌아가는지를 설명해 준다.
즉, 새로운 학습과 경험은 우리가 갖고 있는 이전의 개념과 경험을 재검토 및 재배열 하는 것처럼 이전에 갖
고 있던 개념과 이해도 새로운 개념과 경험을 이해하도록 도와준다. 나선화는 학습에서 어느 정도의 ‘잠정
성’(provisionality)을 함축하고 있다. 예를 들면, 아동들이 ‘민주주의’라는 개념을 처음 접할 때, 그들의 마음속
에 잠정적인 의미가 만들어 지며 그 의미는 다른 학습이 이루어지거나 새로운 상황이 제시될 때 끊임없이 수
정된다.

11세

아동들이 갖고 있는 민주주의의 개념은

10년

혹은

20년

후에 이 아이가 알고 있는 것과 매우 다

른 의미일 것이다.
나선화의 개념은 지식에 대한 기존의 견해를 부정한다. 우리는 흔히 지식이란 처음부터 명확하고, 증가하며,
또 단계적으로 축적되는 특성을 지닌 것으로 생각해왔다. 브루너에 의하면, 나선화를 통해 우리 자신의 지식은
계속해서 그 의미가 재구성된다. 나선화는 학습자에게 앞으로 나가게도 또 뒤로 되돌아가게 함으로써 자신이
갖고 있는 지식을 수정할 수 있도록 해준다. 브루너의 나선화의 개념은 교사들에게 보다 더 역동적이고 현실

·

적인 교수 학습 모델을 제공해 준다. 최근 인지심리학자들 대부분이 기존의 인지구조나 세마 속으로 새로운
지식을 투입하고 이를 통합함으로써 학습이 이루어진다는 것에 동의하고 있다. 나선화의 개념은 교육과정 구

·

성을 위한 원리로서 뿐 아니라 교수 학습에 대한 기존의 시각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준다(Cummins,

1996,

p.75).

브루너의 나선화 개념이 피아제와 비고츠키 이론을 연속선상에서 발전시킨 것이라면, 아동의 인지 발달에
가정의 역할 특히 어머니의 역할의 중요성을 밝히고 있는 최근의 연구는 그가 피아제와 비고츠키의 관점에서
벗어나고 있음을 보여준다. 더욱이 그는 아동의 학습과 관련하여 학교 환경 밖과 학교 안에서 아동의 학습이
내용(또는 방법)들 간의 불일치로 생기는 인지 발달의 문제점을 드러냄으로써 그가 교육에 대한 문화적 측면
뿐 아니라 정치적 측면에도 관심을 갖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1970년대

이후 브루너는 빈곤, 인종, 그리고

소외의 문제가 아동의 학교 학습에 심각한 영향을 주고 있음을 밝힘으로서 이전의 보수적인 입장에서 벗어난
모습을 보인다. 브루너는 특히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인지적 언어적 발달의 문제를 분석함으로써 교사들에게
학습에서 아동들의 실패의 원인이 아동이 성장하고 생활하고 있는 사회적 조건에 있음을 알려주었다. 그는 자
신의 저서 <빈곤과 아동기>에서 세대를 통해 내려온 항상적인 빈곤은 생존의 문화를 만들어 내며 그들의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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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는 제한되어 있다고 주장한다(Bruner,1972,

p.160).

보편적 발달에 따른 학습 양태와 방식을 구분해야 할 것을 함축하는 피아제 이론과는 달리 브루너는 교육

·

의 사회 문화적 맥락이 어떻게 학습에 영향을 주는지 알아야 함을 제안하고 있다. 그는 교수 학습의 보편적인
유일한 방식이 없으며 학습 방식은 그를 둘러싼 문화적 실제와 깊이 관련됨을 설명한다. 따라서 학습의 방식
이 삶의 방식에 영향을 받지 않음을 함축하는 기존의 발달 이론의 가정은 잘못된 것임을 지적한다. 브루너는
다양한 학습 방식에 대한 더 많은 이해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상이한 학습 양식을 이해해야 하는 것은
교사 뿐 아니라 학습자들에게도 중요하다. 학습자들이 그들이 공부하는 과목을 잘 이해해야 하듯이 자신들이
어떻게 학습하고 사고하는지를 알아야 한다. 이른바, 학습의 초인지(meta
(intersubjectivie)

cognitive)적

측면으로 이는 간주관적

특징을 갖는다4). 브루너는 간주관성을 객관성과 대비시켜 설명하는데 객관적 접근이 주체와

대상간의 엄격한 분리를 전제하여 대상에서 지식을 찾아내려하는데 비해 간주관적 접근은 주체와 대상간의
상호작용적 관점을 의미한다. 따라서 간주관적 접근에서는 교사와 학습자는 분리되지 않는다(Bruner,

1996,

p.64).

브루너는 서구의 전통적 교수 이론이 간주관성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였음을 지적한다. 따라서 전통적 교
수 이론은 교사를 모든 것을 아는 전지전능한 사람으로 한편 아이들은 이무 것도 모르는 학습자로 간주하면
서 이들에 대해 설명하기나 보여주기 같은 교사 중심의 정형화된 교수법을 틀을 고정시켜 왔음을 지적한다.
따라서 학습을 의미 구성으로 보는 문화심리학적 접근은 아동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요구한다. 아이들은 백지
또는 빈 그릇이 아니다. 그들은 자신의 관점위에서 다른 사람들과의 대화를 통해 추론하며 이해하는 그런 존
재이다(한승희,

2005, p113).

Ⅴ

.

본 논문에서는

20세기

요약 및 결론

대표적 발달이론인 피아제, 비고츠키 그리고 브루너의 이론들이 교수적 관점에서 어떤

시사를 주고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발달 이론을 대상으로 교수적 의미를 알아보고자 하는 이유는 발달
이론들이 인간 마음의 본질이 무엇이고 그 마음이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설명해주고 있으며, 교수방법은 이 이
론들이 설명해주는 마음의 작용 방식에 의존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피아제와 비고츠키의 발달 이론은 인
간 마음에 대한

20세기의

대표적인 담론으로서 우리 교육의 실제를 지배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

리 나라의 교육 제도, 정책, 교육과정, 교수법, 그리고 평가 등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교육의 실제는 이들 담
론과 직접 간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다. 최근 문화심리학적 관점으로 자신의 인식론적 관점을 전환시킨 브루너
의 이론은 기존의 발달 이론들과 차이를 보인다. 필자가 브루너의 이론을 본 연구의 또 하나의 대상으로 선정
한 것은 브루너가 피아제와 비고츠키의 주요 개념들을 자신의 이론에 통합시켜 전개하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
문이다.
피아제, 비고츠키, 그리고 브루너 세 이론들에 대해 본 연구에서 논의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피아제는 학습의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 우리에게 많은 것을 보여주었다. 아동의 마음이 수동적
으로 지식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인 의미 구성자임을 강조함으로써 교사중심의 전통적인 패러다임
에서 벗어나게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아동의 학습에 대해서 아동의 경험이 중요하다는 것과 아동의
탐구와 발견을 중심 개념으로 본다. 피아제 이론의 또 다른 공헌으로서 단계화로서의 발달로서 이는 교수방법
과 교육과정에 영향을 주었다. 피아제 이론의 약점으로는 학습의 사회적이고 문화적인 측면을 포착하지 못한

4)

간주관성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읽는 원초적 능력으로 이 능력이 없으면 우리는 타인의 마음속에 있는 의사소통의 의도나,
신념, 감정 등등을 포함하여 타인의 마음속 의도에 대한 어떠한 추정이나 어림짐작도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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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과 형식교육 장면인 교실 수업에서의 실제적인 교수와 학습의 복합성을 적절하게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

이에 비해 비고츠키는 학습이란 언어와 같이 사회적 본질을 갖고 있다고 보고, 교수 학습의 사회적 측면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학생들간 그리고 학생과 교사간의 관계를 강조하면서 교실 수업의 실제에 명확한 시사
점을 준다. 그러나 비고츠키 이론 역시 피아제와 같이 비판에서 자유롭지 않다. 비고츠키 이론에 잠재된 난점
은 정교한 교실 수업을 통해 배우는 과학적 개념과 학교 밖의 상황에서 무의식적으로 획득되는 일상적 개념
간의 엄격한 구분에 있다. 비고츠키는 과학적 개념의 발달은 일상적 개념과 질적으로 다른 성격의 학습과 지
능이 요구되며, 과학적 개념의 학습은 단지 교실 수업 상황 속에서만 생겨난다고 주장한다. 학교 장면 속에서

·

·

·

이루어지는 교수 학습과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교수 학습을 엄격히 구분하고,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교수

학습을 간과하고 경시하는 점은 비고츠키 이론의 결정적인 약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는 스키너와 피아제가

·

발달의 보편적 원리를 추구하려다 교수 학습의 다양한 요소들과 학습자의 문화적 배경을 간과하여 비판을 면

·

치 못했던 것과 유사하다. 특히, 사회적이며 상호작용적인 교수 학습의 요소들을 전면에 내세우는 이론에서 문

·

화적 배경을 간과한다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요컨대, 비고츠키 이론이 교수 학습의 사회적 측면의 중요

·

성을 인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이론에 대한 대체적인 평가는 정치적 이념적 차원이 결여되어 있다는
점이다.

·

비고츠키가 교수 학습의 사회적 측면을 설명하기 위해 피아제 이론을 기반으로 하였던 것처럼, 브루너는 교

·

수 학습의 문화적 맥락의 필요성을 제기하기 위해 비고츠키의 이론을 기반으로 하였다5). 브루너는 교육의 정
치적 문제를 인식함으로써 사회적 조건에 따라 학교에서 학습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지에도 관심을 갖는다. 그
는 교사들이 그들 자신의 학습과 발달 뿐 아니라 그들이 가르치는 학생들의 학습과 발달을 반성적으로 사고
할 수 있어야 하고 또한 둘 사이를 건설적으로 연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발달 이론에 대한 지식이 어떤 목적에서 단지 ‘인용’으로 그치거나 또는 기존의 교육 실제를 확인하는 사실
이나 증거로서의 역할만으로는 충분치 않다. 발달 이론이 유용할 수 있으려면, 교육 실제를 향상시키는데 사용
되어야 한다. 발달 이론은 개인 교사의 수업에서 또는 전체 교육 체제의 개선을 위해서 그 역할을 수행해야
할 뿐 아니라 우리 에게 교육의 목적, 내용, 그리고 방법에 관해서 사고를 자극하고 안내할 수 있도록 해야 한
다. 또한 발달 이론은 우리가 당연시하고 있는 기존의 교육적 상식에 도전하게 하는 수단이 되어야 한다. 우리
가 기존의 발달 이론에 도전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이론을 살아 움직이지 않는 죽은 이론이 되게 할 뿐
이다.

□ 논문 접수：2011년 2월

5)

21일 /

수정본 접수：2011년 3월

·

31일 /

게재 승인：2011년 4월

15일

브루너의 최근 이론은 교수 학습에서 사회적 측면 뿐 아니라 문화적 맥락을 고려하고 있다는 점에서 비고츠키 이론에 토대를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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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edagogical Implication of the Traditional Development Theory
Han, Seung Hee
Gongju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The paper examines the implications imbedded in the dominant development
the

aspect

of

pedagogy.

With

the

purpose,

three

development

theories

theories in relation to

considered

as

dominant

contemporary theories are those by Piajet, Vygotsky and Bruner.
This paper has elaborated the following pedagogical points:
Piaget assumes the learner as active meaning maker and does foreground in the teacher's work the role
of assessor and provider. He suggest the teaching that takes full accounts of the child's existing
knowledge and understandings of the world, using existing concept as the basis on which to promote
fuller and more complex understandings.
Vygotsky also assumes the learner as active meaning maker. However, in contrast to Piaget, Vygotsky
emphasises the social nature of teaching-learning process. With this emphasis, Vygotsky argues that
children's cognitive development is achieved most effectively by elaborating ideas and understandings in
discussion with their teachers and peers.
Based on theories of Piaget and Vygotsky, Bruner has emphasizes not only the social aspect of
teaching-learning process but also the cultural aspects of teaching-learning process. He has argued that the
success or failure of child's school learning is dependent on the impact of social conditions on the ways
in which learning takes place or fails to take place in schools.

Key words : meaning maker, staged, zone of proximal development, scienticfic concept, spontaneous
concept, spiralling, cultural psych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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