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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근대사회에 들면서 개인의 재능과 노력에 의해 사회적 신분과 지위에 영향을 미치는 능력주의
이념이 확산되었다. 능력주의는 學力의 형식적 경력인 學歷에 의해 제도적으로 보증되었다. 근대사
회에서 學歷은 사회적 능력의 대리 지표로 부각되어 學歷主義 인식을 확대하였다. 학력주의는 사회
적으로 ‘學歷=學力=能力’이라는 무의식적 연결 도식을 강화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도식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學力 개념에 대한 철저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 학교교육 측면에서 보면 學力은 學歷
과 能力의 관계를 밝히는 인식의 토대이며, 學歷과 能力은 學力의 전제 위에 성립된 개념이기 때문
이다. 이러한 중요성에 불구하고, 學力에 대한 연구는 세계적으로 많지 않은 실정이다. 學力은 관점
과 시공간의 위치에 따라 개념적 정의가 달라질 수 있는 탄력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연
구 대상이 되기에 까다로운 성격을 가지고 있다.
學歷과 能力의 인식적 토대인 學力에 대한 철저한 과학적 검증의 뒷받침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학력주의에 대한 사회적 믿음은 매우 견고하여 신화에 가까울 정도이다. 사회적으로 학력주의가 정
당화된 것은 學歷은 객관화된 검사인 지능 검사와 시험이라는 과학적 도구에 의해 學力을 보증한
다는 사회공학적 믿음 때문에 가능하였다. 지능 검사와 시험은 자체적 한계로 인해 제한된 능력만
을 검사할 수밖에 없다. 학력주의의 가정인 ‘學歷=學力=能力’은 과학적 신비화가 만든 이데올로기
적 환상에 불과하다. 실제 能力은 學力보다 포괄적 개념이며 學力은 學歷보다 많은 의미를 담고 있
다. 교육의 실제적 능력인 學力이 能力을 보장하기 어려운데 상징적 능력인 學歷이 能力을 보장한
다는 것은 과학적 신비화가 만든 사회적 환상에 가깝다. 따라서 교육의 형식적 경력인 學歷이 신분
과 지위의 사회적 지표가 되는 것은, 형식이 내용을 앞서는 가치전도 현상을 초래하여 사회적 피로
감을 가중시킬 것이다. 學歷主義라는 형식보다 學力主義와 能力主義라는 내용이 우선하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주제어: 學力, 學歷, 學力主義, 學歷主義, 能力主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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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들어가며
근대사회에 들면서 혈통에 의해 신분이 결정되던 귀속주의 사회(ascribed society)에서 개인의 재능
과 노력에 의해 사회적 지위를 획득할 수 있는 능력주의(meritocracy) 이념이 대두되었다. 특히 학교
교육의 제도화 단계인 근대학제의 출현은 능력주의 이념을 더욱 확산하였다. 근대의 체계적 학제는
학교급별 입학시험에서 상위 단계의 학교교육에 효과적으로 적응할 수 있는 學力을 요구하였다. 이
러한 學力은 점차적으로 행정적 효율성으로 인해 학교교육의 제도적 보증서인 學歷으로 대치되었다.
학교교육의 형식적 경력인 學歷은 學力을 상징하게 되었다.
따라서 근대사회1)는 學力의 객관적 척도를 상징하는 學歷에 대한 인식이 강화된 시기라고 할 수
있다. 외형적 지표인 學歷은 學力을 가늠하는 수단이 되었으며, 사회적 能力을 대신하는 지표로 이용
되었다. 學歷의 대두로 인한 學力 개념의 출현은 근대 학제2)의 출현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근대 학제는 학교급별 체계적인 學力 수준의 요구를 수용하기 위해, 제도화된 學力인 學歷을 중요
한 지표로 부각시켰다. 學力에 대해 객관적 검증 절차와 제도가 보증하는 學歷은 사회적 能力을 상
징하게 되었다. 學力의 외형적 지표인 學歷은 사회적 신분과 지위를 결정하는 학력주의( 學歷主義) 를
대두시켰다. 학력주의는 學歷이 學力과 能力을 보증하고, 學歷에 의한 신분과 지위를 정당화하였다.
學歷은 사회적 능력의 대리 지표로서 신분과 지위를 점유할 수 있는 정당한 기제가 되었다.
따라서 사회적으로 ‘ 學歷= 學力= 能力’이라는 무의식적3) 연결 도식이 강화되었으며, 學歷이 사회적
지위를 결정하는 객관적 지표라는 인식을 정당화시켰다. 사회적으로 이러한 무의식적 연결도식이 없
었으면, 學歷의 사회적 영향력은 상실하여 학력주의가 파생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 學歷= 學力= 能力’
이란 무의식적 도식은 학력주의를 파생한 직접적 원인이며, 암묵적으로 사회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 무의식적 인식의 기반이 될 수 있었다.
현대사회에서 학교교육의 많은 문제점은 학력주의와 무관하지 않다. 학력주의가 사회적으로 순수
1)

2)

3)

가드너(Gardner, 2006: 242-244)에 의하면 서구의 전통사회에서는 사회 규범과 도덕 가치를 준수한 사람을
지적이고 현명한 사람이라고 여겼다. 산업사회에서 문해 능력이 중요시되고 학교교육이 법제화되면서 지적
이란 단어는 우수한 성적을 올린 사람으로 인식되었다고 한다. 이처럼 근대사회에서 學歷은 사회적 재능을
상징하고, 재능은 곧 우수한 성적을 나타내는 學力과 연결되었다.
손준종(2001; 2003)은 우리나라에서 學歷主義 대두는 근대학제가 대두되면서 시작하였으며, 구체적으로 우리
사회에 침투하여 사회적 영향력을 발휘한 시기를 1920년대 중․후반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學歷主義가 대
두되면서 學力 개념이 출현하기 시작하였다고 한다. 그래서 그는 學力을 학업성취능력인 실질적 學歷으로,
學歷을 교육경력으로 상징적 學歷으로 구분하였다. 따라서 學歷이란 개념 속에는 실질적 학업능력을 나타내
는 學力이란 개념이 포함되어 있다.
라캉(J. Lacan)에 의하면 무의식은 은유와 환유 작용을 한다고 한다. 은유는 기표의 유사성과 계열성, 환유는
기표의 인접성과 결합성의 관계를 가지고 있다. 무의식의 은유 작용은 유사성의 연상 작용을 통해 다른 용
어로 대치되는 것을 말한다. ‘學力=學歷=能力’은 사회적 의미의 유사성에 의해 연상된 은유적 작용의 결과
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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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정당성을 확보하려면 ‘學歷= 學力= 能力’이라는 과학적 도식이 전제되어야 한다. 이 도식이 전제되
지 않으면 학력주의는 學力과 能力의 제도화된 외형적 가면에 불과하며, 많은 교육적 문제점을 수반
하게 된다. 형식이 내용을 앞서는 가치전도현상을 초래할 수 있다. 學歷은 학교교육의 실질적 능력인
學力의 상징물이다. 교육의 실제적 능력인 學力은 사회적 能力을 전제로 구성된 개념이다. 학교교육
이 측면에서 보면 ‘學歷과 能力’은 學力이라는 개념적 토대에서 성립될 수밖에 없다. 이념적으로 學
歷은 學力을 전제로 한 학교교육의 형식적 能力이며, 能力은 學力의 교육적 반영물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학력주의에 대한 심층적 성찰을 위해서는 그 본질인 學力에 대해 차분한 개념적 분석이
선행돼야 한다. 能力의 상징적 반영물인 學歷은 형식에 불과하므로, 能力의 실질적 반영물인 學力은
핵심적인 분석 대상이 된다. 학력주의 측면에서 보면, 사회적으로 ‘學歷= 學力= 能力’이라는 무의식적
도식을 정당화하기 때문에, 學歷과 能力을 연결하는 學力 개념에 대한 면밀한 분석은 학력주의보다
선행되어야 할 교육의 전략적이며 기본적 접근이다.
學力에 대한 개념적 분석은 學歷과 能力 개념의 인식적 토대가 된다. 學力에 대한 정밀한 분석 없
이, 學歷과 能力에 대한 접근은 인식적으로 사상누각이 될 수 있다. 學力 개념은 學歷과 能力을 이
해하는 개념적 뿌리라고 할 수 있다. 學力에 대한 개념적 토대 위에서만, 學歷과 能力에 대한 명쾌
한 해석이 가능해진다. 따라서 學力 개념의 규명은 學歷과 能力의 관계 속성을 밝히기 위한 인식의
출발점이 된다.
學力 개념은 학교교육의 근본 목적을 이해하는 인식의 기반이다. 이러한 學力 개념의 중요성에 불
구하고 세계적으로 學力에 대한 연구는 많지 않으며 도외시되는 경향이 있다. 學力 개념은 무정형적
성격과 시공간의 한계로 인해 그동안 주목의 대상이 되지 못하였다. 이에 대해 허경철(2005)은 學力
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는 거의 본 적이 없다고 하였을 정도이다. 21 세기 지식기반사회에서 學力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황정규(2001)가 學力에 대한 연구를 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허경철(2005) 은
學力 개념을 재고찰하였다. 일본에서는 佐伯 胖(1982)이 “ 學力과 思考” 를 저술하였다. 이 연구물들은
심리학적 측면에서 學力의 개념 자체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사회학적 관련성에 대한 논의는 크게
언급하지 않고 있다.
學力 개념의 중요성에 불구하고 세계적으로 연구가 미비한 것은 학문적으로 매우 아이러니한 현
상이다. 그래서 본 연구는 먼저 學力의 전략적 개념과 의미를 밝히고, 學力 개념을 통해서 學歷과
能力의 교육적 관련성과 유의미성을 밝히고자 한다.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學力과 관련시킨 학력주
의와 능력주의의 사회적 실체성에 대한 새로운 해석적 실마리를 마련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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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學力에 대한 개념적 이해
1. 學力의 개념적 의미
學力 개념에 대해 세계적으로 합의된 정의는 존재하지 않고 있다. 學力은 매우 폭넓고 근본적 개
념을 요구하는 복잡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 學力은 관점과 시공간의 위치에 따라 상이한 정의가 가
능하다. 學力 개념 속에는 인간관, 사회관, 문화관4), 세계관, 역사관 등을 포함하고, 철학, 교육학, 심
리학, 사회학 등의 다양한 학문적 배경을 요구한다. 學力 개념을 일정하게 정의하는 것은 매우 어려
운 일이다.
學力 개념에 대한 정의는 조심스럽고 다양해 질 수밖에 없다. 일반적으로 學力은 학교의 시험 결
과인 학업성취도와 동일시한다. 황정규(2001: 4) 는 학교현장에서는 學力을 학과성적 또는 공부와 동
일시하며, 교육과정에 명시된 교육목표(수업목표)를 성취한 정도로 인식하고 있다고 한다. 그래서 학
교현장에서 學力이란 용어와 함께 학업성적, 학업성취(도), 교육성취( 도) 라는 용어를 즐겨 사용한다.
학력에 관한 영어권의 용어 사용도 achievement, academic achievement, scholastic ability, academic

ability 등으로 혼용하고 있으며, 그 모호성은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다고 한다. 佐伯 胖(1982: 1)은
學力을 학습에 의해 획득된 능력과 학생의 학업성적 능력 그리고 학생의 학업성적에 의한 개인과 집
단의 능력 등으로 정의하고 있다. 주로 학습 능력에 초점을 두고 있다.
허경철(2005: 340)에 의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學力하면, 대체로 학문의 실력 혹은 학문을 쌓은
정도라는 사전적 정의보다 간단하게는 학문 혹은 실력을 머리에 떠올리거나, 학생이 치른 교과별 시
험 성적이나 점수로 생각한다고 한다. 아울러 學力 개념에 대해 學力을 ‘스스로 문제를 설정하고, 논
리적으로 사고를 전개하는 능력’, 혹은 ‘일정한 기간 동안 정해진 교육기관에서 배우는 지식의 양’
마지막으로 ‘학습의 결과로 지적, 정의적, 기능적 영역에 걸쳐 체득한 인간 역량의 총체’ 라는 다양한
전문적 견해를 소개한다.

4)

가드너와 그의 동료들(Gardner, Kornhaber, and Wake, 1996: 3-15)에 의하면 똑똑한 사람은 문화적 가치에
따라 다르게 평가한다고 한다. 어떤 문화는 논리적 추론 능력을, 어떤 문화는 설득력을, 어떤 문화는 경청하
는 능력을 중요하게 여긴다고 한다. 즉 미크로네시아의 뿔루왓 섬 사람들은 온건하고 외교에 능한 사람, 그
리고 항해지도 없이 섬 사이를 능숙하게 항해하는 사람을 영리한 사람이라고 한다. 우간다의 바간다 부족은
똑똑함을 나타내는 지능을 꼼꼼하고, 신중하고, 활달하며, 똑바르고, 분별있는 사람으로 여기며 이런 사람을
오부게지(obugezi)라고 부른다. 짐바브웨의 마쇼나 부족은 신중하고 주의 깊게 행동하는 사람을, 케냐의 키스
피시기스 부족은 논(ngon)이라는 용어로 지능과 사회적 책임 두 가지 모두를 가진 사람을 일컫는다. 이처럼
똑똑함의 절대적 기준은 보편적 환상이며, 존재하지 않는다고 한다. 영리함, 똑똑함의 기준은 사회적 규범과
문화적 가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현대사회의 똑똑함과 영리함의 척도가 되는 學力 개
념도 자연히 시공간과 문화적 가차에 따라 다르게 이해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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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학대백과사전에서 學力은 명시적으로 획득된 교육적 경험의 결과로 획득된 지식, 이해 및 기
술이라고 정의하면서, 學力을 인간이 지금까지 배운 학습 능력이나 미래 학습의 잠재력을 포함하고
있다. 그리고 學力검사는 學力이란 구인을 학습된 능력, 교육과정 목표의 달성 정도, 현재까지 습득
된 능력의 정도‘라고 하며, 아울러 학생의 전반적인 교육 경험과 탈교과적인 영역에서 일반적인 능
력의 변화를 측정하는 것이다(서울대학교 교육연구소, 1998: 992-995).
이처럼 學力에 개념에 정의가 일관되지 않으며, 오히려 學力에 대한 인식의 혼란을 부추기는 경향
이 있다. 學力에 대한 견해는 관점에 따라 매우 다양하다. 개괄적으로 보면 學力은 교육적 경험과
일반적 능력을 포괄하고 있다. 學力은 학습된 지식의 양, 혹은 능력의 고양 그리고 인간 역량의 총
체에 의미한다. 그러나 學力 개념은 매우 광범위하고 복잡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 예컨대 能力에 초
점을 두면 學力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 가능해진다. 學力 개념을 어디에 초점을 두느냐 하는 것은 시
공간의 위치에 따라 달리 해석될 수 있다.
그렇다고 學力 개념을 편협하게 해석하면 교육적 오류가 생길 수 있다. 일반적으로 學力은 학업성
취능력과 동일시하고 있다. 학업성취능력은 교과내용의 학습 능력을 의미할 수 있다. 대다수의 시험
은 교과내용을 전제로 한다. 學力을 학업성취능력으로 한정하면 교과지식 중심의 학습능력으로 제한
하게 된다. 學力을 교과지식으로 제한하면, 사회적으로 지식 중심의 불필요한 소모적 교육경쟁을 촉
진할 수 있다. 교육의 근본 목적인 인간을 위한 교육이 아니라, 지식을 위한 교육이 될 수 있다.
칸트(I. Kant) 는 인간을 수단으로 보지 말고 목적으로 대하라고 하였다. 그러나 편협한 學力의 개
념적 접근은 결국 지식이 중심이 되어 시험위주의 비인간화 교육이 성행할 수 있으며, 학교교육의
근본 목적과 유리될 수 있다. 즉 교과성적이나 학업성취도에 의존한 學力에 대한 경직된 해석은 교
육의 궁극적 목적을 도외시하고 시험위주의 비인간화 경쟁을 유도하는 함정에 빠질 수 있다. 교과중
심의 學力 개념에 대한 해석은 결국 학교교육의 효과를 축소하고 그 기능을 경직되게 한다. 그래서
學力 개념에 대한 신중한 심층적 접근이 요구된다.
이 점에서 황정규(2001: 5-9) 는 學力 개념에 대해 비교적 면밀하게 접근하였으며, 새로운 해석적
실마리를 제공해 준다. 그는 學을 학교에서 배우는 것, 사회가 학교를 통해서 교육하려는 것이라 하
며, 교과내용을 지칭한다. 교과내용은 시대의 상황 속에 생존, 발전하려는 지식체계, 가치관, 규범 등
을 포함한다. 學을 사회적 성격과 관련시키고 있다. 力은 能力을 표현하며, 배우는 능력, 학습하는 능
력, 모든 학업성취에 기여하는 보편적 능력 발현 가능한 잠재능력을 지칭한다. 그러면서 그는 21 세기
사회에서 學力의 力은 창조력(상상력), 논리적 사고력, 비판적 사고력, 통찰력(안목) 등과 같은 고등
정신능력과 자기조절 학습능력 등과 그리고 정의적(情意的) 능력을 강조하였다.
그는 학력의 구인 요소를 인지적 능력과 정의적 능력으로 구분하여 확대 해석하였다. 인지적 능력
은 창조력(상상력), 논리적 사고력(귀납적/연역적 사고력, 유추적 사고력, 은유적 사고력), 비판적 사
고력, 문제해결능력( 의사결정능력), 통찰력(안목), 자기조절학습, 학습하는 방법의 학습능력, 감상과 표
현 능력으로 구분하였다. 정의적 능력은 성취동기(의욕), 모험심, 호기심, 신념과 의지, 추진력, 개인

6

교육사회학연구 제20권 제1호

간 (내)정서 이해와 대처능력으로 구분하였다. 황정규의 學力 개념은 교육의 근본적 목적을 제고하게
하며 다양한 교육적 능력과 사회적 능력 요인과 결부시키고 있다.
특히 가드너(H. Gardner) 가 제시한 다중지능(multiple intelligence)이론은 學力 구인과 관련하여 매
우 의미있는 시사를 준다. 그가 제시한 다중지능은 언어지능(linguistic intelligence), 논리수학지능

(logical-mathematical

intelligence),

음악지능(musical

intelligence),

신체운동지능(bodily-kinesthetic

intelligence), 공간지능(spatial intelligence), 대인지능(interpersonal intelligence), 자성지능(intrapersonal
intelligence)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가드너가 인정했듯이 다중지능은 능력(ability) 개념과 매우 유사5)하므로 學力 구인과 관련해도 큰
무리가 없다. 다중지능을 能力이라는 개념에 초점을 두면, 학교교육의 외연을 넓힌 사회적 能力까지
를 포괄한다. 學力이 사회적 能力을 구현하는 것이라면 다중지능이론은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다중지능이론은 사회문화적 성격에 따라 요구하는 능력이 다르며, 사람마다 타고난 재능
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가드너는 표준화된 교육과정에 의한 학교교육은 언어능력과 논리수학능력
을 요구하고 있으며, 실제 사회에서 요구하는 다양한 能力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였다. 그는
학교교육에서 이러한 能力을 포괄하도록 교육과정에 대한 새로운 재고를 요청하기도 하였다. 가드너
의 다중지능은 사회적 能力을 포함하여 學力 구인의 외연을 확대한 이론적 실마리를 제공해 준다.
가드너가 다양한 사회적 能力을 포괄할 수 있는 교육과정을 요구했듯이, 이러한 교육과정의 실현
은 교과교육에서 비교적 구체화된다 .즉 학교교육에서 學力 배양을 통한 사회적 能力을 구현하는 구
체물은 교과교육에서 비롯된다. 교과교육은 학교교육의 핵심적 기반이기 때문이다. 교과교육은 지식
과 能力을 함양하는 실제적인 매개체이다. 사회적 能力을 포함한 學力 구인들은 교과의 성격에 따라
다양하게 반영되고 있다. 각 교과에서 요구하는 지식과 能力이 상이하다는 것이다. 특히 교과와 能力
의 관계에 대한 황정규(2001: 9) 의 접근은 포괄적이지만 의미있는 시사를 준다. 그는 學力을 사회적
能力으로 확대하면서 미래사회에 필요한 學力의 구인 요인을 제시하고 있다. 교과의 지식 체계와 능
력 개념과 연결시킨 그의 學力 개념은 매우 복잡하며, 광범위한 성격을 보이고 있다.

2. 學力 개념과 교육목표
學力 개념에 대해 분명하고, 엄밀하게 접근하기 위해서는, 먼저 학교교육에서 한정된 교과의 교육
목표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학교교육에서 교과교육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실제적인 學力구인을
5)

가드너(1999: 46)는 다중지능을 처음에 인간의 능력(ability)라는 고상한 학술 용어를 쓸까, 기술이나 정신 능
력같은 심리학 용어를 쓸까, 아니면 ‘재능’이나 ‘재주’, ‘능력’ 등과 같은 단어를 쓸까 고민하다가, 이런 용어
들은 생각지 못한 위험성을 안고 있었기에 과감하게 새로운 방식으로 확장시키기 위해 지능(intelligence)이라
는 용어를 선택했다고 한다. 그리고 그는 지능을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ability)
이라고 정의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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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하는 구현체이기 때문이다. 學力을 고양한다는 것은 교과의 교육목표를 달성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 교과교육 속에 강조하는 學力과 교과교육 목표의 관련성에 대한 분석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일반적으로 교과 교육목표의 달성을 점검하기 하기 위해 學力 평가를 실시한다. 學力 평가는 교과
교육의 질을 보장하고 學力에 대한 목표 달성의 지표를 제공한다. 따라서 교육목표의 설정은 學力과
직접적인 관련성을 가지고 있다. 교육목표 속에는 學力을 요구하는 포괄적 성격을 포함하고 있기 때
문이다. 學力은 교육목표의 달성 정도와 밀접한 관련을 가진다.
교육목표의 설정은 學力 구현의 출발점이므로, 광범위한 성격을 담고 있다. 테일러(R. W. Tyler)에
의하면 교육의 진정한 목표는 학습자의 행동을 변화시키는 데 있다고 하며, 그 행동은 ① 중요한 사
실이나 원리에 관한 이해, ② 신뢰할 수 있는 정보원에 접근성, ③ 자료의 이해력, ④ 원리의 적용
력, ⑤ 학습연구 및 결과 보고 능력, ⑥ 광범위하고 원숙한 흥미, ⑦ 사회적 태도 등을 들고 있다.
테일러의 교육목표 설정의 준거 속에도 인지적 능력과 정의적 능력을 함축하고 있다. 인지․정의적
능력은 학교교육에서 구현되어야 할 學力의 속성이다.
블룸(B. S. Bloom)의 유명한 교육목표 분류학에서도 교육목표 영역을 인지적 영역( 지식, 이해력,
적용력, 분석력, 종합력, 평가력)과 정의적 영역( 감수, 반응, 가치화, 조직화, 인격화) 그리고 신체운동
적 영역으로 구분하고 있다. 인지적 영역과 정의적 영역은 테일러와 블룸의 교육목표 설정과 황정규
의 學力 구인과 비슷하게 논의되고 있다. 각 영역 속에 포함된 세부적 요인들은 관점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큰 틀에서 보면 비슷하게 구성되어 있다. 특히 신체운동적 영역을 교육목표의
설정 요인에 포함한 것은 교육을 폭넓게 해석한 결과이다. 교육은 인지적 능력과 정의적 능력 그리
고 신체적 능력의 조화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교육목표 설정에서 신체운동적 능력은 간과할 수 없다.
신체운동적 영역은 체육 교과를 제외하고 일반적인 교과교육 목표에서 상대적 비중이 매우 작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學力이 학교교육을 통한 능력 함양과 관련되어 있다면, 체육 교과의 學力 구
인도 신체운동적 영역에서 부각되어야 한다. 신체운동적 영역은 자연스럽게 學力 구인에 포함되어
진다. 따라서 能力과 관련하여 學力 개념은 인지적 능력과 정의적 능력 그리고 신체운동적 능력으로
구분이 가능해진다. 가드너의 다중지능이론에 의하면 신체운동적 영역 역시 뇌를 기반으로 하고 있
다는 점에서 유의해야 한다.
그러나 대다수의 교과교육은 인지적 능력과 정의적 능력에 주로 초점을 두고 있다. 체육 교과를
제외한 상이한 교과에서 신체운동적 영역은 매우 낮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현대사회는 스포
츠의 발달로 인해 신체운동적 능력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시 되고 있다. 신체운동적 능력은 중요한
사회적 능력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특성화 학교에서 체육 관련 학교가 설립되는 것도 이런
이유와 무관하지 않다. 비록 제한된 교과교육에서 다루고 있지만 신체운동적 능력은 현대사회에서
간과할 수 없는 매우 중요한 능력 요인이다. 학교교육이 사회적 능력을 구현하는 것과 관련 있다면
신체운동적 능력은 학교에서 학습된 교육적 능력의 결과이다. 學力 구인 속에는 그동안 도외시된 신
체운동적 능력을 포함하는 것은 자연스런 시대적 흐름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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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점에서 볼 때, 學力 구인은 교과 교육목표와 관련성을 가지게 된다. 학교교육의 많은 점은 교
과교육을 통해 실제적 능력을 구현하기 때문이다. 교과 교육목표는 시공간적 사회적인 흐름을 반영
하고 있으며, 학생들에게 미래사회의 효과적인 적응을 도모하도록 구성된다. 교과 교육목표는 사회와
개인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지식과 능력을 함양하기 위한 전략적 방향을 제시한다.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는 學力 구인의 실현을 위해 학교교육은 매우 다양하게 전개되어야 한다. 올
바른 學力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교육목표, 교육과정, 교수․학습과 교육평가에서 개인의 적성과 능력
에 적합한 學力 구인이 필요하다. 학교교육에서 學力은 교과내용, 교수․학습방법, 교육평가와 유기
적이며, 다양한 체계를 통해서 구현되어야 한다. 學力은 학교교육의 전 과정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3. 學力 개념의 사회적 특징
學力 개념을 일정하게 정의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문제이다. 學力 개념을 정의하기 위해서는 學
과 力 그리고 시공간의 성격 등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 學力은 매우 탄력적인 개념적 속성을 가지
고 있기 때문이다. 學力을 학교교육에서 배우는 것이라고 조작적 정의를 한다면, 학교의 교육목표는
무엇이고, 무엇을 위해 가르치는지를 중요한 논의로 삼아야 한다. 학교에서 궁극적으로 가르치는 것
은 개인과 사회의 자아실현을 도모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
학교교육은 개인과 사회의 성숙된 발전을 목표로 하고 있다. 개인6)의 발전 역시 사회 속에 이루
어지고, 교육과정 속에 포함된 지식, 가치, 관습, 규범 등은 사회와 밀접한 관련을 가질 수밖에 없다.
카운츠(G. S. Counts)와 브라멜드(T. Brameld) 는 학교교육을 사회적 개선에 초점을 두고 있다. 스펜
서(H. Spencer)는 가치있는 지식을 사회적 유용성과 관련시키고 있다. 듀이(J. Dew) 는 지식의 사회적
유용성에 초점을 두면서 문제해결 능력을 강조하고 있다. 學力 개념 속에는 사회적 특성이 반영된
사회적 속성을 담고 있다.
학교교육의 목표가 사회적 발전과 개선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면, 學力은 사회적 자아실현을 도모
하는 능력을 고양하는데 있다. 學力은 아동이 성인이 되는 미래사회에 필요한 개인의 사회적 능력과
관련을 가진다. 황정규, 테일러, 블룸, 듀이 등의 분류에서 보면, 學力 구인은 사회적 능력을 고양하
는 능력들의 기반과 관련이 깊다. 인지적 능력과 정의적 능력들의 세밀한 분류들은 다소 차이가 있
지만 사회적 능력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 학교교육의 學力은 성인으로서 준비할 사회적 能力
6)

개인적 자아실현이라는 개념은 매우 복잡하고 어렵다. 학문적 관점에 따라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지만, 라캉
에 의하면 개인의 욕망은 궁극적으로 사회적 욕망이며, 개인의 자아는 사회라는 상징계에 의해 형성된다고
한다. 따라서 개인의 자아실현은 사회적 욕망의 실현 즉 사회적 인정 욕망을 충족시키는 것이 된다. 개인의
교육적 욕망은 교육을 통해 사회적 욕망을 실현하는 것이다. 개인의 자아실현은 결국 사회와 연결되어 있으
며, 사회학적 틀 속에 해석이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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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촉진시키는 데 있다고 할 수 있다.
학교교육의 學力을 세밀하게 구분하여 살펴보면, ‘내용적 學力과 형식적 學力’으로 구분할 수 있
다. 내용적 學力은 사회에서 요구하는 실질적 能力을 함유하고 있다. 學力의 사회적 능력에 대한 실
질적 콘텐츠이다. 형식적 學力은 학교교육을 통해 실질적 能力을 사회가 인증하는 제도적 能力이다.
이러한 제도화된 형식적 學力을 學歷이라 부른다.
그러면 사회에서 필요한 실질적 學力 구인은 무엇인가이다. 한 개인은 훌륭한 사회적 삶을 영위하
기 위해서 그 사회가 요구하는 지식을 습득해야 하고, 그런 지식을 통해서 사회개선을 위한 다양한
능력을 구비해야 한다. 따라서 학교교육에서 지식과 능력은 독립된 學力 구인이 아니라, 동전의 양면
과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다. 단지 여기서는 學力 구인의 분류를 명확히 위해 사회에서 필요한 ‘지
식과 능력’ 으로 구분하였다. 지식은 사회적으로 공인된 객관화된 정보 체계를 의미한다. 즉 지식 그
자체를 객관화된 사물로 한정하고자 한다. 그래서 能力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지식이 필요하지만 지
식 자체는 능력이라고 할 수는 없다.
지식은 크게 ‘논리적 지식’과 ‘사실적 지식; 그리고 ’해석적 지식‘으로 구분할 수 있다. 논리적 지
식은 수리적 연산체계, 연역법과 귀납법 같은 형식 논리와 관련있는 지식 체계이다. 사실적 지식은
어떤 현상을 있는 그대로 기술하는 정보 수준의 지식 체계이다. ‘1592 년에 임진왜란이 일어났다’ 등
을 예로 들 수 있다.
해석적 지식은 능동적 해석 지식과 수동적 해석 지식으로 구분할 수 있다. 능동적 해석 지식은 특
정 교과의 객관적 지식을 학생의 해석적 능력에 의해 새로운 의미로 창출되는 것을 말한다. 특정 교
과의 객관적 지식에 대한 학생의 능동적 해석은 정형화된 지식의 의미와 다른 질적 변환이 이루어지
게 한다. 지식의 질적 변환은 기존 교과 지식이 새로운 의미 부여와 지식의 창출로 연결되는 것이다.
지식의 질적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지식에 대한 이해력, 분석력, 비판력, 창의력 같은 해석적 능력을
요구한다. 학생에 의한 해석적 지식은 해석 능력과 관련된다.
수동적 해석 지식은 교과서 집필자의 특정 관점이나 가치 기준에 의해 사전에 해석된 지식으로서,
교과서에 반영되어 객관화된 지식 체계를 갖춘 것을 의미한다. 사회, 역사, 도덕 등의 교과서는 특정
가치 기준에 의해 미리 해석되어, 어느 정도 합의된 객관화된 지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수동적 해석
지식은 학생의 해석 능력을 제외한 교과서 집필자의 가치 기준에 의해 해석된 지식으로서 교과서에
반영되어 사회적으로 공인된 성격을 가지고 있다. 최근에 논란이 일어난 근․현대사의 좌익과 우익
의 관점을 예로 들 수 있다.
그리고 能力은 학교교육을 통해 고양된 인지적 능력과 정의적 능력 그리고 신체운동적 능력으로
개괄할 수 있다. 인지적 능력과 정의적 능력 그리고 신체운동적 능력은 학교교육의 조건 자극으로
형성된 순수한 능력 체계를 의미한다. 학교교육의 교육목표, 교과내용, 교수․학습방법, 교육평가 방
법에 따라 능력 고양에 대한 영향력의 의미는 달라 질 수 있다. 이러한 學力 구인을 學歷과 能力을
형식 논리에 의해서 연계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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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Ⅰ〕學力 구인과 學歷 그리고 能力의 형식적 연계성
〔그림 Ι〕에서 보듯이 學力 구인에는 지식과 능력 구인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 學力에 포함된
지식 구인은 논리적 지식과 사실적 지식 그리고 해석적 지식이 있으며, 능력 구인은 인지적 능력,
정의적 능력, 신체․운동적 능력을 들 수 있다. 이런 능력 구분은 황정규(2002)의 연구와 큰 차이가
없다. 인지적․정의적 능력은 사회에서 요구하는 능력을 포함하고 있다. 인지적․정의적 능력은 시간
과 공간의 성격에 따라 요구하는 능력 범주와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세분화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
따라서 學力은 제도적으로 인증된 學力 수준인 學歷과 구분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사실 學力 수준
의 인증은 형식적인 學歷 수준에 의해 보장되며, 나아가 學歷 수준은 사회적 能力의 위계를 나타내
는 지표가 되고 있다. 學力과 能力의 연계성을 가정한다면, 學歷 수준은 學力 수준을 상징하고, 學力
수준은 能力 수준을 나타낸다. 따라서 學歷은 學力과 能力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라는 형식 논리에
의존한다. 學歷 수준과 學力과 能力 수준과 일치한다는 논리적 가정은 증명되지 않은 암묵적인 사회
적 믿음에 의해 가능하였다.
그러면 學歷= 學力= 能力의 연결 체계는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그리고 실제적으로 허용될 수 있는
근거가 있는가이다. 만일 이 가정이 성립된다면 학교교육에 의한 學歷 차이는 學力 차이로 나타나며,
결국 學力 차이는 能力 차이로 연계되며, 能力 차이는 사회적 지위의 차이로 나타난다. 이런 논리
구조는 學歷에 의한 사회적 지위의 차이를 정당화한다. 이 점은 교육의 사회적 정의를 실현하는 기
본적 이념으로 작동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
그래서 논의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學力을 ‘ 과정의 學力’과 ‘결과의 學力’으로 구분하고자 한다.
과정의 學力은 사회에서 활용 가능한 學力을 의미하며, 결과의 學力은 학교에서 측정된 學力을 의미
한다. 구체적으로 과정의 學力은 사회적 能力으로 구현될 수 있는 실제적인 지식과 능력 구인을 포
함한다. 과정의 學力은 궁극적으로 사회적 能力을 의미한다. 따라서 과정의 學力은 학교의 각종 검사
결과에서 잘 포착되지 않은 잠재적 능력도 포함한다. 이 능력은 비록 학교교육에 의해 형성된다고
해도, 각종 학업성취도 결과에서 잘 포착되지 않은 능력이다. 과정의 學力은 궁극적으로 사회적 능력
을 실현하기 위해 학교교육에서 습득된 준비 과정에서 구현된 기초 능력이라고 할 수 있다. 예컨대
창의력, 비판력, 열정 등을 들 수 있다. 학교교육에서 획득된 창의력은 사회가 요구하는 창의력과 반
드시 일치하지 않지만, 사회적 창의력의 기초가 된다는 점에서 학교교육의 창의력은 준비해야 할 과
정의 능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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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의 學力’ 은 학교교육에 의해 검증된 지식과 능력 구인을 의미한다. ‘결과의 學力’ 은 학교교육
에 의해 나타난 순수 學力을 의미한다. 학교교육에서 실시하는 각종 검사 결과에서 나타난 능력이다.
결과의 學力은 학업성취도의 결과 등을 들 수 있으며, 學歷 수준으로 연계된다. 따라서 과정의 學力
과 결과의 學力은 상호간 일치를 보장할 수가 없다. 과정의 學力은 사회가 요구하는 잠재적 능력까
지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결과의 學力에 포착되기 어렵다. 결과의 學力은 검사도구인 學力 평가에 의
해 측정되어 學歷 수준으로 나타난다. 외형적 學歷을 나타내는 결과의 學力으로 실질적인 사회의 잠
재 능력을 평가하는 데 일정한 한계를 가지게 되다.
學力 평가는 교육내용과 교수․학습의 한계 상황에서 이루어진다. 學力 평가는 학교교육의 시공간
의 한계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즉 교육내용은 제한된 지면의 양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일정한 지
식의 양을 담고 있다. 우리는 교육내용 속에 있는 인류의 지혜를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된다. 교수․
학습은 주어진 교실의 시공간적 한계에 의해 이루어지므로, 학습 경험은 매 제한될 수밖에 없다. 학
교교육은 출발부터 사회가 요구하는 광범위한 능력을 포함할 수 없는 제도적 한계를 가지고 있다.
심지어 學力의 서열화를 구분하는 시험은 能力은 물론이고 學力 자체를 평가하는데 있어서 많은
한계를 보이고 있다. 學力의 서열화를 상징하는 시험은 學歷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 시험은
지식의 양과 인지적․정의적 능력에 대한 평가 자체의 한계로 學力의 모든 부분을 포함할 수는 없
다. 대체로 시험은 제한된 學力을 평가하고 있다. 시험에 의존하는 學歷은 學力을 제대로 측정할 수
없는 한계가 존재한다.
설령 학교교육에서 완전히 구현된 學力 역시 시공간의 한계와 제한된 지식의 양 그리고 제한된
교육의 간접적 경험으로 인해 광범위한 사회적 能力에 모두 포함될 수는 없다. 學力은 개념상 학교
교육의 불가피한 한계로 인해 能力의 일부분에 불과하게 된다. 예컨대 교과내용은 사회경험을 축약
한 것이다. 교과내용은 양적으로는 사회의 모든 경험을 현실적으로 수용하지 못할뿐더러, 질적으로는
문자의 한계로 인해 사회경험의 일부분만 표현하고 있다. 사회는 학교에서 요구하는 능력보다 더욱
다양하고 광범위하며, 보다 깊은 능력을 요구한다. 이러한 관계를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Ⅱ〕學歷과 學力 그리고 能力의 실제적 관련성
〔그림 Ⅱ〕에서 보듯이 學力은 學歷보다 넓은 개념이다. 學力은 과정의 學力과 결과의 學力을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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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하지만, 學歷은 학교의 각종 검사 결과에 나타난 學力이다. 學歷은 결과의 學力을 제도화한 것이
다. 學歷은 시험 등의 각종 검사의 시공간적 제한과 언어적 한계로 인해, 개인의 잠재적 學力을 제
대로 반영할 수 없는 어려움이 내재해 있다.
그래서 學歷은 學力의 외형적 측면에 불과하다. 學力과 能力에서도 學力과 學歷의 동일한 논리 관
계가 적용된다. 궁극적으로 學力이 사회적 能力을 극대화하기 위한 것이지만, 학교라는 공간은 거대
한 사회 공간을 담지는 못한다. 매 순간 변화무쌍한 변화를 겪는 사회는 직접적이고 다양한 경험과
살아있는 지식 그리고 통찰력 등과 고등정신능력 모두가 필요한 곳이다. 學力은 학교교육이라는 일
정한 틀에서 형성되므로, 學力은 사회적 能力 모두를 반영할 수 없는 근본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다.
能力은 學力보다 넓은 개념이라 할 수 있다. 學歷의 성공이 學力의 성공을 보증하지 못하듯, 學力의
성공이 能力의 성공과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다.

Ⅲ. 學力 개념의 사회학적 이해
1. 學力과 科學主義
학교교육에서 습득된 學力이 사회적 能力을 보증하는 것은 누구나 공정한 기회를 부여하는 시험

(試驗)에 의해서다. 시험은 개인의 재능을 효과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객관적인 제도적 장치이다. 오
래 전부터 시험에 대해 많은 사람들은 누구에게나 공정한 기회를 주며, 합리적으로 선별한다는 사회
적 믿음이 있었다. 시험의 객관성과 합리성은 과학적인 믿음과 연결된다. 측정 기술이 한층 발전한
현대사회에서 시험은 과학적인 장치라는 믿음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시험의 객관성과 합리성은 시
험에 의해 분류된 재능에 대해 굳건한 과학적 믿음7)을 주고 있다.
시험의 역사를 보면, 이러한 과학적 믿음에 의문이 간다. 시험은 객관성과 합리성을 반드시 보증
하지 않기 때문이다. 시험은 객관성과 합리성이라는 과학 이데올로기의 가면을 쓰고 있다. 시험의 기
원은 정치사회적 이해관계에서 비롯됐다. 역사적으로 시험은 타당도와 신뢰도 그리고 객관도에 대한
의문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대표적인 것이 명청( 明靑) 시대의 팔고문(八股文) 형식의 과거시험이다. 팔고문은 현실적으로 아무
7)

보올스와 긴티스(S. Bowles & H. Gintis, 1976)에 의하면 자본주의 사회에서 학교교육은 IQ 검사, 적성 검
사, 시험같은 객관화된 검사지를 이용하여 능력 차이에 대한 과학적 믿음을 부여한다고 한다. 객관화돤 검사
를 통해 노력과 재능의 부족이라는 능력주의 이념을 피지배계층에게 심어 주어 순응과 복종을 강요한다고
한다. 학교교육의 객관화된 검사 결과에 의존하는 능력주의는 자본주의 사회의 모순을 은폐하고 불평등을
재생산하는 허구적 능력주의라고 한다. 객관화된 검사는 학교교육의 IQ 검사, 적성 검사 그리고 각종 검사
는 허구적 능력주의에 대한 과학적 믿음을 강화하는 강력한 사회공학적 기제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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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 실용적 가치가 없었으며, 유일한 용도는 과거시험이었다( 金諍, 1990: 268). 조선 시대의 과거제는
일종의 구술( 암송) 시험인 강경(講經) 과 논술 시험인 제술(製述), 경학(經學) 에 대한 이해와 암기를 둘
러싼 치열한 정치적 대립을 보였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예언 타당도였다.
과거 중국과 조선은 유교 교육의 목적은 도덕적 인간인 군자( 君子)를 양성하는데 있다. 역사적으
로 과거 시험을 통한 도덕적 인간은 요원하였다. 유럽은 사정은 다르지만 비슷한 상황이었다. 18 세기
경에 도입된 유럽의 필기시험은 중국의 과거제에서 비롯되었다. 과거제는 영국은 물론 유럽의 관리
임용제도의 기원이 되었다.
영국은 “ 성격이 좋고 건강한 사람으로 입증된 사람에 한해서 관리 시험을 볼 수 있었다. 정부의
업무에 관한 문제가 일부 포함되었지만, 관리 시험은 전통적인 주제에 대한 작문 실력을 검증하는
것이다(Gardner. et al., 1996: 21). 그래서 마르크스(K. Mark)는 시험은 신성한 지식을 불경스런 지식
으로 변질시키는 공식적 승인이고, 지식의 관료적 세례라고 하였다. 시험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 한계
인 인재 선발 방법에 대한 불합리성을 지적한 것이다.
따라서 시험은 사회에서 요구하는 인재를 양성하는데 제도적 한계를 가지고 있다. 시험은 學力 구
인을 모두 측정할 수 없으며, 사회적 能力과는 많은 차이를 보일 수밖에 없다. 시험에 의해 측정되
는 지식과 능력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 시험은 사회에서 요구하는 능력과 유리될 수밖에 없다. 사회
는 일정한 정답이 존재하지 않지만, 시험은 일정한 정답을 요구한다. 시험은 시공간의 한계에서 주어
진 정태적 상황에서 선택하는 수동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사회는 지식 행간의 의미를 밝히고 돌발
적인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능동적 판단능력 그리고 열정과 인내 등을 요구한다. 시험은 선택적 상황
에 이루지지만, 사회는 역동적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불가피한 차이점이 존재한다.
학교교육에서 획득된 學力 측정에서 시험은 불완전할 수밖에 없다. 시험은 완벽한 제한된 學力만
을 측정하기 때문이다. 표준화된 교육과정에 의존하는 學力 측정은 불가피하게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가드너(Gardner, 2007: 45-163)에 의하면 시험은 손쉽게 테스트할 수 있는 인간의 능력이나 학
습에 초점을 두며, 만약 대상이 테스트할 수 없는 것이면 더 이상 주의를 기울일 가치가 없다고 한
다. 시험은 교육을 통해 획득된 지식, 개념, 기술을 새로운 사례나 상황에 적용할 수 있을 때에만 이
해된 것이다. 미국을 비롯한 산업화된 국가의 학생들 대부분이 학교에서 배운 내용을 이해하지 못한
다고 한다. MIT 나 존스 홉킨스 대학교 같은 명문 대학에서 좋은 성적을 받은 학생들도 5 살 아이처
럼 학교 밖의 게임에 적용하지 못한다고 하였다. 가드너의 이런 관점은 학교교육의 시험은 불가피하
게 제한된 편협성과 다양한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다.
시험의 과학주의를 더욱 강화한 것은 지능 검사이다. 지능 검사는 객관화된 표준화 검사라는 이름
으로 과학을 대신하고 있다. 시험 성적과 지능8)은 밀접한 상관이 있기 때문에, 표준화된 지능 검사
8)

가드너(Gardner, 1996; 1999)에 의하면 학업성취와 지능 검사는 매우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으며, 일반적
으로 시행되고 있는 지능 검사는 언어점수와 수학점수를 합친 것에 불과하다고 한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수많은 학력 검사들은 거의 지능 검사의 복제품처럼 표준화된 심리 측정학적 검사의 점수와 높은 관련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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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과학성은 시험 성적의 객관성과 합리성을 더욱 강화한다. 시험 성적의 결과는 유전에 의해 비롯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인식을 뒷받침하는 대표적인 예는 지능의 일반요인설을 주장하는 스피어만(C.

E. Spearman)의 g 이론이다.
g 이론은 모든 사람은 일반적이고 공통적이며 변화하지 않는 고정적 지능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g 이론에 의한 지능적 차이는 시험 성적의 차이와 모든 사회적 차별에 대한 유전적인 과학적 정당
화를 제공한다. 오욱환(2003: 2) 에 의하면 g 이론에 기초한 표준화 검사는 모든 학생들의 재능을 순
위로 매겨, 위계적으로 분리된 교육과정에 배정과 나아가 사회적 지위를 할당하는데 이용되고 있다
고 한다.
가드너(Gardner, 2006: 23-27) 는 대다수의 시험 전문가들이 생각하는 성적이 타고난 능력을 반영하
고 있다는 점에 동의하지 않는다. 그에 의하면 미국에서는 IQ 검사의 일종인 학업적성검사(Scholastic

Aptitude Assessment)인 SAT 도 시간이 지나면서 학업평가검사(Scholastic Aptitude Assessment)로 변
화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IQ 검사와 학업평가검사는 언어점수와 수학점수를 합친 것에 불과하다고
비판하였다. 그는 IQ 에 뒷받침되는 시험 성적은 유전적 요인에 의해 비롯되었기 보다는 문화적 차이
를 반영하지 못하고 다양한 능력을 도외시한 결과라고 하였다.
그래서 가드너는 다중지능이론은 제시하였다. 이 지능들은 뇌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으나 문화적
차이에 따라 사회적 지위에 대한 상대적 비중이 다르고, 어떤 특정 지능이 발달하였더라도 복합적으
로 작동한다. 인간은 다양한 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일정한 기준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따라서 IQ 와 학업성적의 유전적 매개를 강조하는 관점은 학교 성적의 유전적 차이를 정당화하고 사
회적 차별에 과학적 정당성을 부여하는 이데올로기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 점에 대해 오욱환

(2003: 20)은 매우 날카로운 지적을 한다.
IQ 와 학업성취의 관계를 유전적으로 매개될 것으로 가정하는 것은 순진한 발상이다.
…< 중략> … 지능검사의 점수는 순수한 능력만으로 산출된 것은 아니다. 즉 지능검사는
일종의 성취검사이며 능력과 성취의 구별은 임의적이며 정도의 문제일 뿐이다. 지식이나
지적 기술을 획득할 기회에 의해 ‘오염되지 않은 능력’을 검사할 수 있는 방법은 현실
적으로 없다.
이러한 논의는 學力과 시험 성적의 관계를 재고하게 한다. 지금까지 시험 성적은 유전적으로 매개
된 과학적 이데올로기에 의해 보편적 가치를 가지고 있었다. 시험 성적의 과학적 보편성은 學力으로
연결되고, 사회적 차이를 유전적 차이로 정당화된다. 學力은 시험 성적으로 상징되는 學歷을 지지하
보이고 있다고 한다. 그래서 그는 지능 검사를 기업가(학자가 아닌)가 고안했더라면, 그 검사는 시장에서 성
공할 수 있는 사람들이 나올 수 있으나 교실에서 빛을 발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없다고 한다. 이런 이유로
지능 검사는 학교교육의 틀 아래에서 이루어진 학업성취능력의 다른 이름이라 하겠다. 지능 검사의 과학적
보증과 시험 성적에 따른 學歷의 분류는 사회적으로 믿음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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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學歷= 學力’은 과학적 이데올로기에 의해 정당화된다.

‘學歷= 學力’이라는 사회적 인식은 과학적 신비화의 무의식적 작동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오욱환의
논의처럼 오염되지 않은 능력을 측정할 수 있는 도구는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9). g 이론은 외
형상 과학적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과학적이라고 말하기 어렵다. 시험 성적의 차이는
유전적 차이라는 사회적 인식은 과학의 이데올로기적 가면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學力
과 시험 성적 사이에 논리적 균열이 발생하게 된다.
그러나 學力과 시험 성적의 격차를 줄이려면 가드너의 다중지능이론은 많은 시사점을 준다. 다중
지능이론은 사람마다 타고난 능력이 다르며, 이러한 능력의 차이를 인정해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다
중지능이론에 제시한 능력 요소들은 학교교육이 구현해야 할 學力 요인으로 해석해도 큰 차이가 있
는 것은 아니다. 현대사회는 과거보다 매우 다양한 능력을 요구하고 있다. 學力은 사회가 요구하는
能力을 구현하기 때문이다.

2. 學力과 學歷主義
일반적으로 學歷은 학교에서 받은 교육적 경력을 의미한다. 學歷은 學力을 제도적으로 보장해 주
는 학교 경력이다. 학교교육에서 함양되는 실제적 능력은 學力이며, 學力 차이는 시험의 선별 과정을
통해 學歷의 질이 달라진다. 學歷의 차이는 學力의 차이라는 것이다. ‘ 學歷= 學力’ 이라는 등식이 사회
적으로 성립될 수 있다. 學歷이 學力의 제도적 보증은 학교교육을 통해 증명된 IQ 와 시험이라는 객
관화된 검사에 의해서다. 학교교육의 IQ 와 시험 검사에 의해 분류된 재능은 객관화된 과학적 지표이
므로 강력한 사회적 믿음을 부여한다.
그러나 學歷과 學力이 일치한다는 과학적 보증은 이데올로기의 가면을 쓴 사회공학적 믿음에 불
과하다. 學歷과 學力이 일치한다는 허구적 믿음은 결국에 學歷이 能力을 보증하게 된다. 학교교육의
목적은 궁극적으로 사회적 능력을 함양하는 學力 고양과 관계가 있기 때문이다.
學力은 제도화된 교육적 능력인 學歷으로 나타나며, 學歷 차이는 사회적 능력 차이로 정당화된다.

‘學歷= 學力= 能力’ 이라는 인식은 과학적 신비화에 의해 뒷받침된 교육적 신비화의 결과이다. 學歷이
學力과 能力을 반영한다는 이데올로기적 믿음은 객관화된 검사에 대한 과학적 신비화의 작용 결과이
9)

지능검사는 과학적으로도 매우 불완전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 특히 선발시험에 대해서 지능은 오히려 불리
하게 작용하기까지 한다. 이점에 대해 영(Young, 1986: 98-99) 다음과 같이 지능의 유동성으로 인한 선발 시
험의 폐해를 지적하였다. 그에 의하면 지능의 폭이 큰 사람의 경우, 지능 지수가 140이 되기도 하고 또 다
른 때는 90이 되기도 한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사랑에 빠졌을 때나, 아침식사를 하지 않았을 때에도 지능
검사 결과 점수가 달라지기도 하였다.…<중략>…두 번째의 기회란 거의 없다. 지능이 늦게 발달한 사람은
기회를 얻을 수가 없었다. …<중략>…그러나 대부분의 아동은 단 한 번의 선발시험에 의해 우둔한 사람들과
섞이어서, 같은 우둔한 부류로 분류, 취급되어졌다. 그것은 한 개인에게 있어서는 가혹한 형벌이었고 사회적
으로는 놀랄만한 인적 낭비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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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이러한 과학적 신비화는 학교교육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높이게 하는 교육적 신비화를 부추겼다.
따라서 이 과정을 통해 學歷은 學歷과 能力과 일치한다는 학교교육에 대한 막연한 긍정적 인식을 강
화시킬 수 있었다.
교육적 신비화의 결과인 學歷은 재능 선별의 중요한 사회적 기준이 된다. 이런 學歷이 사회적 위
계화의 영향력 있는 지표가 되는 것을 學歷主義라고 한다. 학력주의 속에는 객관화된 검사도구에 의
한 學力과 能力의 분류에 대한 과학적 믿음을 전제하고 있다. 學力과 能力의 과학적인 검증은 사회
적으로 강한 정당성을 부여받게 된다. 學歷에 대한 신화적 믿음은 바로 이 지점에서 비롯된다. 비록
그것이 착각에 의한 것이라도, 과학이라는 환상은 학력주의에 대한 사회적 믿음을 강화하게 한다.
과학에 의해 지지받고 있는 학력주의에 대한 사회적 믿음은 근대학교가 설립되면서부터 나타났다.
베버(M. Weber)는 과거에는 족보가 재력과 권력의 획득을 보증하여 주었지만, 지금은 學歷이 이것을
대신하고 있다고 한다. 學歷은 관(官을) 위시한 특권층 형성에 기여하였으며, 學歷 증명서를 가진 자
들은 사회 저명인사나 직장 상사의 사위가 되길 기대하였으며, 學歷을 바탕으로 사회적이고 경제적
인 특권과 지위를 독점하고자 하였다. 그래서 생존경쟁에 승리하기 위해 교육적 특권을 보장받는 명
문대학의 기숙사 클럽에 참가하는 것이 필요하게 되었다고 한다(Collins 1979: ⅵ-ⅶ). 홉스봄

(Hobsbawm, 1962: 366)은 근대사회에서 교육은 개인주의적인 경쟁과 재능에 의한 출세 그리고 출생
과 연고에 대한 승리를 상징했다고 한다.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 돈벌이 사업만큼이나 효과적인 상징
이었으며, 경쟁 시험이라는 장치를 통해 이루어졌다고 한다.
과학적인 장치인 객관화된 검사에 의해 분류된 學歷은 교육과 사회적 능력의 대리 지표로 작동하
게 된다. 사회적으로 學歷과 學力 그리고 能力을 일치시키는 암묵적인 사회적 인식이 강화된다. 學歷
에 의한 재능의 과학적 선별은 사회적으로 공정하다는 이데올로기적 착각을 하게 한다. 學歷에 대한
사회적 환상은 學歷主義에 대한 과학적 믿음을 강화한다. 베버의 주장처럼 사회적 특권층이 되기 위
해 교육적 특권화의 자격증인 學歷을 추구하게 한다. 學歷이 學力과 能力을 보장하지 못하고, 學力과
能力의 하위개념이라도, 과학이 부여한 환상은 學歷을 퇴화하지 않는 사회적 지위의 만능 자격증으
로 작동하게 한다. 그래서 學力의 외형적 지표인 學歷을 획득하기 위한 교육경쟁은 치열하게 전개된
다. 學歷을 획득하기 위한 교육경쟁은 그 이면에는 신분과 지위를 획득하기 위한 사회 생존권적 경
쟁과 관련있다. 學歷 경쟁은 교육경쟁을 가장한 사회경쟁이다. 學歷 경쟁은 곧 사회적 신분 경쟁이
다.
베블렌(Veblen, 1899)에 의하면 學歷은 사회적 신분을 표징하는 상징적 가치가 은밀히 숨어 있다.
고등교육은 유한계급의 욕구를 신분적 위세를 충족하는 제도적 수단이라고 한다. 콜린스(R. Collins)
에 의하면 學歷은 사회적 이해관계를 고양시키는 특권적인 지위집단(status-group)에 편입하기 위한
문화적 자격증이라고 한다. 부르디외(Bourdieu, 1977)의하면 學歷을 정당화하는 시험은 지배문화와
그 문화의 가치를 기획에 대한 가장 효과적인 도구 중의 하나이다. 시험에 의해 보증된 學歷은 합법
성과 공정성의 가면 아래 신분적 구별짓기를 정당화하는 사회적 기제라고 한다. 學歷은 사회적 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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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높은 사람에게 유리하게 고안된 합법적인 장치라는 것이다.
그러나 學歷은 학교교육의 표준화된 교육과정에 의해 경직된 인지적 능력을 분류한 학교 경력이
다. 學歷은 표준화 교육과정에 익숙한 규격화된 인간을 양성하는 물화된 능력의 지표에 불과하다. 學
歷 속에는 학교교육의 불가피한 근본적 한계로 인해 學力과 能力이 요구하는 창의력과 문제해결력과
같은 고도의 지적 능력과 열정과 인내와 같은 정의적 능력을 포함하지 못하고 있다. 學歷은 學力의
외피에 불과한 형식에 지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學歷이 사회적 신분의 지표로 작동하는 것은 學力과 能力에 대한 과학적 환상
에 비롯된 것이다. 이러한 과학적 환상은 교육 경쟁의 공정성에 대해 무의식적으로 이데올로기적 착
각을 강화한다. 學歷에 의한 신분과 지위의 분류는 공정한 學力 경쟁을 통한 배분이므로 사회적 정
당성을 가지게 된다. 즉 학력주의는 과학에 의해 보증된 學力과 能力을 합법적이고 공정하게 선별한
다는 이념적 환상이 자리잡고 있다. 學歷主義는 허구적 學力主義와 허구적 能力主義에 의해 뒷받침
된 이데올로기에 불과하다.

3. 學力과 能力主義
현대사회에서 능력주의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선발의 이념적 기제로 받아들이고 있다. 능력주의
는 공정한 경쟁 게임을 통해 사회적 재화와 권력을 재분배하여 신분과 지위의 차이를 만들고 있다.

1958 년에 영(M. Young) 은 능력주의를 IQ(재능)와 노력이 합쳐진 결과라고 하였다. 능력주의는 외형
상 합법성, 합리성, 공정성, 객관성, 보편성의 이념에 의해 지지되고 있다. 능력주의에 의한 사회적
차이와 불평등은 정당한 결과가 된다. 능력주의는 신분 차이에 불구하고 누구에게나 공정한 기회를
부여한다. 능력주의는 그 자체는 보편적 가치를 지니고 있으며,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순수한 이념
체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능력주의는 사회적 공정성을 담보하기가 어렵다. 능력주의는 사회적 능력주의
를 실현하는 과정에서 계급적 이념에 오염된 능력주의10)로 작동되고 있다. 현재의 사회적 능력주의
는 교육적 능력주의에 기반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능력에 의한 사회적 선별 장치는 교육의 실제적
능력인 學力과 상징적 능력인 學歷을 기준으로 한다. 사회는 교육적 능력이 전제되어야만 제도적으
10)

손준종(2004)은 교육논리로서 능력주의의 한계를 세가지로 구분하였다. 첫째, 구조적 불평등을 들었다. 개인
의 능력보다는 궁극적으로 경제적 지위가 학업성적은 물론이고 사회적 신분을 가늠하는 중요한 기준이라고
한다. 둘째, 노력주의와 열망의 빈곤을 들었다. 교육의 실패는 노력과 열망보다는 돈과 자원의 빈곤에 있다
는 것이다. 노력과 열망이 있어도 돈과 자원이 없으면 사교육과 같은 적극적인 교육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
다. 셋째, 사회적 관계를 들었다. 능력주의가 기초하고 있는 경쟁적 개인주의는 사회적 불평등으로 인해 공
정한 기회를 확보할 수 없다는 것이다. 능력주의는 구조적 불평등으로 인해 계급에 따라 공정한 경쟁이 이
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공정성을 기반으로 한 능력주의는 계급적 차별에 의해 오염된 허구적 능력주
의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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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능력 실현 기회를 제공한다. 따라서 교육적 능력주의는 누구나 공정하게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교육기회의 평등을 강조한다. 교육적 공정성은 사회적 공정성을 보장하게 된다.
그러나 부르디외는 교육기회의 평등은 계급적 차이를 유지하는 기제이며, 불평등한 사회체제를 정
당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 교육기회의 평등은 전통적 학교체제에서 만들어낸 이데올로기적 환상
에 불과하고, 교육의 중립성 선포는 사실상 피지배 계급의 배제를 가져오면서도, 계급간 차별을 공정
한 경쟁의 결과로 바꾸어 놓으면서 그 차별의 정당성을 가져온다고 하였다( Ansart, 1990: 81). 보드
리야르(Baudrillard, 1970: 127))는 학교교육에 의한 평등주의적 가치들은 여전히 상대적으로 허약하며
사회의 객관적 현실과 너무나도 분명하게 모순된다고 한다. 모순이 있는 곳에 평등과 균형이 있는
것이 아니라 차이가 있으며, 사회적 모순의 해결은 평등화가 아니라 차이화에 의해서라고 한다.
교육기회의 평등은 유토피아적 환상에 불구하며, 현실적으로 교육적 능력주의의 공정성은 의심되
어야 할 이념적 대상이다. 능력이 있어도, 교육기회의 불평등과 표준화된 교육과정에 의한 제도적 배
제에 의해 사회에서 능력을 실현할 수 있는 기회가 처음부터 차단될 수 있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영(Young, 1958: 42) 에 의하면 교육은 공개경쟁원칙에 기초하여 운영되지 않으며, 재능에 맞춰 실시
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그래서 그는 잘못된 교육경쟁은 재상이 될 재목이 우체부가 되어야 하며,
우체부가 될 사람은 능력은 없지만 좋은 환경으로 인해 명문학교를 졸업하여 외무부의 고관이 된다
고 하면서, 이 얼마나 비극적 희극인가하며 크게 개탄하였다.
사회적 능력주의의 이념적 지지 기반인 교육기회의 평등 역시 계급적 차별에 의해 오염된 유토피
아라는 것이다. 교육기회의 평등화를 통한 공정한 경쟁을 가정한다고 해도, 學歷은 시공간과 제도적
한계로 인해 사회적 능력주의를 모두 반영할 수는 없다. 사회에서 요구하는 능력은 매우 광범위하다.
특히 현대사회에서 요구하는 능력은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로 매우 다양하다. 심지어 부르디외는 지
금까지 도외시되어 온 패션, 취향, 매너 미소, 억양, 대인관계 등도 신분적 구별짓기의 중요한 기제이
며, 사회적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능력을 자본의 형태로 보고 있다. 표준화된 교육과정에서 이루어
진 교육의 실제적 능력인 學力은 사회적 능력주의를 수렴하기에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
교육적 능력주의는 사회적 능력주의를 모두 대변하지 못한다. 이런 현실에 대해 카네기(A.

Carnegie)는 “ 내 경험으로 미루어 보아 내가 아는 젊은 경영학도들 가운데 대학교육의 피해를 입지
않은 학생은 거의 없었다” 라고 개탄하였다(Gardner. H., M. L. Kornhaber and W. K. Wake, 1996:

23). 다소 과장된 점이 있지만 학교교육의 제도적 한계를 날카롭게 지적하였다. 학교교육과 사회적
능력의 실현에서 오는 괴리감을 콜린스(Collins, 1979: 23-27)는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논의하였다.
실제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내용은 업무 수행에 있어서 별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으며,
직업적 능력 배양은 직업 생활을 하면서 점차적으로 배워간다. 전문 직종인 변호사. 경
영자, 약재사, 교사를 양성하는 대학 교육은 실제의 현장 적용에서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거나 업무상 필요로 하는 중심적인 내용의 교육은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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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의 학업 성적은 성공과 무관하며 실제 고용주는 학업 성적에 의해 종업원을 선발하는
것은 아니다.
비록 能力과 學力의 불일치는 제도적 교육의 한계에서 오지만, 상당한 정도에서 그 격차를 좁힐
수는 있다. 가드너가 제안된 다중지능이론은 사회의 실제적 능력을 기반으로 제안된 현실적인 성격
을 가지고 있다. 그의 다중지능은 궁극적으로 학교교육에서 추구해야 할 學力 구인과 연장선상에 놓
여 있다. 다중지능은 학교교육의 외연을 확대한 사회적 能力과 관련된 개념이다. 그는 이러한 能力을
개발하기 위해서 표준화된 교육과정에 벗어나 다양한 學力 구인을 인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能力
의 시공간적 탄력성으로 인해, 學力은 能力과 완전한 일치를 보증할 수 없지만 학교교육의 노력에
따라 그 격차를 메울 가능성은 있다. 學力과 能力의 예언타당도를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能力에 대한 學力의 한계는 불가피하지만, 이론적으로 사회적 공정성을 확보할 수는 있다. 사회적
能力의 선별 과정이 예언타당도가 높은 學力 경쟁을 기초로 한다면,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능력주의
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다. 교육의 실제적 능력인 學力은 어느 정도 能力에 대한 사
회적 요구를 반영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능력주의와 관련하여 學力보다 學歷은 매우 심
각하다. 學力 자체도 능력주의를 보장하기 어려운 상황인데, 學力의 형식적 능력인 學歷은 능력주의
와 더욱 거리가 멀어진다. 學歷과 능력의 관계에 대해 버거(I. Berg)는 다음과 같이 논의하였다( 한준
상, 1999: 215-216).
學歷이 높은 사람일수록 일반적으로 생산적이라는 생각은 처음부터 상정하지 말았어
야 한다. 오히려 미국의 경우에는 교육경력이 높을수록 비생산적이다. 학력이 높은 종사
자일수록 직장에 대해 불만족스런 반응과 전직 노력을 하고 있다. 교육과 생산성과 무
관하다는 것이다.
상기의 논의는 다소 과장된 점이 있지만, 學歷과 能力의 일치성을 교육적으로 보증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시사를 준다. 교육의 상징적 능력인 學歷은 學力뿐만 아니라 能力은 더욱 보장하기
어려우며, 사회적 갈등의 원인이 될 수 있다. 學力의 제도적이며 형식적 경력인 學歷에 의한 선별은
근본적으로 불공정성이 개입되어 있기 때문이다. 사회적 能力의 선별 과정에서 교육적 능력의 기초
개념인 學力을 보장하지 못하는 學歷이 기준이 된다면, 실제적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사회적 기회
가 사전에 차단될 수 있다. 그러면 學歷은 계급적 차별화와 신분적 구별짓기의 기제로서 작동하게
된다. 學歷에 의해 배제된 사람들은 사회로부터 고립되어 외로운 존재가 된다.
學歷이라는 형식이 學力과 能力이라는 내용에 우선하여, ‘ 형식이 형식을 낳는 사회적 악순환의 고
리’를 만들게 된다. 형식이 선발의 사회적 기준이 되면, 구성원들은 자신의 능력 여부를 떠나 사회적
공정성에 대한 근본적 의심을 하게 된다. 공정성의 기반은 내용이기 때문이다. 형식이 기준이 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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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수록 형식은 권력화가 되어, 내용은 형식의 무게에 눌려 가뿐 숨을 몰아 쉬어야 하며 사회적
피로감을 가중시킬 것이다. 이런 상황에 대해 이건만(2007: 73)은 우리사회의 예를 들면서 學歷 형식
이 지배하는 문제의 심각성을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명문대생은 당연히 능력이 뛰어나서 공부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에서도 잘할 것이라는
의식이 상식처럼 받아들여지고 있다.…< 중략> …학벌과 관련하여 고정관념이 문제가 되
는 것은 고정관념이 비명문대생의 능력 콤플렉스를 만들어내고 열등감에 빠지게 하며
그들에게 내재된 가능성마저 봉쇄한다는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중략> …이렇게 형성
된 이데올로기는 입시와 상관없는 취직, 연애, 인간관계 등 일상사에까지 대학서열이 준
신분적 기능을 하도록 만든다.
學歷이라는 형식은 권력화가 되어 일상생활까지 지배하고 있다. 學歷이라는 교육 형식은 사회적
능력의 대리 지표로서 강하게 작동하고 있다. 형식이 기준이 되는 사회는 참다운 내용적 경쟁보다는
형식을 위한 형식 경쟁이 성행하게 된다. 學歷이라는 형식 경쟁은 교육의 비인간화를 초래하는 실질
적 원인이 된다. “ 알맹이만 남고 껍데기는 가라” 는 신동엽의 시처럼, 능력주의를 가장한 학력주의는
반드시 해소되어 할 이념적 대상이다. 學歷이 學力을 보증하고 아울러 學力이 能力을 대신해야 한다.
형식보다는 내용을, ‘ 學歷主義보다는 學力主義와 能力主義를 중시하는 사회’ 가 되어야 한다.

Ⅳ. 나오며
근대사회에 들면서 재능과 노력에 사회적 지위를 보장하는 능력주의 이념이 대두되었다. 이러한
능력주의를 실현하는 곳은 학교교육이다. 학교에 의한 교육적 능력주의는 사회적 능력주의를 대신하
게 되었다. 교육적 능력주의를 가름하는 것은 學歷이며, 學歷은 능력을 대신하였다. 學歷은 사회적
능력을 상징하는 學力을 보장하기 때문이다. ‘ 學歷= 學力= 能力’이라는 무의식적 연결 도식은 학력주의
사회를 강화하였다. 이러한 연결고리의 기초 개념은 學力이다. 學力이 사회적 능력을 보장해야만 學
歷의 사회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 學力은 학력주의와 능력주의의 인식의 토대이며 출발점이다.
學力 개념은 매우 복잡하고 광범위하다. 학문적 관점과 시공간의 성격에 따라 달리 정의될 수 있다.
학교교육이 사회적 개선과 관련이 있다면, 學力은 사회적 能力의 발현에 초점을 두게 된다. 사회적
능력은 시공간에 따라 요구하는 성격이 다르지만, 사회가 필요한 지식과 인지적․정의적 능력과 관
련이 있다. 學力의 개괄적 구인은 객관적 지식과 인지적․정의적 능력을 포함하게 된다. 물론 하위의
세부 요인은 논의하기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전략적인 측면에서 개괄적으로 접근한 것이다.
그런데 교육의 실질적 능력인 學力은 광범위하고 다양한 사회적 능력을 포괄할 수가 없다.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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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화된 교육과정의 획일화된 학교교육은 사회적 能力과 더욱 유리될 수밖에 없다. 學力은 能力을
보증하지 못한다. 學力의 형식적 경력인 學歷은 能力과 더욱 별개의 개념이 된다. 學歷이 사회적 能
力의 대리 지표로 이용되는 학력주의는 능력주의에 대한 이데올로기적 환상으로 작동한다.
學歷과 能力이 일치된다는 사회적 믿음은 IQ 와 시험이라는 객관화된 검사인 과학적 신화에서 비
롯되었다. 과학에 의해 보증된 學歷은 사회공학적 믿음을 확산하였고, 學歷= 學力= 能力이라는 무의식
적 인식의 기반을 형성하였다. 學歷의 실질적 능력인 學力 자체도 能力을 보증하기 어려운데, 學力의
상징적 능력인 學歷이 능력과 일치한다는 믿음은 과학적 신비화에 의한 사회적 환상에 불과하다. 결
국 학력주의는 계급적 차이를 정당화하는 허구적 能力主義에 불과하다. 學力의 형식적 껍데기인 學
歷이 사회적 신분의 지표로 이용되는 것은 사회적 정당성을 확보한 허구적 능력주의 이념의 마술에
서 비롯됐다는 것이다.
學歷이라는 형식은 學歷과 能力이라는 내용에 우선하게 하며, 학교는 형식을 위한 편협한 교육에
매몰되게 된다. 형식이 내용을 압박하면서 학교교육은 學歷을 위한 비인간화 경쟁이 가중되고, 사회
는 學歷이라는 형식의 기표 아래 심각한 문제에 봉착하게 된다. 學歷은 권력화의 객관화된 사물로서
작동되어, 개인은 심리적 콤플렉스를 느끼고, 사회는 각박한 경쟁 지대로 변하고 있다. 역설적이게도
내용이 아니라 형식이 지배하는 사회가 되고 있다. 이러한 學歷 형식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學歷과
學力이 일치되어야 하고, 學力은 能力을 보증해야 한다.
이점에서 가드너의 다중지능이론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다중지능은 많은 부분에서 사회적 능력을
반영하고 있다. 다중지능은 논의하기에 따라 다르지만, 학교교육이 추구해야 하는 學力 구인과 큰 차
이가 없다. 그는 이러한 다중지능을 학교교육에서 구현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의 표준
화된 교육과정에서 벗어나 새로운 교육적 접근을 강조하고 있다. 그의 논의에 대한 옳고 그름을 떠
나서, 學力 구인은 能力과 연결되어야 하며 그래야만 형식적 學歷이 내용적 學力을 보증할 수 있다
는 시사점을 준다. 물론 학교교육의 시공간의 태생적 한계로 인해 學力이 能力을 완벽하게 반영하지
못한다. 能力에 대한 學力의 정도에 따라 學歷에 대한 사회적 신뢰감이 형성될 것이다. 형식적 學歷
이 내용적 學力과 能力을 보증할 수 있다면, 學歷에 의한 계급적 불평등에 대한 사회적 정당성을 확
보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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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 CT
A Sociological Study for the Concept of Scholastic A bility
Chang-Dong Kang(HanKyong National University)
The concept of meritocracy, under which individual ability and effort play a key role in
determining an individual's social status and position, has proliferated since the advent of modern
society. Meritocracy was institutionalized by school career, the formal record of one's scholastic
ability. The school career in modern society functions as an index of social ability, and this has
expanded the belief in credentialism. Credentialism has socially intensified a unconscious connection
schema that school career, scholastic ability, and ability are identical. However, before such a schema
can be formed, a thorough analysis on scholastic ability must be preceded.
This schema, formed under credentialism, is nothing but an ideological illusion formed by
scientific mystification. In fact, ability is a more inclusive concept than scholastic ability, and
scholastic ability is more significant than school career. Scholastic ability, which is an assessment of
one's true educational ability, cannot guarantee one's ability, and likewise, school record, as a
symbolic measure of ability, cannot guarantee one's scholastic ability.
Therefore, when school career, which is a formal record of one's education, functions as a social
index of social position and status, it results in the existing condition where the form precedes the
content, and therefore consequently increasing social fatigue. A change in perception is required so
that content, or scholastic ability and ability, is put before form, or school careerism.
* Key words: scholastic ability, school career, the principle of scholastic ability, credentialism,
meritocrac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