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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nar의 쿠레레(Currere) 교육과정 탐색

이 흔 정(고려대학교 박사과정)

본 연구에서는 교육과정 연구가 타일러의 논리를 기초로 한 ‘교육과정의 설계와
개발’에서 벗어나 ‘교육과정의 이해’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Pinar의 주장을
탐색해 보았다. Pinar는 교육과정이 ‘분배되어야 할 산출물’로서가 아니라 ‘경험하다’
라는 쿠레레로 새롭게 재개념화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쿠레레는 현상학, 정신분석, 실
존주의에 근거를 두면서, 자서전적 방법을 통하여 자신의 내적 경험과 살아있는 경험
을 반성하도록 한다. 이렇게 교육과정이 변화됨으로서 학생들의 삶과 분리되었던 학
교지식들이 새롭게 해석될 수 있는 여지를 넓혀 줄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교사들에
게도 지식의 전달자로서가 아니라, 학생들과 함께 의미를 구성해 나가는 ‘연구자로서
의 교사’가 될 수 있다. 이러한 쿠레레적 접근은 자기 성찰의 과정을 기초로 한다. 이
를 통해 인간의 정신적, 실존적 해방을 위한 교육과정 이론의 중요한 기반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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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이제까지 교육과정에 대한 정의는 학자에 따라 매우 다양하게 내려져 왔다. 하지만 모
든 사람들의 합의를 이끌어내는 정의가 내려지지는 못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에는 실
존주의, 현상학, 해석학, 정신분석학, 존재론, 비판적 이론, 포스트 모더니즘 등의 다양한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다.
교육과정 역사학자인 Kliebard(1975)도 이제까지의 교육과정연구가들을 4부류로 분류
하였다. 하지만 이들의 족적을 따라가다 보면 모든 면에서 의견이 다른 것도 아니고, 또
한 언제나 의견이 엇갈리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다. 그의 표현을 빌리면 “수많은 일들이
동시에 발생하기 때문에” “사건을 연대순으로 늘어놓을 수가 없다”는 것이다. 그것은 이
론들이 서로 상극인 것 같아도 어떤 면에서는 서로 일치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이다. 교육
과정을 처음으로 공부하는 사람들에게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은 네 가지 이론 중에서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할 것인가를 고민할 것이 아니라, 실제 교육현장에서 부딪치는 구체적인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이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어떤 사람도 가만히 앉아서 “나는
교육과정에 관한 일반 이론이 필요한데, 이미 만들어져 있는 이론을 사용할까 아니면 내
가 스스로 만들어볼까?”라고 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대부분은 어떤 문제에 부딪쳐서 고민
하고 흥분도 하면서 그 문제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정리하게 되는 것이다. 그 과정은 긴
시간이 필요하기도 하고, 시행착오를 겪기도 하며, 기존의 의견을 수정하기도 해야하는
인내를 요하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Dewey가 자기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에 대한 불만 때문에 학교 교육에
대한 이론을 정립하게 되었던 것과, Bobbit가 미국식 교육과정을 필리핀에 적용시키는 과
정에 어려움을 겪음으로써 과학적인 이론의 정립을 정립할 수 있었음을 생각해 보아야 한
다.
본고에서는 현대교육과정에 나타난 재개념주의자들의 연구들을 살펴보고, Pinar가 제시
한 쿠레레 방법론이 최근의 학습자를 고려하는 교육과정 분위기와 포스트모더니즘의 흐름
에 새로운 시사점을 줄 수 있음을 고찰해 보고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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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교육과정의 재개념화
1. 현대교육과정의 연구동향
현대교육과정이론은 전통적 교육과정이론에 대한 반성과 비판으로부터 출발한다. 즉
현대교육과정이론은 전통적 교육과정이론의 근본적인 가정과 연구방법론이 지닌 결함을
비판하고, 그러한 결함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데 관심을 갖는다. 현대교육과정
이론에 나타난 특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전통적 교육과정이론의 기본가정과 연구
방법상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전통적 교육과정이론의 대표적인 모형은 Tyler의 모형(1949)이다. 타일러 모형은 교
육과정의 절차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정리하였다는 공헌에도 불구하고, 목적-수단의
기능주의적 도식이라는 점에서 비판을 받고 있다. 이 모형에서의 목표는 외적으로 관찰
가능한 행동과, 객관적인 합리성을 강조함으로써 첫째, 주관적 의미 구성작용이 배제된다
는 점, 둘째, 인간의 원초적 체험 세계인 반성적, 상황적, 간주관적인 생활 세계가 충분히
고려되지 않는다는 점, 셋째, 인간을 둘러 싼 외부 세계도 상황이나 맥락이라는 구성적
의미보다는 외현적 목표와 관련된 통제 가능한 거시적 개념을 상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비
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김재복, 1998: 10).
현대교육과정이론에서는 이러한 전통적 교육과정이론의 가정과 연구방법을 실증주의적
관점이라는 이름으로 비판하고 배격한다. 이들이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점은 진리나 지식,
합리성과 객관성, 그리고 가치판단에 있어서 어떤 보편적이고 일반화된 근거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본다. 따라서 객관성과 중립성 대신에 가치 개입성을, 그리고 보편성과 일반성
대신에 다원성을 강조한다.
현대교육과정이론에

나타난

이러한

특징은

‘포스트모던

철학(postmodern

philosophy)’이라 일컬어지는 후기현대철학의 특징과 일치한다(김봉석, 2000: 39-46). 후
기현대철학에서는, 지식이나 인간 인식에 있어서 궁극적이고 절대적인 기초가 존재한다는
근대철학의 기본 가정과 신념을 ‘정초주의(foundationalism)’라고 부르고 이를 비판한다.
즉 후기현대철학은 반정초주의를 기본 입장으로 표명한다. 반정초주의에서는 진리나 지
식, 합리성과 객관성, 그리고 가치판단에 있어서 절대적이며 선험적인 기초는 존재하지
않으며, 단지 인간에 의해 형성된 역사적 사회적 산물의 기초가 존재할 따름이다. 이러한
기초들은 인간의 욕구와 필요, 관심과 목적, 그리고 인간이 처한 역사적 사회적 상황에
따라 결정된다. 결과적으로 기초는 불완전하고 우연적인 것이며 또한 가변적이고 잠정적
인 성격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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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반정초주의 입장과 함께 후기현대철학이 내세우는 것은 이른바 ‘해체
(deconstruction)’ 작업이다(한준상, 2000: 50). 즉 확실성이나 보편성, 객관성이나 합리
성, 그리고 진리의 이름 하에, 하나의 고정된 사고의 틀과 통일된 관점으로 세계나 인간
을 설명하고 규정지으려는 모든 시도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그를 거부해야 한다는 것이
다. 후기현대철학은 이와 같이 통일성이나 보편성, 그리고 획일성을 강력히 거부하고 개
체성과 다양성 그리고 개방성과 불확실성을 강조한다(소경희, 1995: 26-35).
후기현대철학의 일반적 흐름과 관련하여 각 학문의 연구방법상의 특징은 보편적이고
일반화된 특정 패러다임보다는 다원화된 패러다임에 의존하려는 경향이 있다.
윤병희(2001: 145-152)는 우리나라 교육과정학 연구가 역사적 비판의식과 학문공동
체의 의사소통이 단절되어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이 분야의 방법론적 자의식의 중요성
을 제기한 바 있다. 그는 이러한 비판과 함께, 많은 제한점과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우리
나라의 교육학 그리고 교육과정학 연구 분야에서 뚜렷하게 구분되는 다섯 가지의 상이한
접근들이 있어왔다고 하였다.
첫 번째 접근은 Bobbitt로부터 출발하고 Tyler(1949)에 의하여 정교화된 ‘개발모형
접근’이다. 두 번째는 이홍우교수(1977; 1978; 1984; 2000a; 2000b)와 그의 후학들의
학문적 성향을 따르는 ‘논리철학 접근’이다. 세 번째는 그 동안 한국교육개발원이 수행한
각급 학교 교육과정 총론과 각론 시안 개발을 위한 종합적 연구 프로젝트나 한국교육과정
평가원에서 수행되고 있는 연구를 중심으로 한 ‘정책연구 접근’이다. 네 번째는, 미국의
Pinar 등에 의하여 주도되었던 ‘재개념화’(Pinar ed., 1975; Pinar, 1978; Pinar et al.,
1995)에 명시적, 묵시적으로 동조하거나 또는 나름대로 해석학 또는 현상학 등의 인문학
과 교육과정학의 관련성을 탐색하려는 ‘재개념화 및 후기철학 접근’이다. 끝으로, 장상호
(1986; 1990; 1997a; 1997b; 2000)의 ‘제2기 교육학’ 또는 ‘교육본위론’을 지칭하는 ‘교
육본위 접근’이다.
이러한 접근들을 분류한 후 윤병희는 교육과정학의 연구에 있어 어떤 특전적이거나
배타적 입장을 견지하는 태도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하였다. 다양한 개념화와 다양한 방법
론적 접근이 환영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교육과정의 정체성과 자율성을 형성할 수
있는 학문적 노력도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여기에 필요한 것이 바로 비판적
역사의식과 학문적 의사소통이다. 즉 학문적 성격 자체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언제나 중
요한 탐구과제로 수용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이해는 차이에 의하여 발생한다. 이해는 바
로 다름에 대한 이해이다. 무관심과 배타적 태도 그리고 근거 없는 자족감은 우리의 학문
공동체가 경계해야 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우리는 언제나 우리 자신이 향유하고 있는 학
문적 ‘전문성’과 ‘정체성’의 정체가 과연 무엇인지를 심각하게 성찰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
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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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교육과정에 관련된 연구들은 아직까지 다양한 연구접근들
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연구방법 또한 다양하게 논의되고 있다.

2. 재개념화 접근의 연구분야
교육과정의 이론화를 위한 재개념주의적 움직임이 구체적으로 일어나게 된 것은 1970
년 이후의 일이다. 물론 그 이전 1957년의 스프트닉 충격으로 인한 교육과정 개혁운동과
1960대의 대학 인구 감소로 인한 교육과정 학자들의 자구적인 노력들도 있었다. 하지만
대체적으로 1969년 Schwab이 내놓은 “The Practical: a language for curriculum”이라
는 논문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보아야 한다(Pinar, 1988: 2).
Schwab은 이 논문에서 “교육과정의 연구분야는 죽어가고 있다”고 표현하였다. 그리고
“지금까지 교육과정 연구는 잘못된 이론에 얽매여서 그 자체의 함정에 빠져들고 말았다”
고 하면서, 교육과정의 연구가 다시 살아날 수 있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원리나 보편적인
법칙을 찾는 이론적 작업에 매달리기보다는 실제적이고 절충적인 방향으로 그 접근방식을
바꾸어가야 한다”고 주장하였다(Schwab, 1978: 287-288). 이러한 Schwab의 위기의식
에 Kliebard, Macdonald, Huebner 등이 동조하면서, 교육과정 탐구가 갖는 무이론성, 탈
역사성 등을 비판하였다. 이들의 공통점은 1950년대와 1960년대에 교육을 풍미하던 행
동주의적이고 기술공학적인 접근에 대한 비판과 함께 새로운 교육과정 연구의 토대를 구
축하는 일에 관심을 갖는 것이었다.
교육과정의 이론화를 위한 재개념주의자들이 처음으로 집단적인 모임을 갖게 되는
것은 1973년 Pinar의 주도로 뉴욕주의 로체스터대학에서 열린 학술회의였다. Pinar는
Huebner와 Macdonald를 포함하여 교육과정학 분야의 재개념화에 핵심이 되는 아이디어
와 방법론을 개진하고 있다고 생각되는 주요 학자들을 초청하였다. 이 당시 학술회의의
소분과 모임을 이끈 어느 학자는 그 분위기를 다음과 같이 기술하였다.
“우리는 개인적인 고뇌, 절망, 혼돈, 흥분, 답을 모르는 무수한 질문들을
볼 수 있었다. 이러한 고뇌를 느끼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순례자가 되는
데 필요한 용기를 얻기도 하였다. 여기에 모인 모든 사람이 순례자가 되기
를 원하지는 않겠지만, 우리들 중 몇몇은 기꺼이 순례자가 될 것이다. 함께
손을 잡고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더 요구할 수 있
단 말인가? 그 길은 매우 불투명하지만, 로체스터 학술회의는 우리에게 나
아갈 방향을 어느 정도 제시해 주었다.”(Klohr, 1974: 173 ; 박승배,
2001: 155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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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학술회의에서 재개념화에 대한 기본 아이디어들이 개진되었으며, 그 내용을 정리하
고 편집하여 Pinar는 다음 해인 1974년에 「Heightened consciousness, cultural
revolution, and curriculum theory」라는 책을 출판하였다. 그 이후 재개념주의적 접근
에 동조하는 학자들의 모임은 ‘Bergamo 컨퍼런스’라는 이름으로 매년 정기적인 학술 행
사로 이어져 오고 있다.
교육과정의 연구를 재개념화 하려는 노력에서 Pinar의 역할은 로체스터 모임 이후 더
욱 두드러진다. 그는 1975년 유사한 관심을 갖는 여러 학자들의 논문을 편집하여
「Curriculum theorizing: the reconceptualists」를 출판함으로써 처음으로 ‘개념주의자’
라는 용어를 공론화하였다. 이 책에서 Pinar는 교육과정 연구분야를 연구자들의 접근유형
에 따라 크게 전통주의자(traditionalists), 개념적-경험주의자(conceptual-empiricists),
재개념주의자(reconceptualists)로 나누었다. 이어서 Pinar는 1978년 재개념주의자들의
전문 학술지인 「JCT: The Journal of Curriculum Theorizing」을 창간하여 정기적으로
발행을 계속해 오고 있다.
Pinar는 최근 동료학자들과 함께 쓴 “Understanding curriculum”(Pianr et al., 1995)
에서 1970년부터 1979년까지의 10년 간을 교육과정학의 재개념화 시기로 규정하였다.
이 시기를 거치면서 교육과정학 분야는 ‘타일러의 논리’를 기초로 한 ‘교육과정 개발
(Curriculum development)’에서 ‘교육과정의 이해(Understanding curriculum)’라는 패러
다임으로 완전히 바뀌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박승배, 2001: 156).
실제로 Pinar는 프린스턴 대학에서 Khun으로부터 학위를 받은 로체스터 대학의 동료
교수인 과학사학자 Brown에게 자신의 재개념화 작업이 Kuhn(1970)이 말하는 ‘패러다임
의 전환’을 가져다 주었는지 확인하고자 했다. Brown은 자료를 검토한 후 「연구분야가
어떻게 변하는가 : Khun의 관점의 비판」이라는 글을 썼다. 이 글에서 Brown은 일단 ‘패
러다임의 전환에 가까운 일이 교육과정 분야에서 일어나고 있다’(Brown, 1988: 26)고 잠
정적으로 결론을 내렸다. Brown의 결론에 따르면 교육과정 분야는 1960년대 모종의 위
기를 거쳤고 그때 재개념주의가 형성되었다는 것이다. 그 후 1980년대에 와서 성숙단계
에 달함에 따라 새로운 세대의 재개념주의자들이 대학에서 발을 붙이고 영향력을 행사하
면서 기존의 ‘교육과정관’에 도전하기 시작한 것으로 본다. 하지만 그는 아직 교육과정 분
야에서 순수한 이론을 정립하기는 시기상조라는 점과 교육과정분야의 지속적인 문제들이
상당수 남아있음을 지적하면서 ‘패러다임의 전환’이란 말을 쓰려면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
다는 말을 덧붙였다(김억환, 1995: 166-168).
1980년대 이후 Pinar는 「Contemporary curriculum discourse」(1988)에서 재개념
주의자들의 관심과 탐구 영역을 여섯 가지로 구분하였다. 그 여섯 가지 영역을 간단히 살
펴보면 다음과 같다(허숙․유혜령 편, 1997: 11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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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관심의 부류는 종래의 기술공학적이고 행동주의적인 교육과정의 연구 모형에 대
한 역사적 비판을 통하여 전통적 관점이 갖는 탈역사성과 가치중립성의 허구를 지적하고
그 문제점을 부각시키는 일에 주된 관심을 갖는 일이다. 이러한 접근의 대표적인 인물로
는 Kliebard, Franklin, Selden 등을 들 수 있다.
두 번째 부류는 교육과정에 있어서의 이론과 실제의 의미와 그 관련성을 생각하고자
하는 사람들이다. 재개념주의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전통주의자들은 이론이 없는 사람들이
고, 개념-경험주의자들은 실제와는 거리가 먼 공허한 과학적 이론만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었다. 따라서 이들은 새로운 교육과정의 탐구에서 이론과 실제의 관련성 문제는 주요한
탐구 대상이 되었다. 1983년 타계한 Macdonald와 Pinar 자신이 이 분야에 많은 관심과
공헌을 보이고 있다.
셋째의 주류는 Apple 등에 의해 주도되는 집단으로 교육과정의 정치적, 사회적, 경제
적 배경을 분석하고 비판하는 학자들이다. 그들의 연구는 최근 교육과정 이론에서 ‘잠재
적

교육과정(hidden

curriculum)',

‘헤게모니(hegemony)’,

‘재생산이론(reproduction

theory)’, ‘저항이론(resistance theory)’, ‘대응이론(correspondence theory)’ 등의 용어
를 만들어 내며 다양한 연구 관심을 보이고 있다. Apple 이외에도 Giroux, Wexler,
Anynon 등의 많은 인물들이 연구에 참여하고 있다.
재개념주의자들의 네 번째 관심 영역은 교육과정에 대한 미학적 비판(aesthetic
criticism)을 시도하는 일인데, 이러한 미학적 관점을 주도하는 사람으로는 Huebner,
Green, Eisner 등을 들 수 있다. 이들의 공통적인 관심은 교수-학습의 과정이 단순히 목
표와 방법을 연구하는 기계적이고 공학적인 관계가 아니라, 개인적 의미의 형성을 통한
보다 실존적이고 창조적인 과정이라는 점을 밝히고자 하였다.
다섯 번째로 제시된 재개념주의자들의 연구동향은 캐나다 앨버타 대학을 중심으로 이
루어지고 있는 교육과정에 대한 현상학적, 해석학적 탐구의 경향이다. Aoki를 중심으로
van Manen, Carson, Smith 등이 이 분야를 주도하고 있으며, 이들의 노력은 최근 출판
된 Pinar & Reynolds(1992)의 책에 잘 집약되어 있다.
끝으로 재개념주의자들이 갖는 여섯 번째의 관심 영역은 남녀간의 사회적 불평등 문
제(feminist studies)이다. 이 문제는 크게 보면 교육과정의 정치, 사회적 분석에 속하는
것이지만, 주제의 중요성에 비추어 별도로 분류하고 있다. 이 분야의 인물로는「Bitter
Milk: Women and Teaching(1988)」을 저술한 Grumet를 비롯하여 Miller, Pagano,
Taubmann 등이 있다.
이처럼 재개념주의자들의 탐구 형태는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다양해지고 여러 측면으
로 확대되고 있다. 재개념주의를 연구한 국내의 연구로는 오만석(1986), 허숙(1995), 김
억환(1995), 허숙․유혜령(편)(1997) 등이 있으며, 후기구조주의 또는 포스트모더니즘의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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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 패러다임에서 교육과정의 이론과 실제를 접근하는 김재춘(1996), 김영천(1996), 박순
경(1997), 김봉석(2000) 등의 연구가 있다.
1976년 이후 북미대학의 쿠레레 관련 박사학위 논문은 12개가 쓰여졌으며, 최근에 다
시 연구(Hyder, 1998; Hartslee, 1999; Doerr, 2000; Hayward-Kabani, 2000)가 활발
히 이루어지고 있다.

3. 실존적 재개념화
(1) 인간의 실존적 해방
Pinar의 교육과정 이론은 오늘날 우리가 처하고 있는 사회적, 문화적 현실 속에서 개
인이 갖는 경험과 그 의미를 파헤치고 이해하는 일에 초점을 둔다. 우리가 처한 사회적
현실이란 1900년대 후반의 기계문명 발달과 산업화에 따른 인간 소외, 경제적 불안정, 사
회적 갈등, 그리고 관료 체제의 문제 등을 의미한다.
Pinar의 이론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가 처했던 사회적 상황을 이해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그가 Ohio 주립대학을 다니던 1960년대는 월남전에 대한 심한 갈등, 대도시에서의
빈번한 폭력 사태, 그리고 새로운 좌파이론(new left)의 등장으로 미국 사회는 몹시 혼란
스러웠던 시기였다. Klohr, Bateman, Huebner, Green 등의 지도로 철학(현상학과 실존
주의), 영문학, 교육과정 이론, 심리학(정신분석학) 등을 공부한 그의 관심은 자연히 학교
교육의 지배적인 굴레 속에서 정서적으로 억압되고, 심리적, 사회적으로 미성숙되며, 도덕
적으로 미발달된 아동들을 해방시키는 일에 집중되게 되었다.
Pinar(1981: 432)는 스스로 자신의 모든 학문적 노력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기본적
목표는 인간의 해방이라고 규정하였다. 그가 말하는 해방(liberation)이란 “정치적, 경제
적, 심리적 불공정성으로부터 자신과 타인을 자유롭게 하는 과정”이다. 그러나 이러한 해
방의 과정은 다면적이고 연속적인 과정이기 때문에 어느 한 가지 조건의 해결로 한 순간
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개인이 자신을 구속하고 있는 거짓된 현상이나 인식
을 걷어내고 자신의 진실 된 본래의 모습을 회복함으로서 가능한 것이다. 인간의 해방은
추상적으로 이론화고 표준화해 놓은 관념으로부터 벗어나서, 생동적이고 구체적인 개인의
직접적 경험의 세계를 회복함으로써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본다.
교육과정 이론에 있어서도 전통주의자들은 교육과정이나 수업에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일반적 ‘원리’를 밝혀내려고 한다. 개념적-경험주의자들은 변인과 변인 사이에 과학적 체
제와 ‘법칙’을 찾아내려고 한다. 하지만 Pinar는 교육과정에 대한 연구를 실존적인 접근을
통해 인간의 경험을 이해하고자 하며, 각 개인들이 갖는 경험의 개별적 특수성을 강조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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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Pinar에게 있어서 관심은 ‘개인(individual)’에게 있다. 그러므로 교육과정의 탐
구는 각 개인이 교육 속에서 갖는 내적 경험의 탐구가 된다. 교육과정 이론가나 실천가들
은 먼저 자신이 갖는 편견과 가치 그리고 개인적인 행동에 대해 자기 비판적으로 성찰하
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 자기성찰(self-critical awareness)의 과정은 자신의 생활이나
교육경험을 되돌아봄으로써 자기 자신의 진정한 내적 의식의 세계를 알게 된다. 그것은
나아가 자기를 구속하는 여러 가지 문화적, 사회적 제약들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함으로써
자기 자신은 물론 타인까지도 진정한 인간의 모습으로 해방시킬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정신적, 실존적 해방이 되는 것이다(Pinar, 1974: 1-15; 1975: 384-395;
1980: 159-212).
(2) 학교교육의 정신분석
Pinar는 많은 논문을 통해 교육과정의 이론이나 이론화의 과정에 대해 언급하였다. 그
중에서 “Sanity, madness, and the school”(1975)은 실존주의적, 정신분석학적 바탕을
배경으로 학교교육의 본질을 분석하고자 시도한 대표적인 글이다. 그는 이 글에서 학교교
육이 어떻게 아동들을 비인간화시키고 있으며, 정신적 파괴를 가져오고 있는지를 날카롭
게 분석하고 있다.
그는 학교 교육에서 아동들을 길들여지고 훈육되어져야만 하는 거칠은 망나니들로 보
고, 채워져야만 되는 빈 그릇으로 여기므로, 교육은 마땅히 아동을 사회적으로 통제하고
성인들의 가치를 아동들에게 일방적으로 주입시키는 과정으로 생각하게 된다고 보았다.
이러한 교육의 모습은 Freire가 말한 ‘은행저축식(banking)’ 교육이다. 이러한 교육은 결
국 아동들을 반쪽밖에 모르는 분열된 인간으로 만듦으로써 학교교육의 누적된 결과로 남
는 것은 오직 광기뿐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학교 교육으로 나타나게 되는 문제를 Pinar는 열두 가지로 제시하고 있다
(Pinar, 1975b: 259-383).
① 공상적인 세계로의 도피와 거부 : 학교교육의 특성인 통제성과 엄격성은 모든 아동
들에게 획일적으로 적용된다. 따라서 그러한 제약에 견딜 수 없는 일부 아동들은 학교 생
활 중에 많은 시간을 개인적인 공상의 세계로 도피하게 되는 경험을 갖게 되고, 또 다른
일부 아이들은 자신의 자연스러운 공상까지도 억누르면서 억지로 현실에 집착하고자 애쓰
게 된다. 그 어떤 경우이든 아동들이 완전한 개인으로 성장해 가는 데 도움이 되지 못한
다.
② 타인의 모방을 통한 자아의 분열과 상실 : 학교생활을 통하여 아동들은 끊임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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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을 모방하도록 강요받는다. 한 아동이 다른 사람을 모방하는 일은 동시에 자기 자신
에 대한 불만족과 거부를 학습하는 일이다. 아동들은 학교에서 자신을 타인의 눈으로 보
는 법을 배우고 있는 것이다.
③ 자율성의 위축과 의존성의 증대 : 아동들이 학교에서 가장 먼저 배우게 되는 것은
자기 자신은 아무 것도 모른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따라서 아동들은 당연히 교사로부터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게 되고, 그러한 생각은 자기 자신의 필요나 욕구 자체도 잊
어버린 채 맹목적인 의존과 복종의 심리만을 증대시키도록 만든다.
④ 타인으로부터의 평가와 자기애의 상실 : 학교 생활은 끊임없는 평가와 비판의 연
속으로 이루어진다. 학생들은 시험에서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선생님이 옳다고 생각하는 답을 찾아내야만 한다. 학교 교육의 체제는 모든 아동이 모든
분야에서 동시에 ‘수’를 받을 수는 없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어차피 아동들은 학교에서
실패를 경험하게 된다. 계속적인 실패의 경험은 결국 아동들로 하여금 자아 존중감, 자기
애(self-love)를 잃어버리도록 강요하고 있다.
⑤ 인간관계 욕구의 왜곡 : 아동들이 갖는 자연스러운 인간관계의 욕구는 학교 생활
속에서 방해받고 있는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무참히 억압되고 있다. 교사와 학생간의 인
간관계는 수직적이고 제한적일 뿐만 아니라, 아동 상호간의 관계에서는 협동보다는 경쟁
이 강조된다. 교육 활동 속에서는 애정보다는 훈육이나 벌이 더 좋은 교육방식으로 여겨
지기도 한다. 이러한 상황은 결국 분노를 유발하고, 표출될 수 없는 분노는 자기 자신과
동료에 대한 심리적 공격으로 전환된다.
⑥ 자기 소외와 감각마비 현상 : 학교 생활은 아동들에게 신체적, 정신적으로 고달픔
을 준다. 끝없이 계속되는 이러한 고달픔은 아동들의 신체적, 정신적 감각을 마비시키고
결국 잠재적인 불안으로 이끌고 간다. 또한 학교 생활에서 강조되는 지적 긴장은 아동들
로 하여금 감정을 무시하고 머리만을 중시하게 함으로써 자신의 내면 세계로부터 들려오
는 소리에 무감각해지도록 만들고 있다.
⑦ 자기 기준의 상실과 타인 지향성 : 학교 생활을 통하여 아동들은 자기 기준을 버리
고 타인 지향적인 행동을 배우게 된다. 따라서 행동의 내적 동기는 사라지고 외적 동기가
지배하게 되는 동기의 전도 현상이 벌어진다. 그 결과로 아동들은 부모나 선생님을 위해
서 공부하고, 점수를 따기 위해 책을 읽는다. 젊은이들이 돈을 보고 결혼을 하고, 출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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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공부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이러한 타인 지향성의 누적된 학습 결과인 것이다.
⑧ 참된 자아의 상실과 객관화된 자아의 수용 : 학교 생활 속에서 아동들은 참된 ‘자
기’가 되기보다는 ‘착한 학생’, ‘공부 잘 하는 학생’, 또는 ‘문제아’ 등으로 불려지고 취급
된다. 이러한 분류와 명칭은 참된 주관적 존재로서의 아동을 객관화된 사물로 전환시킨
다. 객관화된 자아는 안정된 모습으로 보일지 모르나, 그것은 죽어있는 것이다. 한 사물로
서 객관화된 인간은 자기 자신의 주체적인 목적을 갖지 못하고, 오직 다른 사람의 지시에
응해 움직일 뿐이다.
⑨ 지배자의 논리 수용과 거짓된 자아정체감의 형성 : 학교 생활 속에서 아동들은 교
사와의 사이에서 생기는 갈등과 마찰을 피하고 그로부터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교사
의 논리를 일방적으로 받아들이거나, 혹은 가면을 쓰고 거짓된 행동을 하지 않으면 안 된
다. 그것은 아동들에게 있어서는 교사와 벌이는 한판의 게임과도 같은 것이다. 학교 생활
의 이러한 연속적인 게임적 특성은 아동들로 하여금 거짓된 자아 체제를 형성하도록 만들
며, 나아가 인생 전체를 진지한 참여의 관계가 아닌 하나의 가식적인 게임으로 여기게 만
드는 원인이 된다.
⑩ 학교교육의 집단성과 개인적 세계의 상실 : 아동들의 학교 생활은 교사에 의해 주
되는 집단 속에서 이루어진다. 이러한 집단 속에서 아동들은 개인적인 세계를 가질 수 없
으며, d직 무리에 쫓아다니는 양떼가 되어야 한다. 집단에서 맘대로 벗어날 수 도 없다.
무리 속에서 조용히 외롭게 부지런히 쫓아다녀야만 하는 아동들로서는 자신을 돌아볼 겨
를도 없고, 동료들과 친근한 관계를 맺는 일도 어렵게 된다.
⑪ 무관심과 존재 확인의 기회상실 : 한 인간이 타인으로부터 인정을 받을 때, 그것은
자기를 알고 자기에 대한 애정을 갖도록 하는 데에 결정적인 도움이 된다. 그러나 학교
생활은 흔히 아동을 무시하고, 의심하며, 일방적으로 지시하거나 심지어 체벌을 가하는
일이 빈번히 일어난다. 아동들은 교사로부터 관심을 끌기 위하여 전략적인 행동을 하지
만, 그것은 자신의 참된 모습이 안다. 학교에서는 아무도 자신을 알아주지 않기에 아동들
은 심지어 벌을 받으면서 자신의 존재를 확인하기도 한다.
⑫ 미적, 감각적 지각 능력의 둔화 : 미적 측면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오직 효율성만
을 따져 지어진 학교 건축물, 딱딱한 의자와 직선들, 획일적이고 기계적인 교과 학습 등,
이러한 것들의 계속적인 반복은 아동들의 미적이고 감각적인 감수성을 둔화시킨다. 오늘
- 74 -

Pinar의 쿠레레(Currere) 교육과정 탐색
날 학교 교육은 모든 것을 생명 없는 객관화된 사물로만 취급하고, 모든 지식은 죽어 있
는 돌과 같은 것으로만 다루고 있다.
이러한 학교교육 경험으로 아동에게 누적된 결과는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인간의 파
괴인 것이다. 학교교육이 이러한 인간 파괴적인 ‘광기(madness)’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는 먼저 우리 자신의 의식 속으로 관심을 돌려야 한다. 지속적인 성찰을 통해 스스로를
자유롭게 해방시킬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자기 이해를 바탕으로 할 때만이 자신을 둘러
싸고 있는 사회적, 정치적, 교육적인 문제에 대한 보다 종합적인 이해가 가능해지기 때문
이다(Pinar, 1975c: 384).

Ⅲ. 쿠레레 교육과정
1. 쿠레레의 의미
대부분의 교육과정 교재에서는 교육과정의 정의를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교육과정, 즉 영어의 curriculum이라는 말은 라틴어의 currere에서 비
롯된 말이다. 이는 경마장에서 말이 달리는 코스(race cource)를 뜻하는
것으로서, 말이 자기 코오스를 달려 목적지에 이르듯 교육에서도 교육과정
이란 교육의 목적을 달성을 위해 학생들이 따라가도록 마련된 일련의 교수
요목(course of study)을 뜻한다.”
이러한 정의는 라틴어 currere의 명사적 의미로서 ‘경마장에서 말이 달리는 경주로’로
서만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Pinar와 Grumet(1976)는 쿠레레의 의미를 동사적 의미로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코스(경주로)를 달리는 것: 쿠레레는 제도적 구조들에 대한 실존적 경
험을 일컫는다. 쿠레레의 방법은 경험을 밝히기 위한 하나의 전략이기 때문
에, 결국 우리는 경험에 대해 더 많이, 그리고 더 분명히 볼 수 있을 것이
다. 그렇게 보면, 달리기에 대한 이해가 깊어질 수 있으며, 이와 더불어 활
동에 대한 이해도 심화될 수 있다.”(Pinar & Grumet, 1976: v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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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은 동사적 의미로 “currere”를 말이 ‘주어진 코스를 따라 달리는 일(running of
the course)’ 혹은 ‘코스를 따라 달리는 개인적인 경험’으로 보았다. 이렇게 접근함으로써
교육과정 현상을 보다 더 명료하게 볼 수 있으며, 달리는 과정 즉 경험에 대한 이해를 더
깊게 할 수 있다. 이처럼 Pinar는 교육과정이 ‘분배되어야 할 산출물’로서의 curriculum에
서 벗어나 ‘경험하다’라는 currere로 새롭게 개념화되어야 한다고 보았다(김경자, 2000:
389).
이러한 두 가지 접근의 차이에 대해 허숙(1990: 164-66)은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라틴어의 명사적 의미로서 currere란 ‘경마장에서 어느 말이던 마땅히
따라 달려야만 하는 일정하게 고정된 길’을 의미한다. 즉 경마장에서 말이
뛰는 길은 정해져 있으며 다른 길로 뛰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만일 경주
도중 트랙을 벗어나는 말이 있다면 그 말은 자격을 상실하게 되고 비록 일
등으로 목적지에 도착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인정되지 않는다. 경마에 출전
한 말이 트랙이 좋지 않다고 하여 마음대로 길을 변경할 수 없으며, 달리기
가 힘들다고 결승점을 임의대로 단축시킬 수도 없다. 경마의 코스 그 자체
는 그 길을 따라 뛰고있는 말이나 마부의 의사와는 전혀 관계없이 언제나
외부로부터 주어지며, 그 모습은 어디를 가나 일정하게 공인된 규격으로 통
일되어 있다.
이에 비해 동사적 의미로서의 “currere”는 말이 ‘주어진 코스를 따라
달리는 일(running of the course)’을 뜻한다. 즉 이 경우의 curere란 말이
따라서 달라가야만 하는 고정적인 길을 설명하는 일이 아니라, 말들이 경주
로를 따라 달리는 행위 또는 그 과정 자체를 의미한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관심은 경마장에 그려져 있는 선이나 울타리, 결승점 또는 경마의 규칙 등
에 있는 것이 아니라, 경주의 도중에서 말과 마부들이 갖게 되는 실제적인
경험 그 자체의 이해에 초점이 주어지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교육경험의 탐구로서의 교육과정은 단순히 ‘무엇을’ ‘어떻게’ ‘얼마나’
등과 같은 기술적이고 공학적인 탐구가 아니라, ‘왜’라고 하는 보다 근원적이고 철학적인
질문을 필요로 하게 된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어
떤 조건이, 어떤 사람이 나의 이러한 생각과 행동에 영향을 주고 있는가?” 이러한 질문은
교육과정을 탐구하는 사람이 무엇보다 먼저 스스로에게 던져보아야 할 것들이다. 자기 자
신에게 관심을 돌려 자신의 내면 세계를 밝혀볼 수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 자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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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한 자아와 분리되어 조각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분리되어 있다는 사실 자체도
인식하지 못하는 무지로 덮여있음을 알게 된다.
쿠레레 이론에서 교육과정은 ‘우리가 아이들에게 우리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에 관
하여 말해주는 집합적 이야기’(Grumet, 1981: 115)로 정의된다. 그것은 아이들이 사회적
맥락 속에서 상호과정과 반성적 과정으로 의미를 찾아내게 하는 것을 말한다.

2. ‘생활세계(Lebenswelt)’로서의 쿠레레
Pinar는 과학적 실험을 통해 얻어진 원리나 일반화된 법칙에 따라 교육과정을 효율적
으로 설계할 수 있다는 생각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회의를 가졌다. 따라서 그는 특정한 개
인들이 갖는 경험이야말로 인위적으로 반복할 수 없는 소중한 경험으로 보고 그것에 특수
한 의미를 부여한다. 이러한 개인경험의 특수한 의미에 대해 Pinar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
였다.
“교육과정 영역 내에서 사람들이 (의미하는)‘경험’이라는 말은 ‘활동’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용해왔으므로 나는 내가 의도한 특수한 의미를 살려주
기 위하여 독일어인 ‘삶의 세계(Lebenswelt)’라는 단어를 사용한다. ‘삶의
세계(Lebenswelt)’는 바로 ‘lived experience’로 번역되며 영어에서는
‘life-world’를 의미하는데… 이는 개별적이고 사적인 실존적 경험을 지칭
한다. 따라서 교육과정의 재개념화는 쿠레레(currere)이며 이는 이수해야
할 과정이나 거기에 필요한 인위적 조성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나아가
는 행위의 과정 그 자체를 의미한다. 그 과정은 넓게는 바로 학교 안과 밖
의 우리의 인생이며, 그 인생의 경험 자체이다.”(Pinar, 1976: 18)
제도권 교육에서 학생들에게 제공되는 경험은 대부분이 무엇을 “행하기 위한 수단(as a
means to doing)”의 의미를 갖는다. 경험 자체가 교육의 목적이 아니라 수단으로 간주되
기 때문에, 교육경험은 필연적으로 교육목적, 교육내용, 교육방법 등의 조정에 의해 교육
자의 의도에 따라 구조화되고 기구화 될 수밖에 없다. 하지만 학습자들의 경험은 경험의
주체인 학습자를 “실존하는 존재양식으로서(as a way of being)”(Vaill, 1996) 경험을 탐
구해야 한다(진권장, 1999: 123-124).
세분화된 교과체계의 분류와 ‘상징적 지식’이 아동에게 경험을 통한 이해와 해석의 여
지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모범답안 지향’식의 교육이 이루어지는 결과를 초래한
바 있다. 세분화된 교과지식체계는 고도로 분할적이고 선형적인 ‘추상화된 지식체계’의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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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을 갖는데 비해, ‘생활세계’는 질적, 통합적 특징을 갖는다. 따라서 교과들이 과도하게
세분화, 전문화될수록 학교지식과 상식적인 생활세계의 간극은 커지게 마련이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개인적 삶’과 ‘추상적 앎’의 거리는 점점 좁혀질 수 없는 분극현상을 빚게 마
련이다. ‘앎 따로 삶 따로 교육’이 이렇게 우리교육의 현실에 존재하는 것이다(고진호,
1993: 181).
Pinar는 교육과정 설계와 행동적 목표에 집중된 연구에서 탈피하여 학습자 개개인의
특이한 내적 경험을 밝혀 순수 교육과정학을 만들려고 하였다. 결국 쿠레레 방법론은 한
인간의 개별적이고 사적인 주관성에 기초하여 삶의 진행과정에 우리의 주의를 집중시키려
는 것이다.
이처럼 교육과정을 교육경험으로 본 것은 Pinar만의 독특한 생각은 아니었다. Dewey
도 교육과정이 사전에 미리 결정된 목적이나 학습결과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였다. 그
리하여 교육과정을 ‘경험의 구성과 재구성의 계속적인 과정으로 파악하도록 하며 자아실
현을 위하여 교육과정은 개개인의 경험에 대하여 ‘적극적인 반성의 계속적 과정’으로 이
해하도록 했다.
하지만 Dewey가 인간을 생물학적 진화론의 시각에서 접근하는데 반하여, Pinar가 접
근하는 현상학은 인간고유의 의식을 분석하고 그 위에서 인간경험을 접근하기 때문에 여
러 가지 면에서 상호보완적 성격을 갖는 경험론을 전개한다(한명희, 1995: 7-9).
쿠레레 이론의 핵심은 개개인의 주관적 경험을 강조하는 것으로 이 같은 주관적 경험
이 객관적 경험과 갖는 관계를 조명해 주는 데 있다. 다만 Dewey에 있어서 경험의 재구
성은 학습자들을 환경에 적응시키기 위한 것인데 반해 Pinar는 환경으로부터의 ‘초월’이
라는 개념이 엿보인다. 즉 Pinar에게 교육환경으로서의 교육과정은 학습자가 초월해야 할
대상이지 그에 적응할 대상이 아니라고 본다는 점에서 차이점이 있다(박순경, 2001:
165).
쿠레레는 개인의 생생한 삶(lived experience)의 경험적 역사를 탐구의 대상으로 삼
기 때문에, 개별적 경험의 특별한 의미를 이해하기 위하여 소급(regressive), 전진
(progressive), 분석(analytic), 종합(synthetical)이라는 4단계의 독특한 정신분석학적 방
법을 도입하였다.
이들 4단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소급의 단계에서는 인간의 삶 혹은 실존적 경험을 자료로 사용한다. 자료를 산출
하기위해 인간은 자유로운 연상을 통하여 과거를 회상하고 자신의 기억을 확장한다.
② 전진의 단계에서는 아직은 존재하지 않지만 현재에 스며있는 미래에 주목한다. 자
기 성찰을 통해 심사숙고하는 학생은 이 단계에서 설정 가능한 미래를 상상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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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분석의 단계에서 학생은 과거와 현재를 함께 검토한다. 이때 분석은 인식의 틀로
기능하는 의식을 문제삼는 현상학적 방법과 유사하게 진행된다.
④ 종합의 단계에서 학생들은 생생한 현실로 돌아가 자기 자신의 목소리에 주의 깊게
듣고, 현재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자문한다.
이미 타인에 의해 결정된 학습자료, 의도된 학습결과나 경험 대신에 개인의 진행 경
험, 살아온 경험 그 자체가 쿠레레인 것이다. 특히 쿠레레는 교육경험을 분석하는 반성적
과정이며 ‘인식의 원천으로 되돌아가라’는 현상학에 기초를 둔 자기 지식의 추구과정이기
도 하다.
현상학이나 해석학적 시각에서 보는 경험이란, 인식대상으로서 사물에서 비롯되는 것
이 아니라 우리의 의식에 나타난 세계(현상)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본다. 따라서 경험이란
현상과 우리의 주체적인 의식간의 의미구성 관계를 말한다. 현상학에서는 의식대상과 의
식주체의 이원론적 구분을 거부하며, 의식의 대상지향성(intentionality)의 의미관계를 형
성하는 에너지로 본다. Gadamer(1993)에 의하면 경험은 감각 기관에 근거하기보다는 우
리의 의식에 나타난 현상에 대한 반성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는 대상 자체를 그대로 인
식하는 것이 아니라, 이 대상으로부터 유래되는 경험을 경험하는 것이다. “우리가 실제로
만나는 것은 대상 자체가 아니라 대상물과의 경험이며, 우리의 개념을 통하여 구조화된
경험인 것이다”(Kneller, 1984: 28). 현상학이나 해석학 쪽에서 보는 경험은 미래지향적
이며, 개방과 선택을 요구하는 경험이며, 반성적 행위와 자발적 행동을 전제로 하는 것이
다. 경험은 통제나 축적의 대상이 아니라 이해의 대상으로 나타나게 된다. 경험은 우리의
실존적 삶의 전과정이며 학습이 된다. 따라서 모든 경험이 곧 학습이 되는 것이다. 이러
한 맥락에서, 교육경험의 의미를 새롭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종래의 행동주의적 혹은
Dewey적 경험관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각에서 경험의 주체인 학습자를 존재론적으로 탐
구해야 한다(진권장, 1999: 124-5).
Pinar는 ‘인간의 지식을 살아온 경험 속에 있는 의미’로 규정하고 교육과정을 자기 지
식의 추구로 본다. 쿠레레의 방법은 교육 연구에서 우리가 간과해 온 측면, 교육 속에 존
재하는 개인적 경험과 그 의미의 중요성을 회복시킨다. 이렇게 함으로써 현재 행하고 있
는 교육의 모습과 이면에 가려진 본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다. 모든 교육 이론은 이
와 같은 본래의 모습, 즉 일정한 체제에 의해 이론화되거나 개념화되기 이전의 모습에 바
탕을 두어야 한다.
쿠레레와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사항은 그것이 근본적으로 교육과정 지식에 관한 것
이라는 것이다. 쿠레레에 내재된 가장 중요한 기능은 자서전적 성찰을 통하여 가장 가치
로운 교육과정을 창출할 수 있다는데 있다. 이렇게 만들어진 지식은 이제까지의 지식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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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혀 다른 그 어떠한 유사 실체화된 지식도 거부하며, 현상학적 인식론에 토대를 둔 새로
운 지식이 만들어지는 것이다(윤병희, 1991: 115-6).
교육과정을 탐구하는 사람이라면 우선 먼저 자기 자신이 처한 생활 세계에 대해 깊이
성찰해 보아야 한다. 그리하여 자신의 행동에 당연시 여겨졌던 무의식적 가정들이 무엇인
지를 살피고, 그 속에서 자신의 참다운 자아의 모습을 발견해낼 수 있어야 한다. 참다운
자아의 목소리를 따라 교육현상을 다시 살필 때, 그것이 곧 교육과정을 재개념화 하는 일
이 되는 것이다.

3. 자서전적 연구방법(Autobiographical method)
교육과정에 대한 재개념화를 주장하는 학자들은 관찰 가능한 행동에 주안점을 두는
경험․분석적 접근이 가져다주는 효율성을 인정하지만, 교육과정의 진정한 결과는 인간의
의식 속에 있다고 가정한다. 이들에게 교육과정 개발에 일반적으로 사용되어 온 경험․분석
적 접근은 한계를 가지는 것으로 이해된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Pinar는 교육과정에 대한
‘연구와 개발’의 측면에서 ‘이해’라는 질접 접근이 이루어져야함을 주장한다.
“자서전적 탐구전략은 학교에서의 생생한 경험에 대한 지식을 생성함으로
써 학교 교육의 과정에 대한 지식의 산출에 기여한다. 그 지식은 개인적,
개별적 지식이며… 쿠레레의 방법은 절차와 내용의 측면에서 현대 사회과
학의 대안이 된다. …그 지식은 추상화된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것이
다.”(Pinar, 1980: 192)
교육과정을 연구하고 개발하는 데 사용되는 자서전적 접근은 인간 개개인의 삶의 역
사가 ‘축출되어야 할 부담’이 아니라 ‘앎의 전제조건’이라고 보는 데서 출발한다. 삶의 역
사는 현재에 대한 개인적 차원의 총괄적인 이야기이며, 이 이야기에 대해서 아는 것은 현
재의 어두운 지점을 밝혀주는 램프를 마련하는 것과 같다고 본다. 이에 대해 Pinar(1978)
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자서전적 기능”을 확인하는 것은 어둠을 응시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보
이지 않는 지점이라는 생각은 자서전적․지적인 움직임의 단계들에 대한 나
의 경험과 관련이 있다. 비록 그것이 가려져 있을지는 몰라도, 항상 다음
단계는 존재한다. 그것은 마치 어두운 지점에 빛을 비추는 것과도 같으며,
일단 밝혀지면, 그 다음 단계를 알 수 있을 것이다.”(Pinar, 1978: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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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nar는 교육과정 연구와 개발에서 자서전적 접근을 시도하여 특수한 상황에서의 구체
적인 개인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양적 연구에 치우친 불균형을 바로 잡고자 한 것이다. 그
는 인간은 지난 삶의 이야기를 반복해 보고 싶은 충동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기 이야기’
를 통해 과거로 돌아가 자아를 성찰해 보는 쿠레레 교육과정으로 이를 이론화하였다.
Pinar와 함께 교육과정 연구의 재개념화 작업에 동참한 제자이며 동료교수였던
Grumet는, 쿠레레의 방법론으로 살아온 과거의 경험을 말하고 기록하는 자기보고
(self-report)가 문헌으로 그 중요성을 갖는 것이 아니라 발달과정의 촉진에 있다고 본다.
자기 자신의 이야기를 말하고 읽고 수정하는 일을 통해 발달과정이 촉진되는 것으로 믿는
다. 이 같은 자서전 방법이 인지발달에 미치는 효과는 Pinar에게서도 주장되었다(Pinar,
1976: 51). 이들은 모두 학습자가 자신의 과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며 그 과거를 어떻
게 보는가를 궁극적인 중요성으로 여긴다. 이러한 것을 판단하기 위하여 ‘이것이 너에게
무엇을 의미하는가?’라고 묻게 되는데 이때 이미 지난 경험에 대해 번역과 해석의 과정이
시작되며 또 대화로 확대되게 된다. 이렇게 해서 교육경험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지며 그
과정에서 발달이 촉진된다고 한다. 그리고 이 같은 교육경험의 분석은 교육에 ‘관하여’ 이
야기하는 데 그 목적을 두지 않고 교육에 대한 학습자의 경험을 이야기를 통해 강화하는
데 둔다. 이렇게 될 때 교육경험은 살아 있는 의미를 갖게 되는데 그 활용범위가 더욱 넓
어진다. 그러므로 쿠레레는 교육경험의 분석을 위한 반성적 과제(reflexive project)이다
(Grumet, 1976: 116).
한편, Grumet는 자신의 과거를 진술하여 만든 텍스트는 미래 행동과 활동범위까지도
예측케 할 수 있다고 본다. 소설적으로 만들어 내는 자서전적 작업으로부터 교육과정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방식으로 재개념화 될 수 있다.
첫째, 자유연상의 기법에 따라 반성적 과정을 통하여 과거의 경험이 되찾아 진다. 여
기서 반성적 과정은 먼저 마음이 이것저것으로 연상되는 것에서 출발하여 ‘진행’하는 가
운데 사고 내용을 풍부화 하게 되는 과정이다. 이런 과정에서 기억과 감정을 불러일으키
는 특수한 맥락 속으로 자기 이야기를 끌어갈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Grumet
는 Merleau-Ponty의 ‘전서술적 경험(pre-predictive experience)’에 호소하고 있다. 전
서술적 경험이란 경험 그 자체로 되돌아가는 것이며 그 경험에 관한 지식에 앞서 있는
바로 그 경험 세계에로 ‘직접’ 되돌아가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전서술적 경험에 의해 생
겨나는 이미지는 그 경험을 거쳐간 주체와 연상된다. 그리고 살아온 경험에 대한 이야기
가 생생하고 직접적이며 또한 즉각적일 때 교육과정은 재개념화될 수 있다고 본다
(Grumet, 1976: 40). 자유연상은 한 개인에게 경험 그 자체에 대한 감정분위기를 드러내
게 하는 것이므로 이 같은 자유연상에서의 자기 이야기는 경험의 전 영역을 되찾게 해준
다. 따라서 우리 자신을 잘못 이해하면 세계(실재)를 잘못 이해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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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자기 이야기가 분석됨에 따라 일상 생활 속에서 감추어져 있던 관심과 편견이
탐구 대상으로 드러난다. 자서전은 우리가 경험을 어떻게 보며 또 어떻게 해석하는지를
나타내 보여 주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자서전은 우리에게 자유의 성격과 한계를 미리 가
리켜 주는 것이기도 하다. 이렇게 하여 교육과정은 활용 가능한 과거와 현재로 재정리되
는데 그 목적은 인간 행동에 대한 개별적 책임감을 높이는 실존적 목적에서 찾는다. 하지
만 자기 이야기를 쓰는 과제는 본래 ‘전개념적 만남(pre-conceptual encounter)’으로 되
돌아가게 하는 것이다(Grumet, 1976: 41). 여기서의 전개념이란 ‘생활세계’라고 부르기
이전의 이름도 없는 구체적인 삶의 세계, 즉 아무런 이념화도 이루어지지 않은, 아무런
명명도 없는, 어느 타자와도 관련이 되지 않은, 오직 내 자신에게만 주어진 근원적인 억
견의 세계이다(손봉호, 1990: 141).
실존적 존재인 개인이 자신을 허위의식으로부터 해방시키는 통찰력을 확보하도록 하기
위하여 Pinar는 쿠레레의 방법(소급, 전진, 분석, 종합)을 교수장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세 단계로 진행되는 자서전적 방법을 제안한다(김경자, 2000: 392).
a. 자신의 교육경험을 있었던 그대로 쓰기 : 지금의 자신이 누구이며 어떻게, 왜 발달
되어 왔는지를 알기 위해 자서전적으로 글을 쓴다. 경험을 쓰는 과정은 그 경험에 어떠한
원리와 형식이 작용했는지를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이해하는 작업을 포함한다.
b. 교사나 다른 학생들이 말이나 글로써 반응하기 : 글로 써 놓은 경험 속에서 자신의
행동과 사고를 결정하는데 작용했던 가정이나 논리가 무엇이었는지를 비판적으로 살펴본
다. 한 사람이 쓴 글에 대하여 교사와 다른 학생들이 대화의 형태로 반응하며, 대화가 계
속되는 가운데 자신과 타인 및 세계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전망을 만들어간다.
c. 타인들의 경험을 분석하기 : 다른 사람의 교육경험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교육이 개
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고 공감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교육이 갖고 있는 기본
적인 구조를 볼 수 있게 되고, 현실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교육의 모습과 그 뒤에 가려져
있는 교육 본래의 모습을 구분하여 인식하게 된다.
기존의 교육과정 연구는 Husserl(1973)이 설명한 것과 같이 인간의 의식과정이 가져
온 산물들의 주변에 맴돌아 왔고 그러한 판단과 개념, 그리고 추상화를 지식이라 불렀다
는 것이다. 이제 쿠레레가 자서전의 활용을 통해 학습자를 ‘전개념적 만남’으로 되돌아가
게 함으로써 교육과정을 재개념화하고 새로운 교육과정이론을 전개하도록 만들어준다.
이처럼 교육과정 연구의 재개념화 작업은 미국의 사회과학적 전통에서 벗어나 현상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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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같은 유럽의 사고전통에서 찾아 볼 수 있는 의식, 시간성, 초월, 정치 등의 개념을 중
심으로 교육과정이론을 수립하고자 하는 작업이라 하겠다. 그러므로 사회과학에 대립하여
쿠레레 개념이 제시하는 것은 ‘개인의 사적인 경험으로 되돌아가라’는 것이며 행동과학이
고려하지 않는 경험의 모든 성격에까지 되돌아가라는 것이다. 그것은 개인의 특이한 역
사, 전개념적 기반, 개인의 상황적 의존성, 그리고 선택과 자기 방향 속에서 표현되고 타
고난 자유까지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쿠레레는 안으로는 개인의 경
험으로 되돌려 주고 밖으로는 교육과정이론으로 이끌어준다(Grumet, 1976: 46).
자서전적 방법을 통해 교육과정을 질적으로 이해하는 데는 조용하고 신중한 주의와
민감성이 필요하다. 역으로 자서전적 방법은 그런 민감한 주의를 개발하는데 이용될 수도
있다. 그럼으로써 변증법적 발전, 지적․심리․사회적 발달의 기본요소들을 볼 수 있게 된다.
교육과정연구에 자서전적 방법을 사용하면, 교재의 역할, 교사와 친구의 역할을 볼 수 있
으며, 자기중심적인 사고에서 벗어나고, 폭넓은 소양을 가질 수 있으며, 무지에서 앎으로
의 이동을 경험할 수 있다.
이러한 자서전적 방법은 교육의 초점을 지식 또는 학문으로부터 개인으로 바꾸어 놓
음으로써 객관화된 학문을 학습자의 머리 속에 주입하는 대신에 개개인의 과거 경험을 반
성적으로 재개념화 할 수 있도록 해준다.

4. 교사의 역할
교육과정에 대한 명사적 의미 하에서 이루어지는 교사와 학생의 만남이란 일방적인
관계로 여겨진다. 그들 앞에는 이미 전달되고 전달받아야 할 고정된 꾸러미가 마련되어
있고, 그들의 가르치고 배우는 행위는 아무런 의심 없이 수용된 의미들을 주고받는다. 교
육의 현장에서 앎의 주체인 인간으로부터 앎의 대상을 분리해 냄으로써 앎의 과정은 언제
나 수동적이고 고정적인 것으로 객관화된다. Pinar는 이를 ‘나를 버리고 남을 배우는 일’
이라고 지적하였다. Freire(1982)도 교사와 학생의 수직적 관계에서의 교육을 은행저축식
교육(a banking concept of education)이라는 개념으로 제시하면서, 교사는 결국 아무것
도 알지 못한다고 여겨지는 학생들에게 지배자의 논리를 마치 선물인양 건네주는 전달자
로 비유하였다. 그러한 은행저축식 교육에서 우리가 흔히 갖고있는 그릇된 가정들에는 다
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① 교사는 가르치고, 학생은 가르침을 받는다.
② 교사는 모든 것을 알고있고, 학생들은 아무것도 모른다.
③ 교사는 스스로 생각하고, 학생들은 오직 교사가 생각한 것만을 따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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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교사는 말하고, 학생은 조용히 듣기만 한다.
⑤ 교사는 훈육하고, 학생은 훈육의 대상이 된다.
⑥ 교사는 스스로 선택하나, 학생은 오직 그 선택을 따른다.
⑦ 교사는 행동하고, 학생들은 교사의 행동을 통해 대리적 경험을 갖는다.
⑧ 교사가 프로그램을 선정하면, 학생들은 그것에 따른다.
⑨ 교사는 직업적 권위를 가지나, 학생은 자유가 인정되지 않는다.
⑩ 교사는 교수학습의 주체가 되고, 학생은 단순한 객체가 된다.
위와 같은 가정과 맥락 위에서 보면 교사의 가르치는 행위는 주어진 절차에 따라 학
생의 행동을 가장 효율적으로 다루는 기법을 의미하며, 이는 교수활동의 방법적 측면만을
강조하는 도구주의적 관점(instrumentalism)을 대변한다. 도구주의적 관점은 모든 인간행
위를 공리주의적 바탕 위에서 목적과 수단의 관계 또는 원인과 결과의 관계로만 파악하고
자 한다. 따라서 주어진 목표가 무엇이던 가르치는 교사는 오직 그 목표의 능률적인 달성
만을 생각하게 되며, 목표의 달성을 위해서는 모든 것을 수단화, 도구화하려는 경향을 나
타낸다. 이러한 경향은 급기야 교육 그 자체나 인간마저도 도구화함으로써, 이제 교수활
동은 학업성취를 위한 도구일 뿐이요, 교육은 출세나 상급학교 진학을 위한 도구로만 여
겨지기도 한다.
Aoki(1992)는 이제까지 교사 자질론에서 가르치는 일의 기술적 측면에 주로 관심을
가져왔을 뿐 가르치는 일 그 자체를 이해하려고 노력하지 않았다고 하였다. 그 결과 교사
와 학생의 체험적 세계는 사실상 이론과 연구에서 배제되어 왔다. 이점에 대한 좋은 교사
란 그가 하는 행위 이상의 존재여서 그의 존재가 곧 가르침 자체라고 말하고 있다. 또한
교사에게 있어 중요한 것은 ‘교육적 바람 봄(pedagogical watchfulness)’과 ‘교육적 사려
깊음(pedagogical thoughtfulness)’이라고 말한다. 여기서 교육적 바라봄은 단순한 관찰
이 아니라 교육적 희망과 사랑 그리고 배려가 깃든 관찰이다. 교육적 사려 깊음 역시 생
각과 영혼이 ‘체험된 순간(lived moment)’에 하나된 존재론적 특성을 지니고 있다. 꼭 맞
는 예가 될는지 모르겠지만 교사로의 보람은 자기가 가르친 제자가 학교를 졸업하고 몇
십 년이 지난 후에 방송을 통해 선생님을 찾아뵙고 그 옛날의 추억을 회상하는 것일지도
모른다.
가르치고 배우는 행위는 교실이라는 상황 속에서 교사와 학생 사이에 이루어지는 상
호적인 의미구성의 과정이다. 교과서의 내용은 단지 전달되고 암기되어져야할 목적물이
아니라, 교사와 학생에 의해 재해석되어야 할 대상이다. 그들은 교실 속에서 교육에 대해,
교과서에 대해, 지식에 대해 그리고 시험이나 평가에 대해 나름대로 의미를 부여하며, 결
국은 그들이 부여한 의미에 따라 학급 속에서의 행동을 형성해 가는 것이다. 이러한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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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예컨대 대학입시 준비 위주로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우리의 고등학교 3학년 수업시
간을 연상하면 쉽게 이해될 수 있다. 한 교실 속에서 자신이 대학을 진학할 수 있으리라
고 기대하며 수업에 참여하고 있는 학생과 이미 진학을 포기한 채 무의미하게 앉아있는
학생에게 교사가 가르치고 있는 동일한 교과내용과 의미가 같을 것이라고 생각하기는 어
려운 일이다.
“우리는 이론을 먼저 알고, 그것을 실제에 적용한다”는 식의 도구적 사고를 배제하고,
이론과 실제는 서로 분리될 수 없는 한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이다. 따라서 이론과 실제
의 관계는 어느 한편이 다른 쪽에 영향을 주기만 하는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서로간에
영향을 주고받으며 함께 변화해 가는 변증법적 관련 속에서만이 이해되고 통합되어 질 수
있는 것으로 본다. 다시 말해서 실천은 곧 성찰(reflection)과 행위(action)를 동시에 수반
하는 활동이다.
교사의 역할도 어떤 도식적인 틀에 의해 규정되어 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 스스
로의 노력과 탐구를 통해 만들어 가는 것인지도 모른다. 우리는 이러한 교사의 역할을
Stenhouse(1975)의 용어를 빌면 ‘연구자로서의 교사’라 부를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흔
히 연구라고 하면 곧 통제집단과 실험집단을 통한 조작적인 실험을 생각하거나 측정 결과
의 복잡한 통계적인 처리만을 머리에 떠올리기 쉽다. 하지만 교사에게 있어 보다 의미 있
는 연구는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해 체계적이고 비판적인 성찰을 통하여 자신의 행위
를 이론화하는 일일 것이다. 교사 자신이 갖는 가정과 신념을 명료화하고, 교육의 실천
속에 내재된 동기와 가치를 밝힘으로서 보다 나은 교육적 안목을 갖고자 하는 일은 무엇
보다 중요한 연구가 될 것이다.

Ⅳ. 교육적 함의
“어떤 지식이 가장 가치로운가? 라는 질문에 대해 - 한결같은 대답은 과
학(Science)이다. 이것은 모든 경우에 대한 견해(verdict)이다.
직접적인 자기보존(self-preservation)에 대해서도 … 과학
생계를 꾸려나가는데 있어서도 … 과학
부모의 역할에 있어서도 … 과학
선량한 시민성에 대해서도 … 과학
예술을 즐기는 데에도 … 과학
훈육의 목적으로도 … 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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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은 모든 종류의 활동에 대해 가장 좋은 준비인 것이다.
- Spencer(1859/1929를 김복영, 1997: 1에서 재인용)
지난 한 세기 동안에 우리의 지배적인 생각들은 과학적인 사고들이었다. 하지만 이제
여러 사회흐름을 비추어 볼 때 새로운 기운이 일어나고 있음을 감지할 수 있다.
Doll(1993)은 근대가 막 시작되고 있던 중세 말과 르네상스 시대의 사람들처럼 우리도
새롭게 시작되고 있는 포스트모던 시대에 대해 어렴풋이 알고 있을 뿐이라고 하였다. 아
직까지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사회 전반의 흐름은 안정성보다는 불안
정성을, 객관성보다 주관성을, 통일성보다 차이성을, 약분성보다 비약분성을, 총체적 결합
보다는 국부적 결합을 추가하는 흐름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한준상, 1997: 57). 교육에
있어도 ‘이제는 No.1이 아니라 Only. 1의 시대!’라는 주장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설득력을
얻어가고 있다.
이와 같은 시대적 흐름 속에서 Pinar가 주장하는 쿠레레로서의 교육과정은 어떤 의미
를 우리에게 줄 수 있는가? 쿠레레 교육과정은 교육과정을 계획된 실체로서보다는 삶의
경험에 대한 분석과 사적인 경험에 대한 탐구로서 이해하고, 개인의 경험을 특수한 사회
적 맥락 속에서 느끼고 생각하는 매우 사적이고 개인적인 것으로 이해된다. 또한 자서전
적 성찰을 통하여 가장 가치로운 교육과정을 창출할 수 있다는데 있다.
이러한 자서전적 교육과정 개발은 각 개인의 교육적 경험을 되살리는 것에서 출발하
여 거기에 개입되어 있는 부당한 가치를 지각하여 허위의식을 들추어내며, 결국에는 학생
을 둘러싼 주변세계에 대한 재인식과 재개념화를 추구한다는 점에서 교육과정에 대해 비
판적으로 접근을 하고 있다. Pinar에게 있어 모든 문제의 해답의 원천은 우리의 직접적인
경험의 세계, 즉 이론화되거나 개념화되기 이전의 생활세계(Lebenswelt)로부터 찾아져야
한다고 본다. 이러한 생동적 경험세계는 실증적, 수량적, 과학적 탐구로 이해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이고, 철학적이며, 문학적인 방법을 통해 접근될 수 있는 것이다. 여
기에는 실존철학이나 비판 사회학, 현상학적 심리학 등이 도움이 될 수 있다.
쿠레레 교육과정이 전통적인 교육과정 패러다임을 대신하기는 어려운 점이 많다. 하지
만 기존의 패러다임이 갖는 한계성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게 해주었다는 점
과 개인들이 경험하는 사적인 경험들도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부각시켰다는 관점에서 큰
공헌을 했음을 알 수 있다.
급격한 변화가 예측되는 미래사회에 대비한 교육과정을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 하
는 문제는 쉬운 일이 아니다. 미래는 성격적으로 불확실성을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결정
은 가변적 성격을 지닐 수밖에 없다.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지만 이미 우리 곁에 다가와
있는지도 모른다. 내일 만나게 될 세상이 오늘과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 되지 않는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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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준비가 곧 내일에 대한 준비인 셈이다. 결국 미래는 현재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
고 있는 것이다. 교육과정에 대한 논의에 있어서도 전통적인 패러다임의 효율성과 현실문
제 해결도 중요하지만, 이미 우리 곁의 현재 속에 들어와 있는 미래의 흐름을 읽고 준비
할 수 있는 예지일탈의 식견이 어느 때보다도 요구된다고 볼 수 있다.
학생들에게 학교는 단순히 공부만 하는 곳이 아니라 삶의 터가 되어야 한다. 그들이
주어진 길을 모두 똑같이 달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얼굴 생김이 제각기 다른 것처럼 모두
다른 꿈을 가지고 달린다는 것이다. 우리가 그들을 위해 해줄 수 있는 것이 많지만, ‘지금
그리고 여기(here and now)’에서의 유보할 수 없는 즐거움도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
시켜 주는 일이다. 우리는 이제 앞서 간 세대들이 시행착오를 겪었듯이 그들도 그런 과정
을 통하여 잘해 나갈 것이라는 희망으로 지켜보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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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

Inquiry on 'Currere' as an curriculum understanding.

Lee, Heun Jeong

This study aims to inquire into the reconceptualists approach in the field of
curriculum. Pinar who is the key scholar in this field insists that curriculum
studies

should

be

changed

from 'curriculum

design

and

development'

to

'curriculum understanding'. Pinar recommended that the definition of curriculum
would like to reconceptualize the 'currere' in the era of post-modernism. Currere
sees the curriculum as 'running the course', not 'race course'. The disciplinary
base of currere are phenomenology, psychoanalysis and existentialism. And the
method of currere can be explained to be the autobiological process of

one's

own inner experiences and lived experiences.
Currere appraoches in curriculum study are given to wide the new interpretive
basis between student and knowledge. It also provides the possibility of teachers
role. Teachers role in general class is to transfer the knowledge in the text. But
they had to change the role like a research teacher. They incessantly exchange
the dialogue with the students for making meaning during the classroom activity.
Currere approaches are also based on the self-reflection process. 'Currere' as an
curriculum understanding is an important foundation for generating the human
spiritual and existential lib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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