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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진보주의 교육과 구성주의 교육이 학습자의 주관적 지식을 강조한다는 측면에서 공통점이 있으며, 이 두

교육 사조로부터 도출된 교육 원리가 수학교육 연구와 현장에 채택되어 적용될 때 유사한 문제점 또는 부작용이 발생

한다는 문제의식을 전제로 수행되었다. 주관적 지식을 강조하는 진보주의와 구성주의는 이를 교육 현장에 적용함에 있

어 주관적 지식 강조의 의미, 그 목적 및 적용 방향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었다. 이 문제에 대해 먼저 과거 진보주의

의 교육적 적용 방식에 대해 Dewey의 이론을 바탕으로 반성해보고, 이를 거울삼아 동일한 문제에 대한 현재 구성주

의의 교육적 적용에 대해 비판적 성찰을 시도하였다. 이를 통해 구성주의에 대한 발전적 이해와 수학 교실에서 보편적

이론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논의의 단초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Abstract
The present study was conducted on the assumptions that both progressivist and constructivist education

emphasized the subjective knowledge of learners and confronted similar problems when the derived educational

principles from the two perspectives were adopted and applied to mathematics research and practice. We argue

that progressivism and constructivism should have clarified the meaning, purpose, and direction of ‘emphasizing

subjective knowledge’ in application to the particular educational field. For the issue, we reflected Dewey’s theory

on the application of past progressivism, and aligned with it, we took a critical view of the educational

applications of current constructivism. As a result, first, the meaning of emphasizing subjective knowledge is that

each of the students constructs a unique mathematical reality based on his or her experience of situations and

cognitive structures, and emphasizes our understanding of this subjective knowledge as researchers/observers.

Second, the purpose of emphasizing subjective knowledge is not to emphasize subjective knowledge itself. Rather,

it concerns the meaningful learning of objective knowledge: internalization of objective knowledge and

objectification of subjective knowledge. Third, the application of the emphasis on subjective knowledge does not

specify certain teaching/learning methods as appropriate, but orients us toward a genuine learner-centered reform

from below. The introspections, we wish, will provide new momentum for discussion to establish constructivism

as a coherent theory in mathematics classroo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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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논어에 ‘온고이지신(溫故而知新) 가이위사의(可以爲師

矣)’란 공자 말씀이 있다. 옛것을 익혀 미루어 현실의 문

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가히 다른 이의 선생이 될 수 있

다는 말로 과거를 돌아보는 것의 중요성을 언급한다. 또

한, Durkheim(1922)은 ‘교육학이 과거에 받았던 비판을

다시 받지 않고, 과거에 끼쳤던 편견적 영향을 다시 주지

않으려면 광범위한 역사적 기반을 갖추어야 한다’(p. 128)

고 주장하며 역사적 고찰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수학교육의 역사는 그 시작을 알 수 없을 정도로 오래

된 일이다. 플라톤의 「대화편」에서 소크라테스가 사동

에게 제곱근과 관련된 발문을 하는 장면이 수학교육의

한 장면으로 해석될 수 있을 만큼 과거부터 수학을 가르

치고 배우는 일은 중요한 관심의 영역이었다. 그러나 교

육학이 학문으로 자리 잡고 수학교육이 학문영역으로 연

구된 역사는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이처럼 비교적 짧은 학문의 역사에도 불구하고 수학교

육은 근대부터 현대까지 크게 성장하여 꾸준히 변화하고

있다. 그중에 수학교육 개혁의 배경 철학 및 개혁 동기는

당시 존재하는 일반적인 교육철학의 방향과 그 맥을 같

이한다(Noh, 2008). 특히 Dewey의 이론을 중심으로 한

진보주의는 20세기 초반부터 중반에 이르기까지 세계교

육을 지배해 온 교육사상으로(Namgung et al., 2008;

Shin, Lee, Woo, & Kim, 2004), 국내 교육에서는 1950년

대 새 교육 운동으로 발전하였고(Shin et al., 2004; Shin

et al., 2017), 수학과 제1차 교육과정의 생활 중심 교육,

제2차 교육과정의 경험 중심 교육으로 적용되었다(Han

& Ko, 2005; Kang, He, Cho, Park, & Lee, 2010). 이는

아동의 흥미와 관심을 강조하고, 경쟁보다는 협동과 상호

작용을 중시하는 아동 중심 교육으로 현장에 적용되었다

(Namgung et al., 2008; Shin et al., 2004; Shin et al.,

2017). 그러나 진보주의 이념은 지나치게 개인과 현재에

집착하고 학습자의 학습 능력 저하, 교육의 질적 하락을

가져왔다는 비판을 받으며 종식되었다는 지적이 있다

(Kim, Kim, Seo, Lee, & Lee, 2011; Park, 1996; Shin et

al., 2004).

20세기 후기, 진보주의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와 함께

구조주의는 세계적으로 확산되어 1950년대 수학교육 현

대화 운동에 영향을 미쳤고(Namgung et al., 2008; Shin

et al., 2004; Shin et al, 2017), 국내에서는 제3차 교육과

정에 영향을 미치며 지식의 구조를 강조하는 학문 중심

교육과정으로 수학교육에 적용되었다. 1990년대와 2000년

대는 구성주의 철학이 수학교육 전반에 영향을 미치며

전미수학교사협의회(National Council of Teachers of

Mathematics; 이하 NCTM)를 주축으로 수학교육 개혁

운동이 진행되었고(Noh, 2008), 국내에서는 제7차 교육과

정과 그 이후 개정 교육과정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

며 지금까지 연구·발전되고 있다(Kang, 2018; Kang et

al., 2010). 이처럼 교육철학의 생성, 수용 및 전개는 수학

교육의 철학에 영향을 미치며 교육 현장의 변화를 초래

하였다.

본고는 수학교육의 이러한 흐름 속에서 역사적 고찰을

수행하여 현 수학교육에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즉,

현재 수학교육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대표적인

교육 사조를 구성주의로 판단하고, 진보주의와 구성주의

가 갖는 유사한 공통점이 있다는데 주목하여 과거 진보

주의 교육의 고찰을 바탕으로 현재의 구성주의 교육을

성찰하고자 한다.

구성주의와 진보주의를 비교·대조하는 연구는 이미 오

래 전부터 국내외에서 이루어졌다(Cho, 2000; Duffy &

Cunningham, 1997; Garrison, 1995; Kim, 2002; Kim,

2005; McCarthy & Sears, 2000; Prawat, 1995). 많은 철

학자 및 교육학자들은 Dewey의 이론이 구성주의 이론과

연결되어 있음을 보였고, Dewey의 학습 관점이 구성주의

를 지향하고 있으며 구성주의 인식론 또한 Dewey 인식

론 전통에 뿌리 깊이 연결되어 있거나 실질적으로는 동

일함을 주장하였다(Duffy & Cunningham, 1997; Kim,

2002; Kim, 2005; Prawat, 1995). 또는 사회적 구성주의에

집중하여 Dewey의 이론과의 유사성을 밝히기도 하였다

(Carrison, 1995). 이와는 반대로, Dewey의 이론과 구성주

의는 상이하다는 입장의 연구도 진행되었다(Kim, 2005;

McCarthy & Sears, 2000). Dewey의 이론이 사회적 구성

주의와의 어느 정도 유사성은 인정하나, 급진적 구성주의

에서 주장하는 존재론적, 인식론적 기본가정과는 상충됨

을 보임으로써 두 이론이 서로 다름을 보였다.

이러한 선행 연구들은 진보주의나 구성주의에 대한 이

론적 비교, 분석이 연구의 주요 문제였다. 교육학적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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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시도하는 연구들도 있었으나 두 인식론이 교육 현장

에 적용될 때 나타나는 학생 중심 수업, 활동 지향적 학

습, 협동 학습 등 교수·학습 방법의 공통점이나 유사함에

주목하여 연구가 이루어졌다(Prawat, 1995). 하지만 교육

연구자나 교사가 진보주의와 구성주의를 교육 현장에 적

용하고자 할 때, 인식론의 유사점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

는 교육적 문제들에 대해 논의되지 않았다. 즉, 두 이론의

공통적 요소가 교육 현장에서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지,

그 점을 교육 현장에 적용시키고자 할 때 목적은 무엇이

어야 하는지, 그 적용의 방향은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는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우리는 선행 연구와는 조금 다른 관점에서 진보주의와

구성주의가 갖는 유사성을 보인 후, 그 유사성을 바탕으

로 교육 현장에서 고려해 보아야 할 공통의 교육적 물음

을 제시한다. 본고는 두 이론의 유사성을 보이는 것을 목

적으로 하기보다는 그 유사성으로 인해 두 이론을 현장

에 적용할 때 고민해보아야 할 교육적 문제를 제기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리고 제기된 교육적 물음을 기준으

로 진보주의와 구성주의의 교육 현장 적용을 성찰하고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먼저 2장에서 구성주의에 대한 연구자의

관점을 명확히 제시한다. 또한 Popper의 철학적 관점을

바탕으로 진보주의와 구성주의가 주관적 지식을 강조한

다는 공통점을 보이며, 그로 인해 수학교육 현장에 적용

할 때 고민해보아야 할 공통된 교육적 물음 3가지를 제

시한다. 첫째, 주관적 지식 강조의 의미는 무엇인가? 둘

째, 주관적 지식 강조의 목적은 무엇인가? 셋째, 주관적

지식 강조의 적용 방향은 무엇인가?

3장에서는 과거 진보주의 교육은 어떻게 적용되었고

어떤 비판을 받았는지를 Dewey 이론에 근거하여 살펴봄

으로써 제기된 3가지 교육적 물음에 답한다. 4장에서는

구성주의 이론의 실제 교육은 어떤 방향으로 적용되고

있는지, 교육적 적용 및 비판들에 대해 오해하거나 오용

한 부분은 없었는지 성찰함으로써 동일한 3가지 교육적

물음에 대해 답한다. 이를 통해 현 수학교육에서 구성주

의 교육이 진보주의의 전철을 밟지 않고 발전적인 이해

와 교육적 접근을 통해 수학 교실에서 보편적인 이론으

로 자리 잡기 위한 논의의 단초를 제시하고자 한다.

Ⅱ. 이론적 배경

구성주의와 진보주의를 비교·대조하는 연구는 다양한

관점에서 이루어졌다. 본 연구의 논의에서 첫 단추는 구

성주의에 대한 연구자의 관점을 명확히 하는 것이 될 것

이다. 진보주의는 Dewey의 이론을 바탕으로 발전되었지

만 구성주의는 연구자마다 그 정의나 학파의 구분이 상

이하다. Dewey의 이론과 사회적 구성주의의 유사성에 대

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연구자마다 사회적 구성주의를

어떻게 정의하고 바라보느냐에 따라 그 해석이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이 장에서는 먼저 1절에서 구성주의에

대한 연구자의 관점을 제시한다. 특히 사회적 구성주의에

대한 모호한 구분을 명확히 하는데 주안점을 둔다. 2절에

서는 진보주의와 구성주의의 공통점을 제시한다. 선행 연

구에서 진보주의와 구성주의의 공통점으로 존재론적, 인

식론적 기본 가정과 함께 ‘인식 주체의 능동적 구성’에 대

한 유사성을 보였다(Kim, 2002; Prawat, 1995). 본고는

Popper의 철학적 관점을 바탕으로 진보주의와 구성주의

가 ‘주관적 지식의 강조’라는 공통점이 있음을 보이겠다.

1. 구성주의에 대한 관점

구성주의에 대한 의미와 분류는 학자마다 다르다. 구성

주의를 의미하는 용어는 constructionism, constructivism

등이 있고, 둘은 모두 국내에서 ‘구성주의’로 번역되어 사

용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constructivism에 관련된 부분으

로 제한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constructivism이란 용어는

다양한 대안적 인식론을 의미하기 위해 다양한 견해를

포괄하는 용어로 사용되기 시작하였다(Duffy &

Cunningham, 1997; Steffe & Gale, 1995).

국외 수학교육에서 구성주의의 분류를 살펴보면,

Steffe, Gale(1995)은 6가지 대안적 패러다임으로 구성주

의를 분류하였다. 이는 급진적 구성주의(radical

constructivism), 사회적 구성주의(social constructivism),

또 다른 사회적 구성주의(social constructionism), 정보처

리 구성주의(information-processing constructivism), 인

공두뇌학 체제(cybernetic systems), 사회문화적 접근

(sociocultural approach) 등이다. Cobb(1994)은 여러 대안

적 패러다임을 크게 구성주의(constructivist)와 사회문화

적 관점(sociocultural perspectives)으로 비교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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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ffy, Cunningham(1997)은 Cobb(1994)의 연구를 바탕으

로 구성주의를 인지적 구성주의(cognitive constructivist)

와 사회문화적 구성주의(sociocultural constructivist)로

구분하였다. 국내의 경우, Duffy, Cunningham(1997)의 관

점과 유사하게 구성주의를 인지적 구성주의와 사회적 구

성주의로 분류하는 경우도 있다(Kang, 1995). 그러나 국

내 수학교육의 경우, 대부분의 연구자들이 구성주의를

Piaget의 조작적 구성주의, von Glasersfeld(1990, 1991)의

급진적 구성주의, 그리고 Ernest(1991, 1994, 1998) 및

Cobb(Cobb, Yackel, & Wood, 1992; Yackeld & Cobb,

1993)의 사회적 구성주의로 분류한다(Hwang et al., 2016;

Kim & Park, 1996; Yoo & Yim, 1997).

위의 분류에서 알 수 있듯, 국내외 수학교육에서 구성

주의 연구는 동일한 관점의 구성주의가 서로 다른 이름

으로 불릴 수 있고, 또한 서로 다른 관점의 구성주의가

‘사회적 구성주의’라는 동일한 이름으로 논의될 수 있다.

많은 연구자들이 ‘사회적 구성주의’라고 하는 것에 다른

특성을 부여한다(Ernest, 1999). 이 용어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론적 근거와 가정이 무엇인지에 대한 합의가

결여되어 있어(Ernest, 1999) 서로 다른 이론의 혼재로 구

성주의 논의의 논점을 흐릴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가능

성은 진보주의와 구성주의의 유사성과 상이함을 주장하

는 연구자의 관점 및 해석의 차이를 제공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1).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기 위하여 ‘사회적 구성

주의’에 대한 연구자의 관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국내 수학교육 연구에서 사회적 구성주의는 대부분

Ernest(1991)의 ‘The philosophy of mathematics

education’에서 주장한 social constructivism의 내용을 바

탕으로 연구되었다(Yim & Hong, 1998; Yoo & Yim,

1997). 이는 von Glasersfeld의 급진적 구성주의와는 대비

되는 인식론으로 다루어지며 비교·대조하는 연구들도 진

행되었다(Yim, 1999; Yoo & Yim, 1997).

그러나 von Glasersfeld(1992)는 ‘The philosophy of

mathematics education(Ernest, 1991)’의 리뷰에서

Ernest(1991)가 주장한 ‘공유된 생각’ 및 ‘주관적 지식의

1) 진보주의와 구성주의의 공통점을 주장하는 기존의 연구에 대하여

반대 관점을 제시한 McCarthy, Sears(2000)와 Kim(2005)이 주장

하는 구성주의의 분류는 본 연구자의 관점과 달라 다른 해석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러한 논의는 본고의 주제에서 벗어나므로 자

세히 다루진 않겠다.

공표를 통한 객관적 지식으로의 경로’와 같은 설명에 동

의하며 구성주의자 모델로 취해야한다고 주장하였다. 또

한 Thompson(2013)은 Ernest의 초기 관점(1991, 1994,

1998)을 급진적 구성주의에서 시작하여 상호해석과 인간

의 상호작용을 설명한 것으로 이는 급진적 구성주의로도

해석가능하다고 평가하였다. 이에 대해 Ernest 자신은

1991년에 주장한 ‘수학적 지식 구성과정’의 모델이 급진적

구성주의의 관점에서도 설명이 가능하다고 주장하였고

(Ernest, 2011, p. 79), 또한, 자신의 초기 관점이 Piaget

기반의 구성주의로 급진적 구성주의의 견해였다면, 자신

의 후기 관점은 이전 관점과는 다른 Vygotsky 기반의 사

회적 구성주의라고 구분하였다(Ernest, 1999, p. 309).

따라서 본고에서는 국내에 소개된 Ernest의 초기 버전

의 사회적 구성주의(Ernest, 1991, 1994, 1998)를 급진적

구성주의와 그 결이 같은, 즉 이론적 근거 및 가정이 동

일한 것으로 본다. Steffe, Gale(1995)이 분류한 기준에 따

르면, Ernest의 초기 관점은 급진적 구성주의로, 후기의

관점은 사회적 구성주의로 분류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

의 변화를 명확히 구분하지 않고 초기 Ernest 관점이

von Glasersfeld의 급진적 구성주의와는 대비되는 것으로

논의하고 연구하는 것은 급진적 구성주의는 물론 사회적

구성주의에 대한 오해를 불러올 수 있다.

국외에서도 사회적 구성주의로 불리는 여러 이론들에

대한 구분이 다르다. 그러나 그 기준에 ‘수학적 지식의 본

질을 어떻게 설명하는가?’를 기준으로 분류해 본다면, 크

게 Piaget 기반의 구성주의와 Vygotsky 기반의 구성주의

로 분류할 수 있다(Ernest, 1999; Garrison, 1995; Prawat,

1995). Piaget와 Vygotsky의 구분을 결정짓는 가장 큰 기

준은 ‘지식의 근원’을 무엇으로 보는가이다. 지식의 근원

을 개인의 구성으로 보는 Piagetian과 지식의 근원을 사

회, 문화적 구성으로 보는 Vygotskian으로 구분 지을 수

있다. Steffe, Gale(1995)이 분류한 기준에 따르면, Piaget

기반의 구성주의는 급진적 구성주의, Vygotsky 기반의

구성주의는 사회적 구성주의에 해당한다. 따라서 크게 구

분된 Piaget 기반의 구성주의를 좀 더 세분할 수 있고,

이때 Ernest의 초기 관점은 Piaget 기반의 사회적 구성주

의로 세분할 수 있다. 이와 비교하여 Vygotsky 기반의

사회적 구성주의는 지식은 개인에 의해 구성된다는 급진

적 구성주의의 기본 원리(von Glasersfeld, 1989b)를 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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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하지 않는다(Thompson, 2000). 이런 의미에서 보자면,

Ernest의 사회적 구성주의에서 관점의 변화는 연구의 근

간이 바뀌는 큰 전환으로, 그 변화를 무시한 채 ‘사회적

구성주의’라는 이름 하에 동일한 것으로 바라보며 연구하

는 것은 피해야 할 것이다.

또한, 본고의 관점은 von Glasersfeld의 급진적 구성주

의를 인식론으로서 구성주의의 본격적인 시작으로 보고,

Piaget 이론을 구성주의의 한 부류로 분류하기보다는 von

Glasersfeld의 급진적 구성주의의 근원이 되는 이론으로

본다. Piagetian의 큰 뿌리는 ‘개인이 지식을 구성한다’에

동의한다는 것이다. von Glasersfeld는 Piaget의 이론을

재해석하여 구성주의의 기본 원리를 제시하며 급진적 구

성주의를 발전시켰다. 그의 연구는 국외 수학교육에서 많

은 구성주의 연구를 불러오는 계기가 되었고, 국내에서는

‘급진적 구성주의’로 번역되어 소개되었다(Kim & Park,

1994). 이때, ‘급진적’이라는 용어가 구성주의를 수식하는,

즉 구성주의 중 급진적인 것을 의미하는 것처럼 이해되

고 있다. 그러나 von Glasersfeld의 radical

constructivism에서 ‘radical’은 ‘과격하다’, ‘급진적이다’의

뜻과 함께 ‘근본적이다’라는 뜻도 있다. 즉, radical

constructivism은 기존의 전통적 인식론과 비교했을 때

구성주의 인식론이 급진적이라는 의미(von Glasersfeld,

1998)와 다른 구성주의 인식론과 비교했을 때 근본적

(fundamental)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Thompson, 2013).

따라서 Piaget 기반의 구성주의는 von Glasersfeld가 주

장하는 기본 원리를 근간으로 발전시킨 구성주의를 의미

하며, ‘radical constructivism’을 ‘근본적 구성주의2)’로 이

해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 Ernest의 초기 사회적 구성주

의는 급진적 구성주의의 기본 원리를 바탕으로 지식 형

성 과정에서의 상호작용 및 언어의 역할을 설명한 급진

적 구성주의의 한 버전인 것이다.

국내 수학교육에서 사회적 구성주의는 Ernest와 함께,

Cobb과 그의 동료인 Yackel, Wood이 자주 거론된다

(Yim & Hong, 1998; Yoo & Yim, 1997). Cobb의 이론이

von Glasersfeld나 Ernest의 이론과 함께 같은 선상에서

구성주의자로 논의되기도 하나, von Glasersfeld나 Ernest

2) 본 연구자는 ‘radical constructivism’을 ‘근본적 구성주의’로 번역

하나, 논의의 편이성을 위해 일관되게 ‘급진적 구성주의’로 표현

하겠다.

는 수학적 지식 자체의 구성에 초점을 둔 구성주의 인식

론을 연구하였다면 Cobb은 구성주의 인식론을 바탕으로

학생들의 학습과 교실에서의 상호작용을 설명한 학습이

론 연구자이다. 구성주의 연구에 대한 논의는 해당 연구

가 인식론에 대한 연구인지 학습이론에 대한 연구인지,

그 구분을 할 필요가 있다.

구성주의 연구를 인식론과 학습이론을 기준으로 구분

하여 접근한다면, 학습이론의 연구에서는 학파의 명확한

분류 및 구분보다는 통합적인 안목이 더 필요하다. 인식

론에서 구성주의의 분류는 지식의 근원을 무엇으로 보는

가에 따라 현상을 설명하는 방식이 달라지므로 그 비교

와 대조는 중요한 이슈이다. 그러나 구성주의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많은 학습이론들은 여러 인식론의 통합된 관점

으로 수학 학습을 설명하는 것이 더 중요한 이슈이기 때

문이다. 이를 Cobb, Yackel(1996)은 창발적 관점

(emergent perspective)3)으로 표현하며 Piaget 기반의 구

성주의와 Vygotsky 기반의 상호작용주의 등의 관점을 통

합하여 교실에서의 수학 학습을 분석하려고 시도하였다.

Sfard(1988)는 여러 학습이론을 크게 습득은유(acquisition

metaphor)와 참여은유(participation metaphor)로 다시 분

류하였고, 여러 학습이론은 서로 모순되거나 상충되는 부

분이 존재할 수 있지만 그러한 논리적 접근보다는 학습

상황을 해석하거나 선택하는 문제에 집중하여 학습을 설

명하려는 통합적 안목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이처럼

학습이론에서는 여러 학습이론들을 비교·대조하여 경쟁적

으로 바라보기보다는 분석의 도구나 렌즈로 사용하여 학

습을 분석하는 것이 더 중요하며(Simon, 2009), 실제 교

육적 적용에서 구성주의 이론과 사회문화적 이론의 통합

이 학습에 대한 물음을 더 잘 다룰 수 있다(Simon, Kara,

Placa, & Avitzur, 2018).

지금까지 논의한 연구자의 관점을 그림으로 나타내면

[Fig. 1]과 같다. 지식의 근원을 ‘개인의 구성’ 또는 ‘사회,

문화적 구성’ 중 무엇으로 보느냐에 따라 크게 Piagetian

3) emergent perspective는 ‘새로운 관점’, ‘신흥 관점’으로도 번역이

가능하다. Cobb, Yackel(1996)은 이 관점을 설명하면서 두 개의

관점을 통합하여 새로운 관점을 만들었다는 의미와 그러한 통합

으로 인해 점유의 과정이 출현(emergence)하거나 개별적이고 집

단적인 의미가 출현한다는 의미를 함께 주장한다. 따라서 본 연

구자는 단순히 새로운 관점이라는 의미보다는 출현, 창발하다는

의미를 더 강조하기 위해 ‘창발적 관점’으로 번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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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Classification of constructivist researchers

과 Vygotskian으로 구분할 수 있고, 이를 바탕으로 흔히

‘사회적 구성주의’로 통칭되는 이론을 분류하였다. 국내

수학교육에서 사회적 구성주의로 논의되는 Ernest의 초기

관점(1991, 1994, 1998)을 크게는 급진적 구성주의의 한

버전으로, 세분해서는 Piaget 기반의 사회적 구성주의로

분류하였다. 또한 구성주의 인식론과 학습이론을 분류하

여 인식론과 달리 학습이론에서는 통합적 관점이 필요함

을 주장하였다.

위와 같은 구성주의 이론의 분류 중, 본고에서 진보주

의와 논의하기 위한 구성주의에 대한 입장은 Piagetian

의 구성주의이다. 구성주의는 개인이 스스로 지식을 구성

한다는 원리 아래, 개인의 인지 구조와 상호작용 중 어느

쪽을 상대적으로 더 중시하느냐에 따라 관점이 조금씩

달라진다(Kang, 1995; Thompson, 2000). 간혹 급진적 구

성주의는 사회적 차원을 무시한다는 비판을 받지만 그들

이 궁극적으로 보고자 하는 것은 사회적 맥락에서 인지

하는 개인임을 강조한다. 사회적 상호작용을 인간 행동의

구성요소로 보는 사회적 구성주의4)와 달리, 급진적 구성

주의는 이를 설명이 필요한 현상으로 받아들이는 것으로

구분할 수 있다(Thompson, 2000). 본고는 학파의 구분과

무관하게 구성주의는 사회적 상호작용을 중시한다는 입

장을 취한다. 그러나 Vygotsky 기반의 정신(mind)에 대

한 사회문화적 관점(Wertsch, 1991)을 따르거나

Vygotskian의 구성주의 입장을 취하는 것은 아니다. 매개

4) 이는 Vygotskian의 사회적 구성주의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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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행위, 즉 사회-개인을 분석의 최소 단위로 보는 그들

과 달리, 본 연구는 개인 속에 위치한 개념적 인지 과정,

의식의 개인적 차원에 집중한 개인의 인지를 분석 단위

로 보는 관점(Cobb, 1994; Steffe & Kieren, 1994)을 갖고

다음의 논의를 이어가겠다.

2. 주관적 지식의 강조

수학을 가르치는 최선의 방법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의

답은 ‘수학은 진정으로 무엇에 관한 것인가’에서 찾을 수

있다(Hersh, 1979, p. 34; as cited in Ernest, 1991, p. 4).

수학의 교육과정 및 교수·학습 방법은 ‘수학적 지식을 무

엇으로 보는가?’, ‘어떻게 지식이 생성되는가?’ 등에 대한

철학적 가정에 의존하게 된다(Confrey, 1981; Lerman,

1983). 철학적 가정이 유사한 경우 그 교육적 적용 또한

유사할 수 있다. 따라서 본고는 지식에 대한 철학적 관점

중, Popper(1972)의 주장을 바탕으로 진보주의의 Dewey

이론과 구성주의의 Ernest(1991) 관점이 ‘주관적 지식을

강조’한다는 공통점을 보이겠다. 이를 위해 Popper의 지

식 구성 과정에 대한 관점을 먼저 살펴보자.

Popper(1972)는 우리가 경험하는 세계와 지식의 종류

를 구분하였다. 우리가 경험하는 세계는 3가지 세계로 구

분하는데, 첫째, 물질적 대상 혹은 상태의 세계(세계1), 둘

째, 의식 및 정신 상태 혹은 행위로 향하는 개인의 의식

적인 경험의 세계(세계2), 셋째, 객관적 사고 내용 및 논

리적 체계의 세계이다. 이때 세계2에 해당하는 개인의 사

고와 관련된 지식을 ‘주관적 지식(subjective knowledge)’

으로, 세계3에 해당하는 출판물이나 책과 같은 논리적 지

식을 ‘객관적 지식(objective knowledge)’으로 구분하였다.

이러한 지식의 구분은 과거 지식이론과는 대조적인 것으

로, 모호하게 사용된 지식 개념에서 개인의 주관적인 사

유와 개인의 인지 밖 사유를 구분하였다는 의미를 갖는

다. Popper는 지식을 세부적으로 구분하며 각 영역의 독

립성을 주장하기보다는 지식 간의 상호관련성을 보였고,

각각의 지식이 어떤 영향을 주고받는지 설명하면서 객관

적 지식 또한 인간 활동에 의한 결과물임을 보였다.

Popper의 주장을 바탕으로 세계 및 지식 간의 관계를 표

현하면 아래 [Fig. 2]5)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5) [Fig. 2]는 Popper가 제시한 그림은 아니다. Popper(1972)의 주장

을 바탕으로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Park, Shin(2019)이 작성

[Fig. 2] The relationship between Popper's three

worlds(Popper, 1972)

Popper의 이러한 지식의 관점은 Ernest(1991)에 의해

구성주의 관점에서 수학적 지식 구성의 과정을 설명하기

위해 사용되었다. 그러나 급진적 구성주의에서는 절대적

이고 보편적인 진리의 존재를 부정하므로 Popper가 주장

하는 ‘객관성’, 즉 기존의 객관성과는 구별되는 구성주의

자의 객관성을 따로 정의할 필요가 있었다(von

Glasersfeld, 1995b). 구성주의 관점에서 객관성은 사물 자

체의 세계 속에 있는 것이 아니므로 흔히 말하는 객관성

과는 그 의미가 다르고, 단지 지각할 수 있는 현상 범위

내에 존재하는 것으로서 객관적이라는 말 대신 ‘상호주관

성(intersubjectivity)’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다. Ernest는

Popper가 주장한 논리적 내용의 세계인 ‘객관적 지식’에

‘상호주관적(intersubjective), 사회적(social)인 모든 지식’

을 포함하여 그 의미를 수정하였다.

세 가지 세계의 순환과정으로 지식 구성을 설명한

Popper와 유사하게, Ernest는 두 세계의 순환과정, 즉 주

관적 지식과 객관적 지식 사이의 순환과정으로 지식 구

성을 설명하였다. Ernest는 이러한 지식 구성 과정을

[Fig. 3]과 같이 제시하였다. Popper의 관점과 마찬가지로

구성주의는 객관적 지식, 즉 수학적 지식이 인간의 구성

물임을 주장하며 동시에 지식의 주관적 측면인 개인의

사유, 인식 및 경험을 강조하였다.

한 그림이다. 이는 Ernest(1991)가 주장한 수학적 지식 구성 과

정 사이클이 Popper의 지식 구성 과정 사이클과 긴밀하게 연결

되어 있음을 전제하여 작성한 그림이다. Park, Shin(2019)은

Ernest의 지식 구성 과정이 Popper의 지식 구성 과정의 일부분

(주관적 지식과 객관적 지식의 관계)을 더 깊게 논의한 결과물이

라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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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Mathematical knowledge construction

process(Ernest, 1991, p. 85)

Popper의 주관적 지식과 객관적 지식을 바탕으로 여러

이론들의 강조점을 재해석하는 것은 중요하다. 예를 들면

본질주의는 과거의 문화적 유산을 다음 세대에 전달하는

것을 목적으로 3R’s 및 학문에 대한 철저한 훈련을 강조

하였고, 항존주의는 인간의 본질 및 교육의 본질은 변하

지 않는 것으로 보고 불변의 진리, 고전 교육에 역점을

두었다. 구조주의가 근간이 된 현대화 운동은 수학적 구

조, 논리적 엄밀성을 주장하였고(Namgung et al., 2008),

기본으로 돌아가기 운동 및 문제해결의 시대는 기초, 기

본 능력의 강조, 문제해결의 강조에 주목하였다(Kang et

al., 2010). 이들의 주안점은 상대적으로 교재나 책의 내

용, 또는 그 안의 논리적 구조에 초점을 둔 것으로 이는

지식의 객관적 측면을 강조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진보주의는 지식의 주관적 측면을

강조한다. 진보주의는 아동의 내적 욕구, 흥미, 그리고 활

동을 강조하며 아동의 심리적·사회적 측면을 중요하게 다

루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Namgung et al., 2008). 이는

개인의 경험이나 인지 내에서의 사유에 초점을 맞춘 것

으로 주관적 지식의 강조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구성주

의 역시 학습자의 인지 및 능동적 구성에 중점을 두며

주관적 지식을 강조하였다(Ernest, 1991; von Glasersfeld,

1995b).

이와 같이 각 교육 철학이 지식의 주관적 측면과 객관

적 측면 중 어떤 측면을 더욱 강조하느냐에 따라 교육적

으로 상이한 접근을 할 수 있다. 진보주의와 구성주의는

동일하게 지식의 주관적 측면을 강조하였고, 이처럼 지식

에 대한 철학적 측면이 유사한 경우 교육적 적용 또한

유사할 수 있다. 따라서 교육연구자 및 교사들이 이론을

교육 현장에 적용하고자 할 때, ‘주관적 지식의 강조’라는

유사성으로 인해 함께 고민하고 논의해야 할 교육적 물

음 세 가지를 제기할 수 있다.

첫째, 주관적 지식 강조의 의미이다. 이는 인식론적, 철

학적 입장에서 논의되는 ‘주관적 지식의 강조’가 교육 현

장에 적용되었을 때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물음이다.

둘째, 주관적 지식 강조의 목적이다. 수학교육에 있어 주

관적 지식의 강조 자체가 목적일 수는 없다. 따라서 진보

주의와 구성주의가 주관적 지식을 강조하는 목적을 수학

교육 현장에 빗대어 이해해야 한다. 셋째, 주관적 지식의

적용 방향이다. 이는 주관적 지식과 객관적 지식 사이의

관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며, 또한 진보주의와 구성주의를

교육 현장에 실제 적용 시 주의해야 할 점들을 명확히

하는 것이다. 수학교육 현장은 객관적인 수학적 지식을

배우는 것을 목표로 하는 곳으로 수학에 대한 주관적 지

식 강조의 목적과 방향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교육적 문제에 있어 진보주의와 구성주의가 아

닌 다른 교육 사조들은 상대적으로 자유로울 수 있다. 학

문의 논리, 수학적 구조 및 엄밀성 등 객관적 지식을 강

조하는 교육사조들은 그들의 강조점과 지향점이 이미 객

관성과 확실성을 갖춘 지식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

에 고민해보아야 할 다른 교육적 문제를 야기한다. 주관

적 지식을 강조하는 진보주의와 구성주의는 이러한 ‘주관

적 지식 강조’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 명확히 인식하지 못

한다면 자칫 교육 현장에서 객관적 지식인 수학적 지식

을 소홀히 하는 것으로 이어질 수 있고, 이는 진보주의

교육의 가장 큰 비판 중 하나인 수학 교과의 질적 하락

이라는 결과를 다시 맞이하게 될 수도 있다.

지금까지 Popper의 관점을 바탕으로 진보주의와 구성

주의가 ‘지식의 주관적 측면’을 강조한다는 공통점을 보였

다. 주관적 지식을 강조하는 진보주의와 구성주의 이론이

수학교육 현장에 적용되기 전, 교육연구자 및 교사들이

고민해보아야 할 3가지 교육적 물음을 제시하였다. 3장에

서는 이 3가지 물음에 대해 과거 진보주의 교육의 적용

은 어떠했는지 Dewey의 이론을 바탕으로 고찰하고, 4장

에서는 공통된 3가지 물음에 대해 현재 구성주의 교육은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구성주의 이론을 바탕으로 성찰

하겠다.



수학교육에서 진보주의와 구성주의 적용에 대한 성찰 395

Ⅲ. 진보주의 교육에 대한 성찰

1900년대, Dewey는 「나의 교육신조」(1897)와 「아동

과 교육과정」(1902) 등을 통해 자신의 교육관을 주장하

였다. Dewey는 개인의 심리적 측면을 강조하였고, 이는

교육 현장에서 아동 중심과 동일시되며 아동의 흥미, 요

구, 자유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적용되었다(Namgung et

al., 2008; Shin et al., 2017). 진보주의의 교육실천은 크게

두 가지 비판을 받았다. 첫째, 개인의 심리적 측면만을 지

나치게 강조하여 사회를 무시하였다는 것이다(Namgung

et al., 2008; Shin et al., 2004; Oh, Lee, & Lee, 2010). 둘

째, 아동을 너무 강조한 나머지 본질적 지식을 외면하여

학력 저하, 특히 수학·과학에서의 질적 하락을 가져왔다

는 것이다(Lee, 2015; Namgung et al., 2008; Park, 1996;

Shin et al., 2004; Shin et al., 2017). 이러한 비판은 아동

의 강조, 즉 주관적 지식의 강조 측면과 관련된 것으로, 3

가지 교육적 물음에 대해 논의함으로써 과거 진보주의

교육 적용에서 오해하거나 오용한 부분은 없었는지

Dewey의 이론을 바탕으로 고찰하겠다.

1. 주관적 지식 강조의 의미

진보주의에서 주장하는 아동의 강조, 즉 주관적 지식의

강조는 무엇을 의미하는가라는 첫 번째 교육적 물음에

대해 고찰해보자. 이는 진보주의가 개인의 심리적 측면만

을 지나치게 강조하며 사회를 무시했다는 비판과 관련된

물음으로, Dewey가 주장하는 ‘아동의 심리’ 강조의 의미

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한 Dewey의 관점은

「나의 교육신조」(1897)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교육은 심리학적 측면과 사회적 측면이 유기적으로 관

련되어 있으며, 교육은 둘 사이의 타협이나 다른 하나

에 대한 중첩(superimposition)으로 간주될 수 없다.

(중략) 개인을 사회적 관계 속에서 활동하는 존재로 파

악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현재

의 사회적 조건 하에서 아동으로 하여금 적응할 수 있

도록 해주는 것이다(Dewey, 1897, p. 77).

Dewey는 아동의 심리적 측면과 사회적 측면이 서로

대조적인 부분이 있음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어느 한쪽을

강조하거나 흡수하는 형태의 접근은 교육에서 나쁜 결과

를 가져올 것이라고 경고하였다. 그가 주장하는 아동의

강조란 아동을 사회적 관계 속에서 활동하는 존재로 바

라보고 교육활동에 임하기를 권하는 것이었다. 이는 사회

의 영향력을 인정하면서 기존에 고려되지 않았던 아동의

심리적 측면을 강조하기 위함이다. 사회와 아동의 이러한

관계는 학교에 대한 그의 주장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학교는 다른 무엇이기 전에 하나의 사회적 기관이다.

(중략) 사회기관으로서의 학교는 현존의 사회생활을 단

순화해야 한다. (중략) 현재의 교육이 실패한 가장 큰

원인은 학교가 사회생활의 한 형태라는 이 근본적인

원리를 무시한다는 데 있다. (중략) 아동의 사회생활은

그의 모든 훈련 또는 성장을 집중시키고 관련짓는 기

초이다(Dewey, 1897, pp. 77-78).

Dewey는 학교를 아동의 중요한 사회적 기관으로 보았

다. 그가 주장하는 사회생활의 단순화란, 교육이 가정이라

는 가장 작은 단위의 사회에서부터 출발하여 점차 성장

하는 모습으로 나아가야함을 의미한다. 이 때 아동의 과

거 경험, 심리, 흥미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학교가 아동

의 사회생활의 한 형태임을 인정하지 않았던 당시의 세

태를 비판하며 아동의 심리와 가장 밀접한 사회기관이

학교가 되어야한다고 강조하는 것이다.

따라서 Dewey가 주장하는 아동 강조의 의미는 아동

밖의 사회에 집중되었던 기존의 관점을 비판하고, 사회적

관계 안에 존재하는 개인의 중요성을 주장하는 것이다.

기존의 대립된 시각보다는 서로 긴밀히 연관되어 있음을

강조하며, 사회와의 관계 속에서 학생들이 소홀히 다루어

지지 않도록 그들의 심리를 면밀히 살펴야함을 주장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측면이 마치 아동의 심리적 측면

만을 강조한 것처럼 받아들여졌고(Shin et al., 2004), 사

회 속에서 활동하는 개인의 측면을 보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주관적 지식 강조의 목적

진보주의에서 강조하는 아동의 심리적 측면의 강조, 즉

주관적 지식의 강조는 무엇을 위한 것인지 그 목적에 대

해 고찰해보자. 이는 지식의 본질적 측면이 외면당하고

교과에 대한 측면을 경시함으로써 수학 교과의 질적 하

락을 가져왔다는 비판과 관련된 물음이다. 주관적 지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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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조인 아동의 심리적 측면의 강조는 그 목적을 무엇으

로 삼아야 하는지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한

Dewey의 관점은 「아동과 교육과정」(1902)을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아동과 교육과정의 근본적인 대립은 일련의 다른 용어

들로 중복될 수 있다. (중략) 아동의 강조는 학습자의

‘심리’에 있는 데 반해서, 교육과정의 강조는 교과의

‘논리’에 있다. (중략)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인가? 그것

은 아동의 경험과 교육과정 사이에 종류상의 차이가

있다는 편견을 제거하는 것이다. (중략) 경험의 논리적

측면과 심리적 측면, 즉 전자는 교과 그 자체를, 후자

는 아동과 관련된 것 속에서 교과를 뜻한다(Dewey,

1902, pp. 9-19).

Dewey의 주장을 살펴보면 그는 아동과 교과 중 어느

한 쪽의 극단을 취하는 부류는 근본적으로 똑같은 오류

에 빠지게 된다고 하였다. 그 대립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

가라는 물음에 대해 종류상의 차이가 아닌 정도상의 차

이로 바라봐야한다고 주장하였다. 아동은 학습자의 심리

를 대변하고, 그 심리적인 측면은 ‘아동과 관련된 것 속에

서 교과’를 의미하며 이는 탐험가의 메모로 비유된다. 여

기서 탐험가의 메모란 탐험가의 직접 경험으로 아동의

경험을 의미한다. 반면 교과는 논리적 측면을 대변하고,

논리는 ‘교과 그 자체’를 의미하며 이는 완성된 지도로 비

유된다. 여기서 완성된 지도란 탐험가의 경험을 통제하고

안내하며 시간과 정력의 낭비를 막아주는 안내서로 교과

를 의미한다. 그렇다면 아동의 강조는 무엇을 위한 것인

가? Dewey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논리적인 것과 심리적인 것은 대립되지 않는다. (중략)

논리적인 견해는 경험 발전의 한 지점으로 의미를 갖

고, 그 정당화는 미래 성장의 기능을 수행한다는 측면

에서 그 자체로 심리적이다. 그러므로 교과의 교육내용

은 경험으로 복원되어야 한다. 그것은 심리화

(psychologize)될 필요가 있다. 교육내용은 학습자의 구

체적이고 직접적인 경험으로 해석되고 이해되어야 한

다(Dewey, 1902, p. 22).

Dewey의 주장을 통해 주관적 지식을 강조하는 목적은

결국 ‘교과의 심리화’를 위한 것임을 알 수 있다. 교과와

아동, 논리적 측면과 심리적 측면은 서로 긴밀하게 연결

된 관계로, 교사는 교과에 해당하는 학생의 직접적이고

생생한 경험을 이끌어내야 한다. 아동의 경험 속에 교과

와 관련된 내용이나 흥미는 무엇인지, 이를 어떻게 효과

적으로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은 결국 교과의 지도

를 목표로 한다. 그러나 이러한 아동의 강조를 교과와 상

관없이 단순히 아동의 심리나 흥미만을 강조한 것으로

이해되었고, 그 목적이 아동의 심리 그 자체인 것으로 해

석되었다. 주관적 지식을 강조하는 목적이 교과를 향하고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였다.

3. 주관적 지식 강조의 적용 방향

세 번째는 진보주의 교육 현장에서 주관적 지식의 강

조를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에 대한 물음이다. 이는 주관

적 지식과 객관적 지식 사이의 관계에 대한 물음으로, 주

관적 지식을 강조하면서 어떻게 객관적 지식으로 나아갈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이며, 수학 교과의 질적 하락을 가

져왔다는 비판을 반성할 수 있게 하는 물음이기도 하다.

이에 대한 Dewey의 관점을 살펴보자.

경험에 대한 논리적 번역(logical rendering of

experience)의 가치는 그 자체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그 의미는 관점, 전망, 방법의 의미이다. (중략) 그것이

소개하는 추상화, 일반화, 그리고 유형에 따른 분류는

모두 장래에 의미가 있다. (중략) 과거 경험이 체계화

된 결과로서의 교과는 성장의 과정과 반대되지 않는다

(Dewey, 1902, pp. 21-22).

Dewey의 주장을 살펴보면 주관적 지식의 강조는 교과

의 심리화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심리화를 위해 이끌어

낸 학생의 경험을 논리적으로 객관화하는 과정까지 이야

기하였다. 이를 ‘경험의 논리적 번역’의 가치로 표현하였

다. 경험에 논리성을 부여하고 체계화하는 것 자체가 경

험의 발달 과정이며, 발달의 중요한 부분이다. 이러한 논

리화나 체계화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그 과정의 판단 기

준은 앞으로 다가올 개인적 경험에 어떤 작용을 하느냐

로 판단될 수 있다. 이는 아동의 경험이 논리적 번역을

통해 교과를 향하게 되고, 그 적용이 적절했는가를 판단

하는 기준은 다시 아동을 향하게 되는 순환적 관계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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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한다.

따라서 아동의 강조는 궁극적으로 경험의 논리적 번역

을 위한 방향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그러나 교과의 심리

화를 위해 아동의 경험과 흥미를 이끌어냈다 하더라도

그 경험이 논리적, 체계적으로 번역되는 부분이 강조되지

않았고, 이는 특히 수학·과학 교과의 질적 하락을 유도하

는 원인이 되었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바탕으로 Dewey의 아동과 교과의

관계를 그림으로 표현하면 [Fig. 4]6)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아동의 강조는 그 목적과 방향이 교과와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먼저 교과를 아동에게 이해시키기 위

해 교과와 관련된 아동의 직접적인 경험을 이끌어내는

‘교과의 심리화’ 과정을 거치고(과정1), 그런 다음 그 경험

은 다시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성격을 부여하는 ‘논리적

번역’의 과정을 거치며 교과를 향한다(과정2). 그 논리적

번역은 다시 아동의 다가올 경험과 관련하여 판단된다.

아동과 교과, 심리적 측면과 논리적 측면은 계속되는 순

환관계 속에 있음을 알 수 있다.

[Fig. 4] Relationship between children and

curriculum in Dewey’s theory

Dewey의 아동과 교과 사이의 관계는 앞서 설명한

Ernest(1991)의 주관적 지식과 객관적 지식 사이의 관계

와 유사하다([Fig. 3]과 비교). 아동의 심리적 측면을 주관

적 지식으로, 교과의 논리적 측면을 객관적 지식으로 해

석할 수 있으며, 둘 다 교과/객관적 지식과의 긴밀한 순

환 관계 속에서 아동/주관적 지식을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주관적 지식과 객관적 지식 사이의 관계를 살펴보면,

6) [Fig. 4]는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연구자가 작성한 것으로,

Dewey의 「아동과 교육과정」(1902)을 바탕으로 연구자가 이해

한 아동과 교과의 관계를 묘사한 것이다.

Dewey가 주장한 교과의 심리화(Dewey, 1902)는 Ernest

가 주장한 객관적 지식의 내면화(Ernest, 1991)로 설명할

수 있다. 물론 Ernest가 이야기한 내면화란 객관적인 수

학적 지식을 내적으로 주관적으로 표상하는 것이고,

Dewey의 심리화란 교육내용이 학습자의 구체적이고 직

접적인 경험 속에서 해석되고 이해되는 것을 의미하는

차이는 존재하나, 두 개념 모두 교과에 대한 학습자의 심

리를 강조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또한 Dewey의 경험의 논리적 번역(Dewey, 1902)은

Ernest가 주장한 주관적 지식의 객관화(Ernest, 1991)로

설명 가능하다. Ernest는 주관적 지식의 객관화를 수학적,

언어적 기준을 가지고 비판하는 과정을 통한 객관화로

설명하는 반면, Dewey는 경험에 논리적 성격을 부여하고

체계화된 지식의 형태를 부여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는 차

이는 존재하나, 두 개념 모두 기존의 수학적 체계를 중시

하며 학습자의 심리적 측면과 이를 연결하는 과정에 중

점을 둔다는 점에서 유사하다.

Dewey의 이론을 바탕으로 진보주의 교육 적용 시 현

장에서 고려해 보아야 할 3가지 물음에 대하여 고찰하였

다. 고찰한 내용을 바탕으로 Ernest가 주장한 지식 구성

과정과의 유사성도 보였다. 진보주의와 구성주의는 주관

적 지식을 강조한다는 사실뿐만 아니라 주관적 지식 강

조의 목적과 방향도 유사함을 알 수 있었다.

과거 진보주의 교육은 Dewey의 교육 개혁에 대한 의

미, 즉 왜 필요하며, 무엇을 위해 필요한지에 대한 면밀한

철학적 고민이 부족한 상태로 적용되었고(Lee, 2015), 그

결과, 아동의 심리만을 강조하며 학문 내용을 체계적으로

가르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으며 새수학으로 대체되었다.

진보주의와 마찬가지로, 주관적 지식을 강조하는 현재

구성주의의 교육 현장 적용은 어떠한가? 주관적 지식의

강조에 대한 깊은 철학적 고민을 하며 적용되고 있는가?

국내에서 구성주의는 제7차 교육과정부터 현재까지 다양

한 방식으로 적용되고 있다(Mok, 2003). 다른 한편에서는

구성주의 교육은 실패했다 또는 한계가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Kim, 2008; Heo, 2007). 그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는다면 구성주의는 진보주의와 같은 전철을

밟게 될지도 모른다. 다음 장에서는 구성주의 교육 연구

및 현장 적용에서 나온 비판을 기준으로 공통된 교육적

물음 3가지에 대해 고민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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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구성주의 교육에 대한 성찰

구성주의의 기본원칙은 von Glasersfeld(1989b)에 의해

제시되었다. 그중 첫 번째는 “지식은 수동적으로 받아들

여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인식하는 주체에 의해 능동

적으로 구성된다”(p. 18)이다. 이 원칙에서 알 수 있듯이

구성주의는 학습자의 주관적 지식을 강조한다(Ernest,

1991). 학습자 주체의 지식 구성 강조를 간단히 ‘학습자

중심’으로 부르며(Confrey & Kazak, 2006; Kang, 1997;

Kim & Park, 1996), 학생의 자발적 학습, 토론 및 상호작

용을 중시한 소집단 협동 학습, 최소한으로 안내된 수업

등의 형태로 교육 현장에 적용되었다(Bang, 2015; Kang,

Choi, & Jang, 2006; Sweller, 2009).

구성주의 교육이 현장에 적용되기 시작하면서 다양한

이론 연구 및 현장 적용 연구가 이루어졌고, 그러한 구성

주의 연구와 현장 적용 중에 교육연구자 및 현장 교사들

은 구성주의 교육에 대한 여러 의문과 회의감을 보이기

도 했다. 과연 학생의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학습이 가능

한가? 토론 및 상호작용으로 수학 학습이 가능한가? 또

는 이보다 더 근본적인 질문으로, 수학교육에서 구성주의

수업이 과연 가능한가?(Choi, 2000; Heo, 2007; Kim,

2008; Na, 1998; Noh & Lee, 2016; Sweller, 2009) 이와

같은 구성주의 교육에 대한 의문들을 앞서 2장에서 제시

한 3가지 교육적 물음을 바탕으로 성찰하고자 한다.

1. 주관적 지식 강조의 의미

첫 번째 물음은 구성주의에서 주장하는 주관적 지식

강조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한 물음이다. 이는 구성주의

핵심 원리인 능동적 지식 구성과 관련된 문제로, 학습자

스스로 지식을 구성할 수 있는가, 대상이나 환경의 작용

없이 주체의 능동적인 구성만으로 지식의 구성이 가능한

가, 지식이 능동적으로 구성된다면 비자발적 학습은 어떻

게 설명할 수 있는가에 대한 물음(Cobb, 1994; Heo,

2007; Kim, 2008; Noh & Lee, 2016)을 성찰할 수 있게

할 것이다. 이번 절에서는 세 가지 키워드, 능동적 지식

구성의 의미, 주체와 대상의 관계, 비자발적 학습을 중심

으로 주관적 지식 강조의 의미를 명확히 해보자.

1) 능동적 지식 구성의 의미

구성주의 원리가 주장하는 ‘능동적 구성’의 의미를 명

확히 함으로써 주관적 지식 강조의 의미를 성찰해보자.

능동적 지식과 관련하여 학습자 스스로 지식을 구성할

수 있는가라는 의문이 제기된다. 이는 능동적 구성에 대

한 의미 해석과 관련된다. ‘능동적’이라는 표현은 이와 유

사한 의미를 가진 ‘스스로’, ‘자발적’이라는 용어로 종종

이해되고, 이는 학생이 ‘준비된 학습자’, ‘스스로 배울 수

있는 자’라는 의미로 해석되기도 한다. 이러한 이해는 학

생들에게 학습권을 위임하는 수업으로 진행되고, 그 결과

학생들이 더듬거리거나 애매모호한 사고를 하는 모습, 학

생의 지식에 오류가 있는 점을 들며 스스로 구성할 수

있느냐에 대한 반문을 제시한다(Kim, 2008; Noh & Lee,

2016). 이는 구성주의가 주장하는 ‘지식은 주체에 의해 능

동적으로 구성된다’라는 문구에 대한 서로 다른 이해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 원리에 해당하는 원문을 그대로 옮기면,

‘Knowledge is not passively received but built up by

the cognizing subject’(von Glasersfeld, 1989b, p. 18)이

다. 이는 국내에 ‘지식은 인식 주체에 의하여 능동적으로

구성되어지는 것이며, 결코 환경으로부터 수동적으로 받

아들이는 것이 아니다’(Kim & Park, 1996, p. 93)로 소개

되었다. ‘능동적 구성’은 ‘built up’, 즉 ‘구성한다’에 해당하

는 연구자의 해석이 들어간 표현이다. 그러나 원문을 확

인하지 않고 기술된 번역문을 기준으로 ‘능동적 구성’에

대하여 우리말의 ‘능동적’과 유사한 용어들을 동일시하며

그 의미를 혼동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면 그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 구성주의 원리를

주장하던 시대적 배경으로 돌아가 보자. 당시의 지배적이

었던 절대적 지식관에 의하면 수학적 지식은 이데아의

세계, 혹은 인간 밖의 세상에 절대적으로 존재하는 것으

로 확실하고 도전할 수 없는 진리이며, 그러한 절대적 진

리는 개인에 의해 발견된다고 주장하였다(Ernest, 1991).

구성주의는 그러한 절대론적 실재(reality)의 존재를 부정

한다. 이는 절대론적 실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다만 회의론자들처럼 이를 알 방법이 없다는 입

장을 취한다(von Glasersfeld, 1994). 실재는 사물과 사람

사이 관계 및 사람들 사이 관계로 이루어지고 지식은 인

간에 의해 구성된다고 주장하며(von Glasersfeld, 199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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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적인 지식관에서 인정하지 않았던 개인의 사유나 인

식 속에 존재하는 주관적 지식이 있음을 주장하는 것이

다(Ernest, 1991).

구성주의가 설명하는 ‘능동적인 구성’이란 객관적인 수

학적 지식을 학생이 구성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

니다. 그보다는 객관적 지식과는 구별되는 주관적인 수학

적 지식, 즉 학생들만의 수학적 현실이 존재함을 주장하

고 이를 구분하려고 하였다. 학생들의 수학적 현실에 대

한 연구자의 모델을 ’학생들의 수학(mathematics of

students)7)’이라고 부르고, 학생들이 배울 수 있는 개념과

조작으로 구성된 것을 이와 구분하여 ‘학생들을 위한 수

학(mathematics for students)’으로 부른다(Steffe &

Wiegel, 1992). 연구자들은 학생들이 말하고 행동하는 것

을 통해 학생들의 수학적 현실을 이해할 필요가 있으며

(Steffe & Thompson, 2000), 학생들을 위한 수학이 선험

적으로 지정될 수 없고 학생들의 수학적 실제와 그 현실

을 수정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함을 주장하였다(Steffe

& Olive, 2010).

따라서 주관적 지식 강조의 의미와 관련하여 ‘능동적

구성’을 교실 현장에 적용하고자 할 때 학생들에게 스스

로 혹은 알아서 어른들의 수학을 찾아내보라고 수수께끼

를 던지듯, 학생을 온전한 한 명의 수학자로 바라보는 것

은 적절하지 않다. 어른들의 수학과는 다른, 아이들의 수

학 세계가 있음을 인정하고(Thompson, 2013), 이를 이해

하고 알아가려는 노력으로 이어지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2) 주체와 대상의 관계

구성주의 원리가 강조하는 주관적 지식의 강조, 즉 인

식 주체의 능동적 지식 구성의 강조는 지식의 구성이 대

상이나 환경의 작용 없이 주체의 능동적인 구성만으로

가능한가라는 의문을 제기한다. 주관적 지식의 강조는 자

칫 대상이 인식 주체에게 주는 영향력을 간과하고(Cobb,

1994; Noh & Lee, 2016) 인식 주체의 지식 구성만을 강

조하는 것으로 여겨지기도 한다. 이러한 물음에 대해, 구

성주의의 기본 철학적 관점을 바탕으로 주체와 대상 사

이의 관계를 어떻게 인식하고 어떻게 교육 현장에 적용

7) 본고에서 언급되는 ‘학생들의 수학’이라는 용어는 일반적으로 사

용되는 의미이기보다는 Steffe, Wiegel(1992)에서 정의한

‘mathematics of students’를 의미하는 용어로 사용하였다.

할 것인지 성찰해보자.

1990년대 절대주의에 대한 대안적 관점으로 대두된 급

진적 구성주의, 사회적 구성주의 및 사회문화적 관점은

지식의 정신-육체의 분리, 주체-대상의 분리, 주체-환경

의 분리 등 Descartes를 기반으로 한 이분법적인 지식관

에서 탈피하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Steffe & Gale,

1995). 또한 대상이 주체에게 미치는 영향을 간과했다는

비판에 대해, Steffe, Kieren(1994)은 고전적인 이중성을

되살리기보다는 인간들 사이의 상호작용을 통해 만들어

진(혹은 구성된) 수학적인 현실에 집중하는 쪽을 택하고

있으며, Confery, Kazak(2006)는 인지-문화, 개인-사회

등의 이분법적 관점보다 개인과 사회·문화의 상호작용 관

점으로 바라보자고 주장한다.

구성주의에서 주관적 지식을 강조하는 ‘주체의 능동적

구성’에 대하여 주체와 대상, 혹은 주체와 환경에 대한 이

분법적 사고에서 어느 한 쪽만을 강조한다고 이해해서는

안 된다. 교육 철학이나 교육 이론을 교육 현장에 적용하

고자 할 때 어느 한쪽의 관점이 우세하다고 보기보단 서

로 상대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야하고, 반대의 시각을 해결

해야 할 분쟁의 대상으로 보기보다는 수학 교실 적용에

서 조정하는 방법을 모색하는 쪽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

다(Cobb, 1994). 또한 현재의 많은 구성주의 학습 이론들

이 통합적인 안목을 갖고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주

시할 필요가 있다(Confrey & Kazak, 2006; Simon et al.,

2018).

3) 비자발적 학습

주관적 지식, 즉 인식 주체에 의해 능동적으로 구성된

지식의 강조에 대해 비자발적 학습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라는 물음이 제기된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들

중에는 능동적 인지활동을 거치지 않고 부지불식간에 형

성된 지식도 있고, 학습의 비자발적 측면이 있음을 보임

으로 능동적 구성에 물음을 던진다(Heo, 2007; Noh &

Lee, 2016).

이는 능동적 구성을 의도적이고 활발한 활동으로 해석

하여 구체적인 활동을 통해서만 지식이 구성될 것이라고

이해하거나(Kim & Kim, 2010), 추상화를 위한 구체적 활

동을 주장한 Piaget의 이론과도 맞물려 더욱 구체적인 활

동이라는 인식을 가지고(Heo, 2007; Kim & Kim,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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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것일 수 있다. 그러나 여기서 ‘능동적’의 의미는 첫

번째 ‘능동적 지식 구성의 의미’에서 논의한 대로 이해하

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그렇다면 위에서 언급한 능동적인 인지활동을 거치지

않고 부지불식간의 형성된 지식에 대한 의문을 살펴보자.

Heo(2007)는 주체가 특정한 행위나 행동을 하지 않고 바

라만 보고 있다가 알게 되는 지식이 있으며, 이는 능동적

인지활동과 무관하다고 주장한다. 이는 ‘지식이 주체에 의

해 구성된다’는 주장을 주체가 어떤 행위를 실행함으로써

지식을 형성한다고 이해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학생 A와 B가 있고, 두 학생이 아무것도 하

지 않은 상태로 같은 장소에서 같은 곳을 가만히 바라만

보고 있다고 가정해보자. 학생들은 어떤 특정한 활동도,

행위8)도 하지 않았다. 그런 다음, 두 학생에게 알게 된

것이나 생각한 것이 있는지 이야기하게 해보자. 그 결과

가 어떠할까? 알게 된 사실이 있을까? 있을 수 있다. 그

렇다면 그 내용이 같을까? 아마도 다를 것이다. 두 학생

이 만약 비슷해 보이는 생각을 이야기했다 할지라도 더

깊게 논의해본다면 두 학생이 알게 된 사실이 구체적으

로는 다름을 알 수 있을 것이다.

구성주의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것이다. 부

지불식간에 형성된 지식이라는 것 역시 개인에 의해 구

성된다는 것이다. 개인이 구성하지 않고 이루어진 지식의

형성이란 없다. ‘능동적인 구성’이라는 표현에 대한 서로

다른 이해로 인해, 부지불식간에 혹시 비자발적으로 생긴

지식은 구성주의 원리로 설명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구성주의가 주장하는 바는 인간이 형성

한 지식은 누군가에 의해 주입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

이지는 않지만 실제로 인지하는 주체에 의한 인지 작용

을 통해 만들어진다(build up)는 것이다. 어떠한 지식도

동일하게 전달되는 것이 아니며 학생 스스로 인지적으로

구성한 것이다. 따라서 두 학생이 스스로 구성한 지식이

같지 않고 유일하지도 않다. 능동적 구성이 눈에 보이는

활동이나 행위에 국한된 표현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인식 주체의 능동적 지식 구성과 관련하여 주관적 지

식 강조의 의미를 살펴보았다. 구성주의 교육은 기존의

객관적 지식을 강조하는 교실 현장과 달리, 학생의 주관

8) 여기서 말하는 활동이나 행위는 물리적이고 신체적인 것으로 정

신적인 활동을 포함하지 않는다.

적 지식 형성의 중요성을 언급한다. 이를 현장에 적용하

려는 입장에서는 객관적인 수학적 지식에 대한 지식뿐만

아니라 학생의 주관적 지식, 즉 학생의 물리적·정신적 활

동 모두에 관심을 갖고 적절한 인지적 조작 활동을 제공

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2. 주관적 지식 강조의 목적

두 번째 물음은 주관적 지식 강조의 목적은 무엇인가

이다. 우리는 Ⅲ장에서 Ernest의 구성주의와 Dewey의 진

보주의 교육의 주관적 지식 강조의 목적과 방향이 유사

함을 보였다. 주관적 지식의 강조는 주관적 지식 자체에

머물러있지 않고 객관적 지식의 의미 있는 학습을 위한

강조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주관적 지식 강조의 목적

은 객관적 지식의 내면화 과정과 주관적 지식의 객관화

과정을 위한 것이다(Ernest, 1991).

객관적 지식의 내면화 과정과 주관적 지식의 객관화

과정은 타인과의 의사소통 및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

이루어진다. 따라서 구성주의 교육은 사회적 상호작용을

중시하며 교수·학습 방법으로 토론 및 소집단 협동학습을

강조하였고, 교육과정 및 교과서에서 토론 및 의사소통

중심의 교육 자료를 개발하였다(Choi, 2020; Hwang &

Yim, 1999; Yang & Kim, 2018). 이와 관련하여 토론 및

상호작용으로 수학 학습이 가능한가라는 의문이 제기되

기도 하였다(Choi, 2000; Na, 1998; Sweller, 2009). 이 의

문에 대해, 구성주의의 사회적 상호작용을 강조한 연구들

을 살펴봄으로써 주관적 지식의 강조와 관련된 사회적

상호작용의 목적은 무엇인지 성찰하도록 하겠다.

구성주의 이론의 현장 적용을 위해 수학 수업에서 사

회적 상호작용을 중시하는 연구들이 국내외에서 진행되

었다. Adler(1996)는 토론수업을 실시하며 토론의 중심인

수학적 언어를 강조하는 수업을 진행하였고 그 과정이

결과적으로 수학적 사고를 방해하는 딜레마를 발견하였

다. Sfard & Kieran(2001)은 토론이 가장 좋은 교육방법

이라는 전제하에 두 학생의 토론수업을 실시하고 담화를

분석하였고, 그 결과 의사소통 및 상호작용은 활발히 일

어났으나 수학 학습은 일어나지 않은 학생의 경우를 보

고하였다. 또한 Choi(2000)와 Na(1998)는 토론을 강조한

수업에서 적절한 토론이 이루어지지 못하거나 생산적인

논의로 이어지지 못했음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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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연구결과는 토론 및 상호작용을 통해 수학 학

습이 가능한가라는 의문과 함께, 주관적 지식 강조와 관

련하여 사회적 상호작용의 목적은 무엇인가라는 물음으

로 이어진다. 구성주의 현장 적용에서 이러한 목적을 분

명히 하지 않고 그 방법적 측면에만 집중할 경우, 과거

진보주의의 교육 적용에서 살펴보았듯이 객관적인 수학

적 지식의 소홀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학생의 주관적 지식을 강조함에 있어 사회적 상호작용

의 목적은 무엇인지 명확히 해보자. 구성주의에서 학습은

공동체의 다른 구성원들과 상호작용을 통해 발생한다

(Ernest, 1991; von Glasersfeld, 1989a). 즉, 교사 및 타인

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객관적 지식이 주관적 지식으로

재구성되고, 다시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공적인 비판

을 거침으로써 주관적 지식이 객관적 지식으로 구성된다

(Ernest, 1991). 지식 구성에서 사회적 상호작용은 객관적

지식의 내면화, 그리고 주관적 지식의 객관화를 위해 필

요한 부분이며, 내면화 과정에서는 교사와의 상호작용을

강조하고 객관화 과정에서는 교사의 개입이 필수적임을

주장한다(Ernest, 1991; Wood, 1990; as cited in Cobb et

al. 1991, p. 7). 따라서 Adler(1996), Sfard &

Kieran(2001), Choi(2000), Na(1998)의 연구에서 나타난

긍정적이지 못한 결과는 학생 중심 수업이라는 패러다임

아래 교실의 상호작용을 학생들만의 상호작용으로 그 의

미를 축소하여 받아들였고 주관적 지식 강조를 위한 사

회적 상호작용의 목적을 분명히 하지 않았다고 해석할

수 있다.

구성주의에서 사회적 상호작용을 중시하는 또 다른 이

유가 있다. 구성주의에서 지식은 인식 주체에 의해 능동

적으로 구성되고 학생은 어른의 수학과는 다른 그들만의

수학 세계를 갖는다고 믿는다. 학생들의 수학은 학생들의

실제 수학적 개념과 조작을 의미하는 것으로 교수·학습에

중요한 출발점이자 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 그러나 학생

의 인지 구조 또는 구성한 지식을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없으므로(von Glasersfeld, 1995b), 학생 간, 또는 학생

과 교사 간의 상호작용 및 의사소통은 그 추측을 가능하

게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Steffe & Wiegel, 1992). 따

라서 주관적 지식의 강조 측면에서 논의되는 사회적 상

호작용의 목적은 학생의 학습을 위한 측면과 함께, 학생

들의 수학을 이해하기 위한 측면이 있다.

3. 주관적 지식 강조의 적용 방향

세 번째 물음은 구성주의 교육 현장에서 주관적 지식

의 강조를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에 대한 물음이다. 이는

주관적 지식과 객관적 지식 사이의 관계에 대한 물음이

기도 하고, 더 근본적으로 수학교육에서 구성주의 수업이

가능한가에 대한 물음이기도 하다. 주관적 지식과 객관적

지식 사이의 관계는 Ⅲ장에서 Dewey의 아동과 교과의

관계에 대한 설명과 함께 제시한 Ernest의 주관적 지식과

객관적 지식 사이의 관계로 설명이 가능하므로, 남은 논

의는 수학교육에서 구성주의 수업이 가능한가에 대한 논

의로 이어가겠다.

수학교육에서 구성주의 수업이란, 학생의 능동적 구성

을 촉진하는 수업으로서 교사의 안내를 최소한으로 줄이

는 발견 학습의 형태로 나타났고(Bang, 2015; Sweller,

2009), 강의, 설명으로 진행하는 강의식 수업과 대조를 이

루며 인식되었다(Thompson, 2000). 이로 인하여 학생 중

심의 활동 수업과 교사 중심의 강의식 수업을 대조하는

실험연구들이 이루어졌으며(Kim & Kim, 2010; Yoon &

Kang, 2006), 교육 현장에서는 학생 중심 수업과 교사 중

심 수업 사이에서 분열이 나타났다(Kirschner, 2009). 이

는 마치 진보주의의 학생 중심과 교사 중심의 대조를 다

시 떠올리게 한다. 이러한 현상은 구성주의 수업이 효과

적인가란 물음과 함께 더 근본적으로 구성주의 수업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제기한다.

이러한 구성주의 수업과 관련된 대립의 원인은 여러

각도로 접근할 수 있지만 인식론과 교육학의 근본적인

차이에서 기인하는 문제로 접근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이

러한 현상은 구성주의 인식론적 이해의 복잡성을 너무

쉽게 단일 문장으로 축소시킨 결과로 볼 수 있다(Confrey

& Kazak, 2006). Kirschner(2009)는 교육 현장의 분열에

대해 인식론과 교육학의 차이에서 비롯된 문제로 각 영

역의 특징에 대해 알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교육학과

인식론의 영역은 상이하고, 인식론 영역에서의 연역적, 과

학적 접근을 교육 영역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그 교육

적 효과를 보장하지 못함을 강조한다. 즉, 교육 현장의 분

열은 구성주의 인식론을 마치 교수·학습의 방법인 양 교

육 현장에 바로 적용하려는 시도에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인식론 및 철학은 해당 영역의 규범적인 문제를 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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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루지 않는다. 구성주의는 인식론으로서, 규범적인 학문

이기보다는 현상을 설명하거나 기술하는 입장을 취한다

(Ernest, 1991). 그러나 교육학은 그 학문의 특성상, ‘좋은

것’, ‘더 나은 것’, 혹은 ‘바른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규범

적인 문제와 어떤 행위를 해야 하는가에 대한 처방적인

문제가 핵심사항이다(Kirschner, 2009). 이로 인하여 인식

론을 교육 현장에 적용하고자 하는 교육연구자 및 교사

는 기술적인 문장을 종종 규범적이고 처방적인 주장으로

받아들이는 실수를 범하게 된다. 예를 들어 ‘인식하는 주

체에 의해 지식은 능동적으로 구성된다’와 같은 기술적인

문장에 대해 ‘주체가 지식을 능동적으로 구성하게 해야

한다’와 같이 처방적이고 규범적인 문장으로 받아들이게

된다는 것이다. 이는 학생들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듯 직

접 객관적인 지식을 만들도록 해야 할 것 같은 부담을

주며, 교육활동의 많은 부분을 학생에게 위임하게 하였다.

이에 대해 Sweller(2009)는 쉽게 제시될 수 있는 정보조

차 원천적으로 배제하며 학생이 이를 발견하도록 하는

방식이 교육적으로 효과적인가에 대해 반문하였다. 이러

한 현상은 구성주의 인식론의 기술적인 문장을 규범적인

문장으로 받아들이면서 생기는 오해라고 할 수 있다.

인식론의 입장으로 교실 수업을 접근해보자. 수학 시간

에 롤의 정리를 설명하기 위해 교사는 한 지점에서 출발

하여 반환점을 돌아 다시 출발점으로 오는 상황에 대한

시간-거리 그래프를 보여주고 있다. 학생들은 자리에 앉

아 교사의 설명을 듣거나, 필기를 하고 있다. 이 수업을

구성주의 수업이라 할 수 있는가? 이에 대한 답을 하기

전에 이 상황을 인식론적으로 접근해 보자. 즉, 강의식 수

업에 참여한 학생들이 스스로 지식을 구성하고 있는가?

구성주의 인식론의 관점에서 답하면 ‘그렇다’이다. 구성주

의 인식론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어떠한 환경 혹은 교수

방식 아래에서도 지식은 학습하는 주체에 의해서 구성된

다는 것이다. 교실의 학생 30명은 교사의 똑같은 강의를

통해서도 각자의 인지 구조와 경험에 맞추어 자신의 지

식을 재조직하고 새로운 지식을 구성한다.

따라서 구성주의를 현장에 적용하고자 할 때, 특정한

교수·학습 방법이 구성주의를 대표하는 것이라는 인식을

조심하여야 한다. Thompson(2000)은 적극적으로 들을 수

있고 개인적으로 토론할 수 있는 학습자의 경우 강의식

수업이 적절한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언급하며, 구성주의

수업이 어떤 특정한 교수학적 접근을 지칭하는 것이 아

님에 유의하여야한다고 주장한다. Simon(1995) 또한 구성

주의가 수학교육의 변화를 위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 자체로 수학을 가르치는 방법에 대한 특별한 비전

을 제공하지는 않는다고 주장한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바탕으로 교육 현장에 구성주의를

적용하는 적절한 방향에 대해 성찰해보자. 구성주의는 여

전히 학습자의 주관적 지식을 강조한다. 그러나 ‘학생 중

심’이 단순히 학생의 발언과 활동이 많아지는 수업을 의

미하는 것은 아니다. 일반적인 교육 담론에서는 ‘교사가

잘 가르치면, 학생이 잘 배울 것이다’라고 말한다. 이는

교사와 학생의 일방향적 관계로 교육을 바라보고 있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구성주의의 관점에서 보면 이는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리다. 구성주의에서는 교사와 학생의 관계

는 쌍방향적이다. 즉, 교사가 학생들을 어떻게 가르칠 것

인가에 대한 고민뿐만 아니라, 학생들로부터 어떻게 배울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함께 해야 함을 강조한다. 이는 학

생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학생들의 수학(mathematics of

student)을 배워야함을 의미한다(Steffe & Wiegel, 1992).

또한 구성주의는 교육의 성패 혹은 질에 대한 판단의

중심에 학생이 놓이기를 추구한다. 교육 행위의 판단은

정형화된 평가문항의 결과로 알 수 없고, 또한 이런 정형

화된 평가를 바탕으로 이루어질 수도 없다(Steffe &

Wiegel, 1992). 교사 혹은 어른의 기준으로 교육 행위를

평가하기 보단 학생 중심의 평가가 이루어져야함을 의미

한다. 이는 Dewey의 ‘교과의 심리화’, ‘경험의 논리적 번

역’ 과정에 대한 판단 기준이 아동의 앞으로 다가올 경험

에 어떤 작용을 하느냐로 판단할 수 있고 그 판단이 다

시 아동을 위한 심리화에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과 그 맥

을 같이 한다.

그러므로 구성주의가 추구하는 학생 중심 교육을 위해

서는 다양한 수학 내용에 대해 ‘학생이 실제로 배우는 것’

그리고 ‘그렇게 되는 과정’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Cobb,

1994). Steffe & Wiegel(1992)은 지금까지의 수학교육 개

혁의 실패는 ‘위로부터의 개혁(top-down)’으로 그 시작점

이 학생이 아님을 비판한다. 구성주의 개혁은 아이들과

함께 하는 교사 자신의 교육을 바탕으로 시작하는 ‘아래

로부터의 개혁’이어야 한다. 진정한 학생 중심의 교육을

위해서는 오랜 시간이 걸리더라도 학생들의 수학적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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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발생적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학생들의 수학에

대한 모델을 수립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교육과정 및

교수·학습 방법, 그리고 평가 등에 반영하는 ‘아래로부터

의 개혁’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Ⅴ. 결론

역사적 흐름 속에서 현재의 나아갈 방향을 찾아야한다

는 선인들의 주장을 따라, 과거 진보주의 수학교육의 반

성을 통해 현재 구성주의 교육에 대한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진보주의가 강조하는 아동 중심 교육과 구성주의

가 주장하는 학습자 중심 교육은 Popper의 지식 측면에

서 주관적 지식을 강조한다는 공통점을 갖는다. 주관적

지식을 강조한다는 공통점으로 인하여 교육 현장에서 고

민해보아야 할 동일한 교육적 문제를 야기할 것이라는

전제 하에 과거 진보주의 교육을 고찰을 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현재의 구성주의 교육을 성찰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진보주의와 구성주의 이론을 현장에 적용하

기에 앞서, 교육연구자 및 교사들이 고민해보아야 할 3가

지 교육적 물음을 제시하였다. 첫째, 주관적 지식 강조의

의미는 무엇인가? 둘째, 주관적 지식 강조의 목적은 무엇

인가? 셋째, 주관적 지식 강조를 현장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이다. 이 3가지 물음에 대해 진보주의 교육 적용에

서 오해하거나 오용한 부분들이 무엇인지 Dewey의 이론

을 바탕으로 살펴보았고, 구성주의에서도 그러한 부분은

없는지 되돌아보는 것에 주안점을 두었다. 3가지 물음에

대한 구성주의 교육 적용의 성찰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구성주의가 주장하는 주관적 지식 강조의 의미는

학생 각자의 인지 구조와 경험을 통한 자신만의 수학적

현실이 존재하며 그 주관적 지식의 이해를 강조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를 ‘능동적’이란 표현에 집중하여

‘스스로’, ‘자발적’ 혹은 ‘활발한’ 과 같은 용어로 오해해서

는 안 된다.

둘째, 주관적 지식 강조의 목적은 객관적 지식의 내면

화 과정과 주관적 지식의 객관화 과정을 위한 것이었다.

이는 Dewey가 교과의 심리화와 경험의 논리적 번역을

목적으로 아동을 강조한 것과 유사하게 볼 수 있다. 즉,

주관적 지식의 강조는 주관적 지식 자체에 머물러있지

않고 객관적 지식의 의미 있는 학습을 위한 강조임을 확

인할 수 있었다.

셋째, 구성주의를 현장에 적용할 때 이를 특정한 교수·

학습 방법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위험함을 알 수 있었다.

주관적 지식의 강조, 학습자 중심이라 함은 학생의 수학

현실을 이해하고 이를 적용한 아래로부터의 개혁으로 나

아가기 위함이다. 이런 의미의 학습자 중심의 교육은 단

기간에 이루어질 수 없고 오랜 시간 현장에서 학생과의

수업을 통해 연구하고 그 결과물들이 모여야 이룰 수 있

음을 확인하였다.

구성주의 교육에 대한 여러 비판점을 구성주의 이론을

바탕으로 고찰하며 3가지 교육적 물음에 답하였다. 구성

주의 패러다임은 다양한 연구 프로그램과 함께 학교에서

획기적인 진전을 보였고, 구성주의의 채택은 수학교육의

위기에서 구제해 줄 것 같은 기대를 불러왔다(Shin, 1992;

von Glasersfeld, 1995b). 그러나 von Glasersfeld(1995b)는

이러한 기대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비판하였다. 높은

기대가 일어난 경우 이에 대한 신중한 적용이나 엄정한

검증을 거치지 않는다면 오히려 반발을 불러올 거라고 경

고하였다. 또한 하나의 새로운 사상이 학교와 교사들에게

어떤 방향을 제시하는 나침반으로서 실질적인 도움을 주

는지 평가하는 데는 꽤 오랜 시간이 걸린다고 주장하였다.

국내 교육 현장에서 구성주의를 바라보는 시선은 von

Glasersfeld의 경고처럼 높은 기대 뒤에 오는 실망감의 단

계는 아닌지 우려된다. 구성주의 이론을 현장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에 대한 신중하고 날카로운 검토와 고민이

선행되기 전, 이미 구성주의 이론의 현장 적용이 ‘바람직

한’ 것으로 인식되어 전파되는 것은 결과적으로 구성주의

에 대한 설익은 이해로 인한 실패를 초래할 수 있다. 국

내에 구성주의가 소개(Shin, 1992)된 후, 2000년 초반까지

이론적 고찰을 통한 구성주의 연구가 이루어졌고, 이후 대

부분의 연구는 교육 현장에 적용하는 실천 연구들로 이루

어졌으며 현재는 그마저도 큰 폭으로 감소한 실정이다.

그러나 구성주의 연구 혹은 구성주의 기반의 연구는

아직도 많은 과제를 남기고 있다. 구성주의가 강조하는

학습자 중심 교육을 위해 ‘학생들의 수학’, 즉 학생이 배

우는 것, 그리고 그것들을 배워가는 과정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Cobb, 1994). 이를 위해 학생 인지 내에서 구성

하는 자연수 지식, 분수 지식 및 비례 추론과 관련된 구

체적인 교수실험이 이루어졌지만(Hackenberg, 2010; 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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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in, 2015; Shin, Lee, & Steffe, 2020; Steffe, Cobb,

& von Glasersfeld, 1988; Steffe & Olive, 2010), 여전히

다양한 수학적 개념에 대한 연구들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어떠한 연구에서도 이론과 실천의 균형이 필요하듯, 교

육 연구에서도 이론과 실천의 순환적이며 균형감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하나의 교육 이론이 이론적으로

완벽해 보이더라도 교육 현장에서는 완벽할 수는 없음을

받아들이는 자세도 필요하다. 교육 현장에 도입된 교육

이론의 제한 및 한계를 곧 ‘실패’로 인식하기보다는 그 제

한점 및 한계점에 대한 대안을 고민하는 방향으로 지속

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단재 신채호 선생님은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고 하였다. 이는 비단 정치에서만 적용되는 말은 아

닐 것이다. 과거를 돌아보고 반성하는 것은 미래를 꿈꾸

고 기대하는 것에 비해 괴롭고 어려운 일이다. 그래서 가

장 먼저 살펴야 할 역사적 고찰을 종종 소홀히 하기도

한다. 하지만 교육의 미래를 이야기하기 위해 교육의 과

거와 역사적 흐름을 고찰하고 성찰하는 연구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 교육 개혁을 위해 역사적 고찰에 대한 다양

한 연구들이 이루어지길 바란다. 또한 본고에서 고찰한

결과가 수학 교실에서 구성주의를 보편적인 이론으로 자

리 잡기 위한 논의의 단초가 되며, 구성주의 바탕의 수업

을 고민하는 교사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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