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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현대는 매우 빠른 속도로 지식이 창출, 전파, 활용되는 지식 기반 

사회이다. 지식 기반 사회의 지식은 순수하게 이론적인 지식뿐 아니

라 모든 사람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활용할 수 있는 기술, 절차, 능력

까지를 포괄하는 개념이다(Cho & Yang, 2001). 지식 기반사회의 교

육은 이론과 지식 전달에 충실하기보다 지식을 대하는 태도와 활용 

방식, 지식이 갖는 가치 등에 관해 고민해야 한다. 또한 인터넷을 통해 

누구나 방대한 지식에 접근할 수 있게 된 지금의 스마트 시대에서는 

‘지식으로서의 과학(science as knowledge, SaK)’이 더 이상 과학교육

의 목표로서 적절하다고 보기 힘들다(Song, 2016).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지혜에 대한 교육적 논의, 나아가 ‘지혜로서의 과학(science as 
wisdom, SaW)’을 어떻게 가르칠 수 있을지에 대한 논의는 과학교육

에서 새로운 접근방식이자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Song, 2016). 
하지만 현대의 시대정신 속에서 지혜를 비롯한 소위 비-과학적인 

개념들은 지성인이 겸비해야할 미덕으로 여겨지기는 하나 학문적 대

상으로서 또는 지식인이 추구해야 할 가치로서는 상당히 덜 강조되어 

왔다(Csikszentmihalyi & Rathunde, 1990). 현대 산업사회가 시작됨

에 따라 과학기술 지식의 위상이 높아지고 학문의 분화와 체계화를 

거치면서 과학적 논리를 따르는 객관적 지식만이 유용한 것으로 받아

들여졌으며 교육학 또한 이런 변화의 흐름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다. 
필연적으로 지혜와 같은 주관적⋅심리적 차원의 개념들은 교육학에

서뿐 아니라 다른 학문에서도 연구대상으로 설 자리를 찾지 못하 다

(Chandler & Holliday, 1990).
‘지혜’의 사전적 의미는 “사물의 이치를 빨리 깨닫고 사물을 정확

하게 처리하는 정신적 능력”으로 기술된다(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

전, 2017, March). 비슷하게 옥스퍼드 사전에서는 ‘wisdom’을 “현명

한 자질, 또는 삶과 수행에 관해 바르게 판단하는 능력”으로 기술함으

로써(Oxford English Dictionary, 2017, March), 우리는 지혜가 높은 

수준의 지적, 정신적 능력을 의미하는 인간의 속성 중 하나임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지혜’ 또는 ‘지혜로움’이란 

용어는 여기서 언급된 사전적 의미와 꼭 같게 사용된다고 보기 어렵

다.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지, 그렇지 않은지에 대해 판단할 때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정확한 기준을 떠올리기 어려운 이유도 지혜 개념이 

갖는 이러한 추상적 성격 때문일 것이다. 지혜가 갖는 오랜 역사나 

덕목으로서의 가치, 용법의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학문적 연구

의 대상으로 여겨진 역사는 그다지 길지 않다. 
1980년대부터는 심리학을 필두로 지혜에 대한 학제적 접근이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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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다. 근래에는 국내 교육학계에서도 학습자의 지혜 개념에 주목한 

연구가 간간이 등장하고 있으나(Jun & Han, 2012; Jung, 2014; Kim, 
2010; Park, 2004; So, 2014), 대부분의 연구들이 고대 성인들의 지혜 

개념을 분석한 것이거나 지혜 척도 개발에 관한 연구와 같은 경험적 

연구 등으로서 교과교육, 특히 과학교육에서 지혜를 직접적으로 다룬 

연구는 거의 전무하다. 과학교육에서 이미 많이 연구되고 있는 인성

교육이나 SSI교육이 지혜의 성격과 비슷하게 보이기는 하나 분명히 

구별되는 개념이다. 먼저 인성교육은 학습자 내면의 ‘바람직함’을 추

구한다는 것과, 지식을 활용할 때 독단과 독선에 빠지지 않고 더불어 

살아가는 가치를 반 하게끔 한다는 데서 지혜와의 공통점을 찾을 

수 있다. 하지만 인성교육이 학습자로 하여금 바람직한 인간상 모습, 
바람직한 성품을 갖출 수 있도록 가르치고 독려하는 것과 달리, 지혜

는 스스로 ‘지혜’를 찾아가는 과정에서 몰랐던 어떤 것을 깨우치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또한 인성 교육은 반드시 개인의 경험을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아도 간접적인 방법으로 많이 수행되지만 개인

의 경험, 체험과 분리된 지혜의 습득은 생각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두 개념은 구별된다. 다양한 사회과학적 이슈를 주제로 토론하고 주

장하는 수업 방식인 SSI 교육은 과학기술이 적용된 여러 문제 상황에

서의 판단력을 기르고 의사결정을 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에

서 지혜와 공통점이 있다. 그러나 갖고 있는 지식을 잘 활용하여 합리

적이고 최선인 선택을 내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혜는 그것이 자신의 

삶(living well)에 어떤 향을 주는지에 관한 성찰이 뒤따를 것을 요

구한다는 점에서 SSI 교육과 구별된다. 또한 SSI 교육의 소재와 형식

이 비교적 제한되어있는 반면, 지혜는 그런 면에서 매우 개방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주제이다.
이에 본 연구는 지식교육의 한계를 인식하고 새로운 교육적 대안으

로서 ‘지혜’를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문화, 연령, 직업군 

등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인식되는 것으로 알려진 ‘지혜’ 개념이 과학

교사들에게 어떻게 인식되고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하 다. 이를 위해 

먼저 Ⅱ장에서는 지혜 개념에 관한 이론적 탐색으로서, 철학, 심리학, 
교육학에서 지혜를 어떻게 바라보고 연구해왔는지를 살펴보고 각 분

야에서의 지혜 연구의 특징을 도출하 다. 이어서 Ⅲ장과 Ⅳ장에서는 

지혜의 논의를 과학교육으로 가져오기 위한 경험적 연구로서, 과학교

사를 포함한 교사들이 지혜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조사하고 그 

결과를 도출하 다. 또한 지혜에 대한 학제적 선행연구 분석 및 인식

조사 결과를 토대로 그것의 교육적 함의를 논의하고 향후 과학교육에

서의 지혜 연구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를 Ⅴ장에서 논의하

다.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1. 교사들은 지혜의 어떤 측면을 중요하게 생각하는가?
2. 교사들은 학교교육과 지혜의 관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3. 과학교사들은 과학 교과와 지혜의 관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Ⅱ. 지혜 개념의 이론적 탐색

1. 철학적 관점: 지혜의 의미는 어떻게 변해왔는가?

서양의 지성사를 말할 때 지혜라는 주제를 빼놓고 이야기하기는 

쉽지 않다. 지혜는 철학의 역사에서, 특히 인간 삶의 도덕적이고 인지

적인 측면과 얽힌 문제들을 다룰 때 중심 주제이자 목적으로 등장하

다. 플라톤은 대화(Dialogues)에서 지혜 개념에 관해 “한 가지 

뜻을 가진 것이 아니라 지적, 도덕적, 일상적인 삶의 다른 측면들을 

의미한다.”는 인식으로부터 논의를 전개하 다. 훌륭한 도덕적 습관

을 갖고 행동으로 실천할 것을 주장했던 아리스토텔레스도 실천적 

지혜로서 ‘프로네시스(phronesis)’를 강조하 다. 인지적 능력, 재능

의 측면에서 지혜를 생각했던 플라톤과 달리 아리스토텔레스에게 지

혜는 “개인의 신중한 선택으로 드러나는 기질이자 성격 그 자체”를 

의미했다. 이 외에도 스콜라 철학자들을 비롯한 많은 서양의 사상가

들은 지식과 더불어 지혜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그것이 강한 내적 

기쁨을 가져다준다고 보았다(Robinson, 1990).
지혜에 관한 국내의 철학적 연구는 윤리적이고 종교적인 관점에서 

주로 이루어졌다. Pan(2012)은 소크라테스의 재판과 사형을 둘러싼 

논란을 근원적이고 철학적 시각에서 조망하면서 소크라테스의 비평

에 필요한 시각을 아리스토텔레스의 실천적 지혜에서 찾았다. 
Park(2004)의 연구는 프로네시스의 주된 기능과 역할을 밝히고 그것

이 윤리학 학습과 도덕 교육에 줄 수 있는 시사점을 밝히고자 하 다. 
이 연구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지혜론을 바탕으로 도덕 교육에 있어서 

도덕원리나 습관화에 대한 맹목적 적용을 지양하고 균형 있는 입장을 

가질 것을 제안함으로써 철학적 개념으로서의 지혜를 교육적으로 활

용할 방안을 모색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동양 철학사에서는 장

자 철학에 대한 Lee(2012)의 연구가 있다. 이 연구에 의하면 장자의 

철학은 직관적 지혜의 창조성을 중시하고 생태학적 지혜의 관념을 

다루며 또한 현대 다문화 시대의 소통과 공존을 위한 인식 제고에 

의의가 있다고 평가하 다. 
지혜로운 사람이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 철학적으로 고찰함으로

써 지혜를 정의하려는 철학자들의 시도도 있다. Ryan(1996)은 “잘 

사는 법(how to live well)을 알고 있다면, 그 사람은 지혜롭다”는 

명제로부터 출발하여 반례를 들어가며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지에 대

한 논의를 구체화해 나갔다. 그 결과, “자유 행위자(free agent)이며, 
잘 사는 법을 알고, 실제로 잘 살고, 그것이 자신의 지식에 의한 것”이
라면 그 사람은 지혜롭다고 말할 수 있다고 결론 내렸다. 하지만 이 

정의는 ‘잘 사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명확히 할 것을 필연적으로 

요구하는데, 이에 관한 Garret(1996a)의 논의, 즉 ‘최선의 삶(best life)’
이 무엇인지에 대한 고찰은 주목할 만하다. 그에 의하면 주어진 조건

과 환경 안에서 ‘최선’의 삶일 경우, 비록 그것이 통상적으로 생각하

는 ‘잘 사는 것’으로 보이지 않더라도 지혜의 필요조건이 될 수 있다. 
결론적으로 그는 지혜를 “최선의 삶을 사는 데 필수적인 이해와 정당

화된 믿음들”로 정리하 는데, 그가 생각하는 지혜롭기 위한 ‘최선의 

삶’이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는 그의 다른 연구에서 드러나 있다. 
Garret(1996b)은 가능한 방법을 선택함에 있어 건전한 가치가 우선될 

것과 좋은 삶을 위해서는 도덕성이 근본이 됨을 강조하 다. 나아가 

더 나은 세상을 위한 핵심으로서의 ‘보편적 지혜(universal wisdom)’
가 필요함을 역설하면서 지혜가 공동선과 윤리적 덕목의 가치를 포함

한다는 시각을 견지하 다.
지식기반 사회에 대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불교적 성찰을 통해 

지혜로 나아가야 한다는 주장은 Kim(2006)의 철학적 연구에서 나왔

다. 이 연구는 지식 기반사회의 반(反)환경성을 지적하고 지식 창조의 

시대에서 지혜 통찰의 시대로 전환해야함을 역설하고 그 대안으로 

불교생태학적 지혜를 제시하 다. 그 주장은 본 연구의 목적과 맥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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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같이한다. 하지만 지식 중심에서 벗어나 지혜를 지향해야한다는 

방향성은 같으나 문제의식의 출발점과 대안은 서로 다르다. 비슷한 

생각은 Lee(2011)의 연구에서도 드러난다. 지혜를 메타적 지식으로

서의 지혜, 성격적 특성으로서의 지혜, 행위적 성취로서의 지혜, 균형

으로서의 지혜로 나누어 분석하고 그것이 공정성의 규범을 해치지 

않는 유의미한 가치창조 활동의 일종임을 주장하면서 지식기반 시대

의 지혜를 변호하는 입장을 취하 다.
살펴본 바와 같이, 철학에서 논의된 지혜는 지식과 더불어 삶을 

윤리적으로 바람직하게 만드는 덕목으로서 여겨져 왔다. 고대 성인들

의 지혜로부터 시작하여 지식사회에 살고 있는 현대인들의 보편적인 

지혜에 이르기까지 그 성격과 논쟁점은 조금씩 변해왔으나 지혜 개념

이 갖는 윤리적 성격의 중요성은 꾸준히 강조되었다. 지혜가 갖는 

윤리적 성격은 과학지식 자체보다는 과학교육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과학수업에서나 대중 사회에 형성되어있는 과학문화의 현장에서 더 

의미를 가질 수 있다. 과학지식의 성격은 객관적이고 가치중립적이나 

과학교육은 과학지식을 매개로 하는 인간 활동으로서 윤리적 가치를 

고려해야 하는 상황들이 다분하기 때문이다.

2. 심리학적 관점: 지혜는 어떤 정신적 상태를 이르는 개념인가?

‘지혜’ 개념은 오래 전부터 존재했지만 심리학자들이 본격적으로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전생애 발달 연구가 활발해지기 시작한 1980년
대부터이다(Baltes, Dittmann-Kohli & Dixon, 1984; Clayton & 
Birren, 1980; Smith & Baltes, 1990). 지혜는 노화가 진행되면서도 

꾸준히 성장할 수 있는 정신적 역으로 여겨졌으며 성공적인 성격 

발달의 많은 측면들과 긴 히 관련되어 있다(Assmann, 1994; Baltes 
& Staudinger, 2000). 이처럼 지혜를 일생에 걸쳐 일어나는 지속적 

성격 발달의 결과로 보는 연구자들은 ‘지혜로운 사람’의 특성에 주목

하면서 높은 수준의 초월적 자아(Orwoll & Perlmutter, 1990), 성찰적 

판단(Kitchener & Brenner, 1990) 등을 지혜의 핵심 지표로 간주하

다. Sternberg(1990)는 지혜가 지능, 창의성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비교분석함으로써 암묵 이론적 설명과 명시 이론적 설명을 같이 제

시하 다. 이후 Sternberg(2003)는 지혜를 “개인 내적인(intrapersonal), 
개인들 간의(interpersonal), 그리고 초개인적(transpersonal) 이해관계 

속에서 단기간⋅장기간에 걸쳐 환경에 적응해가며 공동선을 획득하기 

위해 지능과 창의성을 성공적으로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하 다. 지혜

를 노년기에 도달하는 정신적 상태로 보는 발달심리학적 담론이 초

창기에 주를 이루었으나(Clayton & Birren, 1980; Orwoll & 
Perlmutter, 1990; Sternberg, 1986) 최근의 경험적 연구들은 지혜의 

핵심 구성요소가 청소년기와 청년기에 나타난다는 결과를 보여주기

도 한다(Pasupathi, Staudinger & Baltes, 2001; Staudinger & 
Pasupathi, 2003). 청소년기는 창의성, 도덕적 추론, 관점 전환 능력과 

같은 인지적⋅성격적 발달과 관련된 ‘지혜 관련 지식(wisdom-related 
knowledge)’이 크게 성장하는 시기다(Richardson & Pasupathi, 
2005). 이는 지혜도 지식과 마찬가지로 노력에 의해 학습할 수 있는 

성격의 것임을 시사한다. 일부 연구자들은 지혜를 학습하기 위한 전

제조건을 경험에 대해 열린 태도, 전통과 관습에 대한 비판적 평가 

능력으로 제시하며 이것들이 교육을 통해 가르쳐질 수 있다고 보았

다(Csikszentmihalyi & Nakamura, 2005). 지혜는 결국 ‘아는 방법

(knowing how)’의 한 형태로서 근본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아는 것(knowing how to live)’이다(Kupperman, 2005).
한편, 최근 40여 년 간의 심리학 지혜 연구문헌들을 관통하는 큰 

개념은 ‘통합’이라고 볼 수 있다(e.g. Chandler & Holiday, 1990; 
Csikszentmihalyi & Rathunde, 1990; Kramer, 1990; Labouvie-Vief, 
1990; Pascual-Leon, 1990). 지혜를 위해 통합을 이뤄야 하는 요소들, 
즉 지혜의 구성요소에 대해서는 학자들마다 다양한 의견을 내놓고 

있다. 특정 의식이나 심리현상을 몇 개의 구성요소로 분석하고 그 요소

의 결합이자 총체로서 대상을 규정하려는 요소주의(elementalism) 전
통은 심리학자들의 지혜에 대한 연구에도 그대로 적용되었다. 그렇다

면 지혜는 무엇이 통합된 상태를 의미하는가? Birren and 
Fisher(1990)는 지혜에 관한 여러 문헌들에 등장하는 지혜의 암묵적 

또는 명시적 정의들을 추출해 제시하면서 지혜는 “개인적⋅사회적 

수준에서 적절한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 경험, 인지 능력, 정서를 함께 

수반한다.”고 얘기하 다. 그에 의하면 인지능력, 행위, 정서는 지혜

의 필수적인 요소이지만 각각이 충분조건이 되지는 않으므로 이 셋의 

균형 잡힌 통합이 지혜의 모습이 될 것이다. 
Labouvie-Vief(1990)는 그리스 고대 언어를 빌려 지식의 두 가지 

양식인 ‘미토스(mythos, 신화)’와 ‘로고스(logos, 이성)’가 균형 있게 

통합된 인지상태를 지혜로 정의하 다. ‘미토스’와 ‘로고스’는 의미론

적으로 모두 말(word)을 가리키나, 구체적으로 미토스는 ‘말하기, 서
술, 줄거리, 대화’를 의미하고 로고스는 ‘계산, 추산, 설명, 규칙, 원칙’ 
등을 의미한다. 미토스적 방식에서 경험은 전체적이며 ‘자기 자신’과 

‘생각의 대상’ 사이의 긴 한 동일성을 기반으로 한다. 마찬가지로 

‘아는 사람’과 ‘알게 된 대상’도 분리되지 않는 일체(一體)로서 경험의 

의미를 만들기 때문에 지식 형성과정에서 주체의 주관성이 강하게 

작용한다. 반면 로고스적 앎의 방식은 증명되고, 규정될 수 있는 형태

의 객관적 지식을 의미하기 때문에 지식을 받아들이고 생각하는 주체

의 주관성은 배제된다. Labouvie-Vief(1990)는 성인기의 발달 목표가 

“로고스에 치우친 지식을 미토스로 균형 잡는” 데 있으며 이것이 곧 

지혜라고 보았다.
인간의 다양한 정신적 측면들의 통합을 지혜의 핵심으로 보는 견해

는 Kramer(1990)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그는 모든 현상이 상호의존

적으로 연결된다는 유기체적 관점으로 지혜를 해석하면서 높은 수준

의 인지와 정서의 통합을 지혜의 필수 조건으로 간주하 다. 유기체

적 관점이란 변인들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주변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변증법적으로 진화한다고 보는 것이다. 그는 인간의 지혜도 수많은 

경험과 사고, 반성의 과정을 거치면서 인지와 정서의 통합에 도달한 

상태라는 생각을 제시하 다.
인간 내적인 측면들 간의 통합을 넘어 성찰과 행동, 달리 말하면 

사고와 경험의 통합으로 지혜를 바라보는 연구들도 있다. Chandler 
and Holliday(1990)는 지혜로운 사람의 특성에 관한 일반인들의 인식

을 조사하여 비범한 이해력, 판단과 소통의 기술, 전반적인 능력, 대인

기술, 신중한 처신이라는 지혜의 다섯 가지 요인을 도출하 다. 이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뛰어난 인지능력과 사고력에 더하여 

그에 걸 맞는 사회적 행동양식이 수반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지혜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 가운데 하나는 그것이 개인과 타인의 삶에 ‘실제

적으로’ 유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개인의 인지적⋅정서적 측면이 아

무리 높은 차원으로 발달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외적으로 발현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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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는다면 지혜로 인식하기 어렵다는 생각이다. Pascual-Leon(1990)은 

개인 내면과 세계 사이의 통합으로 지혜에 접근하 다. 그는 개인의 

“유기체적 혼”을 구성하는 교감과 열정, 윤리적 기풍이 세계 속에서 

경험하는 자기 자신과 부딪힐 때 그것을 변증법적으로 통합하는 과정

을 거쳐 지혜가 발달한다고 보았다.
심리학에서 바라본 지혜의 모습은 다차원적이면서 동시에 균형과 

통합을 추구하는 이상적인 모습으로 그려진다. Baltes(1990)와 같이 

지혜를 유용한 지식체계의 일종으로서 “삶의 운용술(fundamental 
pragmatics of life)”로 보는 관점도 있으나 이런 시도는 다소 급진적이

라는 평가를 받는다. Chandler and Holliday(1990)은 Baltes(1990)의 

관점이 지혜를 “제한된 기술적 전문지식”의 모습으로 왜곡시킨다고 

비판하 다. 하지만 광범위한 지혜의 의미를 명료하게 정의하 다는 

점에서 오히려 교육적으로는 더 활용가능성이 클 수 있다. 예를 들면 

인생 경험의 비판적 검토와 매일의 문제해결 과정을 통해서 누구나 

지혜를 ‘배울’ 수 있게 된다(Ferrari, 2008).
‘노년기의 긍정적인 변화’라는 측면에 주목하면서 시작된 지혜 

연구는 최근에 이르러 발달심리학, 인지심리학, 성격심리학 등 다

양한 관점에서 경험적이고 분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상당히 

많은 연구가 누적되었음에도 아직까지 지혜의 정의에 대해 일관된 

합의가 이루어지지는 않았으며(Sternberg, Jarvin & Reznitskaya, 
2008; Sanders & Jeste, 2013) 심리학 연구의 상당수가 지혜의 구성 

요소와 특징을 탐구하는 것에 집중되어 있다. 이로부터 지혜로운 

사람의 요건, 지혜에 대한 암묵적 이론과 같은 경험 연구와 함께 

지능이나 창의성과 같은 인지적 측면, 그리고 정서적 측면과의 관

계를 살펴보는 이론 연구가 심리학에서 지혜 연구의 큰 축을 형성

하 다. 
심리학에서 살펴본 지혜의 모습은 다차원적이며 각각의 요소들이 

잘 통합되어 있는 정신적 상태를 이르는 것으로 요약해 볼 수 있다. 
통합의 관점에서 볼 때 특히 주목해야할 점은 정서와의 균형을 강조

하고 있다는 것이다. 과학 재들의 정서 지능이 보통학생들보다 높다

는 기존의 연구결과(Chae and Lee, 2013; Bae)는 학습자의 정서 상태

가 교과 수월성과 유관함을 보여주기도 한다. 또한 앎에서 그치지 

않고 실제로 행동하기를 요구하는 지혜의 성격은 과학교육의 실천적 

측면에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3. 교육적 관점: 지혜를 가르칠 수 있는가?

교육학에서 지혜에 대한 연구는 아직까지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지혜가 학생의 성적이나 학교생활에 어떤 향을 주는지, 과거 사상

가들의 지혜 개념을 교육 콘텐츠로 어떻게 활용할지에 관한 연구들이 

일반교육학이나 윤리교육 분야에서 드물게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지혜가 교과교육학에서 어떻게 정의되어야 하며 학생들의 지혜가 교

과교육을 통해 길러질 수 있는지, 있다면 어떤 방법을 통해 가능하고 

그 때 무엇을 고려해야 하는지와 같은 구체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본

격적으로 이루어진 연구가 거의 전무하다.
지혜를 정의내리고 그것의 개념적 요소들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그에 따라 지혜의 교육 가능성(teachability)에 대한 논의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Baltes(1990)의 주장처럼 지혜를 삶의 운용술로 

보는 관점을 취한다면 지혜를 일종의 ‘인생 지식’으로서 직접적이고 

설교적인 방식으로 학생들에게 가르칠 수 있을 것이다. 이 때 지혜는 

길러지거나 발현되는 성질의 것이 아니라 교과학문처럼 학습의 대상

이 된다. Kitchener and Brenner(1990)의 연구는 “불확실성 속에서 

합리적 판단을 내리는 능력”으로 지혜를 특징짓고 이러한 지혜의 수

준이 나이와 정적 상관관계에 있다는 사례를 보여주기도 하 다. 그
의 주장처럼 지혜가 노년기에 이르러서야 도달할 수 있는 성숙한 정

신 상태로 간주된다면 중등 교육과정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과교

육학의 연구대상이 되기는 어려울 수 있다. 수많은 경험을 기반으로 

긴 시간에 걸친 고찰과 반성이 누적되어 고차원적 정신 상태에 도달

하는 과정에서 교과교육학이, 특히 과학교육이 기여할 수 있는 여지

는 그리 많아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Pasupathi, Staudinger & Baltes(2001)의 연구에서는 청소년

기에 잠재적 지혜가 빠르게 증가하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비록 청소년

이 성인들보다 지혜가 부족하더라도 그것이 성장할 가능성은 크다고 

보았다. 또한 Reeve, Messina & Scardamalia(2008)은 초등학교에서

의 지혜에 관해 “지식 축조(knowledge building)”의 관점에서 정의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들은 초등학생들의 학년이 올라갈수록 “지식을 

대하는 지혜(wisdom for knowledge)”가 어떻게 변화해 가는지 연구

함으로써 어린 학생들의 지혜 계발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하 다. 
이로써 우리는 “지혜의 씨앗”(Pasputhi et al., 2001)을 품고 있는 청소

년기에 어떤 교육을 받느냐에 따라 그것이 발현되는 결과도 달라질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최근에는 창의성과 지혜의 관계를 교육적 관점으로 바라보는 연구

들이 등장하고 있다. Craft, Gardner & Claxton(2008)은 교육에서 추

구되어온 창의성이 가치중립적이고 도덕적 기준이 부재했다는 점에 

주목하며 지혜를 수반하는 창의성이어야만 자신과 공동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보았다. 마찬가지로 Simonton(2008)은 창의성 증진

을 위해 고안된 교육적 조치들이 지혜의 함양에 오히려 해가 될 수 

있다고 보면서 창의적 아이디어의 사회적 향을 고려하는 등의 윤리

적 책임감을 같이 고려할 것을 제안하 다. 지혜를 같이 고려하는 

창의성 교육에 관해서 Rowson(2008)은 학생들로 하여금 ‘지혜로운 

창의성(creativity with wisdom)’을 함양하게 할 수 있는 새로운 수업 

방식을 소개하기도 하 다. 그는 창의적이면서도 현명한 선택을 한 

인물들의 일화를 소개하거나 반대로 창의적이지만 지혜롭지 못한 경

험에 관해 이야기하고 토의하는 활동이 두 개념의 관계에 대해 통합

적으로 고려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강조하 다. 지혜로운 방식

으로 창의성을 장려하는 교사의 모습은 어떠해야 할까? Trotman 
(2008)은 교사들이 학생들에 대해 갖고 있는 편견과 속단을 중단하여 

창의성이 잘 발현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더불어 교사들을 “놓아줄 

것(letting go)”, 즉 자율성을 보장하고 그들을 신뢰하는 방향으로 정

책이 나아가야 한다는 생각을 제안하 다. 이렇게 함으로써 교사들의 

직관적 판단력, 불확정성에 대한 대응, 그리고 공감능력이 고양(高揚)
될 수 있다고 보았다. 이런 견해는 지혜가 학습자들만의 문제가 아니

라 교사를 비롯한 교육 종사가들 모두에게 요구되는 자질이자 교육활

동에서 선택의 기준이 된다는 생각을 뒷받침한다.
또한 지혜의 교육가능성을 논의하기 위해서는 ‘지혜’라는 용어

가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쓰이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리가 어

떤 사람에게 ‘지혜롭다’고 할 때는 보통 다음의 두 가지 의미로 

나뉜다. 역 특수적(subject or domain-specific) 지혜와 일차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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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mary) 지혜가 그것이다(Norman, 1996). ‘∼에 대해 지혜롭다’는 

것은 보통 해당 역의 지식이 풍부하고 이해가 깊으며 관련 문제

들을 그 분야의 다른 구성원들이 납득할 수 있는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그 분은 매우 지혜로운 사람이다’
와 같은 명제에서 드러나는 지혜로움은 일차적 지혜에 해당하는데, 
이는 그 사람의 전공이나 직위, 속한 조직과 무관하게 전반적으로 

지혜로운 삶을 위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는 이런 일차

적 지혜를 가진 사람이 보통사람보다 좀 더 신중하고, 깊이 생각하

며, 주변 사람들에게 유용한 조언을 해줄 것이라고 일반적으로 기

대한다. 
과학교육에서 지혜를 논할 때 그것은 과학에 대한 역 특수적 

지혜여야 하는가, 아니면 일차적 지혜여야 하는가. 역 특수적 입

장에서 보면 과학교육의 목표는 ‘과학에 대해 지혜로운’ 인재를 양

성하는 것이 된다. 이는 지혜의 관점으로 과학이라는 교과학문을 

바라보면서 어떤 사고와 전략, 해결 방법이 과학적으로 지혜로운 

것인지, 과학 활동이나 과학교육을 하는 데 지혜가 어떤 기여를 할 

수 있을지 등의 문제에 주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일차적 지

혜의 입장을 취한다면, 과학을 가르침으로써 학습자가 일차적 지혜

에 도달하도록 만드는 것이 과학교육의 목표가 될 것이다. 이는 지

혜를 길러내는 데 과학이 기여할 수 있는 바가 무엇이며 과학이 

지혜의 어떤 역을 길러줄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를 필연적으로 

요구함과 동시에 과학지식이 지혜 성장의 수단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를 동반한다.

Ⅲ. 지혜 개념 인식조사 연구 방법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지혜 연구는 다양한 연구 분야에서 진행되

고 있다. 하지만 지혜를 과학교육의 관점에서 논의하려는 시도는 아

직까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본 연구는 ‘지혜로서의 과학’을 

시작하기 위한 출발점으로 과학교사들을 비롯한 예비⋅현직 교사들

이 지혜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설문지를 제작하여 알아보았다. 
이로써 과학교육을 통해 길러질 수 있는 지혜의 요소들이 무엇인지 

탐색해볼 수 있으며 향후 과학교육에서의 지혜 연구에 대한 구체적인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 다.

1. 연구 순서

먼저 지혜 개념에 관한 선행연구들을 검색하여 분석 대상이 될 

문헌들을 선정하고, 각 연구에서 지혜 개념의 요소들을 추출하

다. 이 요소들을 20개로 정리하고 4개의 역으로 범주화 한 다음, 
5단계 리커르트 척도의 선택형 문항으로 만들어 설문지의 객관식 

문항을 제작하 다. 그 외에 지혜에 관련된 몇 가지 쟁점에 대한 

개방형 문항을 추가하여 인식조사 설문지를 완성하 다. 이후 연

구 참여자 집단을 모집하여 설문을 시행하고 그 결과를 분석, 논의

하 다.

2. 인식조사 설문지 개발 

본 연구는 지혜 관련 선행연구들을 분석하여 지혜의 개념적 요소들

을 추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설문지를 제작하여 인식 조사에 활용하

다. 선행연구의 분석은 먼저 지혜에 관한 이론적⋅경험적 연구가 상

당히 많이 이루어진 국외 심리학 학술 문헌을 검색하여 분석 대상 

논문과 저서를 선정하 다. 그 다음 각 문헌의 내용을 분석한 뒤 발간 

연도, 제목, 저자, 수록된 학술지 및 저서, 그리고 해당 문헌에서 추출

한 지혜의 요소들을 Table 1과 같이 정리하 다.
지혜의 요소로 언급된 표현들은 다양한 맥락에서 등장하 다. 지혜

로운 사람이 갖추어야 할 조건, 지혜로운 사람의 특징, 또는 지혜 개념

의 필수적 구성 요소 등의 맥락에서 언급된 표현들을 먼저 추출하

다. 이 과정에서 인용 횟수가 너무 낮은 문헌의 요소는 그 중요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된 경우는 제외하 고, 인용 수가 낮더라도 지혜의 

요소로서 중요하거나 의미 있는 표현일 경우 포함하 다. 수차례의 

논의 과정을 거친 후 최종적으로 총 20개의 요소를 확정하 고, 이 

과정에서 비슷한 의미를 갖는 표현들은 대표성을 갖는 하나의 표현으

로 통합하 다. 예를 들어 ‘폭과 깊이가 포괄적인 지식(Kitchener, 
1990)’과 ‘사실적 지식(Baltes & Smith, 1990)’, ‘해당 분야의 예전 

업적과 기술에 정통하는 것(Sternberg, 1990)’을 ‘풍부한 지식’으로 

포괄하여 지혜의 요소로 확정하 다. 
표현을 다듬어 명료화하는 과정에서 용어의 의미에 대해 연구자들

끼리 논의를 거듭하여 확정하 다. 예를 들어 ‘효과적인 정보처리’의 

Year Title (Authors) Journal / Book elements of wisdom

1990 Wisdom through the ages
(Daniel N. Robinson)

Wisdom: Its nature, 
origins, and development Seeing through things (사물을 꿰뚫어 보는 것)

1990
Toward a psychology of wisdom and its 
ontogenesis
(Paul B. Baltes and Jacqui Smith)

Wisdom: Its nature, 
origins, and development

Fundamental pragmatics of life (삶의 근본 운용술),
Insightful commentary (통찰력 있는 비평),
Good judgment and advice (훌륭한 판단 또는 조언),
Knowledge about life’s uncertainties (삶의 불확실성에 대한 지식)

2003
Empirical assessment of a 
three-dimensional wisdom scale
(Monika Ardelt)

Research on Aging
To accept life’s limitations, contradictions, uncertainty, and 
unpredictability (인생의 한계나 모순, 불확실성, 예측 불가능성을 

받아들이는 것) 

2003

Wisdom-related knowledge: 
Affective, motivational, and
interpersonal correlates
(Ute Kunzmann and Paul B. Baltes)

Psychology and Aging

Preference for cooperative conflict management strategies (협동적 

갈등해결 전략을 선호),
To assign significance to reality principle (현실 원리의 추구),
Joint concern for the personal and the common good (나에게 좋은 것과 

공공선을 동시에 고려함)
… … … …

Table 1. Elements of wisdom found in previous research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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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적’이라는 표현은 다양하게 해석될 여지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

으나 그것이 시간적으로 효과적이든 정보처리의 결과가 유용성이 있

다는 의미이든 간에 모두 지혜의 요소로 볼 수 있으므로 의미를 더 

구체화하지는 않았다.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해 몇 가지 표현에 대해 

설명을 덧붙이자면, ‘정신적 해방감’ 은 동양과 서양의 지혜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Takahashi and Overton(2005)의 연구에서 추출한 것으

로서 요가, 명상 등 동양의 전통적 수행의 과정에서 도달할 수 있는 

초월적 정신 상태를 의미한다. 또한 ‘예측불가능성에 대한 인식’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맞닥뜨리는 여러 가지 모순된 상황들과 갑작스러

운 사건들처럼 이론대로 되지 않는 실제 삶의 본성을 깨닫는다는 의

미로 사용하 다.
Table 2는 선행연구 분석을 통해 최종적으로 확정한 20개의 지혜

의 요소들을 4개 역으로 분류한 것이다. 각 역별로 필수적이라고 

생각되는 5개의 요소들을 선정하여 모든 역이 같은 개수의 요소들

을 갖도록 하 다. 20개의 요소들은 지혜에 대한 조작적 정의, 지혜로

운 사람의 특징이라고 여겨지는 표현들, 지혜의 다양한 차원 등이 

혼재하고 있는데 이는 거의 모든 연구가 ‘지혜가 무엇인지’에 대한 

다양한 접근을 시도하고 있는 연구들이기 때문이다. 지혜 연구자들의 

대부분이 동의하는 한 가지 특징은 지혜가 다차원적 개념이라는 생각

이다. 이런 생각은 높은 지능이나 풍부한 지식, 착한 심성 등 한 가지 

차원의 높은 수행능력만으로는 지혜를 온전히 설명할 수 없다는 전제

로부터 나온다. 지혜의 역을 여러 가지로 구분한 연구자들은 많으

나 모두가 같은 방식으로 지혜의 개념적 구조를 제안하지는 않는다. 
본 연구는 여러 선행 연구들을 종합하여 개인의 지식과 지능에 관한 

‘지능적(intellectual)’ 역, 사회적 관계와 타인의 감정에 관한 ‘대인

적(interpersonal)’ 역, 인생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경험적 지식과 

처세에 관한 ‘실제적(practical)’ 역, 그리고 개인 내적인 자아 발달

에 해당하는 ‘정신적(psychological)’ 역을 지혜 개념의 네 가지 

역으로 규정하 다. 
다음으로 선행연구를 통해 추출한 지혜의 요소들을 문장 형태로 

바꾸었다. 예를 들어 ‘지능적’ 역의 첫 번째 요소인 ‘효과적인 정보

처리 능력’은 설문지의 객관식 문항으로 사용하기 위해 ‘정보를 효과

적으로 획득하고 처리한다.’는 문장으로 변형하 다. 이는 응답자가 

문항의 의미를 이해하기 쉽도록 좀 더 구체적인 예시들로 제시하기 

위해서 다. 그런 다음 과학교육 박사 1인, 17년 경력의 중등 과학교

사 1인이 각각 독립적으로 이 20개의 문장을 무작위로 섞어 ‘지능적’, 
‘대인적’, ‘실제적’, ‘정신적’의 4개 역으로 범주화하도록 하여 연구

자가 범주화한 결과와 얼마나 일치하는지 검증하 다. 3명의 분석자 

간 일치도를 구해본 결과 Fleiss’ Kappa 계수 .712가 나왔다. ‘매사에 

신중하게 처신한다.’는 문항은 3명의 연구자가 모두 다른 역으로 

범주화하 기 때문에 추가로 다른 과학교육 전문가 2명과의 논의를 

거쳐 ‘실제적’ 역으로 포함시켰다. 객관식 문항의 5단계 리커르트 

척도는 각 문항이 지혜 개념을 잘 드러낸다고 생각하는 정도에 따라 

‘전혀 그렇지 않다(1점)’, ‘그렇지 않다(2점)’, ‘보통이다(3점)’, ‘그렇

다(4점)’, ‘매우 그렇다(5점)’로 설정하 다. 
객관식 문항에 더하여 응답자들의 지혜에 관한 여러 인식을 구체적

으로 알아보기 위해 개방형 문항을 추가하 다. 응답자 주변의 인물

들 중에서 실제로 지혜롭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이 있는지,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를 기술하게 하여 ‘지혜로운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

이 무엇인지를 알아보고자 하 다. 또한 지혜와 교과교육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응답자가 전공한 교과목의 핵심 개념들 중에서 지혜와 

관련된다고 생각하는 개념을 기술하게 하 고, 마지막으로 학교 교육

을 통해 학생들의 지혜가 길러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를 그 이유와 

함께 기술하도록 하 다. 

3. 연구 참여자

연구 참여자로는 ‘예비 과학교사 집단’과 ‘(현직) 과학교사 집단’, 
그리고 ‘(과학 외의) 타(他)교과 교사 집단’의 세 집단을 선정하 다. 
이에 각 집단별로 50여 명씩 총 150명 정도의 연구 참여자에게 설문을 

통한 인식조사를 실시하 다. 설문은 모두 익명으로 실시하 으나 

연령대와 성별, 전공과목 및 교사 경력을 기입할 수 있는 기초 자료 

Category Elements of wisdom

Intellectual

효과적인 정보처리 (Chandler & Holliday, 1990; Sternberg, 1990; Csikszentmihalyi, 1990)
풍부한 지식 (Baltes & Smith, 1990; Sternberg, 1990; Kitchener & Brenner, 1990)
지식에 대한 회의 (Pascual-Leone, 1990; Meacham, 1990)
진리 추구 성향 (Csikszentmihalyi, 1990; Labouvie-Vief, 1990; Chandler & Holliday, 1990)
통찰적 핵심 파악 능력 (Pascual-Leone, 1990; Robinson, 1990; Sternberg, 1990; Arlin, 1990)

Interpersonal

자애와 연민 (Yang, 2001)
타인에 대한 공감 (Kunzmann & Baltes, 2003; Pascual-Leone, 1990)
사회 규범에의 순응 (Csikszentmihalyi & Rathunde, 1990) 
원만한 대인관계 (Kunzmann & Baltes, 2003; Chandler & Holliday, 1990) 
사회에 대한 관심 (Pascual-Leone, 1990; Orwoll, 1990)

Practical

합리적인 사고방식 (Pascual-Leone, 1990)
다양한 경험 (Ardelt, 2004; Baltes & Smith, 1990)
신중한 태도 (Takahashi & Overton, 2005; Chandler & Holliday, 1990)
예측불가능성에 대한 인식 (Ardelt, 2003; Kitchener & Brenner, 1990; Baltes & Smith, 1990)
현실적 조언 능력 (Chandler & Holliday, 1990; Kitchener & Brenner, 1990; Baltes & Smith, 1990)

Psychological

자연과의 유대감 (Sternberg, 1990)
자아 성찰적 수행 (Orwoll, 1990; Pascual-Leone, 1990; Ardelt, 2003)
정신적 해방감 (Takahashi & Overton, 2005)
스스로에 대한 통제력 (Orwoll & Perlmutter, 1990)
높은 집중력과 몰입 (Orwoll & Perlmutter, 1990)

Table 2. Elements of wisdom categorized in 4 dimen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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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항목을 포함하 다. 첫 번째 응답자 집단에 해당하는 예비 과학

교사들은 총 51명이었으며 서울 소재 대학교 사범대학에서 과학교육

을 전공하고 있는 학부생들이다. 이 집단의 응답자들은 물리교육과, 
생물교육과, 화학교육과 학생들이 골고루 섞여 있었으며 모두 20대 

초반에서 중반에 속하 다. 두 번째 집단인 (현직) 과학교사들은 총 

50명이 설문에 응답하 으며 담당 과목은 공통과학 3명, 물리 26명, 
생물 9명, 지구과학 3명, 화학 9명으로, 물리교과 교사의 비율이 상대

적으로 높았다. 세 번째 응답자 집단인 타교과 교사들은 총 52명이었

으며 국어, 가정, 수학, 어, 음악, 역사, 체육 등 과학을 제외한 대부

분의 교과 담당 교사들로 다양하게 모집되었다. 과학교사 집단과 타

교과 교사 집단의 경력을 비교한 결과, 두 집단 모두에서 교사 경력이 

1∼10년인 응답자가 약 60%를 차지하는 비율로 나왔고, 10년 이상인 

응답자가 40%를 차지하 다. 세 집단을 모두 합친 총 153명의 연령 

비율은 20∼30대가 약 80%로 대부분을 차지하 고 40대가 14%, 50
대 이상은 6% 다. 성비는 남성 29%, 여성 61%로 여성 참여자의 

비율이 더 높았다. 

4. 결과 분석 방법

인식조사에 사용한 설문지는 크게 객관식 20문항과 개방형 3문항

으로 구분된다. 객관식 문항들은 각각 5문항씩 지혜의 4가지 역인 

‘지능적’, ‘대인적’, ‘실제적’, ‘정신적’ 역에 포함되나 각 문항이 

어떤 역에 해당하는지는 설문지에 드러나 있지 않다. 객관식 문항

들은 해당 문항들이 지혜 개념을 잘 드러낸다고 생각하는 정도에 따

라 5단계 리커르트 척도로 응답하게 한 것으로서 ‘전혀 그렇지 않다’
는 1점, ‘그렇지 않다’는 2점, ‘보통이다’는 3점, ‘그렇다’는 4점, ‘매우 

그렇다’는 5점으로 책정하여 응답 결과를 분석하 다. 먼저 신뢰도 

검사를 위해 Cronbach’s ɑ 값을 구하고, 다음으로 모든 응답자의 객관

식 문항 점수를 SPSS 프로그램에 입력하여 지혜의 4가지 역별 평균 

분석과 20개 문항별 평균 분석을 실시하 다. 
개방형 3문항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분석하 다. 먼저 지혜와 

관련되는 교과목 핵심 개념과 그 이유를 묻는 문항의 응답들은 연구

자를 포함하여 과학교육 전문가 3인이 논의를 거쳐 4가지 유형으로 

범주화하고 그 특징을 도출하 다. 다음으로 학교교육을 통해 지혜

가 길러질 수 있는지와 그 이유를 묻는 문항에 대해서는 ‘길러질 

수 있다’, ‘길러질 수 없다’, ‘모르겠다’고 응답한 빈도수를 구하고 

그 이유에 대한 응답들을 학교교육의 학습적 측면과 활동적 측면으

로 나누어 분석하 다. 마지막으로 ‘응답자 주변의 지혜로운 사람’에 

대한 응답들은 지혜의 4가지 역으로 범주화하여 빈도수를 구하고 

그것이 지혜를 ‘개념적으로’ 인식하는 것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살펴

보았다. 

Ⅳ. 지혜 개념 인식조사 연구 결과

1. 교사들이 중요하게 인식하는 지혜의 영역과 요소

객관식 문항 응답 결과의 신뢰도를 Cronbach’s ɑ 값으로 구한 결과, 
지능적 역에 해당하는 문항 5개의 신뢰도는 .452, 대인적 역에 

해당하는 문항 5개의 신뢰도는 .703, 실제적 역에 해당하는 문항 

5개의 신뢰도는 .642, 정신적 역에 해당하는 문항 5개의 신뢰도는 

.739, 전체 20개 문항에 대한 신뢰도는 .833으로 나타났다. 다음은 

지혜 개념의 역별, 문항별 평균 분석 결과이다.
첫째, 문항들이 속해 있는 지혜의 4가지 역별 평균을 구한 결과, 
세 집단 모두 공통적으로 실제적, 지능적, 정신적, 대인적 역의 순서

대로 높은 평균 점수를 보여(Table 3 참조) 모든 집단에서 지혜의 

실제적 역이 가장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 결과로부터 타교과 교사들과는 다른 과학교사들만의 인식적 

특징을 찾기는 어려웠으나 모든 집단에서 지혜의 실제적 측면에 해당

하는 문항들을 가장 중요하다고 평가한 것은 주목할 만한 결과이다. 
지혜의 실제적 측면을 나타내는 문항들은 ‘살아가는 데 현실적으로 

유용한 태도, 사고방식, 능력’을 의미한다. 지혜의 이런 측면은 다양하

고 풍부한 경험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나이가 들수록 꾸준히 발달

한다고 여겨진다. 일반적으로 학교교육은 청소년기의 학생들이 대상

이 되므로 지혜의 실제적 역 함양에 도움이 될 만한 다양하고 풍부

한 경험을 제공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적어도 성인이 되어 사회에 

진출했을 때 겪는 경험들에 비하면 학교에서 학생들이 겪는 경험들은 

상당히 제한적일 것이다. 하지만 Richardson & Pasupathi(2005)의 연

구에서 제안했듯이 청소년기는 창의성, 도덕적 추론, 다양한 관점에

서 해석하는 능력 등 지혜에 관련된 지식들이 크게 성장하는 시기로

서 차후 겪게 될 다양한 경험들이 지혜의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게 

하는 토대를 다질 수 있다. 과학교육을 통해 ‘지혜 관련 지식’을 가르

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본 연구의 ‘3.과학교사들이 생각하는 

과학 교과와 지혜의 관계’에 대한 연구 결과에서 더 논의하 다. 
둘째, 20개의 문항 각각에 대해 평균을 낸 결과, 가장 높은 평균점

수인 4.41점(만점 5점)을 얻은 문항은 ‘무엇이 중요한 문제인지 잘 

포착한다.(문항5)’ 다. 한편 20개의 문항 중에서 가장 높은 평균점수

를 보인 상위 다섯 개의 문항은 모두 ‘지능적’ 역과 ‘실제적’ 역에 

속하는 문항들인 반면, 가장 낮은 평균점수를 얻은 하위 다섯 개의 

문항은 모두 ‘대인적’ 역과 ‘정신적’ 역의 문항들이었다(Table 
4 참조). 

중요한 문제를 파악하는 능력은 여러 연구자들에 의해 지혜의 중요

한 속성으로 지적된 바 있다. 지혜는 문제의 해결보다 문제를 발견하

는 과정에서 더 잘 이해될 수 있으며 무엇이 중요한 문제인지 잘 파악

Pre-service science teachers In-service science teachers Other subject teachers Total

mean n (std. dev.) mean N (std. dev.) mean N (std. dev.) mean N (std. dev.)
Intellectual 3.74 50 (.529) 3.91 49 (.436) 3.90 52 (.463) 3.85 151 (.481)

Interpersonal 3.20 51 (.607) 3.49 50 (.702) 3.60 51 (.622) 3.42 152 (.662)
Practical 4.00 51 (.527) 4.06 49 (.470) 4.08 52 (.636) 4.04 152 (.548)

Psychological 3.38 49 (.690) 3.64 50 (.702) 3.73 52 (.665) 3.58 151 (.696)

Table 3. Mean value of 4 dimensions of wisdom in each participant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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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이전에 발견하지 못한 미묘한 특징들이나 

구조적 비대칭을 잘 인식한다(Arlin, 1990). Kim, Seo & Park(2013)은 

과학자들의 문제 발견 패턴을 분석하여 과학자들이 현상의 유사성과 

비유사성 추론을 통해 문제를 발견하는 경우가 있음을 보이기도 하

다. 이처럼 중요한 문제를 인식하고 새로운 문제를 찾아내는 것은 

과학자들에게 중요한 자질이며 과학 교육에서도 핵심 역량으로 간주

되고 있다. 연구에 참여한 교사들이 지혜의 요소로서 ‘무엇이 중요한 

문제인지 잘 포착한다.(문항 5)’를 가장 중요하게 인식한다는 본 연구

결과는 과학교육이 학생들로 하여금 길러주고자 하는 역량이 지혜와 

무관하지 않음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셋째로, ‘주변의 지혜로운 사람’의 특징을 묻는 개방형 질문에 대한 

전체 참여자들의 응답을 지혜의 4가지 역에 맞춰 분석한 결과, 실제

적 역 못지않게 대인적 역에 해당하는 응답이 두 번째로 많이 

기술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지혜의 대인적 역은 지혜의 개념적 

인식에 대해 리커르트 척도로 응답하는 객관식 문항에서는 가장 낮은 

점수를 얻었으나 ‘지혜로운 사람’을 기술하는 개방형 문항에서는 실

제적 역과 비슷한 정도로 높은 빈도를 보 다. 반면, 지능적 역은 

객관식 문항에서 두 번째로 높은 점수를 얻었으나 개방형 문항에서는 

상당히 낮은 빈도로 등장하 다. Table 5는 이 문항의 응답들을 앞서 

추출한 20개의 요소로 분류하고 지혜의 4개 역별 응답 빈도를 구한 

표이다. 
이를 통해 지혜의 대인적 역은 ‘개념으로서의 지혜’를 인식할 

때보다 ‘지혜로운 사람’을 인식할 때 더 큰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런 가능성에 대한 이유는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표현이 보통 긍정적인 의미로 비범한 소수에게 사용된

다는 점을 상기함으로써 짐작할 수 있다. 내가 누군가를 지혜롭다고 

생각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아주 

소수에 해당하는 ‘괜찮은 사람’이자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라는 의

미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나와의 정서적 관계, 사회적으로 바람직

한 모습 등이 지혜로운 사람을 판단하는 중요한 향요소가 된다. 
아주 오랫동안 일상어로 사용되어온 지혜의 이런 가치편향적인 성

격은, 바로 그 이유 때문에 객관적으로 측정되기 어려우며 개인이 

누군가에게 또는 어떤 행동이나 판단, 사고 등에 ‘지혜’라는 가치를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지혜의 인식과 그 

가치에 대한 평가는 동일 문화 집단에 따라 비슷한 경향을 보일 

수 있으나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개개인마다 조금씩 다를 수밖에 

없고 그것이 가장 자연스러운 지혜의 모습이자 본질이라고 생각되

기도 한다.

2. 교사들이 생각하는 학교교육과 지혜 계발의 관계

다음은 학교교육을 통해 지혜가 길러질 수 있는지에 대해 질문한 

개방형 문항의 응답 결과이다. Table 6에서 볼 수 있듯이 과학교사 

집단을 포함하여 세 집단 모두 학교교육을 통해 지혜가 길러질 수 

있는가에 대한 물음에 80% 정도의 비율로 ‘길러질 수 있다’고 응답하

다. 
학생들이 “행복하고 만족스러우며 생산적인 삶”을 이끌어가게끔 

돕는 것은 교육자들의 중요한 목표이며 많은 연구자들과 교육 행정가

Rank Item Category mean n (std. 
dev.) Rank Item Category mean n (std. 

dev.)

1 무엇이 중요한 문제인지 잘 

포착한다. (문항 5) Intellectual 4.42 153 (.686) 16 집중력이 좋고 몰입을 잘 한다. 
(문항 20) Psychological 3.39 153 (1.007)

2 풍부하고 다양한 경험을 

중요하게 여긴다. (문항 12) Practical 4.28 153 (.711) 17 사회적으로 용인되지 않는 행동은 
하지 않는다. (문항 8) Interpersonal 3.27 153 (.960)

3 자신이 무엇을 모르는지 알고 

있다. (문항 3) Intellectual 4.17 153 (.776) 18 타인에게 자애와 연민을 느낀다. 
(문항 9) Interpersonal 3.24 152 (.995)

4 건전하고 실행 가능한 조언을 

한다. (문항 14) Practical 4.11 152 (.831) 19 정신적 해방의 상태에 있다.
(문항 18) Psychological 3.11 151 (1.049)

5 인생의 모순과 불확실성에 

능동적으로 대처한다. (문항 13) Practical 4.07 153 (.882) 20 개인보다 사회 전체를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문항 10) Interpersonal 3.04 153 (.945)

Table 4. The top 5 items and the bottom 5 items in multiple choice questionnaire

Examples of answers Dimension of wisdom Frequency
 “많은 지식을 갖고 있으며…” (풍부한 지식)
 “문제에서 어떤 점이 중요한지 포착한다.” (통찰적 핵심 파악 능력) Intellectual 36

 “열린 자세로 상대방의 말을 들어주려 노력한다.” (타인에 대한 공감)
 “다른 사람의 감정을 고려하여…” (타인에 대한 공감)
 “사람들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원만한 대인관계)
 “리더십이 있고 학생들에게 열정을 보인다.” (원만한 대인관계)

Interpersonal 70

 “실제적인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한다.” (합리적인 사고방식)
 “실제 삶의 상황을 빠르게 판단한다.” (합리적인 사고방식)
 “실행 가능한 대안을 제시해준다.” (현실적 조언 능력)
 “인생에 좋은 조언자이다.” (현실적 조언 능력)

Practical 81

 “진실하고 평화로운 마음 상태에 있다.” (정신적 해방감) Psychological 17
*한 응답이 두 가지 역에 해당하는 경우 중복 계산함

Table 5. Examples of answers to the question about wise people around themsel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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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은 학교가 학생들의 인지적⋅윤리적 발달을 촉진시켜야 한다는 데 

동의한다(Sternberg, Jarvin & Reznitskaya, 2008). 교사들이 학교교육

을 통해 지혜가 길러질 수 있다고 믿는다면 지혜 함양을 위한 공교육 

커리큘럼이나 교육 활동이 개발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된다. 
Sternberg et al.(2008)은 실제로 그들의 지혜 이론에 기초한 교육활동 

커리큘럼을 개발하기도 하 다. 더불어 잘 정의되지 않은 문제들 해

결하기, 다양한 관점 취하기, 도덕철학 등이 학생들로 하여금 더 지혜

롭게 생각하게 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Ferrari, 2008). 이런 

방법들은 내용지식 위주의 교실수업 상황에서는 이루어지기가 어려

워 보인다. 지혜와 같은 암묵적 지식은 교과서나 학교수업을 통해서 

가르쳐지기보다 학교에서의 간접 경험들을 통해 배울 수 있다

(Sternberg, 2003). 비슷한 맥락에서 과학교사들은 이 문항에 대해 주

로 교과지식 위주의 학습적 측면과 함께 교과지식 외의 활동적 측면

을 같이 언급하 다. 대부분의 응답자들은 교과지식이 지혜를 기르는 

데 도움이 된다고 얘기한 반면, 일부 응답자들은 교과지식이 지혜의 

함양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답하기도 하 다. 이를 통해 교과지식

과 지혜의 관계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교사 집단 내에서도 상당히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다음은 학교교육을 통해 지혜가 길러

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과학교사들과 예비 과학교사들의 응답이다. 

지식이 쌓여야 지혜가 늘어날 수 있다. (예비 과학교사 27)

단순히 지식의 나열이 아니라 지식의 이면에 놓인 지혜에 대해 알려줄 

수 있다면 가능하다고 본다. (과학교사 18)

지혜는 많은 부분 사회적 특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학교에서 생활하는 동안 

경험할 수 있는 사회적 관계 속에서 지혜를 배울 수 있다. (과학교사 22)

"교과과정에서 배우는 내용 + 친구들과의 생활 + 선생님들에게 보고 

듣고 배우는 경험들"로부터 지혜가 길러질 수 있다고 생각함 (과학교사 37)

위의 응답과 관련하여 물리학자들이 지혜를 어떻게 인식하는지 

조사한 Sternberg(1990)의 연구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에 의하면, 

물리학자들은 지혜로운 사람의 특징으로 ‘해당 분야의 업적과 기술에 

정통하는 것’, ‘해당 분야의 주요 문제들에 대한 인식’, ‘과학 활동의 

인간적 또는 정치적 요소에 대한 지식’을 특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물리학자들이 강조한 지혜로움의 특징적 요소들은 단순히 

‘지혜로운 사람’ 보다는 ‘지혜로운 물리학자’의 특징으로 생각된다. 
이처럼 특정 분야에서의 지혜로움을 의미하는 역 특수적 지혜의 

경우, 해당 역에 관한 풍부한 지식과 깊은 이해는 지혜의 필수 요소

로서 더욱 강조되는 경향이 있다. 과학교사들의 위와 같은 응답은 

지식과 지혜의 관계를 분명히 언급했다기보다는 지식과 지혜의 관계

가 지식의 성격에 따라, 그리고 지식을 전달하는 방식이나 습득하는 

과정에 따라 긍정적일 수도 있고 부정적일 수도 있음을 보여준다. 

3. 과학교사들이 생각하는 과학 교과와 지혜의 관계 

과학 과목에 등장하는 핵심 개념들 중에서 ‘지혜’라는 말을 듣고 

떠오르는 개념과 그 이유를 적게 한 개방형 문항의 응답을 분석한 

결과, (1) 해당 개념을 이해하거나 적용하는 데 지혜가 요구됨, (2) 
해당 개념의 과학적 의미에 지혜의 요소가 포함됨, (3) 해당 개념을 

만든 사람 또는 만든 과정이 지혜로움, (4) 지혜 계발에 도움이 되는 

과학관련 활동 또는 역량, 이렇게 네 가지 유형으로 범주화할 수 있었

다. 이는 과학교육이 ‘지혜 관련 지식’의 함양에 다양한 방식으로 기

여할 수 있음을 나타낸다.
Table 7은 예비 과학교사 집단과 현직 과학교사 집단의 응답을 

분석하여 범주화한 결과이다. 두 집단을 묶어서 보면 4가지 유형의 

응답이 비슷한 빈도로 산출되었음을 알 수 있다. 각각 살펴보면 예비 

과학교사 집단의 경우 유형 (1)과 (2)가, 현직 과학교사 집단의 경우 

유형 (3)과 (4)가 좀 더 높은 빈도로 나왔으나 이것을 교사 경력의 

유무에 따른 차이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유형(1)에 해당하는 응답들은 미분방정식, 전자이동, 화학평형, 엔

트로피 법칙, 진화, 에너지 등 과학과목에서 학습하는 어려운 개념들

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언급하 다. 다음은 

유형(1)에 해당하는 응답 예시이다.

Can be cultivated Can not be cultivated I don’t know No response Total
Pre-service science 

teacher 42 (82.4%) 5 4 0 51

In-service science 
teacher 41 (82.0%) 1 7 1 50

Other subject teacher 41 (78.8%) 4 6 1 52
Total 124 (81.0%) 10 17 2 153

Table 6. The ratio of participants who answered that wisdom can be cultivated through school education

Category Pre-service
science teacher

In-service
science teacher Total

(1) 해당 개념을 이해⋅적용하는 데 지혜가 요구됨 10 7 17

(2) 해당 개념의 의미에 지혜의 요소가 포함됨 13 6 19

(3) 해당 개념을 만든 사람 또는 만든 과정이 지혜로움 7 12 19

(4) 지혜 계발에 도움이 되는 과학관련 활동 또는 역량 7 11 18

* ‘없다’고 응답하 거나 응답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함

Table 7. Categorization of the answers of open-ended question by science teachers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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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동함수: 이를 조금이라도 접근하기 위해서는 단일 개념의 연결이 아닌 

꽤나 많은 이해가 필요했기에. (예비 과학교사 18)

화학결합: 화학 과목의 핵심은 물질세계의 규칙성을 깨닫는 것이며 화학 

결합에 대해 이해하는 것이다. 화학 학습이 지식이 아닌 지혜가 되려면 

화학 결합의 원리에 대해 잘 이해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과학교사 47)

전자이동: 전자이동은 풍부한 경험과 많은 연습문제들을 반복해야만 

전자가 어디로 이동할지 예측할 수 있기 때문. (예비 과학교사 25)

위 응답자들에게 지혜는 어려운 개념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는 것처럼 보인다. 이는 지혜의 4가지 역 중에서 지능적 차원

과 관련이 깊은 것으로, 위 응답자들이 지혜의 요소로서 고차원적인 

인지능력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Sternberg(1990)의 

연구는 지혜와 지능이 높은 상관관계에 있다는 경험적 연구를 보여주

었는데 이 연구에서 제시된 지능의 요소들은 ‘지적 균형과 통합’, ‘맥
락적 지능’, ‘융통성 있는 사고’ 등으로, 위의 응답에서 드러나는 ‘어려

운 과학적 개념을 이해하는 것’과는 거리가 있다. 어려운 수학⋅과학 

개념을 이해하는 데 지혜가 어떻게 관련되는지에 대해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유형(2)에 해당하는 응답들은 불확정성원리, 창발성, 피드백, 생태

계 무리생활, 적응현상 등을 예로 들며 이 개념들의 과학적 의미가 

곧 지혜의 요소에 상응한다고 보았다. 아래는 유형(2)에 해당하는 응

답 예시이다.

불확정성원리: ‘인간의 측정이 항상 절대적일 수는 없다’라는 것을 물리

적/수학적 접근을 통해 삶의 철학으로까지 연관시켰기 때문. (예비 과학교

사 6)

피드백: 결과가 원인을 조절하여 필요할 때는 더 많은 결과물을 내고 

필요 없을 때는 결과물을 만들지 않아 생명체 전체를 조화롭게 해주는 과정

이라 생각. (과학교사 12)

에너지: 전체 양이 일정하게 보존된다. 한쪽이 부족하면 부족한 양을 

채우기 때문. (과학교사 26)

불확정성원리, 유기체 내에서의 항상성 유지와 같은 개념은 자연과 

생물체를 관찰하면서 얻어낸 이론들이지만 그 의미는 인간의 삶에 

관한 지혜의 모습과 닮아있다. 과학적 개념이나 이론으로부터 직접적

으로 지혜의 요소를 발견하려는 위와 같은 시도들은 과학 내용지식을 

통해 직접적으로 지혜를 가르칠 수 있다는 가능성에 무게를 실어준다. 
유형(3)에 해당하는 응답들은 상대성이론, 패러다임 전환, 만유인

력, 진화, 판구조론 등 과학사적으로 주목할 만한 혁명적 사건이나 

이론을 주로 언급하 다. 이 유형의 응답들은 해당 개념이나 이론을 

만든 사람이 지혜로웠거나 또는 그 만들어진 과정에서 지혜가 필요했

다고 생각하 다. 아래는 유형(3)에 해당하는 응답 예시이다.

생명공학기술: 이미 알려진 생물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여 인간에게 필요

한, 그러나 이전에 존재하지 않았던 무엇인가를 개발해낼 수 있기 때문에. 

(예비 과학교사 39)

상대성이론: 문제해결이 전혀 안 되는 상황 →광속 불변의 법칙이 실제

에 적용될 시 모든 법칙이 어긋나게 됨. →시간은 상대적이라는 기존의 

틀을 깨부수는 시도가 가장 지혜로운 해결책인 것 같아서. (과학교사 7)

진화: 근거, 증거의 발견과 해석에서 통찰이 요구됨. 관련하여 복잡한 

논쟁이 오고가는 분야에서 무엇이 중요한 문제인지, 핵심과 해결 방안 제안

에 다가가는 능동적 자기구성이 뒷받침되는 분야의 내용임. (과학교사 38)

유형(3)의 응답들 중에는 창의성을 지혜와 연관 지어 생각하는 것 

같은 진술들이 여럿 있었다. 창의성은 일반적으로 “참신하고(독창적

이며, 뜻밖의) 적절한(유용하고, 적용 가능한) 작업을 생산하는 능력”
으로서 과학적 발견과 발명을 이끌어낸다(Sternberg & Lubart, 1999). 
이 정의에 기초하여 볼 때, 유형(3)에 등장한 ‘독창적 시각으로’, ‘남들

이 생각하지 못한 아이디어와 발견’, ‘전혀 색다른 업적’, ‘기존의 틀을 

깨부수는 시도’ 등의 표현은 창의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 
창의성이 꼭 지혜를 수반해야 할 필요는 없으나 지혜로운 생각은 반

드시 어느 정도 창의적일 것을 요구한다(Sternberg, 2003). 위의 응답

들은 이런 생각을 뒷받침하는 좋은 예시가 될 수 있다. 창의성과 지혜

에 관한 Claxton, Craft & Gardner(2008)의 논의도 주목할 만한데, 
그들은 지혜가 가진 도덕적 측면을 창의성의 개인 중심적인 측면과 

구별하 으며 창의성을 능력의 일종으로 보는 것에 반해 지혜는 기질

적인 것으로 보았다. 이 논의에 의하면 “지혜로운 창의성”이라는 표현

도 가능하다. 이처럼 창의성과 지혜의 관계는 학자들마다 의견에 차

이가 있으며 분명히 구별할 수 있는 기준이 있는 것도 아니다. 창의성

을 지혜의 중요한 요소로 인식하고 있음을 드러내는 위의 응답들은 

두 개념이 배타적이지 않으며 접한 관계에 있다는 선행연구들의 

주장과 맥을 같이 한다. 
유형(4)에 해당하는 응답들은 실험, 관찰, 탐구활동, 과학적 사고, 

과학의 본성, 합리적 의사결정 등을 언급하며 과학관련 활동이나 과

학을 통해 기를 수 있는 역량들이 지혜 계발에 도움이 된다고 보았다. 
아래는 유형(4)에 해당하는 응답 예시이다.

실험: 여러 번의 시도 끝에 얻어낼 수 있다는 점에서. 실험하고 분석함으

로써 지식을 얻듯 상호작용과 이에 대한 고찰을 통해 지혜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 (예비 과학교사 9)

탐구학습: 문제점을 포착하여 해결과정을 상상하고 상상한 과정을 실제

로 실험이나 협동학습을 통해 해결해나가는 과정이기 때문. (과학교사 31)

과학의 본성: 과학의 본성을 이해하는 사람이 과학에 대한 맹신을 갖지 

않게 되는 것 같다. (과학교사 30)

관찰이나 실험을 통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 가는 탐구 활동은 

수많은 실패를 경험하고 여러 번의 수정을 요구하는 인내의 과정을 

수반한다. 또한 풍부한 과학지식만으로는 갖추기 힘든 과학적 역량은 

꾸준한 노력과 성찰, 반성이 없이는 얻어지기 어렵다. 그러므로 위의 

예시와 같은 견해는 지혜를 한순간에 발현되는 행위나 결과의 성격으

로 보기보다 일상생활에서 일관적으로 나타나는 기질적 측면으로 인

식할 때 더 설득력을 갖는다. 이와 관련하여 Rowson(2008)은 지혜로

운 행동의 발현은 장시간에 걸쳐 함양된 성향으로부터 나온다는 시각

을 견지하 다. 지혜는 결과물로 평가되기보다 삶의 모습에서, 행동

과 생각 모두에서 일관적으로 현명함을 보일 때 지칭된다. 비슷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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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락에서 Claxton et al.(2008)은 지혜를 생각이나 인지의 특성이 아니

라 인지를 추진하는 “동기 벡터(motivational vector)”로 보았다. 그에 

의하면 지혜로운 사람은 일상생활 속에서 대부분의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자주, 거의 확실하게 지속적으로 현명한 행동을 보일 것으로 

기대된다. 지혜로운 사람에 대한 이런 암묵적 인식은 곧 지혜가 다양

한 경험을 통해 일련의 과정을 거쳐 길러지고 또 꾸준하게 드러난다

는 주장의 근거가 된다. 

Ⅴ. 요약 및 결론

과학과 교육과정의 목표를 살펴보면, “일상생활이나 사회 문제 해

결에 적용”, “올바른 판단능력”, “합리적인 의사결정”, “개인적 혹은 

공적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 등 지혜의 요소들과 상통하는 표현들이 

많이 등장한다(MEST, 2007; 2011; 2015). 이 표현들은 지혜에 대한 

선행연구들이 제시하는 지혜의 핵심 요소들과 상당부분 일치한다. 
과학교과 교육과정에 나타난 목표들은 과학지식의 폭넓은 이해를 넘

어 그것을 일상에서 ‘지혜롭게’ 사용하는 것까지를 요구한다. 과학을 

배우는 이유가 단지 과학지식을 잘 이해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이

처럼 삶에 적용할 수 있을 때 의미를 갖는 것이라면, 과학이라는 정형

화된 지식이 학습자의 삶으로 들어오는 과정에서 그 적용을 원활히 

해줄 수 있는 변환장치가 필요할 것이다. 우리는 지혜가 이 과정에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과학교육에서의 지혜 연구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위해 본 연구에

서는 탐색적 차원에서 철학, 심리학에서의 선행 연구를 훑어보고 교

육적 관점에서 지혜의 의미를 간단히 짚어보았다. 고대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지혜의 의미가 어떻게 변해왔는지를 철학적 관점에서 개

괄해 보고, 지혜가 인간발달의 측면에서 어떤 정신적 상태를 이르는 

개념인지에 주목하여 심리학적 연구들을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지

혜의 교육가능성에 대한 논의들과 실제로 교육에 접목시키려는 시도

들에 대해 알아보았다. 교육학에서는 일반교육학과 윤리 교과교육에

서 지혜에 관한 약간의 연구를 찾을 수 있었으나 과학교육에서 지혜

에 관한 논의는 거의 전무하 다. 교과교육학의 관점에서 지혜를 바

라볼 때는 필연적으로 교육 가능성, 즉 교육을 통해서 길러질 수 있는 

개념인지에 관한 논의가 수반되는데 이는 학교교육의 실천가들인 교

사들이 지혜를 어떻게 인식하고 받아들이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런 이유로 과학교사들이 지혜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알아보

기 위해 설문지를 제작하여 인식조사를 실시하 다. 그 결과 응답자

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지혜의 역은 실제적, 지능적, 정신적, 대인

적 순서로 나타났고, 문항별로 봤을 때는 ‘무엇이 중요한 문제인지 

잘 포착한다.(문항5)’가 지혜의 요소로서 가장 중요하게 인식되는 것

으로 나타났다. 다만 지혜 개념 인식조사를 위해 개발한 객관식 설문

지의 타당도는 Fleiss’ Kappa 값 .712 으며 20개 문항 전체의 신뢰도

는 Cronbach’s ɑ 값 .833으로 타당도와 신뢰도가 아주 높다고 보기는 

어려웠다. 따라서 연구 결과의 해석을 일반화 하는 데는 한계가 있으

며 차후에 보다 엄 한 검사도구의 개발을 위해서 설문지의 수정과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지혜의 대인적 역은 개념으로서의 

지혜를 묻는 객관식 문항에서는 가장 낮은 중요도를 보 으나 지혜로

운 사람의 특징을 묻는 개방형 문항에서는 실제적 역과 비슷한 정

도로 많이 언급되었다. 이는 응답자들이 개념으로서의 지혜를 인식할 

때와 실제 주변 사람들이 지혜로운 사람인지를 판단할 때 중요하게 

보는 요소가 다를 수 있음을 시사한다. 그렇다면 지혜의 교육은 학습

자의 지혜를 길러주는 데 목적을 두어야 하는가, 아니면 지혜로운 

사람으로 인식될만한 ‘지혜 인재’를 길러내는 것을 목적으로 해야 

하는가. 이에 관한 논의는 지혜의 교육가능성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

에 대한 논의와 함께 차후 계속해서 고민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한다. 
학교교육과 지혜의 관계를 묻는 문항에 대해서는 세 집단 모두 

80% 이상이 학교교육을 통해 지혜가 길러질 수 있다고 응답하 다. 
지식의 전달과 이해라는 교과교육의 역할을 잃지 않으면서 지혜로서

의 과학교육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과학 내용지식을 어떻게 다룰 것인

가 하는 문제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학습자의 환경과 수업 방식의 

변화 등을 통해 지혜로 향하는 교과지식 교육을 꾀할 방안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과학과목의 핵심 개념들 중에서 지혜와 관련되는 개

념과 그 이유를 적는 개방형 문항에 대해서는 응답을 4가지 유형 ―(1) 
해당 개념을 이해하거나 적용하는 데 지혜가 요구됨 (2) 해당 개념의 

의미에 지혜의 요소가 포함됨 (3) 해당 개념을 만든 사람 또는 만든 

과정이 지혜로움 (4) 지혜 계발에 도움이 되는 과학관련 활동 또는 

역량―으로 범주화할 수 있었다. 
과학지식의 가치중립적인 성격을 고려할 때, ‘굳이 과학교육에서 

지혜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가?’ 하는 물음은 나름 타당한 지적이다. 
하지만 사회구성주의자들은 과학지식의 형성에 인식적 요소와 더불

어 사회적 요소가 항상 개입한다고 보기도 한다. 이데올로기, 정치경

제적 담론, 사회적 관습, 이해관계 등 과학 외적 요소가 과학지식의 

형성 과정에 폭넓게 개입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다(Hong, 2004). 
과학지식을 기술로 활용할 때도 마찬가지로 다양한 사회적 이해관계

가 얽혀든다. 과학기술의 실천에는 사회적 책임이 따르기 때문에 인

본주의를 같이 고려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Song & Cho, 2004). 더불

어 과학지식의 발견과 발달의 과정을 단순히 지식 차원을 넘어 이해

하는 것, 지식을 이해하고 학습하는 교육적 상황 등 여러 맥락에서 

지혜의 덕목이 기여할 여지는 충분히 많다고 생각된다. 개념으로서의 

지혜이든, 지혜로운 사람의 특징이든, 지혜는 실제적 역이 가장 중

요한 것으로 인식되고 그것은 자연과학 지식의 속성과 구분되는 특징

이자 과학교육에서 지혜가 의미를 가질 수 있는 강점이기도 하다. 
학제 간 융합 연구가 필수적이며 교육이 요구하는 인재상 또한 융합

인재로 제시되는 오늘날, 과학 분야의 전문가는 전문적 지식과 더불

어 반드시 지혜를 갖춘 인재여야 한다. 과학교육에서 특별히 탐구할

만한 가치가 있는 ‘과학에서의 지혜(wisdom in science)’, 또는 ‘지혜

로서의 과학(SaW)’의 모습을 찾아보고 이를 활용하기 위한 실천적 

연구와 교육 현장에서의 노력들은 과학기술 사회가 한발 더 진보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또한 과학교육에서의 지혜 연구는 과학교육 연구

의 외연을 확장시킬 수 있을 뿐 아니라 과학교육이 그동안 보지 못했

던, 그러나 지혜가 보여줄 수 있는 교육적 함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과학개념을 학습자의 경험과 관련이 있는 상황에서 지도(MEST, 

2007)’하는 등 과학을 학습하는 방법적 측면에서 실험이나 일상경험, 
비형식 교육 등이 예전보다 더욱 중요해졌다. 또한 과학지식의 ‘경험

적 습득’이 유용한 이유는 그것이 과학지식을 더 빨리, 효율적으로 

습득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이 아니라 일상생활의 맥락에서 과학지식

이 갖는 의미와 그것이 형성되는 과정들을 체득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일 것이다. 학습자의 경험과 생활을 중심으로 과학 학습을 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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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는 이런 관점의 변화는 학습자의 지혜 계발, 또는 지혜로운 인간으

로의 성장에 관한 후속연구가 필요하다는 근거가 된다. 과학수업에서 

찾아볼 수 있는 지혜의 요소, 지혜의 형성에 향을 줄 수 있는 과학교

실의 문화적 속성 등 다양한 접근을 통해 과학교육에서의 지혜연구가 

계속해서 이어지길 기대해 본다.

국문요약

지식 기반사회이자 스마트 시대에 접어든 오늘날, ‘지혜로서의 과

학’을 어떻게 가르칠 수 있을지에 대한 논의는 과학교육에서 새로운 

접근이 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지식교육의 한계를 인식하고 새로

운 교육적 대안으로서 ‘지혜’를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먼저 

철학, 심리학, 교육학에서의 지혜 관련 선행연구 분석을 통해 지혜 

개념의 4가지 역과 20개의 요소들을 도출하 다. 이를 바탕으로 

인식조사 설문지를 제작하여 세 집단(예비 과학교사, 과학교사, 타교

과 교사)의 지혜 개념 인식조사를 실시하 고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문항들이 속해 있는 지혜의 4가지 역별 평균을 낸 결과, 세 

집단 모두 공통적으로 실제적, 지능적, 정신적, 대인적 역의 순서대

로 높은 점수를 나타내었다. 둘째, 20개의 문항 각각에 대해 평균을 

낸 결과, 가장 높은 점수를 얻은 문항은 ‘무엇이 중요한 문제인지 

잘 포착한다.(문항5)’ 다. 셋째, ‘주변의 지혜로운 사람’의 특징을 묻

는 개방형 질문에 대해서는 실제적 역 다음으로 대인적 역에 해

당하는 응답이 많이 기술되어 첫 번째 연구결과와 대조됨을 알 수 

있었다. 넷째, 응답자의 80% 정도가 학교교육을 통해 지혜가 길러질 

수 있다고 응답하 으며 그 방법으로 교과지식 위주의 학습적 측면과 

교과지식 외의 활동적 측면을 강조하 다. 마지막으로, 과학 과목에 

등장하는 핵심 개념들 중에서 ‘지혜’라는 말을 듣고 떠오르는 개념과 

그 이유를 적게 한 개방형 문항의 응답을 분석한 결과 네 가지 유형 

—(1) 해당 개념을 이해하거나 적용하는 데 지혜가 요구됨 (2) 해당 

개념의 의미에 지혜의 요소가 포함됨 (3) 해당 개념을 만든 사람 또는 

만든 과정이 지혜로움 (4) 지혜 계발에 도움이 되는 과학관련 활동 

또는 역량—으로 범주화할 수 있었다. 

주제어 : 지혜, 인식 조사, 지혜로서의 과학(S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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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지혜’개념 인식 조사를 위한 설문지 

[기초 자료 조사]

1. 연령대: 20대() 30대() 40대() 50대 이상()
2. 성별: 남() 여()
3. 전공과목: _____________
4. 교사경력: 예비교사() 1∼5년() 6∼10년() 11∼15년(), 16∼20년() 20년 이상()

1. 아래 표는 ‘지혜’ 개념을 나타낸 여러 가지 표현을 문항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각 문항을 읽고 ‘지혜’ 개념을

잘 드러낸다고 생각하는 정도에 따라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중에 V표시를 해 주십시오.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정보를 효과적으로 획득하고 처리한다. ① ② ③ ④ ⑤
2 풍부한 지식을 갖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3 자신이 무엇을 모르는지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4 보편적인 진리를 추구한다. ① ② ③ ④ ⑤
5 무엇이 중요한 문제인지 잘 포착한다. ① ② ③ ④ ⑤
6 갈등이 생겼을 때 협동적 방식으로 해결한다. ① ② ③ ④ ⑤
7 타인의 감정을 직관적으로 이해한다. ① ② ③ ④ ⑤
8 사회적으로 용인되지 않는 행동은 하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9 타인에게 자애와 연민을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10 개인보다 사회 전체를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① ② ③ ④ ⑤
11 현실적인 문제를 이성적으로 처리한다. ① ② ③ ④ ⑤
12 풍부하고 다양한 경험을 중요하게 여긴다. ① ② ③ ④ ⑤
13 인생의 모순과 불확실성에 능동적으로 대처한다. ① ② ③ ④ ⑤
14 건전하고 실행 가능한 조언을 한다. ① ② ③ ④ ⑤
15 매사에 신중하게 처신한다. ① ② ③ ④ ⑤
16 자신이 자연이나 환경과 연결되어있다고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17 자아 성찰적 수행을 한다. ① ② ③ ④ ⑤
18 정신적 해방의 상태에 있다. ① ② ③ ④ ⑤
19 자기 자신을 통제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20 집중력이 좋고 몰입을 잘 한다.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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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응답자 주변의 일반인들 중에서 응답자가 생각하기에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누구입니까? 
실명이 아닌 본인과의 관계를 적어 주십시오. 예) 중학교 때 담임선생님, 학부 동기 등

 

3. 질문 2에서 답한 사람이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가능한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사건이나 사례, 개인적 관계나 경험 등 무엇이든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4. 본인이 전공한 교과목에 등장하는 핵심 개념들 중에서, ‘지혜’라는 말을 듣고 떠오르는

개념은 무엇입니까? 그 이유를 함께 기술해 주십시오.

 

핵심 개념: _______________________

이유: 

5. 학교 교육을 통해 지혜가 길러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의견과 함께 이유를 기술해 주십시오.

 

길러질 수 있다 () 길러질 수 없다 () 모르겠다 () 

이유: 

- 수고하셨습니다. 성실한 답변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