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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은 자유학기제 진로탐색을 위한 기초 자료 제공의 차원에서 시행되었다. 진로교육의 목적을 전문가 양성에 
두고 전문가 수행 요건에 대한 선행 연구 결과들을 기초로 진로탐색을 위한 구체적인 접근 방법을 도출하려 하였으나 전문
가 수행 요건에 대한 논쟁들이 해결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어서 전문성 핵심 요소들을 인간의 다양한 인지 현상들이 형성
되어 나오는 근원적 인지 메커니즘을 통해 전체적으로 확인하였다. 그 결과 전문가 영역은 내용 전문성과 표현 전문성으로 
구분되는데 내용과 표현이 다양한 통합 비율로 결합되어 있는 전문성과 내용이나 표현이 독립적으로 구성된 전문성으로 
다시 다양하게 구분되며, 각 영역에 따라 전문가 수행에 요구되는 조건들이 다양하다. 한편 분야 최고 전문가는 지능, 내적 
사고, 호기심, 집착력 등의 수준이 특정 전문성이 요구하는 수준과 일치될 때 탄생할 수 있고, 특히 집착력이 결정적 역할
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논문은 이런 결과를 바탕으로 전문성과 관련된 쟁점들에 대해 논의하고 자유학기제 진로 탐색
을 위한 구체적인 접근법을 제공하고 있다. 
주제어 : 전문성, 전문가 수행 요건, 재능, 자유학기제, 진로교육, 융복합교육

Abstract  This paper was carried out to provide basic data for career search of the free school system. 
Putting the goal of career education into cultivating expertise, the review was made on the results of the 
previous studies on the requirements of professional practice. However, As the controversy over the 
requirements of professional practice has not been solved, so the core elements related to expert performance 
were examined as a whole through a fundamental cognitive mechanism from which diverse human cognitive 
characteristics appear. The results show that expert domains consists of content and representation that can 
exist in an integrated to a great variety of combinations between the two or independent manner, and each 
domain or field expert performance require different levels of the elements such as intelligence, internal 
thinking, curiosity (motivation), and obsession (task commitment); and the birth of 1% experts in a domain or 
field is determined by the obsession. Based on the results, this paper discusses issues related to 
professionalism and provides a concrete approach to career search during the free seme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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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사람은누구나행복한삶을꿈꾼다. 그꿈의실현에중

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직업이다. 대부분 사람들은 직업

을 가지고 일하면서 경제적인 안정을 꾀하며 사회에 기

여하기도 하고 자기 계발을 하면서 보람과 즐거움을 느

끼며행복할수있다. 이런점에서학교는진로교육을통

해학생들에게올바른직업관을심어주고다양하게직업

을 탐색하고 자신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업을 선택하

여모두행복한삶을살도록교육해야한다. 그러나우리

나라학생들은주도적으로자신에게맞는직업을선택하

기 보다는 고등학생은 일류대학, 대학생들은 대기업 선

택을 강요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다.

이런 상황에서 2016년부터 중학교에서 자유학기제가

전면적으로시행된것은매우의미있는일이라고볼수

있다. 이는 자신의 직업을 탐색하고 진로를 결정하여 개

인의 행복추구와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자유학기제란 한 학기 동안 학생들이

꿈과끼를찾을수있도록토론이나실습, 진로탐색활동

등다양한체험활동으로교육과정을운영하는제도이다

[1]. 학생들은 진로ㆍ직업체험, 예술ㆍ체육활동, 동아리

활동 등을 통해 창의력을 계발하고 미래 세대가 기대하

는새로운능력을갖추어 4차산업혁명시대를이끌우수

한 인재로 키우는 것이 자유학기제의 목표이다[2].

그러나 시작부터 다양한 불만들이 제기되고 있다. 우

리동네에는경찰서, 소방서, 보건소말고는갈데가없다

는학부모의하소연이있는가하면, 인원제한때문에가

위, 바위, 보를 해서 진 아이들은 과수원에 사과 따러 다

녀왔다는언론인터뷰도눈에띄곤한다[2]. 한 정책연구

팀의연구결과에따르면타학년과의연계성부족, 교사

의업무과다, 지역내인프라부족등자유학기제시행의

저해 요소들이 밝혀지기도 했다[1].

자유학기제의 효율적인 진로 탐색을 위한 출발점은

전문성교육의체계적인실행을위한이론적인토대마련

에서 시작 된다고 할 수 있다. 나날이 세분화 되고 있는

다양한분야에서전문가는사회적성공을대변하는하나

의 기준이 되었고, 최고 전문가가 어떻게 탄생되는가의

조건을안다면진로교육에유용한자료로활용될수있

을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천재는 1%의 영감과 99%의

노력으로 이루어진다는 발명왕 에디슨의 명언은 노력은

성공의 어머니, 고진감래, 1만 시간의 법칙[3] 등과 함께

우리사회에널리펴져있는성공의길을안내하는금언

들이희망적으로다가올수있다. 이런금언들은노력이

성공에 이르게 하는 결정적 요소임을 암시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1%의 영감은타고난재능과같은유전적요

인을의미하고 99%의노력은후천적으로주어지는환경

적인 요인으로 이해되고 있다. 전문가로 성장하는데 후

천적인노력이더결정적으로작용한다는결론이난다면

전문가로서의성공을꿈꾸는대다수학생들에게매우고

무적인소식이될것이다. 타고난재능은태어날때이미

주어진 것이기에 본인의 의지가 미칠 여지가 없는 영역

이지만, 노력은 자신의 의지에 전적으로 달려있기 때문

에 재능과 상관없이 자신이 원하는 분야를 선택하여 열

심히 노력하면 누구든 사회적으로 성공할 수 있을 것이

다.

그러나 전문가 수행에 대한 기존의 연구들을 살펴보

면 노력이 전문가로 가는 유력한 길이라고 믿기에는 무

리가 있어 보인다. 분야 상위 1%에 해당하는 최고 전문

가(expert)는 선천적으로 타고 나는가 아니면 후천적 노

력으로 충분한가의 심리학 논쟁이 아직 해결되지 않고

남아있기때문이다. 먼저, 분야최고전문가는선천적인

재능 때문인가 후천적 노력에 의해 가능한가의 논쟁은

유전이나 환경이냐의 논쟁과 그 맥락을 함께 하며[4] 지

금까지 계속되고 있다. 노력이 성공의 열쇠라고 주장하

는 학자들은 전문가는 노력을 통해 만들어지며, 타고난

능력이란존재하지않거나성취에미치는훈련의영향력

에 비할 바가 아니라는 입장을 취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들 중에는 행동주의(behavioralism) 창시자인 왓슨

(Watson)이 있는데, 그는 다른 요소보다 훈련(practice)

이 어떤 분야든 그 성공뿐만 아니라 심지어 천재성

(genius)을가장타당하게설명할수있는요소임을주장

한다[5]. 한편, 행동유전학(behavioral genetics)의창시자

인갤턴(Galton)은과학, 음악, 미술, 스포츠, 그리고다른

분야들에서 나타나는 우수성은 가족력을 지니고 있다는

연구 결과를 토대로 우수성은 유전적임을 주장했다[6].

이런 관점을 주장하는 학자들은 전문가는 타고나며, 높

은 수준의 성취를 이루기 위해서는 훈련이 필요하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타고난 능력 이상의 수준에 도달할 수

는 없다는 입장을 견지한다.

이런 두 입장 차에 대한 논쟁은 이후에도 계속 되고

있다. 전문가적 수행(expert performance)은 대부분, 한

영역에서수행을향상시키기위해특별히창안된구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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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활동에참여하는, 즉진지한연습(deliberate practice)

의 축적된 양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관점[3]이 오늘날에

도 여전히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4,7,8]. 반면 타고난

능력이전문가수행에절대적이라는주장도만만치않으

며[9,10],이에 대한 다양한 증거들이 제시되고 있다

[11-16]. 특히진지한연습을조사한모든분야들에대한

연구들을 총망라한메타분석(meta-analysis)을통한최

근의 연구에 의하면, 진지한 연습이 게임분야에서는

26%, 음악분야에서는 21%, 스포츠분야에서는 18%, 교육

분야에서는 4%, 그리고전문분야에서는 1%미만의변인

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진지한

연습의중요성을인정하지만주장되고있는것만큼영향

을 미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4].

한편, 전문가(expert)에대한정의가서로다르다는점

역시 전문가 연구에서 또 다른 혼란거리이다. 일부 학자

는성인이보이는반복적이고(reproducible) 높은수준의

수행에만 한정하여 전문성을 정의하고 있는 반면[3,7,8],

다른학자들은전문성을특정영역에한정하여정의하지

않고 있다[17].

이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재능의 개념이 주로 지능

을 바탕으로 이해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능이 무엇

인지에 대한 합의가 없이[18], 다양한 사회, 문화적 환경

안에서 이해되고 있다[19]. 그런데 시대와 장소에 따라

사회, 문화적 환경은 끝없이 변화하고 있다는 사실을 고

려해볼때, 다양하게나타나는전문가수행능력이나영

역들 또는 분야들을 모두 하나씩 하나씩 부분적인 이해

를 통해서 전체에 이른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또한전문가수행요건중동기(motivation)는필수적

인요소에해당하지만[17], 이와 관련해서도논란이존재

한다. 전문가적 수행에 이르게 하는 집중적인 노력이 능

력과 관련되어 있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경우[20-25],

전문가 수행은 내재적 동기에 의한 노력의 결과임을 시

사하고 있다. 반면 일부에서는 일 자체에 대한 즐거움과

상관없이 도구적 동기(instrumental motivation)에 의해

서도 전문가적 수행에 도달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

고 있다[3].

이렇게 논쟁에 휩싸여 있는 전문가 수행에 대한 연구

들을바탕으로자유학기제의진로교육의이론적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전문가 수행 요건을 도출한다는 것은 무

리가 있어 보인다. 구체적으로 전문가 영역은 어떤 것들

이있으며, 지능과그밖의전문가수행요건들은무엇이

며 그 요건들은 서로 어떻게 연결되어 상호작용하며 전

문가수행에기여하는가에대한전문가수행메커니즘을

더 근본적인 맥락에서 전체적으로 밝힐 필요가 있다. 그

런 이후에서야 보다 신뢰성 있는 진로교육의 접근법이

도출될수있을것이다. 따라서이논문의목적은자유학

기제의 진로 교육의 이론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인간

의 다양한 인지 현상들이 생성되어 나오는 근원적 인지

메커니즘을[26] 통해 전문가 영역, 지능, 전문가 수행에

필요한 요건, 그리고 그 요건들 간의 상호관계성을 전체

적으로 파악하는 것이다. 근원적 인지 메커니즘은 다양

한 인지 현상들의 본질을 이해하고, 그들이 서로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지 통합적이며, 전체적으로 단순하게 볼

수있게해 주기때문에[27-32], 전문가 수행영역 및분

야를 전체적으로 바라보고, 지능을 포함한 전문가 수행

요건 및 상호관계성을 밝히는 데에도 유용한 연구 틀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2. 자유학기제
교육부에 따르면[33], 자유학기제는 중학교 과정 중

한학기동안학생들이시험부담에서벗어나꿈과끼를

찾아주기위한목적으로 2016년부터전국적으로시행되

었다. 해당 학년의 학생들은 토론이나 실습 등의 방법을

통해학생중심의수업을받고진로탐색활동등다양한

체험활동을수행한다. 전체적으로자유학기제는교육과

정을 유연하게 운영하는 제도이다.

학생들은자유학기제기간동안교과수업과자유학기

활동에모두참여해야한다. 예를들어, 오전에는국어, 영

어, 사회, 과학, 기술·가정, 체육, 도덕 등 주로 교과수업

이이루어지는데, 수업은토론, 실험·실습, 프로젝트학습

등 전 과정에 학생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방식으로 진

행된다. 이에 대한 평가는 지속적인 관찰평가, 형성평가,

자기성찰평가, 포트폴리오 평가, 수행평가 등을 통해 이

루어진다.

그리고 오후에는 주로 진로탐색 활동, 주제선택 활동,

예술·체육활동, 동아리 활동 등 자유학기 활동이 이루어

진다. 진로탐색활동은진로검사, 초청강연, 직업탐방, 일

터체험등을통해이루어지고, 주제선택활동은헌법, 경

제·금융, 고전 토론, 체험 수학, STEAM과학등을통해,

예술·체육 활동은 연극, 뮤지컬, 오케스트라, 디자인, 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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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등의 활동을 통해 이루어진다. 동아리 활동은 문예토

론, 과학실험, 천체관측등학생들의공통된관심사를기

반으로 운영된다.

이렇게다양하게제공되는교과학업및자유학기활

동 등은 학생들로 하여금 적성과 소질을 탐색하여 스스

로미래를설계할수있도록해주며, 학생의흥미, 관심사

에맞는체계적이고심층적인프로그램운영으로학습동

기를유발하고깊이있는학습기회를제공할뿐만아니

라다양하고내실있는예술·체육교육으로학생의소질

과 잠재력을 찾아주고 자율적 문제해결력을 키워 줄 것

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진로 교육과 관련하여 지원 인력풀 부족[34],

진로 체험 장소 확보 어려움[34,35], 평가기록 및 공정성

에 대한 교사의 부담[34] 등 시행 초기부터 다양한 문제

점들이제기되고있다. 이런상황에서, 시간적, 공간적제

약에따라학생들이직접체험할수있는분야활동들이

얼마나될것이며, 모든학생들이각자자신의적성과능

력에맞는최적의전문성이발현될수있는분야를효율

적으로 발견할 수 있는가의 등의 핵심 문제들이 제기될

수 있다. 자신에게 최적의 전문 분야를 효율적으로 찾을

수있기위해서는본인의적성과분야의특성에대한구

체적이고전반적인이해가먼저선행되어야하는데현재

로서는 본격적인 활동 이전의 준비 작업으로서 이에 대

한체계적인교육이제공되지않는채진로검사, 초청강

연 등 동시다발적이고 막연한 방식으로 진로 활동이 이

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3. 근원적 인지메커니즘
지능(intelligence)은 타고난 재능의 핵심 요소에 속한

다. 따라서 지능을 이해하지 않고서는 재능을 이해하기

힘들며 재능과 밀접하게 관련된 전문가 수행에 대한 이

해도어렵게된다. 인간은지능을통해다양한지적활동

을하거나산출물을만들어낸다. 이런지적활동이나산

출물은 전문가 수행 그 자체이거나 그 결과에 해당하고

이것들에는 지능이 개입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능에 대한 이해는 부족한 실정이다. 지능에 대한 정의

는 관련 학자들의 수만큼이나 다양하게 내려져 있으며

[36], 지금도 내려지고 있어 따라서 지능에 대한 합의는

존재하지 않는 실정이다. 레그와 허터(Legg &

Hutter)[37]가 수집한 70여개의 정의들 중 심리학자들의

정의목록을토대로분석해볼때지능과관련된능력들

은 대략 환경 적응 능력, 문제 해결능력, 새로운 것을 만

들어 내는 창의력, 학습 능력, 상상력, 추론능력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런데 일부 정의는 이런 능력들의 종합

으로 생각하는 한편, 일부에서는 문제 해결력과 창의력

[38-41], 또는추상적사고능력[42,43]에국한해서지능을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가장 많은 학자들이 지능을 환경

에적응하는능력으로생각했다[42,44-46]. IQ 검사를제

작하고 그것을 통해 지능을 측정하는 입장을 취했던 비

네나 웩슬러도 지능을 환경 적응 능력으로 정의하고 있

다. IQ검사가주로언어능력을측정한다는점에서볼때,

언어능력과환경적응능력은관련성이있다고볼수있

는데, IQ는사회적성공능력과높은상관이있어[47], 사

회적 성공은환경을잘 파악하고잘적응하며언어를통

한 사회적 상호작용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때 가능하다

(Sternberg의 성공지능 참고).

지능에대한대부분의정의들은사회문화적상황에서

이루어지는지적활동이나지적산물을통해이루어지고

있다. 그런데사회, 문화적상황은시대와장소에따라다

양하고계속변화하므로환경에기초한다면지능도새로

운 모습으로 다양하게 계속 정의 될 수밖에 없다. 이에

지능에 대한 정체성의 탐구는 부분들이 모여 전체가 될

때까지계속진행되는것은당연하며지능의정의는최

후에 내려져야 한다고 주장하기에 이르렀다[48]. 더구나

인간의 능력이 환경 속에서 계속 발달하고 있다는 진화

론적 관점[39-50]에서 본다면 이런 상황은 더욱 당연해

보인다. 즉, 인간의삶의환경이계속변화하는맥락에서

지능을 정의한다면 지능에 대한 정의는 영원히 내려질

수 없다.

지능이 무엇이가의 정체성에 대한 무지는 지능이 하

나인가아니면다수인가라는지능의구조적측면에대한

오랜논쟁을불러일으켰다. 이논쟁은전문가수행영역

의본질이해나교육지원접근방법과밀접히관련될수

있다. 지능이 하나이면 모든 영역이나 분야의 전문가 수

행은 단 하나의 지능이 개입한 것이기에 전문가 수행들

간에 수준차를 상호 비교 가능하다는 의미이고 전문가

양성을위해교육하거나길러야할지적능력이나기능도

하나로단순할수있다. 그러나지능이다수라면상황복

잡해진다. 다양한 영역이나 분야의 전문가는 각기 다른

지능들이개입되어있는것이므로전문영역이나분야들



진로 교육 방안 모색: 분야 최고 전문가의 꿈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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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마다 다양한 지능들이 개입하게 되므로 각각에 맞는

지능들을 확인하여 그에 따라 전문가 수행 교육을 해야

한다.

일반지능이론가들(general intelligence theorists)은

인간의 능력은 위계적 구조를 지니고 있고 최상위층에

오직 하나의 일반 지능(general intelligence)이 존재하며

이 지능은 인간의 모든 분야의 지적 활동에 개입한다고

주장한다[51-53]. 이들은 여러 연구를 통해 오늘날 모든

분야의 지식은 공통적으로 일반 요인이 존재하고 그 요

인을 다루는 일반지능(general intelligence: g)이 존재한

다고 믿고 있다. 그러나 이 이론은 학습장애나 자폐장애

를지닌사람과같이능력들사이에너무격차가심한사

람들의 경우는 잘 설명할 수 없다는 한계를 지닌다[39].

특정 분야에서는 높은 수준의 능력을 보이지만 다른 분

야에서는장애수준을보일정도로분야능력들간에심

한 편차를 보이는 사람들도 있다. 이 이론의 가장 결정

적인 한계는 모든 지적 산물에 공통적으로 관여된 일반

요소와 그 요소를 다루는 일반 지능이 구체적으로 무엇

인지 밝히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한편, 1900년 대 초 미국의 심리학자 루이스 서스톤

(Louis Thurstone)[54]의 전통의 맥을 이은 다중지능이

론가들(multiple intelligence theorists)은지능은서로상

호 독립적인 다수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들이 서로 다양

한 조합을 통해 다양한 지적 활동을 수행한다고 주장한

다. 이런점에서다중지능이론은일반지능이론의한계점

을 더 잘 설명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지능이

상호 독립적인 다수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분야 능력

들이큰편차를보일수있고실제로대부분의사람들의

인지 프로파일은 고르지 않다[39]. 가드너[39,55]는 이런

지능관을 바탕으로 언어적(linguistic), 수학적(logical-

mathematical), 음악적(musical), 공간적(spatial), 예술적

(artistic), 대인내적(intrapersonal), 대인간(interpersonal),

신체운동적(kinethetic), 자연적(natural) 지능 등 다수의

지능들을 제안하고 개별 지능들이 통합적으로 작용하여

다양한 분야 활동이 이루어진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가

드너도 일반지능에 대해 그 존재를 부인하지 않고 있으

며[52], 다중지능이론에서 제시하는 개별적 지능들 간의

상호관계성을설명하지못하는등의한계점을보이고있

는[19,39,56] 한편, 다중지능의개별지능들이더이상상

호독립적이지않다는비판[57,58]에직면해있는실정이다.

인간의 다양한 인지 현상들이 무엇으로부터 어떻게

생겨나는가를 보여주는 단순한 근원적 인지 메커니즘은

이런지능이론들간의갈등을해결하기위한시도의과

정에서 최근 제시되었다. 근원적 인지 메커니즘은 캐롤

(Carroll)의삼계층이론(three-Stratum Theory)[53], 케

이스(Case)등의 마음의 통합모델(the united model of

the mind)[59], 케이스(Case)의발달이론(the developmental

theory)[60], 스턴버그(Sternberg)의 삼원이론(Triarchic

Theory)[63](Sternberg, 1988), 그리고 가드너(Gardner)

의 다중지능이론(Multiple Intelligence Theory)[39] 등

지능에 대한 주요 이론들이 제시하는 다양한 인지 요소

들 사이의 상호관계성을 찾아 단순하게 재구성된 인간

능력에 대한 통합 모델[26]을 통해 처음 소개되었다. 이

통합모델에서는 시대와 장소에 따라 다양하게 변화하는

사회, 문화적환경이아닌, 인간의다양한인지현상들이

생겨나오는두뇌의근원적인지메커니즘안에서지능을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하나의 일반지능(g)이 다

양한환경속에서무수한다중지능(gs)처럼나타나고그

럼에도 개인 내 분야능력들 사이에 심각한 불균형이 발

생될 수 있는지의 원리를 제공하고 있다.

근원적 인지 메커니즘에서 제시하고 있는 인지 근원

은인지시동체(cognitive activator)와인지공간으로구

성되어있다. 인지시동체는감각적, 지적호기심과능력

을 지니고 있어 인간은 ‘자극(stimuli)’을 감각하고 감각

된자극들사이의 ‘상호관계성’을찾게되고자극들은두

뇌 인지 공간에서 관계성에 따라 서로 연결된다. 자극들

사이의 관계성을 찾기 위해서는 인지 과정을 계획하고

통제하는실행기능(executive function)과정보처리기능

(processing function)도 필요하다. 이 두 기능들은 감각

기능및기억(하위기능)을바탕으로상호관계성을찾기

위한도구적능력들(상위기능)에해당된다. 기능들은서

로 위계적으로 연결되어 기능하는데, 하위 기능을 바탕

으로 상위 기능이 가능하고, 상위 기능을 바탕으로 상호

관계성을 찾아 서로 연결하여 지식을 형성하는 최상위

기능이 가능하다. 여기서 ‘상호관계성을 찾아 서로 연결

하여 형상화 구조물을 형성하는 최상위 기능’은 지능

(general intelligence, g)으로정의되고, 지능에의해형상

화된 구조물은 지식(knowledge)으로 정의된다[26].

인간은 환경의 다양한 자극들을 감각하고 그 자극들

사이의상호관계성을찾아이들을서로연결하여구조화

하여 지식을 형성한다. 따라서 지능은 단일하지만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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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극들은 다양하기 때문에 다양한 지능처럼 나타난다.

다시 말해 지식이나 인지 활동은 다양하고 영역적 또는

분야적이지만모든지식이나분야활동은공통적으로상

호관계성을 다루는 단 하나의 지능을 통해 형성되고 수

행되며 상호관계성이라는 일반 요소가 존재한다[26]. 예

를들어, 언어지식은언어가서로결합되어형성되고수

학은수나언어또는도형및기호들이서로연결되어형

성된다. 언어지식과 수학지식은 언어와 수라는 서로 다

른분야자극들로구성되어있지만공통적으로상호관계

성에 따라 서로 연결된 것이다. 따라서 언어, 수학, 음악,

미술, 등의 다양한 분야의 지식들이 서로 독립적인 별개

의분야처럼보이지만분야자극인언어, 수, 음, 모양등

이 다양한 연결 방식으로 결합되었을 뿐 기본적으로 상

호관계성으로 연결된 인지 구조물이다. 같은 분야 지식

내에서도 상황은 마찬가지인데, 예를 들어 서로 다른 문

제처럼 보이는 수학 문제들의 경우, 수, 언어, 도형 등으

로 구성되어 있을 뿐 공통으로 상호관계성을 통해 서로

연결된 것이다.

이런 원리는 학자에 따라 다양하게 내려지고 있는 지

능에대한정의들에서도확인될수있다. 예를들어, 표면

적으로는 환경에 적응하는 능력과 학습 능력은 서로 다

른 것처럼 보이지만 환경에 적응한다는 것은 환경을 구

성하는자극이무엇이든지간에그들사이의상호관계성

을안다는것을의미하며, 학습한다는것또한자극들사

이의 상호관계성을 이해하고 파지하는 것이다. 뿐만 아

니라 이해한다는 것과 추론한다는 것, 문제를 해결한다

는 것, 그리고 새로운 물건을 만든다는 것 등을 포함한

그 밖의 인간의 어떤 지적 활동도 상호관계성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고 상호관계성 없이는 존립할 수 없다.

지식을 형성하는데 필요한 자극은 크게 두 가지로 분

류되는데, 하나는지식의내용(content)을구성하는자극

이고 다른 하나는 내용을 표현(representation)하는자극

이다[26]. 내용자극은 ‘형상’이라는감각자극과그들사이

에존재하는상호관계성이라는지적자극을의미하고, 표

현자극은내용자극을표현하기위한상징적감각자극을

의미한다. 예를들어, 실제나무나동물은감각되고상호

관계성에따라서로연결되어인지공간에표상으로기억

되고, 각 표상은 청각음성 자극인 ‘나무, 동물’또는 시각

문자 자극인‘나무, 동물’과 서로 연결되어 언어적 지식으

로 표현될 수 있다.

[Fig. 1] Content and Representation
        (Song, 2014, p. 855)

한편, 인간의인지활동에필요한자극은두개의공간

에서 제공된다. 하나는 실제 세계가 존재하는 외부 공간

이고 다른 하나는 기억의 세계가 존재하는 두뇌의 내부

공간이다[29]. 인간은외부공간의다양한실제자극들이

나내부공간의다양한기억자극들을감각하고그들사

이의 상호관계성을 찾아 지식을 형성한다. 그러나 외부

공간이든내부공간이든자극의강도에따라감각, 기억,

지식 형성의 정도가 달라진다. 자극이 약하면 잘 감각되

지도 기억되지도 않고 따라서 지식 형성도 잘되지 않으

며, 반대로자극이강하면감각도기억도잘되고지식형

성도 잘 될 수 있다.

인간의감각및기억강도는내부공간의크기와관련

된다. 내부공간은연령이증가함에따라성장하며, 그것

은곧감각예민성, 기억강도및정보처리의용량의증

가로나타난다[60,62]. 내부공간이작을수록감각예민성

이 낮고 그 기억이 약하며, 약한 기억은 적은 양의 주의

(attention)를 내부로 유인하기 때문에(내적 주의 결핍)

내면주의집중이어렵고따라서실행기능(executive) 및

정보처리 기능(processing)을 통해상호관계성을찾기가

힘들어 결국 지식을 형성하기 어렵게 된다[29]. 영재 수

준의지능을지니고있어도특정인지공간(청각또는시

각)이작으면잠재적인지적능력에비해관련분야와관

련된지적활동이나지식형성이매우떨어지게되는학

습장애와 같은 현상이 초래될 수 있다[32]. 반대로 내부

공간이클수록기억이강해져더많은주의가내부공간

으로 향하게 되어 실행기능과 정보처리 기능, 상호관계

성 찾기 기능 등 내적 사고 활동이 더욱 용이하여 지식

형성도 더 잘 되고, 그 정도가 지나치면 외부 실제 세계

에 대한 지식 형성 및 적응 또는 대응 능력에 제약을 받

는자폐장애가발생된다[31]. 이렇듯내부공간은인간의

인지발달을전반적으로제약한다[60]. 내부공간의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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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감각, 기억 및내적주의강도(하위기능)에일차적으

로 영향을 미치고, 기억과 주의 집중을 바탕으로 이루어

지는실행기능과정보처리기능(상위기능)에, 그리고최

종적으로 실행 기능과 정보처리를 통해 자극들 사이의

상호관계성을찾아서로연결하여지식을형성하는지능

(g, 최상위 기능)에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에 지능의 수

준이 같아도 인지공간의 크기의 불균형적 상황에 따라

개인간및개인내불균형적인인지프로파일이나타날

수있다[32]. 이는 지능이하나이고 모든분야에다관여

하지만 인지공간의 다양한 상황에 따라 격차가 심한 분

야능력들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서로 독립적인 다중

지능처럼 보일 수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

그러므로 비록 하나의 지능이 다수의 독립적 지능처

럼나타나보일수있지만그기능이 ‘상호관계성’을찾는

능력인 점에서 어떤 분야라 할지라도 그 수준은 상호관

계성의 수준이라는 단일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다. 상호

관계성의 측면에서 볼 때, 자연뿐만 아니라 인간이 창조

한문명의다양한피상적개체들은각각의심층들로부터

나타나며, 궁극적으로더심연의근원층으로부터나타나

므로, 자연과 문명의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현상들은 피

상층, 심층, 근원층이 수직적 상호관계성으로 서로 연결

되어있다고볼수있다[63,64]. 인간은이런세계를탐구

하고 상호관계성을 찾는 지능을 통해 그에 대한 지식을

형성하므로, 지식은곧피상적지식, 심층적지식, 근원적

지식이 존재한다. 그런데 지식의 수준은 곧 지능의 수준

이고지능은지식을형성하는능력이므로지능이높을수

록 ‘전체 지식’을 형성한다. 따라서 전체 지식을 형성할

수있게해주는상호관계성일수록수준이높다고볼수

있으므로 피상적 지식을 형성하게 해 주는 피상적 상호

관계성보다는 심층적 지식을 형성하게 해 주는 심층적

상호관계성이 수준이 더 높고, 최종적으로 전체 지식을

형성하게 해 주는 근원적 상호관계성이 그 수준이 가장

높다고볼수있다[63,64]. 예를 들어, 지구의피상층에는

다양한 개체 현상들이 서로 병렬관계성(예, 식물과 동물

등)이나 인과관계성(차 사고로 사람이 부상당하는 사건

등)으로연결되어존재하고있는데, 만약이런피상적상

호관계성에만 주로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찾아 피상적

지식을형성하는사람보다, 그런피상적상호관계성뿐만

아니라 그 다양한 피상적 현상들이 생성되어 나오는 보

다심층의수직적상호관계성(예, 동물, 식물, 인간, 차 등

이다양한피상적현상들은무엇으로부터어떻게나타나

는가의 수직적 인과관계성)을 찾아 그로부터 연유된 피

상층의 다양한 현상들을 통합적이고 전체적으로 단순하

게 이해하려는 사람이 지능이 더 높다고 볼 수 있다. 다

시 말하면, 지능이 높을수록 피상적 상호관계성뿐만 아

니라 심층적 상호관계성도, 더 나아가서는 근원적 상호

관계성까지도 찾게 된다. 이런 관점에서 비록 전문성 영

역이나 분야가 매우 다양하다할지라도 각각에 개입하는

상호관계성의수준에따라다양한수준의지능이요구됨

을 의미한다.

4. 전문성 영역, 수행 요건 및 
상호관계성

4.1 전문성 영역
근원적 인지 메커니즘에 의하면, 전문성 영역은 지식

의 구조와 지적 활동 방법에 따라 다양하게 구분 될 수

있다. 먼저 인간이 형성하는 지식이나 활동의 구조가 내

용과 표현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전문성 또한 내용과

표현의두차원, 즉내용전문성과표현전문성으로각각

이해될 수 있다. 인간은 실재하는 자극을 감각하고 그들

사이의상호관계성을찾아서로연결하여지식이나활동

을 형성한다. 따라서 이는‘내용 전문성’영역으로 규정할

수 있다. 인간은 또한 내용 지식을 구어, 문자, 수, 도형,

음, 색 등의 상징적 자극(symbol)과 서로 연결하여 지식

을형성하는데이는내용과표현이결합된내용-표현복

합지식이다. 이는‘내용-표현복합전문성’영역에해당된

다고볼수있다. 교과목의예를들자면국어, 사회, 과학,

미술 등이 복합 지식의 대표적인 경우에 해당된다. 복합

전문성은 내용과 표현을 동시에 다루기 때문에 분야에

따라 내용 전문성과 표현 전문성이 다양한 비율로 구성

된다. 예를들어, 과학은내용이주목적이므로과학분야

전문가의경우표현전문성보다내용전문성이절대적으

로우위를차지하고있는반면, 미술의경우내용보다표

현에더초점이맞추어져있기때문에미술관련전문가

의경우내용전문성보다는표현전문성이훨씬더요구

된다고 볼 수 있다.

한편인간은숫자, 소리, 도형, 몸동작등표현자극자

체만을조작하여새로운자극들을창조하고그들을상호

관계성에 따라 서로 연결하여 지식을 형성할 수 있는데

이는‘표현 전문성’영역에 해당 된다고 볼 수 있다. 예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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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 수학에서 1이라는숫자하나만으로수지식을형성

할수있는데, 1에 1을 더해 2라는숫자를만들고 2에 다

시 1을더해 3이라는새로운숫자를만들어서로연결하

여추상적인수학적지식[39]이 형성될수있다. 음악, 기

하학, 춤. 스포츠 등도 표현 지식에 해당된다.

4.2 전문가 요건 및 상호관계성
근원적인지메커니즘에의하면, 전문가적수행에관여

하는 요건으로는 지능, 내적 사고, 호기심(동기), 집착력

등을 들 수 있다. 지능은 지식이라는 구조물을 형성하는

데 필요한 상호관계성을 다루는 능력으로 상호관계성의

수준에 따라 지식이나 지적 활동 수준이 결정된다. 지능

은 피상적인 현상들 사이의 상호관계성을 찾아 피상적

지식을 형성하는 피상지능, 그 현상들이 생성되어 나오

는 심층의 상호관계성을 찾아 심층적 지식을 형성하는

심층지능, 그리고 근원의 상호관계성을 찾아 근원적 지

식을 형성하는 근원지능으로 그 수준을 구분할 수 있는

데, 이런 지능들은 전문성 영역이나 분야에 따라 요구되

는수준이다양할수있다. 예를들어, 현상세계의본질은

무엇인가, 우주만물은어디에서어떻게생겨났는가, 사회

문제들은 왜 발생 하는가 등등의 심오한 상호관계성을

다루는 철학, 과학, 사회, 등과 같은 내용 우위 전문성이

피상적인상호관계성으로만구조화되는기하학, 음악, 발

레, 피겨스케이트등과같은표현우위전문성보다더높

은 수준의 지능이 요구된다고 볼 수 있다. 즉, 철학이나

과학 지식은 심오한 수평적 또는 수직적 상호관계성을

담고있으나음악이나스포츠는피상적자극들이수평적

으로 다양하게 서로 연결되어 있을 뿐이다.

물론내용우위전문성영역내에서도분야에따라요

구되는 지능 수준이 다를 수 있다. 예를 들어, 과학이나

철학의경우자연만물은무엇으로부터어떻게생겨나는

가와 같은 가장 심오한 수준의 수직적 인과관계성을 탐

구하지만, 사회나 역사는 그 수준까지는 탐구하지 않는

다. 따라서 과학이나 철학 분야의 전문성이 사회나 역사

분야의전문성보다더높은지능을요구한다고볼수있

다. 또 다른 예로, 축구, 바둑, 체스 모두 제한된 경기장

내(축구장, 바둑판/체스판)에서 자극들(축구선수와 바둑

점) 사이의 상호관계성을 파악하여 형성해 나가는 지식

(내용전문성)과그지식을각각신체와축구공, 손과바

둑알 등의 도구로 표현 하는(표현 전문성) 복합 전문성

영역에속한다. 하지만내용면에서축구는 11x11개의자

극(축구 선수들) 사이의 관계를 다루는 한편, 바둑이나

체스는 18 x18개의 자극들 사이의 상호관계성을 다룬다

는점에서각분야의전문가수행에요구되는지능수준

이 다를 수밖에 없다.

지능과 마찬가지로 분야에 따라 다양한 수준이 요구

되는내적사고는전문가적수행의또다른핵심요건이

다. 근원적 인지메커니즘에 따르면, 인지 활동에서 자극

이 주어지는 방향, 즉, 외부 세계에서 주어지는가, 혹은

두뇌 기억 속에서 주어지는가에 따라 외적 사고와 내적

사고로구분할수있다. 그런데외부의실제세계를경험

하고그와상호작용하는인지활동과달리주로내적사

고를통해이루어지는표현, 학습, 창조등과관련된전문

성은 지능의 수준과 상관없이 기본적으로 고도의 내적

주의 집중이 요구된다. 이런 분야의 경우 내부공간으로

집중되는 내적 주의(attention)의 양이 많을수록 더 높은

지능이 나타날 수 있다. 만약 내적 주의 양이 적으면 내

부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실행기능과 정보처리기능 등의

수단적 인지 기능들이 제약을 받게 되어 최종적으로 상

호관계성을 찾는 목적 기능인 지능이 제 기능을 수행하

기 어렵게 된다. 학습장애 영재처럼 아무리 지능이 높아

도 그 분야의 능력이 높게 발현될 수 없는 이유이다

[32,65,66].

한편 전문성에 따라 요구되는 내적 사고의 수준은 다

양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표현 전문성과 관련된 언어나

음악관련 활동의 경우, 언어가 내용과 일대일 대응의 표

현지식인점에서내적인지활동뿐만아니라외적인지

활동을통해형성된외부의실제내용-표현의복합지식

이라 할 수있다. 반면, 음악은 외부의 실제 세계에 대한

구체적대응없이내부공간안에서소리조작만을통해

서 형성될 수 있는 추상적인 지식[39]에 가깝다. 따라서

언어적 전문성보다 음악적 전문성이 더 높은 내적 사고

수준을 요구할 수 있다고볼 수 있다. 바둑이나 체스, 축

구의 경우도 다양한 내적 사고의 수준을 보여준다. 이들

은 모두 제한된 경기장 내에서 자극들 사이의 상호관계

성을 파악하여 수행해야 하지만, 축구의 경우 역동적으

로 계속 변화하는 경기장 상황을 예의 주시하며 신속하

게 신체적으로 대처해야하기 때문에 강도 높은 외적 주

의집중을 계속 유지해야 하는 한편, 바둑이나 체스는 신

체적으로는 거의 정적이지만 강도 높은 내적 주의를 유

지하면서 신속하고 복잡한 내적 인지 활동을 통해 수행

한다는점에서축구보다더높은수준의내적사고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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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요구한다고 볼 수 있다.

전문가 수행 도달에 필요한 또 하나의 중요한 요소는

호기심이라는동기(motivation)이다. 인지메커니즘에따

르면, 동기의원천인인지시동체가감각적, 지적욕구본

능을지님에따라인간은스스로자극 및지식에호기심

을 보인다. 이는 감각활동 및 지적 활동의 내적 동기

(intrinsic motivation)에해당한다고볼수있다. 이런동

기에의해인간은스스로자극을감각하고상호관계성을

찾아 지식을 형성하는 지적 수행을 보인다. 그러나 전문

가 수행에 이르기 위해서는 예외적인 동기가 필요한데

인지 메커니즘에 따르면, 그 예외적인 동기는 집착에 의

해 가능하다[67,68,69,70]. 집착이란 내부 공간의 기억에

강하게 얽매이는 현상으로 이는 특정 전문가 수행에 요

구되는지능수준과내적사고수준이자신이타고난수

준들과 일치하는 최적 상태(optimal condition)에서 이루

어지는수행이가져다주는즐거움에대한얽매임을말한

다. 집착은 다시 몰입으로 이어지고 최종적으로 소수의

전문가수행에도달하도록만든다고볼수있다. 이는몰

입이 인간의 능동적인 의식 현상이지만 최적 상태에서

이루어진 최적 경험(optimal experience)의 즉각적인 보

상적으로 주어지는 즐거움[71]에 대한 집착현상에 의해

촉발된다는것을의미한다. 근원적인지메커니즘에서볼

때, 다른 유전적 요소들이 같은 조건이라면 집착성이 강

할수록몰입의정도가더강해져전문가수준에더빨리

도달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전문가 수행에 결정적 동인을 제공하는 집착현상은

내부 인지 공간과 긴밀하게 관련되어 있다. 인지공간이

커지면내적주의집중이강화되고내적사고를더욱용

이하게할수있게해주는한편기억에과도하게얽매여

집착현상이 초래된다. 그리고 그 집착의 마음은 다시 관

련수행동기를더욱강화시켜지식형성이나표현활동

에몰입하도록만든다. 내용우위전문성의경우지식구

조화에 필요한 상호관계성이 절대적이기 때문에 상호관

계성을찾는지적활동에몰입하는반면, 표현위주의전

문성은 특정한 상징적 부호나 도구를 통해 표현하는 활

동이기 때문에 반복적인 연습과 같은 기능적 활동에 몰

입하게된다. 다시말해, 자극들사이의상호관계성을찾

는 일은 지능 수준과 관련되어 있으므로 진지한 연습을

한다고더높은수준의내용지식을형성할수는없으나,

언어, 도형, 색깔, 소리, 신체, 도구, 물질등으로표현하는

일은 표현 수단과 대상에 따라 정도가 다양하게 반복적

이고진지한연습없이는전문가수행에도달할수없다

고 볼 수 있다.

5. 결론 및 논의
인간의 다양한 인지 현상들이 생성되어 나오는 근원

적 인지 메커니즘을 통해 살펴본 전문성 영역은 지식의

구조에 따라 내용 전문성, 표현 전문성, 내용-표현 복합

전문성으로분류될수있다. 또한다양한수준의지능, 내

적사고, 호기심, 집착력등이전문가적수행을결정하는

유전적 요소들로 나타났으며, 각 영역 및 분야 전문성은

해당 전문성이 요구하는 지능수준과 내적 사고 수준의

최적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최적 경험을 통해 이루어질

수있지만, 그중상위 1%최고전문성은최적경험을통

해주어지는즐거움에대한집착이가장높을때도달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뿐만아니라, 내용우위최고전문성과표현우위최고

전문성모두지능, 내적사고, 호기심이나집착력이높을

수록전문가수준의수행도달에유리할수있지만, 내용

우위최고전문성이표현우위최고전문성보다더높은

수준의 지능, 내적 사고, 호기심, 집착 등이 요구되는 한

편, 표현 우위 최고 전문성은 반복적 훈련 등의 후천적

노력이 절대적으로 요구된다고 볼 수 있다. 전자의 경우

는 지식 구조화에 필요한 상호관계성을 찾기 때문에 지

능을 통한 지적 활동이 절대적인 역할을 수행하지만, 후

자의 경우는 특정한 상징적 부호나 도구를 통해 표현해

내는 활동이기 때문에 반복적인 연습과 같은 기능적 활

동이 더욱 요구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높은 수준의 지

능, 내적 사고, 호기심, 집착력 등이 크게 요구되는 내용

우위 최고 전문성 영역이나 분야의 경우 타고난 재능만

으로도 전문가 수행에 도달할 가능성이 크지만, 표현 우

위최고전문성은타고난재능외에반복적인연습과노

력이 특별히 더 요구된다. 또한 역기, 달리기, 수영 등과

같이특별히일정수준이상의지능이나내적사고가요

구되지않는표현우위전문성분야의경우타고난재능

이 없어도 후천적 노력만으로도 최고 전문가 수행에 이

를 수도 있다고 볼 수 있다.

본 논문의 결과는 타고난 능력과 같은 유전적 요소가

전문가수행요건이라는주장과 1만시간의법칙과같이

유전적 우수성 없이 동기화된 반복적 연습을 통해서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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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가적수행에도달할수있다는두입장을근원적인지

메커니즘을통해전체적으로통합하고있다는점에서일

차적인 의의가 있다. 전문가 영역에 따라 요구되는 수행

요건의수준이각각다르기때문에내용전문성영역중

특정 분야는 지능이 전문가적 수행에 절대적 영향을 미

치는 경우도 있고[4], 표현 전문성 영역 중 어떤 분야는

반복적연습이전문가적수행도달에주요인이될수있

다[3]. 즉, 전문가적수행에도달하기위해서는재능과같

은유전적측면과노력과같은환경적측면모두의요건

들이 필요하지만[17] 전문성의분야에따라 재능과 노력

중어느쪽이더결정적인역할을하느냐의문제로이해

될수있다. 교육, 학문등의분야전문성의경우더높은

수준의 지능, 내적 사고 등의 타고난 재능의 역할이 더

요구될수있지만신체나특정물질 및도구를이용하여

표현하는 악기 연주, 그림 그리기, 조각하기, 등과 같은

표현 우위의 예술 분야 전문성의 경우에는 재능 못지않

게반복적훈련이나연습이더많이요구된다고볼수있다.

한편, 본논문의결과는전문성에대한정의면에서도

통합적인입장을취한다. 현행 연구들은이런구분없이,

성인이보이는반복적이고(reproducible) 높은수준의수

행에만 한정하여 전문성을 정의하고 있거나[3,7,8]. 음악

과스포츠등과같은순수표현전문성분야와교육등과

같이내용전문성이주를이루는혼합전문성을단지표

현 전문성과 관련된 재능의 관점에서만 비교하고 있는

실정에 있다[2]. 그러나 전문성을 특정 영역에만 한정하

는 것은 타당하지 못하며[17], 내용과 표현 영역으로 각

각 접근해야하며특히두영역이통합되어있는분야의

경우는 각각의 통합 비율을 고려할 때 더 잘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불구하고현실적으로는전문성분야를주로

높은수준의표현전문성이필수적으로요구되는분야와

연관하여이해하려는경향이계속될수있다. 예를들어,

음악이나 미술, 스포츠와 같은 표현 전문성이 핵심인 분

야는물론이고, 의사, 교사, 교수등내용전문성이큰비

중을차지하고있는경우에도분야별로축적되고구조화

된 지식이나 활동에 대한 강도 높은 학습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그런데 학습은 표현을 통해 내용에 접근하고

정보를 처리하고 기억하는 것이 주된 활동이므로 내용

전문성의성공여부가표현전문성에의해좌우될수있

기 때문이다.

또한 본 논문이 제시한 내용 전문성과 표현 전문성의

구분으로전통적인심리학의영재와재능에대한구별에

구체적인기준이제시될수있다. 전통적으로언어, 수학,

과학 등은 영재의 영역으로, 음악, 체육, 미술 등의 예체

능 분야는 재능의 영역으로 구분된다[19]. 물론 최근 영

재성 분야는 언어, 수학, 음악, 미술, 스포츠, 과학, 인문,

자연등, 각부문으로분류되어영재학생들을각각영역

에 따라 선발하고 교육하고 하고 있는 실정이지만, 내용

형성능력과 표현 능력은 구분되어야 한다. 지능 수준에

비해언어및 셈하기관련능력이현저하게낮은학습장

애의경우에서알수있듯이내용지능과표현지능은서

로다르고그수준도각각다를수있다[32]. 음악이나스

포츠 분야보다 교육이나 학문 등의 분야에서 타고난 지

적 능력이 전문가 수준의 수행에 기여하는 비중이 월등

이크다는연구결과나[4], 인류역사상가장위대한과학

계의거장중한사람인아인슈타인(Einstein)의인지방

향성(feelings of direction)에도전문성영역에따라서로

다른지적수준이관여하고있음을알수있다. 아인슈타

인은방향도없이끝없이펼쳐질수있는추상적체계그

자체이고 과학적 지식을 표현하는데 도구로서 이용되는

수학보다, 실제 존재하는 세계의 근본적인 것들에 대한

관심이더컸기[39] 때문에과학자의길을선택했다고볼

수 있다.

사실 나는 수학을 등한시했는데 그에는 이유가 있다.

수학보다과학에더강한흥미를느낀것도있지만다음

과같은이상한경험때문이기도하다. 나는수학이특수

분야로 수없이 나뉘어져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각

각의 영역들은 우리에게 주어진 짧은 인생을 쉽게 잡아

먹을수있다. 분명한사실은수학이라는분야에서내영

감이 매우 강하게 작용하지 않았다는 점이다.<중략>그

러나 물리학에서 나는 어느 것이 근본적인 것들

(fundamentals)로인도하여, 그밖에모든것들로부터, 본

질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산란하게 하는 그 수많은 것들

로부터, 벗어나게 해 줄 수 있는지를 곧 감지할 수 있었

다([39], p. 147-148).

따라서 이 논문을 바탕으로 현행 우리나라에서 실시

되고 있는 다양한 형태의 수월성교육제도를 재정립한다

면, 과학, 철학 등과 같이 가장 높은 수준의 상호관계성

(근원적 지식)을 다룰 수 있는 내용 우위 전문성 영역을

영재교육 영역으로, 음악, 미술, 체육 등과 같이 표현 우

위 전문성 영역을 재능교육으로 그 명칭을 각각 구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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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제도화하는 방안과 두 영역을 구별하거나 차별하지

않고하나로통합하여 ‘전문성교육’으로제도화하는방안

이 제안될 수 있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이와같은전문성영역과전문가수행요

건에 대한 이론적 고찰을 바탕으로 자유학기제 진로 탐

구에대한구체적인접근법을도출해볼수있다. 무엇보

다 자율학기제 운영의 핵심은 모든 학생들이 각자 자신

의꿈과끼를실현할전문분야를찾는것이핵심이되어

야 한다.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타고난 재능이 필수적

인 분야도 존재하지만 타고난 재능이 없어도 후천적인

노력만기울인다면전문가가될수있는분야가매우다

양하게 존재하고 있다는 논문의 결과는 진로 선택과 그

선택을위한프로그램을실행에강한동기를부여하기에

충분하다. 또한 ‘꿈과끼’는본 논문에서제시한 ‘최적상

태(optimal conditions)’나 ‘최적 경험(optimal experience)’

과 관련되어 있다는 점도 매우 고무적이다. 자신만의 꿈

과끼를실현할수있는최선의진로를발견하기위해서

는 학생 자신의 타고난 유전적 소양 수준과 전문분야가

요구하는 소양 수준이 일치하는 ‘최적 상태(optimal

conditions)’를찾고그분야에대한체험을통해직접즐

거움을 체험하게 되는‘최적 경험(optimal experience)’확

인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3단계의 진로교육 절차

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1단계는 진로교육에 대한 사전

교육 단계로, 이 단계에서는 전문성에 대한 전반적 이론

교육이이루어진다. 전문성이란무엇이고, 현대사회에서

전문성의 의의는 무엇인지, 그 영역은 어떤 것들이 있으

며, 어떻게 서로 다르고, 어떻게 하면 전문가가 될 수 있

는지등, 전문성에대해전반적으로이해를돕는이론교

육이제공되어야한다. 전문성영역, 전문가수행요건등

이논문의주요결과들은이단계의이론교육과관련될

수 있다.

2단계는 ‘나’와전문성에대한이해단계로, 전문가수

행 요건과 관련하여 학생의 타고난 소양을 평가하는 과

정과 분야 전문가 수행들이 요구하는 소양 수준을 안내

하는 과정으로 구성한다. 이 단계는 막연하고 무분별하

게 양적으로 제시되거나 체험하는 분야활동을 지양하고

자신의 능력과 적성에 맞을 가능성이 있는 전문성 분야

군을사전에압축할수있게해주어시간과노력을절약

하게해줄뿐만아니라보다과학적인진로탐색을가능

하게해준다는데의의가있다. 따라서이단계에서는다

양한 표준화 또는 비표준화 검사들을 통해 개인별 지능,

내적사고, 호기심, 집착력등의수준을측정할필요가있

으며, 다양한 전문성 분야들이 요구하는 전문가 수행 요

건의 수준들이 학생들에게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

(물론사전에이에대한연구가구체적으로수행될필요

가있음). 특히지능검사는학생이나타내는상호관계성

의수준(예, 피상, 심층, 근원)을평가하는검사와다양한

영역이나 분야별로 나타나는 영역별(예, 청각 vs. 시각)

또는분야별(예, 언어, 수, 공간, 음악, 미술등) 지능프로

파일 검사를 실시하는 것이 요구된다. 이는 학생의 지적

수준뿐만 아니라 그 지능이 잘 발현되거나 발현이 어려

운 분야를 신속하게 찾을 수 있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내적 사고와집착력검사결과또한분야별로최적조건

이나최적경험을암시해줄수있는최적분야군을알려

주는중요한자료로활용될수있기때문에최적의진로

선택에지침을줄수있는중요한부분이다. 단, 호기심은

수행의동기측면에서매우중요한데[71], 대부분의학생

들은 피상적 지식에 대한 호기심이나 지능 수준임을 염

두 해 둘 필요가 있다.

3단계는 ‘최적조건을찾아최적경험하기’단계로, 2단

계에서 다양한 검사를 통해 얻은 자신의 소양의 수준이

전문가 수행에 요구되는 수준과 일치되는 전문 분야를

찾아그목록을작성한다. 작성된목록은다시자신이가

장 관심이 있거나 가장 잘 할 수 있는 기준에 따라 우선

순위 목록으로 재정리할 필요가 있다. 작성된 목록은 최

적상태에해당되는전문분야들을의미하며이어구체적

으로 체험할 전문성 분야군의 수를 제한하고 보다 충분

한 체험 기회를 보장해 주고 활동의 순서 목록으로서의

의미도 지닌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작성된 최적 조건 우

선순위 목록에 따라 해당 분야 활동을 수행하면서 직접

활동의즐거움을체험해보는 ‘최적경험’의단계로이어

진다. 이단계는이전단계에서선정된대상목록들을순

위에따라직접활동해본다는의미도있지만이전단계

들에서이룬성과들을직접 검증해볼수있는단계이기

도 하다. 만약 이 단계에서 작성한 목록에 따라 수행한

활동이 즐거움을 가져다주지 않거나 그 정도가 목록의

순위와다를때는이전단계로돌아가목록을다시수정

할 필요가 있다. 참고로 진로탐색이 주를 이루는 중학생

의발달단계상이단계에서의체험활동은반드시구체

적인 직업일 필요는 없다. 체험의 시공간적 체계의 어려

움을감안할때, 학업교과와연계된직업관련활동이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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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될 수도 있다(예, 바둑, 레고블록 등).

이런 단계별 진로교육은 일류 대학이나 일류 기업 등

진로선택이편향적으로이루어지고있는우리나라의현

실을 고려할 때 중학교뿐만 아니라 고등학교나 대학교

의 진로교육에도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해 줄 수 있다.

직업 분야가 매우 세분화되고 다양화되고 있는 현대 사

회에서능력의고하를막론하고모든학생들이자신만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진로교육

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런 점에서 모처럼 시

행되는 중학교의 자유학기제는 가시적인 성과를 내면서

성공적으로 잘 정착 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행처럼 접근

방향이나구체적인방법면에서이론적기반이나구체적

인체계없이그저다양한장소를돌아다니며단순히견

학하거나 제한적인 방법으로 막연하게 체험하게 된다면

시간과 노력만 낭비되는 비효율적인 교육으로 흘러가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좋은 취지로 마련한 자유학기제

라는새로운교육적시도가몇년후에는시행이재고될

수도 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한 차원에서도 진로 탐색이

나진로교육을위한이론적기반에대한연구가필요한

데 그런 점에서 본 논문의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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