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식, 지식인에 대한 간단한 설명

책읽는달팽



WHAT IS KNOWLEDGE PT. 1

지식?

• 우리는 적어도 일부 사회학자에 따르면 각 분야의 전문가들,                       
그리고 이들이 채용한 과학적인 방법들이 압도적 지위를 차지한            

'지식사회' 또는 '정보사회'에 살고 있음 

• "지식이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은 훨씬 더 유명한 질문인                          
"진리란 무엇인가?"만큼이나 대답하기 어려움.                                     

지식은 정보를 사고과정을 거처 가공되거나 혹은 체계화한 것을 뜻함 

• 지식의 경우, 진보가 있는 만큼이나 퇴보가 있었고,                                  
전문화로 이전보다 훨씬 더 폭이 좁은, 택일적인 지식들이 경쟁함 

• 개인들이 진실 혹은 지식이라 믿는것은 사회환경에 의해 결정까지는    
아니더라도 영향은 받고 시작한다는 생각이 새로운 건 아님



WHAT IS KNOWLEDGE PT. 2

지식?

• 우리가 정보 사회에 살고 있다고 말하는 이유 하나는 더 선진적인    
경제들에서 정보의 생산과 판매가 상당히 많은 기여를 하기 때문 

• 지식이 소유물possessio이라는 발상을 정식화 한건 키케로 였음 

• 모든 것을 아는 것은, 최소한 모든 것에 관해 조금씩이라도 아는 것은                           
우리가 다루는 시대가  끝나도록 어떤 이상으로 남아 있었는데,                                 

이 이상은 '범지general learning', polymathia로 표현됐거니와,                            
체코의 교육개혁가 얀 아모스 코메니우스와 그 후학들의 저술의          

주요 개념이었음



SEARCH FOR KNOWLEDGE

지식의 검색

• 필요할 때 정보를 찾는 문제,'정보 검색'은 오래된 문제임 

• 사람들이 정보를 검색하는 것은 정보가 자기네들에게 쓸모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 

• 백과사전은 더 커졌고, 더 무거워졌고, 비싸졌기에                                                         
상보적 대립물인 '휴대용' 참고서들이 등장 

•정보가 유용하다고 여기는 것은 장소에 따라, 시대 또는 사회집단에서 다른 시대 
또는 사회집단으로 넘어가게 되면 많이 달라지게 됨 

• 예) 당나라 때, 백과사전은 일차적으로는 제국 관료제에서 자리를 얻는 데      
필요한 시험을 준비할 때 관직 후보자들이 필요로 했던 것들을 채워주려고 제작됨.                                                          

조선에서는 인쇄에 대한 당국의 통제가 중국보다 훨씬 더 철저했으며,                                     
민간 차원의 서적 제작과 판매가 금지 됐던 때들도 있었음



WHAT IS INTELLECTUL?

지식인?

• 지식인이라는 용어는 드레퓌스 사건으로 인한 대규모 논쟁에          
참여했던 작가들과 학자들이 지식인(Intellectuel)으로 알려짐     

이 이후부터 이론적인 논의가 시작됨 

• 지식인을 언론이나 다른 매체들을 통해 정치적 견해를 밝히는                      
학자나 작가들(다른 말로 하면 '공적 지식인’들)로 한정한다고 해도,                            

이 집단의 역사는 18세기 프랑스 계몽사상가 들로 올라감 

• 지식인의 사회적 역할은 자기 정체성을 파악하려는 지적인 관점을 
넘어 지식인의 역할에 대한 현실적인 요구의 결과 혹은                  
위기 상황에 대한 지식인 스스로의 책임의식의 결과



WHAT IS INTELLECTUL?

지식인?

• 지식인에게 역사적으로 보편적인 목표를 부여하는  근대적 지식인론은           
근대적 사회변화를 배경으로 하여 성립되었으며                                                  

근대적 정신을 뚜렷하게 반영하고 있음 

• 탈 근대적 지식인은 보편주의적 거대담론의 정당성 상실을,                                 
다른 한편으론 탈산업사회의 등장 혹은 과학기술의 사회적 비중의 증대와 

같은 사회현상을 지목 

• 지식인이 의미 있는 개념이 되기 이해서는 사회적 역할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정의되어야 함 

• 지식인의 비판적 역할 및 참여적 역할은 여전히 커다란 중요성을          
갖고 있음 

• 과거 '지식인'의 길을 가기가 여전히 어렵기는 했으나 전보다는 쉬워졌음



WHAT IS PUBLIC SQUARE?

공공성 혹은 공론장, 공공지식인

• 근대 사회에서 공적 논쟁과 토의의 장 

• 공론장은 일반의 관심을 끄는 이슈가 토의되고 여론이 형성되는           
공적 논쟁의 장으로, 동등한 자격으로 모인 개인들을 포함함 

• 최근 인터넷으로 인해 공론장이 위축되기 보단 오히려 확장됨 

• 중국의 공공지식인 - 이데올로기적 공백상태와 사회 모순을 해결위해 
공민의식을 향상시키고, 공민의 민주적 권리를 현실화 하는데          
의견을 발표하고 직접 사회문제에 참여하는 지식인들을 말함



WHAT IS PUBLIC INTELLECTUL?

공공지식인?

• 인터넷 시대의 개막으로 블로그가 출현한 이후에는 누구나 개설하고,     
자유롭게 접속하여 의견을 제시하고 답변할 수 있다는 개방성으로         

지식인의 공공성이 나타날 수 있는 배경으로 작용 

• 블로그를 통해 진실을 말하는 진실성과 대담하게 비판하는 비판성,   
반대편의 위치에서 입장을 전개하는 정체성을 명확히 할수 있게   
하여 지식인을 공공 지식인으로의 전환을 촉진하는 배경으로 작용함 

• 지식인 사회는 공공성, 비판성, 도덕성, 참여성이란 시대적 요청에   
따라 공공지식인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제시하여                              

지식인이란 정의 확대 및 세분화



PUBLIC SQUARE / INTELLECTUL - CONCLUSION

공공 영역, 지식인 - 결론

• 중요한 것은 지식인이든 집단지성이든, 어떻게 공공성을 확보하고            
공공영역을 활성화하고 유지하는 것 

• 지식인은 집단지성이 작동되는 사이버 공적 영역에서                      
대중들과  끊임없이 상호작용하면서 자신의 전문적 지식을 동원하여   

여론 형성에 기여 

• 우리는 '지식사회'에서 살고 있는가?                                                    
이런 사회는 앞선 사회들과 어떻게 다른가?                                          

이런 사회는 언제 생겨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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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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