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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인문학을 활용한 도덕과 교육 개선방안 연구

이 언 주 

오늘날 급격한 사회 변화 속에서 인간다운 인간으로 성장하고 좋은 삶

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데 공헌하는 학문으로서 인문학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고, 이에 따라 인문학 교육도 강조되고 있다. 따라서 이 논문은 

도덕과 교육의 관점에서 인문학이 갖는 의미에 주목하여, 인문학을 활용한 

도덕과 교육의 개선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인성교육의 핵심 교과이자 주관 

교과로서, 그리고 학생들을 사람다운 사람으로 성장하도록 하는데 공헌하는 

도덕과의 성격과 학문적 정체성을 확립함을 궁극적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궁극적 목적에 따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Ⅱ장에서는 인문학(humanities)의 개념을 규명하고, 인문학과 도덕과 교

육(moral education) 간 관계성을 밝혔다. 첫째, 인문학의 개념을 파악하기 

위하여 동 서양 사상에 나타난 인문학의 역사적 궤적을 고찰하고 인문학 

개념의 다양한 변용들을 살펴봄으로써, 인문학의 개념을 다음과 같이 정립

하였다. 인문학은 인간다움을 실현하기 위하여 자기 자신을 정신적 도덕적

으로 도야하고 형성하도록 하는 학문이다. 인문학은 이러한 본질을 기본적

으로 갖는 동시에 시대에 따라 강조되는 바가 약간씩은 다를 수 있지만 이

상적인 인간으로서 반드시 갖추어야 하는 덕성들, 구체적으로 탁월한 정신

적 도덕적 능력과 기능, 태도 등을 익히는데 봉사하는 모든 학문을 일컫는 

말이다. 이러한 인문학은 궁극적으로 인간 영혼의 좋음을 지향하는, 즉 도

덕적 탁월함의 성취를 위한 통로와도 같은 학문이자, 인간다움의 완성은 고

립된 개인의 상태가 아니라 더불어 함께 할 때 비로소 실현가능한 것임을 

안내하는 학문이라는데 그 학문적 성격이 있다. 이러한 인문학의 개념과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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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적 성격으로 볼 때, 인문학은 궁극적으로 도덕의 실현을 지향으로 하는 

학문이라고 말할 수 있다. 둘째, 도덕과 교육과 인문학의 관계성을 논의하

여, 도덕과 교육은 본래 인문학적 성격을 띠는 학문임을 규명하고 오늘날 

도덕과 교육은 학생들을 도덕적인 삶으로 안내하는 것 그 이상으로 행복하

고 좋은 삶을 지향하고 있다는 점과 이러한 측면에서 도덕성 개념 외연의 

확장 요소로서 인문교양요소가 실제로 기여할 수 있음을 논증한 후 도덕과 

교육에서 인문학 활용의 의미를 규명하였다.

Ⅲ장에서는 Ⅱ장으로부터 도출한 논지의 실제적인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덕과 교육의 관점에 입각하여 인문학 활용에 대한 타당성을 논증

하였다. 우선, 도덕과 교육과 인문학 간 학제적 연구의 타당성 논증에 앞서 

이 논문에서 도출한 인문학의 개념으로부터 도덕과에서 기본적으로 학제적 

접근이 필요한 인문학적 이유를 밝힐 수 있었는데, 그것은 타 교과가 비교

적 선명한 학문적 구획이 있는 바와 달리, 도덕과는 인간과 삶의 전반을 그 

탐구 대상으로 하는 인문학적인 성격으로부터 자연스럽게 귀결되는 것이다.

다음으로 도덕과의 관점에 입각하여 인문학 활용의 타당성을 구체적으로 

논증하였다. 첫째, 오늘날 도덕과는 학생들의 도덕적인 삶(moral life)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좋은 삶(good life)으로 이끌어 줄 필요가 있는데, 이 때 

인문교양요소들은 기존 도덕성 개념을 보완하고 그 외연을 확장시켜 줌으

로써 좋은 삶을 지향하는 도덕과 교육의 성격에 적합한 도덕성의 개념을 

확보할 수 있게 한다. 둘째, 인문학은 오늘날 사회 변화에 따른 복합적 요

인들에 의해 진화되고 있는 도덕적 문제에 대하여 보다 폭넓은 안목으로 

진단하고, 실제적인 삶의 맥락에서의 이해를 토대로 대응하며,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도덕적 지혜와 능력을 함양함에 있어 유용할 수 있다. 셋째, 인문

학은 인성교육의 핵심 교과이자 주관교과로서 도덕과 내지 ‘사람다운 사람’

으로 성장하는 데 공헌하는 도덕과의 성격과 정체성을 보다 온전히 확립하

게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넷째, 인문학은 도덕교육에서 발생할 수 있

는 실행격차를 해소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Ⅳ장에서는 도덕과에서 인문학 활용의 타당성에 근거하여 개선방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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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련하기에 앞서, 도덕과의 인문학 활용 실태를 분석하고 문제점을 제시하

였다. 도덕과에서 인문학 활용 실태를 분석한 결과, 도덕과는 교과의 성격 

및 목표, 내용, 방법 측면에서 이미 인문학적인 성격을 내포하고 있다. 이것

은 도덕과가 자율적이고 통합적인 인격을 형성하고 사람다운 사람으로 성

장하는데 공헌하는 교과로서 도덕과 교육을 온전히 구현해내는 과정에 있

어 인문학과 자연스럽게 교차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그러나 도덕과의 

인문학 활용 실태 분석을 통해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드러났다. 첫째, 도덕

교과서에서 인문학은 이미 도덕과의 핵심적인 내용과 방법에 있어 활용되

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덕과 교과교육학과 같은 도덕과 관련 학문의 기본 

입장에 있어서는 도덕과의 내용 및 방법적인 활용면에 있어 여전히 인문학

에 대하여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둘째, 도덕교과서가 주로 텍스트 

중심의 인문학적 접근법을 활용함으로써 자칫 지적인 이해 수준을 넘어서

지 못할 우려가 있고, 특히 인문학적 리터러시가 부족한 경우에는 오히려 

도덕과의 배움에 장애물이 될 수 있다.

Ⅴ장에서는 앞서 제기된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보다 온전한 도덕과 교

육을 실현하기 위하여 ‘인문학을 활용한 도덕과 교육의 개선방안’을 마련하

였다. 첫째, 도덕과는 그 성격 및 목표 측면에 있어서는 인성교육의 핵심 

교과이자 주관 교과로서, 그리고 사람다운 사람으로 성장하고 좋은 삶을 영

위하는데 공헌하는 교과로서 도덕과는 기존의 교과 목표보다 확장된 인성

교육적 목표를 더 큰 상위에 두고, 이에 연관된 학문들에 대한 학제적 접근

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도덕과 교육은 특히 바람직

한 인격과 시민성을 담보하는 인문학과 그 내용 및 방법 면에 있어 상호 

소통 협력, 통섭함으로써 전인적이고 유덕한 인격을 형성시키고 자율성과 

주체성을 길러 주며, 정의로운 시민으로서의 교양을 함양시킬 수 있도록 해

야 한다.

둘째, 도덕과 교육내용에 있어서는 위대한 고전이나 경탄할 만한 삶을 

만나게 하여 인문학적 교양과 규범적 인격을 고양시키고 자기 자신을 성찰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과, 인문학적 내러티브에 대한 맥락적 이해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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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의 다원성을 포용하면서도 인문학적 상상력과 감성, 합리적 감정 등을 고

루 갖추도록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시민적 도덕성을 갖도록 하는 내용을 구

성할 수 있다. 이 때 문학적 접근, 역사적 접근, 철학적 접근, 예술적 접근 

등을 중심으로 내용을 구성해 볼 수 있는데, 이들 간 혹은 보다 폭넓은 인

문학 영역과의 융 복합적인 내용구성방식을 활용하여 보다 총체적인 도덕

적 능력들을 발휘시키고 계발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셋째, 인문학을 활용한 도덕과 교수 학습 모형으로는 ‘텍스트 중심의 

교수 학습 방법’의 고질적인 문제를 극복하고, 학생 중심의 적극적인 학습

이 가능한 도덕과 교수 학습모형을 마련할 수 있다. 이 논문에서 고찰한 인

문학의 철학적 심리학적 근거들을 토대로 구안한 도덕과 교수 학습모형으

로는 인문학적 상상을 통한 도덕적 추론 학습 모형, 공동추론을 통한 도덕

적 대화 학습 모형, 분별 있는 관찰자 되어 보기를 통한 합리적 감정 학습 

모형, 소크라테스식 논쟁을 통한 비판적 사유 성찰 학습 모형, 디지털 인문

콘텐츠 활용 학습 모형이 있다. 이를 통해서 단지 진부한 관념 차원의 도덕 

학습이 아니라 학생들이 능동적인 학습의 주체가 되어 적극적으로 도덕 수

업에 참여하고 바람직한 인격과 정의로운 시민의 자질을 도야할 수 있는 

방법적 태도를 익히며, 인문교양요소들이 포함된 보다 확장된 개념으로써 

도덕성을 체화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이 이 논문에서는 인문학의 개념과 본질에 근거하고 도덕과 

교육과 인문학의 관계성을 따져 이들 간 학제적 연구의 타당성을 논증하였

으며, 이를 종합하여 인문학을 활용한 도덕과 교육의 개선방안을 마련하였

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히 밝히고자 함은, 도덕과 교육과 인문학이 많은 

부분에서 친화적이고 연계되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 논문

의 궁극적 의도를 ‘도덕과 교육은 학문적 영역에 있어 인문학 속으로 편입

되어야 한다’ 거나 도덕과 교육은 전적으로 ‘인문학화' 되어야 한다고 해석

하는 것은 잘못된 해석이라는 점이다. 도덕과 교육은 고유의 학문적 성격과 

목표, 교육과정의 체계를 갖고 있으며, 인문학과는 명확히 구분되는 교과교

육학적 특징과 차이점을 갖는다. 이 논문이 의도하는 바는 도덕과 교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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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도덕과 교육다운 학문적 체계와 정체성을 확립하여 온전해지길 바라

는 것이며, 다만 이러한 맥락에서 도덕과 교육이 문학, 역사, 철학, 예술 등

의 인문학을 교과내용 및 방법 면에서 적극 활용한다면 보다 온전한 도덕

과 교육을 실현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자 한 것이다. 이를 통해서 타 

교과 내지 인문학과는 차별화되는 ‘도덕과 교육’의 고유한 성격과 정체성을 

보다 분명하게 드러낼 수 있다. 도덕과는 인문학을 통하여 보다 ‘도덕과 다

운’ 모습을 드러낼 수 있다.

주요어: 인문학, 도덕과 교육, 인성교육, 교양, 도덕성

학 번: 2010-3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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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오늘날 우리 교육의 현실에는 개인적 출세와 입신양명과 같은 외재적 

목적이 더욱 중요하게 자리하는 반면, 바람직한 인간성 형성이라는 교육의 

본래적 목적은 부차적인 것으로 밀려나 있다. 학생들은 자신의 주체적이고 

자율적인 사고와 깊이 있는 사색을 통한 소신 있는 배움의 과정을 경험하

기보다는, 당장의 성적을 올리기 위해 자기 삶의 경험과는 유리된 지식을 

맹목적으로 암기하고 시험에서 요구하는 정답을 기계적으로 써 내는 공부

를 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학생들의 도덕성 내지 인성 문제는 갈수록 심각해져 

가고 있다. 머릿속으로는 도덕 원리나 규범들을 이해하고 있지만, 그러한 

‘앎으로서의 도덕성’이 실제 실천으로 이행되지 않는 도덕적 실행격차를 보

이고 있으며, 타인에 대한 이해심과 배려심은 부족하고 도덕적 감성과 공감

에 여전히 익숙하지 않다. 또한 어른들의 통제와 간섭이 잘 닿지 않는 사각

지대나 사이버공간에서는 새로운 종류의 도덕적 문제들이 날로 진화하면서 

발생하고 있다.

아울러 학생들은 객관식 시험 위주의 암기식 교육과 주입식 교육으로 

인하여 인간과 삶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경험이 부족하고, 삶에 대한 통찰

(insight)과 상황 맥락에 대한 이해, 타인의 입장에서 상황을 상상하는 능력

과 같은 전반적인 인문교양이 부족하다. 이러한 인문교양의 부족 문제는 실

제로 삶의 과정에서 주체적인 선택과 결정을 내려야 하는 시점에 스스로 

의사결정(decision making)하지 못하는 인성문제를 초래하거나, 주체적으로 

사유 판단하지 못하고 부모나 타인, 심지어 디지털기기에 의지하려는, ‘의존

성 인격’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학생들의 도덕성과 내지 인성, 인문교양의 부족 문제로 볼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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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교육이 그동안 바람직한 인격과 교양을 두루 겸비한 제너럴리스트

(generalist)보다는, 전문적이고 유능한 쓸모 있는 지식인으로서의 스페셜리

스트(specialist)를 길러 내는 것에 더 목표를 두고자 했던 것은 아니었는지 

깊이 반성해 보게 한다. 그 단적인 예로, 과거 학생들을 ‘인적 자원(human

resource)’로 간주하고, 국가경쟁력을 갖춘 인적 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교육

과정을 구상하였던 전적은 교육을 본래적 목적으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지

게 한, 교육의 역주행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본래 교육을 통해 길러 내고자 하는 인간은 국가경쟁력을 지닌 

유능한 전문인이 아니라, 바람직한 인간성 곧 인격을 지닌 전인(全人)이다.

교육은 마땅히 바람직한 인간성 형성을 본래적 목적으로 하는 것이요, 그것

은 어떤 사회적 변화 속에서도 그것은 가장 핵심적으로 자리매김해야 하는 

교육의 근본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교육이 사회적 변화에 대하여 적절하게 대응하

지 못하고 절대불변하거나 국가․사회적 요구에 부합하지 못하는 형태 또

한 바람직하지 못하다. 요컨대 교육은 바람직한 인간성 형성이라는 본래적 

목적을 핵심으로 하면서도 사회적 변화와 요구에 적절히 대응하고 사회적 

효용성에 부합하는, 다시 말해 교육의 내재적 목적과 외재적 목적의 적절한 

조화가 필요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비교적 동의할 수 있는 사실은 오늘날 우리 사회가 

다양한 지식․정보를 토대로 하여 새로운 지식을 창출해 내는 지식기반사

회로의 전환하고 있다는 점과 과학정보기술의 혁신을 통한 디지털 혁명이

라는 문명적 전환을 맞고 있다는 점이다(A. Toffler, 1987; P. F. Drucker,

2002; 손동현, 2009). 이와 같은 오늘날의 사회적 변화는 과거에 비해 속도

와 방향이 매우 급격하여 가히 혁명적인 사회 변화라 할 수 있다. 그런데 

한 가지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은, 오늘날의 혁명적이기까지한 사회적 변화

는 현대인들의 삶을 보다 편리하고 풍요롭게 만들어 주는 장점에도 불구하

고 과거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일들이 눈앞에 펼쳐짐으로 인하여, 오

늘을 사는 우리들은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한 혼란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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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불안을 갖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다. 갤 브레이스(J. K. Galbraith)가 간

파했던 것처럼1), 오늘날 현대인들은 과거 우리가 진리라고 여겨 왔던 많은 

것들과 합리성과 이성에 근거한 담론체계마저도 의심스러우며,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이른바 ‘불확실성의 시대(The Age of Uncertainty)’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오늘날 과학정보기술의 발달은 오히려 역으로 인

간 존재를 위협하기도 한다. 특히 과학정보기술의 발달과 문화적 진화가 탄

생시킨 ‘빅 데이터(big data)'는 자칫 인간의 고유한 사유와 자율성의 영역

마저도 침범할 우려를 내포하고 있다. 물론 빅 데이터가 인간의 사고와 행

위에 관한 유용한 데이터를 제공함으로써 다양한 사회적 예측을 가능케 함

으로써 긍정적인 기능을 하지만, 한편으로 그것은 인간의 자율적인 선택과 

결정을 대리하며 우리 자신도 의식하지 못하는 습관과 행동패턴, 무의식적 

욕망까지도 수량화시켜 양으로 환산하고 측정하며 조종할 수 있는 사물로 

만들어 버릴 수도 있다.

이러한 점에 있어서는 위협적이라고까지 표현될 수 있는 오늘의 시대를 

사는 현대인들에게는 요구되는, 인간다운 인간으로서 갖추어야 하는 능력들

은 갈수록 부과되고 있다. 오늘날과 같은 급격한 사회적 변화에 잘 적응해

나갈 수 있는 능력, 무한경쟁시대와 불확실한 시대 속에서 두렵고 불안한 

상태에서 벗어나 자기 감정을 조절하고 마음을 평안하게 다스리는 능력, 타

인이나 디지털기기에 의존하지 않고 주체적이고 자율적인 사고를 통하여 

자기 의사를 결정하는 능력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점들은 고스란히 교육에 

대한 국가 사회적 요구로 이어지고 있다.

요컨대 오늘날 교육은 바람직한 인간성 형성이라는 본래적 목적을 핵심

으로 하면서도 급격한 사회적 변화에 따른 국가 사회적 요구사항들을 외면

해선 안 되며, 그것을 적절히 고려하는 가운데 인간다움을 가꾸고 좋은 삶

을 영위할 수 있는 인간을 교양해야 할 역할과 사명이 주어져 있는 것이다.

이러한 교육의 역할과 사명을 다하는데 직접적으로 공헌할 수 있는 학

교교육의 영역을 꼽으라면 도덕과 교육, 인성교육, 인문학 교육을 들 수 있

1) 존 케네스 갤브레이스, 원창화 역(2011), 『불확실성의 시대』, 홍신문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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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러한 교육의 영역들은 인간과 삶에 대한 고민을 직접적으로 다룬다는 

점에서 교육의 본래적 목적에 닿아 있으면서도, 급격한 사회 변화 속에서 

인간다움을 가꾸고 좋은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데 직접적으로 공헌할 

수 있다. 따라서 도덕과 교육, 인성교육, 인문학 교육을 담당하는 교육자들

은 각 학문의 성격과 목적에 부합하면서도, 시대적 변화에 따르는 교육적 

요구에 부합하는 교육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그 일환으로 이 논문에서는 도

덕과 교육의 입장에서 오늘날과 같은 사회적 변화를 고려하면서도 학생들

이 궁극적으로 바람직한 인격과 시민성을 형성하도록 하는 교육적 개선방

안을 연구해 보고자 한다. 특히 이 논문에서는 도덕과 교육에서 인문학을 

활용한 개선방안을 모색하며, 도덕과 교육과 인문학이 재소통함으로써 발현

될 수 있는 교육적 시너지를 기대하고자 하는 것이다.

도덕과 교육은 근본적으로 인문학적인 성격을 띠는 학문이다. 그리고 

인문학은 궁극적으로 도덕의 실현을 지향하는 학문이다. 이러한 도덕과 교

육과 인문학이 갖고 있는 학문적 친화성은 두 학문 간 학제적 연구의 가능

성을 열어주고, 특히 도덕과 교육의 입장에서 볼 때 도덕과 교육의 외연을 

확장시키고, 도덕과 교육 본연의 목적을 실현하는데 있어 한 걸음 더 나아

가도록 할 개연성이 크다.

도덕과 교육은 “도덕과 관련된 경험을 체계적으로 조직한 학교교육

의 한 분과를 통해 교육 대상자가 삶의 규범적 양식을 잘 영위하여 올바

르게 살도록 돕는 일(정탁준, 2012: 291)”로 규정될 수 있다. 요컨대 도덕

과 교육이 궁극적으로 지향하고자 삶은 도덕적인 삶으로, 도덕과는 학생

들이 도덕과의 공부를 통하여 삶의 규범적인 양식을 잘 영위하고 올바르

고 도덕적인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는 교과이다. 따라서 도덕과 교육은 

기본적으로 도덕과 관련된 인간의 경험 전반을 다룸으로써 학생들이 보

다 올바르고 도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적 방안들을 마

련해야 한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고려되어야 할 사항은, 도덕과 관련

된 인간의 경험이란 실제 인간 삶의 장면에 있어서 매번 엄숙주의

(rigorism)적인 도덕적 경험만을 포함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오히려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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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의 실제적인 삶에 있어서는 높은 수준의 엄숙한 도덕성이 요구되는 문제 

상황에 직면하기 보다는, 도덕과는 다소 무관해 보일지라도 보다 폭넓은 인

간의 삶에 대한 의미망 속에서 삶을 더욱 아름답고 행복하며 안녕하게하고,

보편적이면서도 안정적으로 영위하게 해 줌과 동시에 궁극적으로 인간의 

도덕을 실현시키도록 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많은 요소들이 있다. 구체적으

로 인문학적 상상력과 감성, 심미적인 안목과 사색, 비판적 사유·성찰 능력

들이 바로 그것이다. 이러한 요소들은 우리가 인문학을 공부함으로써 기대

할 수 있는 인문교양요소들이라 할 수 있으며, 도덕과 교육에서 인문학에 

주목하는 이유는 학생들의 도덕성 발달과 바른 인격 형성에 있어 이러한 

인문교양요소들이 갖는 도덕적 기능과 역량 때문이다. 인문학을 통해 기대

할 수 있는 도덕적 기능과 역량들은 특히 오늘날 갈수록 복잡하고 심지어 

생소하기까지한 도덕적 문제에 있어, 아리스토텔레스가 그토록 강조한 실천

적 지혜(phronesis)를 제공함으로써 바람직한 인격과 정의로운 시민성 형성

을 담보하는, 보다 확장된 도덕성 개념을 확보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바가 

크다. 요컨대 도덕과 교육에서는 ‘도덕적인 삶’에서 보다 확장된 ‘행복하고 

좋은 삶’의 범주를 포괄할 필요가 있다.

물론 ‘도덕적인 삶’이 아닌 ‘행복하고 좋은 삶’을 이끄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행복과 좋음이란, 에피쿠로스식의 개인의 쾌락 개념 내지는 공리주

의가 내세우는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의 개념과는 비교할 수 없는 개념으로,

오히려 그것은 자기 영혼의 탁월함을 실현해 나가는 과정을 의미하는 것이

다. 궁극적으로 이러한 행복의 개념을 전제로 할 때, 우리는 행복을 추구하

지 않는 사람을 가리켜 올바른 도덕성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고, 반

대로 도덕성이 뒷받침될 때에 비로소 행복하고 좋은 삶이라고 완결 지을 

수 있는 것처럼, 도덕적인 삶(moral life)과 행복하고 좋은 삶(good life) 간

에는 상호 불가분의 관련성을 갖게 된다. 요컨대 도덕과 교육에서 지향하는 

‘행복하고 좋은 삶’이란 도덕적인 사람으로 성장해 나가고자 끊임없이 노력

하는 삶으로 해석될 수 있다. 다만 도덕과 교육에서 궁극적으로 목표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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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를 ‘도덕적인 삶’을 포괄한 보다 확장된 개념으로서 ‘행복하고 좋은 삶’이

라고 설정하고자 함은, 도덕과에서 전제하는 도덕과 관련된 인간의 경험에 

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가운데, 실제적인 인간의 삶에 있어 행복하고 좋

은 삶의 방향으로 나아가게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도덕성 발달과 인격 형성

에 기여할 수 있는 요소들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함

이다.

요컨대 도덕과 교육에서는, 도덕적인 삶과 행복하고 좋은 삶에 있어 한

쪽 방향만을 고수하고 나머지 한쪽 방향은 ‘도덕이 아니다’라며 배척하거나 

외면할 것이 아니라, 이를 통합적으로 다루는 시도가 필요하다. 이와 같은 

보다 폭넓은 차원으로의 교과적인 확장은 최근 인성교육의 주관 교과이자 

핵심 교과로서 도덕과에 주어진 역할과 사명에도 부합하는 일이기도 하다.

도덕과는 2009 개정 도덕과 교육과정에서 밝힌 바와 같이 학생들을 사람다

운 사람으로 성장하도록 하는데 공헌하는 교과이며, 분명 과거에 비해 보다 

폭넓은 인성교육적 접근을 시도함으로써 교과적, 학문적으로 한층 더 높은 

수준으로 도약하고 있다. 이러한 교과의 상황에서 이 논문에서는 앞으로의 

도덕과 교육에서 설정해야 할 최상위의 목표는 학생들의 도덕적인 삶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행복하고 좋은 삶(good life)의 범주까지도 포괄할 필요

가 있다는 입장에 서 있다. 그 구체적인 도덕과 교육의 방안들은 이 논문에

서 주요하게 논의되는 바와 같이, 도덕과 교육과 인문학 간의 학문적 친화

성 및 연계성을 토대로 두 학문이 재소통하고 협력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함

으로써 가능하다.

도덕과 교육에서는 학생들의 ‘자율적이고 통합적인 인격’을 형성하는 

데 있어 유의미한 다양한 학문들이 상호 소통되어야 한다(정창우, 2008a).

즉, 학생들이 도덕적으로 이해하고, 사고하고, 느끼고, 행동하는데 있어 실

제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하는 최선의 도덕과 교육방안을 마련함에 

있어서는 그 어떤 학문적 경계나 주저함이 있어선 안 된다. 이러한 맥락에

서 도덕과 교육에서 문학, 역사, 철학, 예술과 같이 보다 인간을 인간답게 

해 주는 학문들과의 상호협력적인 연구는 강화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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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가지 긍정적인 사실은, 최선의 도덕과 교육적 방안들을 담은 교재라

고 할 수 있는 ‘도덕교과서’에서는 이미 문학, 역사, 철학, 예술 영역 등에서

의 폭넓은 인문학적 내용과 방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도

덕교과서는 주요 가치․덕목에 관한 학습을 위해서 단지 주입식으로 가르

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도덕적 문제를 내포하는 인문학적 자료들, 예를 

들어 동서양의 고전문학을 비롯한 근 현대 문학 작품, 역사서, 철학 고전,

예술 작품 등을 활용하고 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학생들에게 도덕적으로 살

아야 하는 이유를 공부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인간의 삶을 풍요롭게 이해하

고 바라볼 수 있도록 하는 다채로운 교육자료들을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요컨대 오늘날 도덕교과서는 온전한 도덕과 교육을 구현함에 있어 이미 인

문학과의 상호협력과 소통을 시도하고 있으며, 인문학적 텍스트와 함께 

동․서양의 윤리 사상들이 융합되어 학생들에게 삶의 자양분이 될 수 있도

록 구성하고 있다.

물론 도덕과 교육에서 인문학을 활용하는 것이 학문적으로 어떻게 타

당성을 부여받을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인문학의 어떤 점들이 도덕과 교육

에 공헌할 수 있는지에 관해서는 본격적인 학문적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고,

그것은 바로 이 논문을 통해서 풀어 나가야 하는 연구주제이자 목적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 논문의 목적은 도덕과 교육과 인문학의 개념 및 본질에 근

거하고 두 학문 간 관계성을 따져 이들 간 학제적 연구의 타당성을 논증하

고, 이를 종합하여 인문학을 활용한 도덕과 교육의 개선방안을 마련하는데 

있다. 이를 통해서 학생들의 자율적이고 통합적인 인격 형성에 도움을 주

고, 인성교육(character education)의 주관 교과이자 핵심 교과2)로서 도덕과

의 학문적 성격과 정체성을 확립해 보고자 한다. 연구의 단계를 고려하여 

연구 목적을 보다 상세화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인문학의 고전적, 현대적 의미를 규명하고 이 논문에서 말하는 

인문학의 개념을 정립하고, 도덕과 교육과 인문학의 관계를 논의하여 도덕

2) 「2009 개정 도덕과 교육과정」과 「2015 개정 도덕과 교육과정」에서 도덕과는 인성

교육의 주관 교과이자 핵심 교과임을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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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교육에서 인문학의 의미를 규명해 보고자 한다.

둘째, 도덕과 교육과 인문학 간 학제적 연구의 타당성을 고찰하고 도덕

과 교육에서 인문학 활용의 타당성을 논증하고자 한다.

셋째, 도덕과 교육의 성격 및 목표, 내용 및 방법을 중심으로 하여 도

덕과 교육의 특성을 규명하고, 도덕과 교육에서 인문학 활용 현황을 분석하

여 도덕과 교육에서 인문학 활용 실행상의 문제점을 밝히고자 한다.

넷째,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인문학을 활용한 도덕과 교육과정의 개

선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인문학을 활용한 도덕과 교육과정

의 목적 및 성격, 내용, 교수․학습방법, 수업모형을 구안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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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방법과 범위

인문학을 활용한 도덕과 교육의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본 논문에

서는 주로 문헌 연구(literature review)의 방법을 적용하고자 한다. 이 논문

이 관심을 갖고 탐색하고자 하는 것은 주로 세 가지 분야의 문헌들이다.

첫째, 인문학 및 인문학 교육과 관련된 문헌들이다. 우선 인문학 및 인

문학 교육의 역사적 궤적을 고찰할 것이다. 서양에서 인문학의 역사는 고대 

그리스의 파이데이아(Paideia)와 로마의 후마니타스(Humanitas)의 전통에서 

출발하여 르네상스 시대의 스투디아 후마니타스(Studia Humanitas), 근대 서

구의 핵심적 교육개념으로 자리매김한 신인문주의의 도야(Bildung) 개념,

현대의 자유교양교육(Liberal Education) 개념을 고찰할 것이다. 특히 현대

의 인문교양교육에 있어서는 교양과 유용함의 통합을 강조하였던 듀이(J.

Dewey)의 교양교육사상과 위대한 고전 읽기를 통한 인류적 가치 발견을 

강조한 허친스(R. M. Hutchins)의 사상, 그리고 세계시민성 함양을 위한 누

스바움(M. C. Nussbaum)의 인문교양교육 사상과 도덕교육과 인문학 교육

간 관계를 밝힌 드니콜라(D. R. DeNicola)의 연구에 관해서도 전반적으로 

고려할 것이다.

이러한 서양의 인문학 및 인문학 교육 개념과 변천을 따라가다 보면 

그 사유의 발단이 동양의 수신과 수양 사상과 맥이 닿게 된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인간됨을 고양하기 위한 동양사상에 대한 문헌들도 고찰할 것

이다. 우선 人文이라는 말이 처음으로 사용된 것으로부터 人文의 원형적 의

미를 파악해 볼 것이다. 그리고 인문정신이 주로 나타나는 유학 사상에 있

어 특히 『논어』와 『대학』의 ‘수기치인(修己治人)’과 『중용』의 ‘성기성

물(成己成物)’, 『중용』의 ‘성(誠)’ 개념 등을 중심으로 고찰할 것이다.

인문학의 개념과 본질에 대한 동․서양사상적 접근과 함께 인문학에 

관한 심리학적 연구 결과를 보완적으로 고찰할 것이다. 인문학에 관하여 인

지과학이나 진화심리학적으로 접근함으로써, 인문학이 인간의 마음(mind)과 

인간 본성(human nature) 등에 어떤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는 것인지를 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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혀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인간의 전반적 사고와 경험, 도덕성은 은유

(metaphor)와 같은 상상적 기제들이 그 중심적 역할을 한다는 점을 증명해 

보인 존 레이코프(G. Lakoff)와 마크 존슨(M. Johnson), 마크 터너(M.

Turner)의 인지과학적 연구와, 인문학을 인간의 진화적 적응의 결과물이라

고 설명한 스티븐 핑커(S. Pinker), 데니스 더턴(D. Dutton)의 진화심리학적 

연구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다음으로 도덕과 교육에서의 인문학적 접근을 주요 내용으로 한 선행 

연구를 살펴볼 것이다. 도덕과 교육 내지 도덕교육에서 인문학적 접근에 관

한 선행 연구로는 도홍찬(2008), 박진환 외(2008), 배상식(2008), 미티아스

(Mitias, 1992), 드니콜라(DeNicola, 2011), 심성보(2014) 등이 있다. 도홍찬

(2008)은 내러티브가 인간의 삶, 특히 교육의 장에서 가지는 의미와 역할을 

밝히는 가운데, 전인적 교육의 일환인 도덕과 교육이 내러티브를 어떤 근거

와 목적으로 활용하고 있는지를 고찰하였다. 박진환 외(2008)는 ‘경탄할 만

한 삶’을 위한 도덕판단교육이 문학텍스트를 통해서 가능하다는 논리를 가

정하고, 구성주의적 지식관, 구체적인 실천을 강조하는 프래그머티즘, 다원

주의적 관점을 포용하는 포스트모더니즘적 입장을 수용할 수 있는 도덕판

단교육의 방향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문학 텍스트가 이 모든 요소를 반영하

고 있으며, 누스바움(M. Nussbaum)이 문학 텍스트를 이용하여 새로운 도

덕판단교육의 가능성을 열고자 한 점을 논의하였다. 배상식(2008)은 도덕교

육에 있어서 ‘도덕적 상상력’이 왜 필요한지, 도덕적 판단과 도덕적 상상력

이 어떠한 관계에 있는지, 그리고 문학 작품에서의 도덕적 상상력은 아동들

의 도덕성 함양에 어떠한 도움이 되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하였다.

이들의 연구는 주로 도덕교육에서의 문학적 접근에 관해 논의한 것이

라면, 좀 더 포괄적인 범위에서 인문학 교육과 도덕교육의 연관성을 연구한 

선행 연구들도 찾을 수 있다. 미티아스(Mitias, 1992)는 교양교과(Liberal

Arts) 교육에서 도덕교육의 가능성을 밝혔다. 그는 도덕교육이 도덕적 습관 

형성과 도덕적 추론 등을 통해서 학생들의 인격 수양을 조력한다는 점과 

교양교육에서 도덕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학구적인 교육 분위기 속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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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적 가치를 찾아 중요하게 다루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였다. 앞서 언급

한 드니콜라(DeNicola, 2011a; 2011b)의 연구는 인문학 교육과 도덕교육의 

관련성을 직접적으로 설명하고 있어 이 논문의 주제와 연관성이 매우 크다.

심성보(2014)는 인문교양교육은 인격 수양에 치우친 나머지 비판적 교양을 

함양하는 것을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으며 따라서 우리 사회에는 휴머니티

를 위한 ‘실천적 인문학’이 강조될 필요가 있고 이런 의미에서 도덕교육의 

범위는 확장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와 같은 동․서양의 인문학 관련 문헌들과 심리학적 연구들을 고찰

하고 인문학 교육 및 도덕교육에서 인문학적 접근에 대한 선행 연구들에 

착안하여 이 논문에서는 인문학의 개념과 본질을 밝히고, 인문학과 도덕교

육의 친화성 및 인문학의 도덕교육적 활용가능성을 논의하여 인문학의 도

덕교육적 의미를 규정해 볼 것이다.

특히 선행 연구들은 도덕교육에서 인문학적 접근에 있어 주로 문학적 

접근에 관해서 논의하였지만, 이 논문에서는 문학 외에 역사, 철학, 예술 등 

보다 포괄적인 인문학 영역을 활용하여 ‘도덕과 교육’의 개선방안을 마련하

고자 한 점에서 선행 연구들과의 차이점을 갖는다.

둘째, 도덕과 교육에서 인문학 활용의 타당성을 고찰하고 기본 원리를 

설정하는데 관련이 되는 도덕과 교과교육학 관련 문헌들이다. 이를 위해서

는 교과 변천과정에 따른 도덕과 교육의 성격을 규명할 수 있는 자료들을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도덕과 교육의 학적 기반이자 핵심적인 배경 학문이

라 할 수 있는 윤리학의 성격과 역할을 고찰하고, 도덕과 교육의 학제적 접

근의 방법적 원리에 대하여 살펴볼 것이다. 이러한 도덕과 교과교육학 관련 

연구는 인문학이 어떤 측면에서 도덕과 교육의 학적 기반을 보완할 수 있

는지를 드러내어 줄 것이며, 도덕과를 통한 배움의 성격에 적합하면서도 인

문학의 도덕교육적 의미를 살릴 수 있는 기본 원리들을 설정하도록 하는 

교과교육학적 토대를 제공할 것이다.

셋째, 도덕과 교육에서 인문학 활용의 실태와 문제점을 분석하기 위한 

도덕과 교육과정과 관련된 자료들이다. 즉, 도덕과 교육의 성격과 목적,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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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교수․학습 방법 및 평가 등을 담은 ‘도덕과 교육과정’ 과 ‘도덕과 교과

용 도서’들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볼 도덕과 교과용 도서는 초등학교 「도

덕」, 중학교 「도덕」인데, 이러한 도덕과 교과용 도서들에서 인문학이 어

떻게 활용되고 있는지를 분석할 것이다. 이러한 연구는 도덕교육의 실행격

차를 줄이고 조정하는 측면에서 인문학을 활용하는 것이 어떻게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을지를 논증하고, 인문학을 활용한 도덕과 교육과정의 개선 방

향을 마련하는 데 있어 도움이 되어줄 것이다.

아울러 이 논문의 연구 범위와 관련하여, 인문학에는 철학과 문학, 역

사학, 고고학, 언어학, 종교학, 여성학, 예술, 신학 등 다양한 영역을 들 수 

있겠으나 이 논문에서는 인문학의 대표적인 영역이라 할 수 있는 문학, 역

사, 철학, 예술의 네 영역을 중심으로 하여 도덕과 교육과의 연관성을 논의

해 보고자 한다. 그러나 인문학과 도덕과 교육과의 연관성을 고려할 때 이 

네 영역만이 의미를 가지는 것은 아니며, 도덕과 교육의 목적과 성격에 부

합하면서도 인간의 삶을 의미 있게 해 줄 수 있는 인문학의 다른 영역은 

얼마든지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 둘 것이라는 점을 밝혀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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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도덕과 교육과 인문학

‘인문학을 활용한 도덕과 교육의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우선 

도덕과 교육에서 인문학이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는 것인지를 규명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인문학이 무엇인지 그 개념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 장에서는 우선 인문학의 개념을 규명하고, 이를 바

탕으로 하여 도덕과 교육의 관점에 입각하여 인문학의 의미를 정립해 볼 

것이다. 이장의 연구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구체적인 연구의 내

용과 과정이 필요하다.

첫째, 인문학의 개념을 파악하고 이를 통해 도덕과 교육에 입각한 인문

학의 개념을 정립하는 일이다. 이를 위해서는 동 서양사상에 나타난 인문학

의 역사적 궤적을 고찰하여 인문학의 고전적인 의미를 규명해 볼 것이다.

이 때 인문학의 고전적인 의미란 다른 말로 바꾸어 표현하면, 인문학의 원

형적 개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이 논문에서는 인문학의 전통적 개념

과 아울러, 인문학의 현대적 의미도 규명해 볼 것이다. 여기서 인문학의 현

대적 개념이란, 동 서양 사상의 지적 계보를 통해 이어져 온 인문학의 원형

적 개념을 보존하면서도 특히 오늘날 우리가 인문학을 통해 기대할 수 있

는 바들을 강조함으로써 규명되는 개념이다. 이 논문에서는 이와 같이 인문

학의 고전적 현대적 의미를 규명한 것을 토대로 도덕과 교육의 관점에 입

각한 인문학의 개념을 정립해 볼 것이다.

둘째, 도덕과 교육과 인문학이 어떤 연관성을 가질 수 있는지를 밝히는 

일이다. 특히 도덕과 교육에서 핵심적으로 설정하고 있는 자율적이고 통합

적인 인격 내지 도덕성, 핵심 가치 덕목을 가르치는 일과 인문학이 어떻게 

교차될 수 있는지를 밝혀 볼 것이다.

끝으로, 이상의 논의를 통해서 규명될 수 있는 바들을 근거로 하여 인

문학의 도덕교육적 활용가능성을 논의하면서 인문학의 도덕교육적 의미를 

규정해 볼 것이다. 이 장에서 연구할 내용 및 과정을 도식화하면 다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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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과 같다.

도덕과 교육에서 

인문학 활용의 의미

 도덕과 교육         인문학

[그림1] Ⅱ장의 연구 내용

1. 인문학의 개념

인간의 삶 전반에 걸쳐 인간의 존재의의와 가치를 탐구의 대상으로 하

고 근원적인 물음을 제기하여 답하고자 하는 인문학(humanities)은, 그 분

야와 내용이 방대하기 때문에 인문학의 개념을 모든 면에서 완벽하게 규명

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우선 인문학의 동․서

양의 역사적 궤적을 중심으로 인문학이 지닌 원형적인 개념을 규명할 것이

다. 이에 대한 세부적인 논의로는 첫째, 인문학에 대해 동․서양사상적으로 

접근하여 인문학의 개념을 밝혀 본다. 특히 동양사상적으로 접근하여 ‘인문

(人文)’이 의미하는 바를 파악해 보고, 유학적 전통에서의 자기 수양과 인간

의 품격론을 중심으로 살펴봄으로써 동양에서의 인문학의 개념을 규명한다.

동시에 서양사상적으로 접근하여 고전적 개념으로서 고대 그리스의 파이데

이아(Paideia), 로마의 후마니타스(Humanitas), 근대적 개념으로서 르네상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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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의 스투디아 후마니타스(Studia Humanitas), 신인문주의에서의 교양

(Bildung), 사회개혁의 토대로서 교양(culture), 현대에 이르기까지 인문학 

개념의 다양한 변용을 고찰하고, 이러한 변용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인

문학의 본질적인 성격을 드러냄으로써 서양에서의 인문학의 개념을 규명한

다. 이러한 논의를 통해 인문학의 고전적 의미를 규명해 볼 것이다.

1) 인문학의 고전적 의미

동․서양을 막론하고 인문학은 인간의 삶에 관한 고민과 탐구에 집중

해 왔다. 특히 오늘날에는 인문학의 새로운 학문적 시도를 통하여 감성인문

학, 마음인문학, 디지털인문학, 의료인문학, 신경인문학, 소통인문학 등의 다

양한 형태로 인문학이 분화되고 있다. 이와 같은 학문의 지평에서 인문학은 

과연 무엇인지 그 개념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따라서 인

문학의 역사적 궤적을 살펴봄으로써 인문학의 근원적 뿌리를 고찰하고 그 

원형적인 개념을 먼저 규명해 본다.

(1) 인문학의 동양적 의미

가. 人文의 의미 : 인간의 무늬(紋)

‘인문학’이 말 그대로 ‘인문에 대한 학문’이라고 했을 때, ‘인문’이란 글

자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해서는 人文이라

는 한자어가 갖는 문자적 의미를 고찰해야 한다. 먼저 人의 의미와 관련하

여, 중국 후한 때 문자학자 허신(許愼)은 당시 갑골문의 모양을 보지 못한 

상태에서 저술한 『설문해자』에서  人을 ‘천지(天地)의 태어난 것(性) 가운

데 가장 귀한 것’이며 ‘팔 다리의 모양을 상형하였다’고 풀었다(許愼, 오채

금 공역,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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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허신의 견해는, 통상적으로 人자가 두 사람이 서로 기대어 서 

있는 모양을 그린 글자로 판독하는 것과는 다른 견해이다. 人자에 대한 통

상적인 견해는 코메니우스(J. A. Comenius)의 『세계도회(orbis sensualium

pictus)』에서도 나타난다.

[그림2] 코메니우스의 『세계도회』에 나타난 "humanitas"3)

코메니우스는 ‘humanitas(humanity)’에 관한 설명에서 위의 그림을 제시

하였다. 이 그림에서는 삶의 터전인 들판의 한 중앙에서 서로 포옹하고 있

는 두 인물이 한자로 人자를 형상하고 있는데, 코메니우스는 이 그림을 통

해서 인간은 서로 서로를 유익하게 해주는 존재임(ad mutua commoda)을, 곧 

더불어 살아야 하는 존재임을, 그래서 인간(人間)임을 설명하였다(안재원,

2014: 30).

하지만 이같은 견해와는 달리 허신은 人을 한 사람의 팔 다리 모양을 

상형화한 것으로 보았다. 허신의 풀이와 유사하게, 실제 갑골문에서 발견된 

人자는 한 사람이 손을 펴고 서 있는 모양을 본뜬 것으로 나타났다(石定果

羅衛東, 이강재 역, 2013). 의 상단부는 머리고, 앞갈래는 팔이며, 뒷갈래

는 몸통을 거쳐 발까지 내려 뻗은 모양이다. 갑골문에서 보는 人자의 전체 

모양은 한 사람이 서서 가려고 하고 있는 모양을 옆모습으로 그린 원시형

3) 안재원, 2014: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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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상형문자라고 판독할 수 있다(최창렬, 2001).

人자가 사람이 서 있는 모습을 뜻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분명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반면, 文자가 의미하는 바에 대해서는 다양한 해석이 있을 수 

있다. 자전에서 찾아볼 때 文자는 글월, 문장, 서적, 문체(文體)의 한 가지,

채색(彩色), 무늬, 학문이나 예술, 법도, 예의, 조리(條理), 얼룩, 아름다운 외

관, 빛나다, 화려하다, 아름답다, 선미(鮮美)하다, 몸에 새기다, 꾸미다 등의 

다양한 함의를 내포한다. 따라서 人文에서 文이 뜻하는 바를 알기 위해서는 

고고학적 자료에 남아있는 文자의 궤적을 살펴보아야 한다. 이에 백천정(白

川靜)의 『자훈』에 나타난 文의 의미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 文자

는 “원래 가슴에 먹으로 문양을 새겨 넣은 사람의 모습을 본떠서 만든 상

형문자(白川靜, 1984: 759; 이승환, 2007: 28)”로 풀이되고 있는데 이는 文자

의 의미를 밝히는데 중요한 단서가 된다.

상형문자로서 文의 최초의 문자적 형태는 갑골문과 금문에서 살펴볼 

수 있다. 갑골문과 금문에 나타난 文의 형태는 다양하나 대동소이하여 대체

적으로 지금의 文자 안에 어떤 문양이 표시된 모양으로, 학자들은 문신을 

한 사람의 앞모습이라고 풀이하고 있다.

[그림3] 갑골문과 금문에 나타난 文의 형태4)

허신은 『설문해자』에서 “文은 새긴 그림으로 교차하는 무늬(文, 錯畵

也. 象交文)”로 설명하였다. 이는 『설문해자』가 갑골문을 모양을 보지 못

한 상태에서 저술됨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갑골문의 형태 및 의미와 일

맥상통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자료들로 볼 때, 文은 ‘인간의 몸

에 아로새긴 무늬’를 의미하는 것이다.

4) 張雪明, 1992: 800; 송원찬, 2004: 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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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과 논의를 통해서 人文은 ‘인간의 무늬’라는 의미를 지니는 것으로 

판독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人자와 文자 각각의 어원을 통해 유추해 낸 

것이기 때문에 단일어로써 人文의 의미를 파악하는데 있어서는 좀 더 논의

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人文이라는 단일한 글자가 등장하는 문헌을 통

해서 그 의미를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 人文이라는 말은 오늘날 찾을 수 

있는 자료 중에서 『주역』에서 최초로 출현한다(樓宇烈, 황종원 역, 2011:

91) 『주역』 비괘 에는 다음 문구에서 등장한다.

剛柔交錯, 天文也, 文明以止, 人文也. 觀乎天文, 以察時變. 觀

乎人文, 以化成天下 (『周易』 賁卦 )

주역의 이 문구에 人文은 天文과의 대비를 이루며 등장한다. 이 구절에 

대하여 왕필(王弼)은 다음과 같이 해석한다.

강유가 교착하여 무늬가 이루어지게 됨이 하늘의 문채(무늬)요. 문

명으로써 제어함은 사람의 무늬이다. 하늘의 빛나는 무늬를 잘 관찰해

서 때의 변화를 살피며, 사람의 빛나는 문채[紋]를 잘 관찰해 천하를 교

화하여 이루니라(왕필, 임채우 역: 184).

왕필의 해석으로 볼 때, 人과 文이라는 각각의 문자적 어원을 통해 유

추해 낼 수 있는 人文의 의미가 단일한 글자로서 人文의 의미에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人文의 의미와 본질을 파악하는데 있

어서는 앞의 주역 문구에 대한 해석을 좀 더 고찰할 필요가 있다. 왕필은 

앞의 주역 문구에서 “文明以止, 人文也”를 다음과 같이 주석하였다.

止物不以威武, 而以文明, 人之文也

즉 “사람을 무력으로써 그치게 하지 않고 문명한 덕으로 제어함이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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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의 무늬”이다(왕필, 임채우 역, 2006: 184). 이러한 왕필의 주석에 대하여 

러우위례(樓宇烈)는 “무력을 사용하지 않고 예의를 사용하여 천하 만물이 

각기 있을 곳을 얻게 한다면 이를 인문이라 부를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

하였다. 이 같은 주역에 대한 해석은 왕필에 이어 당나라의 공영달(孔穎達)

에 의해 보다 구체적인 해석으로 이어진다. 공영달은 『주역』의 이 문구를 

다음과 같이 해석하였다.

觀平人文以化成天下者, 言聖人觀察人文, 則詩書禮樂之謂, 當

法此教而化成天下也

‘인문을 관찰하여 천하를 교화하고 풍속을 이룬다’는 것은 성인이 관찰

하는 인문을 시·서·예·악으로 보는 것으로, 마땅히 이 가르침을 본받아 천

하를 교화하고 풍속을 이루어야 함을 말한다(樓宇烈, 황종원 역, 2011: 92).

이 같은 人文에 관한 해석은 정도전의 해석에서도 나타난다. 정도전은 주역

의 구절을 다음과 같이 풀이하였다(정도전,『삼봉집』,「권」, 도은문집서).

日月星辰, 天之交也, 山川草木, 地之交也, 詩書禮樂, 人之文也.

然天以氣, 地以形, 人則以道.

주역의 구절에 대한 정도전의 풀이를 이승환은 다음과 같이 해설하였

다.

하늘에는 일․월․성․신과 같은 ‘하늘의 무늬’가 있고, 땅에는 

산․천․초․목과 같은 ‘땅의 무늬’가 있으며, 인간에게는 시․서․예․

악과 같은 ‘인간의 무늬’가 있다. 시․서․예․악과 같은 ‘인간의 무늬’

는 비록 인간이 자신의 노력에 의해 성취한 것이기는 하지만, 궁극적으

로는 우주자연의 무늬에 상응하는 것이다. 하늘에 자연의 길인 천도(天

道)가 있다면 인간에게는 인간이 걸어야 할 인도(人道)가 있으며, 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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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천도를 거스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천도를 본받아 그 보편성과 항

상성을 구현한 것이어야 했다. 따라서 인도의 중요한 부분으로 간주되

는 효(孝)나 예(禮) 같은 윤리규범도 ‘천경지의(天經地義)’라고 불러, 시

간이 흘러도 변치 않는 우주적 보편성을 지닌 것으로 파악했다(이승환,

2007: 29).

이상과 같이, 동양사상에 나타난 人文의 문자적 의미와 특히 주역에 나

타난 人文을 통하여 인문의 의미를 유추해볼 때, 공영달의 해석을 토대로 

한 러우위례의 정의가 이를 종합적으로 잘 설명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인문이란 무력이 아닌 일종의 문명화된 방법으로, 즉 시·서·예·악으로 민중

을 교화하고 이로써 인륜의 질서가 잡힌 이상적인 문명사회를 세우는 것(樓

宇烈, 황종원 역, 2011: 92)이다. 특히 주역에 나타난 人文의 의미를 해석하

는 학자들의 공통되는 바는, 人文이 사람을 무력으로써 그치게 하지 않고 

문명한 덕으로써, 달리 표현하자면 자연상태에서의 야만성(barbarism)으로

부터 벗어나 일종의 문명화(civilization)된 방법을 통하여 바람직한 인간으

로 교화하고, 이상적인 사회를 세우도록 하는 구실을 하는 것으로 보고 있

다는 점이다.

이로써 人文이라는 말이 갖는 원형적인 의미를 정리하자면, 人文은 자

연에 아로새겨진 ‘인간의 무늬’로서, 인간이 자연상태로서의 야만성으로부터 

벗어나도록 하는 일종의 문명화된 방법을 통하여 인간다움을 갖추도록 하

고, 사회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만들어 가도록 하는 것이라 할 수 있겠다.

나. 유학적 인문정신과 품격 있는 인간

동양철학적 전통에서 유학만이 인문사상을 담고 있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예를 들어 노자의 사상은 대자연의 무사(無私)한 운행법칙 속에서,

장자의 사상은 무사(無思) 무려(無慮)를 통해 대안적인 삶의 길을 발견함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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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써 궁극적으로 인간에 대한 이해를 더욱 폭넓게 하고 인간의 한계를 자

각하게 하여 인간을 더욱 고양시키도록 한다는 점에서 ‘인문적’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양에서 인문정신의 고양을 위하여 가장 많은 노

력을 기울인 학문은 유학이라 할 수 있다. 앞서 규정한 ‘인문’의 의미로 표

현하자면, 유학은 인간을 자연상태로서의 야만성으로부터 벗어나 문명화된 

방법을 통하여 인간다움을 갖추도록 하고, 사회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만들

어가도록 하는 데 직접적으로 공헌하는 학문이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 공

자의 궁극적인 관심은 진정한 인간다움이란 무엇이고 어떻게 하면 이 혼탁

한 세상에서 인간다움을 성취할 수 있는가의 문제에 있었으며, 맹자 역시도 

그가 추구하고 연마하고자 한 것은 인간을 인간답게 하는 인간성 즉 인성

[人性]의 탐구에 있었다(이승환, 2007: 32-34). 요컨대 유학의 가장 큰 특징

은 인문적인 학문이라는 점이라 할 수 있다. 유학이 담고 있는 인문정신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보인다.

첫째, 유학적 인문정신은 인간 존재를 긍정하고 더 나은 존재로의 변화

가능성을 신뢰하며 인간의 자발적 노력과 수양과정을 통해 이상적인 인간

상에 도달하고자 한다. 『논어』에 나타나듯이 공자는 “타고난 성품은 비슷

하지만 습관에 의하여 차이가 발생한다5)”고 하여 인간의 자발적인 노력에 

의한 향상을 강조하였다. 또한『중용』에서는 ‘성[誠]’을 하늘의 도[道]로 보

고, 그것을 이루려는 노력을 사람의 도6)로 보는데 이를 통해서 수신과 수

양을 위한 자기함양과 자기성찰을 강조하였다.

둘째, 유학적 인문정신은 자신의 완성에서 시작하여 모든 존재의 완성

을 추구한다. 유학에서 자아수양의 최종목적은 인륜질서와 우주질서의 포섭

적 화해 속에서 자아를 구하는 것이다(余英時, 김병환 역, 2007: 136). 유학

적 전통에 있어 먼저 자기의 몸과 마음을 잘 닦은 연후에 타인과 세상을 

이끌어 나갈 것을 권유하고 있는데, 이러한 인문정신의 특성은 『논어』와 

5) 性相近習相遠

6) 誠者天之道也, 誠之者人之道也(『중용』20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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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의 ‘수기치인(修己治人)’과 『중용』의 ‘성기성물(成己成物)’에서도 

잘 나타난다. 그리고 유학에서 자기 수양과 반성적 노력에 힘쓰도록 함은 

곧 인정(仁政)과 덕치(德治)라는 사회운영 원리로 연결된다. 무력에 의한 폭

압적 통치(力治)보다는 지도자의 덕과 교화에 의한 통치(德治)가, 형벌에 의

한 강압적 통치(形治)보다는 자연법적 근원에서 도출된 사회규범인 ‘예’에 

의한 통치(禮治)가 선호되었다. 아울러 경제행위에 있어서도 도의에 위배되

는 무차별적 이윤의 추구보다는 옳음[義]과 공익[公]을 먼저 생각하도록 요

구되었다(이승환, 2007: 42).

셋째, 유학적 인문정신에서 인간다움의 핵심으로 ‘가치지향적인 도덕감’

을 특징으로 한다. 맹자가 사단(四端)과 같은 네 가지 근원적 도덕감정을 

들고, 이러한 도덕감정의 확충을 통하여 인간은 소인에서 대인으로 변화할 

수 있다고 보았던 것과 같이 유학에서는 인간다움의 특징을 ‘가치중립적 이

성’이 아닌 ‘가치지향적 도덕감’에 두었다(이승환, 2007: 36). 맹자는 이러한 

도덕감을 잘 발휘하면(盡心) 인간의 본성을 알게 되고(知性), 인간의 본성을 

알게 되면 우주․자연의 존재원리까지 알게 될 것(知天)이라고 강조하였다.

‘진심’에서 ‘지성’을 거쳐 ‘지천’에 이르는 이러한 수양의 과정은 인간의 존

재 의의를 우주의 차원으로까지 확장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다.

넷째, 유학적 인문정신에서는 인간다움의 격조를 끌어올린 상태로서 

‘품격’을 강조한다. 여기서 品格이라는 말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이 

글자는 “『주역』「건괘」‘단전’의 “大哉乾元, 萬物資始, 乃統天. 雲行雨施,

品物流形”에서의 ‘品’과 『대학』의 기본원리를 설명하는 “致知在格物”의 

‘格’의 합성어(송인창․정영기, 2013: 15)”이다.

『주역』「건괘」 ‘단전’의 “乾道變化, 各正性命” 즉 “하늘의 도가 변화

하여 모든 사물의 본성과 명을 올바르게 한다(송인창․정영기, 2013: 15).”

라는 말을 참고해 볼 때, 品格에서 品의 의미는 하늘과 땅이 빚어낸 수많은 

유형 무형의 사물에 내재된 이치와 가치를 뜻한다(송인창․정영기, 2013:

15). 그리고 왕양명이 격물(格物)에 관해 묻는 제자에게 “格者 正也, 正其不

正,以歸於正也” 즉 格이란 바로잡는다는 것으로, “바르지 못함을 바로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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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름으로 돌아가게 하는 것(『양명전집』권1,「전습록」상)”이라고 한 말을 

참고할 때, 격물의 ‘격’의 핵심은 사사물물을 바로잡는다는 의미이다(송인

창․정영기, 2013: 15). 이로써 품격이란 모종의 보편적이고 도덕적 가치를 

내포하는 단어라 볼 수 있다.

품격에 관한 진립부(陳立夫)의 해석에서도 이와 같은 도덕적 의미를 내

포한다. 그에 의하면, “품격이란 말속에는 한 사회를 지탱하는 데 꼭 필요

한 도덕적 규범이나 법률적 규제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것(陳立夫, 1981:

145-147; 송인창․정영기, 2013)”이다. 이와 같은 품격의 성격에 비추어 볼 

때, 품격 있는 인간이란 보편성과 도덕성을 갖춘 인간을 의미하는 것이며 

품격 있는 사회란 품격 있는 인간들이 주체가 되어 사회를 구성하고 운영

할 때 비로소 기대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품격 있는 인간이란 

어떤 인간을 의미하는지에 관하여 좀 더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

품격 있는 인간이란 인간으로서 바람직하게 갖추어야 할 격(格)을 갖춘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그것은 다름 아닌 ‘인격(人格)을 갖춘 인간’의 실

존적인 존재양태를 가리키는 말이다. 여기서 인격의 의미에 다가서기 위해 

‘격(格)’의 의미망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진립부는 인

격과 관련되는 ‘격’의 여덟 가지 의미를 다음과 같이 밝혔다.

1. 『예기(禮記)』에 “말에는 내용이 있고, 행위에는 ‘격식(格)’이 있

다. 그러므로 살아서는 그 뜻을 빼앗기지 않으며, 죽어서도 그 명성을 

잃지 않는다. 따라서, 군자는 많이 듣고서도 순박하게 그 뜻을 지켜 나

간다”라고 기술하고 있는데, 이를 볼 때, 인격이란 ‘인간이 인간일 수 

있는 격식’을 의미한다.

2. 『후한서(後漢書)』에 “정치는 그 ‘표준(格)’을 중요하게 여긴다”

라 기술하고 있는데, 이를 볼 때, 인격이란 ‘인간의 표준’을 의미한다.

3. 『당서(唐書』에 “이부(吏部)에서 사람을 구하는데, 자격고시의 

제한을 두지 않고 오직 재능만 지니고 있다면, 추천하여 뽑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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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정은 이를 징계하여 곧 ‘자격(格)’을 따르도록 하였다”라 기술하고 있

는데, 이를 볼 때, 인격이란 ‘인간이 인간일 수 있는 자격’을 의미한다.

4. 『광운(廣韻)』에 “격(格)은 재고(度) 측량함(量)이다”라고 기술하

고 있는데, 이를 볼 때, 인격이란 ‘인간을 측량하고 재는 것’을 의미한

다.

5. 방안지를 한문으로 ‘방격자(方格子)’라고 하며, 나무로 된 가로 

틀과 세로 틀로 이루어진 창을 ‘격자창(格子窓)’이라 한다. 이를 볼 때,

인격이란 ‘인간 행위의 정해진 틀’이다.

6. 『서경』「경명(婛命)」에 “허물을 다시 올곧게 하고, 잘못을 고

쳐, 그 잘못된 마음을 ‘올바르게 한다(格)’”라 기술하고 있는데, 이를 볼 

때, 인격이란 ‘인간의 올바름’을 의미한다.

7. 『서경』「요전(堯典)」에 “위․아래 모두 ‘이른다(格)’”라 하고,

주자는 『대학』의 ‘격물(格物)’을 주석함에 “격(格)은 이름(至)이다. 그

러므로, 격물은 끝까지 모든 사물의 이치에 이름이다”라 기술함을 볼 

때, 인격이란 ‘인간 자신에 대한 원리와 이치에 이름’을 의미한다.

8. 『이아(爾雅』「석화(釋話)」에 “격(格)이란 오름이다(陞)”이라 

기술하였다. 그리고 『서경』「여형(呂刑)」에 “나의 모든 말을 듣는다

면 사람들은 모두 격명(格命)이 있을 것이다”라 기술했는데, 공영달은 

이 어구에 대한 설명으로 “격명은 아주 오래 사는 데까지 올라감을 말

한다”고 기술하였다. 이를 볼 때, 인격이란 ‘인간의 경계에 오르는 것으

로, 짐승과 차별 짓는 경계선이다.’(陳立夫, 서명석․이우진 역, 2000:

89-90)

진립부는 이러한 여덟 가지 의미가 모두 『설문해자』에 “격(格)은 나

무가 자란 모양이다7)”라는 의미에서 파생되어 나온 것으로, 바로 그런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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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에서 인격이란 ‘인간의 단계에까지 성숙됨’을 의미한다고 보았다(陳立夫,

서명석․이우진 역, 2000: 90). 이러한 점에서 격의 의미망을 종합해 볼 때,

‘인격’이란 ‘인간이 인간일 수 있는 표준이나 법식’이라 정의할 수 있다(陳

立夫, 서명석․이우진 역, 2000: 90).

그런데 ‘인격’의 의미를 ‘품격 있는 인간’의 의미와 동등한 것으로 볼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의가 불충분하다. 왜냐하면 인격은 그 수준

과 덕의 높고 낮음의 상태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인격의 층위를 나눌 수 있는 것이라면 나누어보고, 이 가운데 ‘품격 있는 

인간’이라 칭할 수 있는 인격의 상태는 무엇인지 찾아보는 것이 필요하다.

진립부는 ‘인격의 계층’을 나누었는데, 그는 『사서』와 『오경』등에 

나타나는 인격의 사례들을 인격의 수준과 덕의 높고 낮음에 따라 성인(聖

人), 대유(大儒), 현인(賢人), 인자(仁者), 대인(大人), 군자(君子), 성인(成人),

선인(善人), 중행(中行), 광자(狂者), 견자(狷者), 지자(知者), 유항자(有恒者),

야인(野人), 소인(小人), 비부(鄙夫), 향원(鄕原)과 같은 순서로 배열하였다(陳

立夫, 서명석․이우진 역, 2000: 91-97).

여기서 진립부는 성인(聖人), 대유, 현인, 인자는 우리가 도달하고자 하

는 이상적 인격이자 인격표준의 지고지순한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그리고 

대인, 군자, 성인(成人), 선인은 우리가 마땅히 실행해야 하는 인격의 표준

이며, 광자, 견자, 지자는 모두 도의 한 측면에서 이상적 인격에 도달하도록 

연결시켜 주는 사다리로 비유될 수 있다고 보았다. 유항자는 우리가 당연히 

구비해야 하는 정신적인 자세이며, 유항자의 위에 자리하는 인격들에 도달

할 수 있는 사람이다. 야인은 우리가 그를 교육시킴으로써 덕행과 지혜가 

날로 진보하게 해야 하는 사람이다. 소인, 비부, 향원은 인격이 낮은 자로,

특히 향원은 가장 악독하며 거짓을 진실인 척 속여 혼란케 하며, 단지 덕이 

없을 뿐만 아니라, 덕의 적이라고 설명하였다(陳立夫, 서명석․이우진 역,

2000: 91-97).

앞서 밝힌 바와 같이 ‘품격’이란 말이 모종의 보편적이고 도덕적인 가

7) 木長皃者，格之本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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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를 포함하는 것이고, 우리가 ‘품격 있는 인간’을 떠올렸을 때 일반적으로 

바람직한 인격을 갖춘 사람을 지칭하는 것이라면, 이상과 같은 진립부의 논

의를 통해서 유추해 볼 수 있는 ‘품격 있는 인간’의 존재양태는 성인(聖人),

대유, 현인, 인자와 같이 이상적인 인격이자, 인격표준의 지고지순한 것으로 

지향하고 우리가 마땅히 실행해야 하는 인격의 표준으로서 대인, 군자, 성

인(成人), 선인 정도의 인격을 갖춘 상태의 인간이라 할 수 있겠다.

그런데 우리 사회에서 기준삼을 수 있는 바람직한 인간상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이 많은 이상적인 인격들 가운데 모종의 질서가 부여된 핵심적인 

인격상에 대한 논의로 이어질 필요가 있다. 이 점에 관련하여 진립부의 ‘성

인(聖人)-인자(仁者)-군자(君子)’의 삼자 지형에 관한 논의를 살펴보는 것이 

유의미할 수 있다. 우선, 진립부는 성인과 군자에 관한 공자의 말을 인용하

며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공자는 “군자는 세 가지를 두려워하니, 천명과 대인 그리고 성인의 

말씀이다. 소인은 천명을 알지 못하므로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 때문에,

대인을 업신여기고 성인의 말씀을 모욕한다”라고 하였으며, “성인은 내

가 만나볼 수 없구나! 군자라도 만날 수 있으니 이것으로도 된 것이다”

라고 하였다(陳立夫, 서명석․이우진 역, 2000: 98-99). 8)

이 말 속에서 군자는 성인을 경외하고 있으며, 성인의 그 수가 매우 적

다는 것이 나타나 있으며, 따라서 성인의 인격은 군자보다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공자는 성인과 인자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한다.

공자는 “만일 나를 성인이거나 인자라 한다면, 내가 어찌 감당할 

수 있겠는가? 하지만, 내가 배움을 싫증내지 않고, 남을 가르침에 권태

8) 孔子曰：「君子有三畏：畏天命，畏大人，畏聖人之言。小人不知天命而不畏也，狎大人，侮聖人之

言 (『論語』 「季氏」)

子曰：「聖人，吾不得而見之矣；得見君子者，斯可矣。」子曰：「善人，吾不得而見之矣；得見

有恆者，斯可矣。亡而為有，虛而為盈，約而為泰，難乎有恆矣。」 (『論語』 「述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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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워 하지 않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말하였다(陳立夫, 서명석․이우진 

역, 2000: 99).9)

공자는 이처럼 성인과 인자 모두를 감히 자칭할 수 없다고 말하였다.

그러면서도 다음과 같은 점에서 인자 또한 성인에 따르는 것임을 나타내고 

있다.

자공이 묻기를 “만약 백성에게 널리 은혜를 베풀고 대중을 구제할 

수 있다면 어떤 사람입니까? ‘인(仁)’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공자는 이

에 대한 대답으로 “어찌 어질다고만 할 수 있겠느냐? 그는 분명 성(聖)

하다고 말해야 한다. 요순도 오히려 자기들을 성인이 되지 못했다고 생

각했을 정도이다.”라 하였다(陳立夫, 서명석․이우진 역, 2000: 99). 10)

그리고 군자와 인자를 비교할 때, 다음과 같이 설명하면서 공자는 군자 

보다 인자가 상위에 속하는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공자는 “인자는 인(仁)의 도리에 안심하여 인을 행한다”고 하였으

며, “군자이면서 불인(不仁)한 사람은 있지만, 소인이면서 인자(仁者)인 

사람은 아직까지도 없었다.”고 하였다(陳立夫, 서명석․이우진 역, 2000:

99). 11)

대재(大宰)가 자공에게 “선생님은 성자이신가? 어찌 그렇지 않고서

야 그토록 많은 분야에서 재주가 뛰어나신가 말인가?”라 묻자, 자공이 

“이것은 하늘이 본래부터 장차 성인으로 되시게 하였기에 재주가 뛰어

나신 것이다”고 답하였다. 공자가 그 말을 듣고 말하기를 “대재가 나를 

아는구나. 나는 어려서부터 미천하였다. 그러므로 비천한 일도 해낼 수 

있었다. 군자는 여러 재주가 뛰어나야 하는가? 여러 재주가 뛰어날 필

9) 子曰：「若聖與仁，則吾豈敢 抑為之不厭，誨人不倦，則可謂云爾已矣 (『論語』「述而」)

10) 子貢曰：「如有博施於民而能濟眾，何如？可謂仁乎？」子曰：「何事於仁，必也聖乎！堯舜其猶

病諸！夫仁者，己欲立而立人，己欲達而達人。能近取譬，可謂仁之方也已。(『論語』「雍也」)

11) 子曰：「君子而不仁者有矣夫，未有小人而仁者也 (『論語』 「憲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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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는 없다”고 하였다. 공자가 구이(九夷)에서 거주하고 싶다고 하자, 어

떤 사람이 “그런 곳에서 어떻게 사시려 합니까?”고 묻자, “군자가 거주

하는데 어찌 비루할 수 있단 말인가?”고 답하였다(陳立夫, 서명석․이우

진 역, 2000: 99). 12)

위의 공자의 말 속에 나타난 성인, 인자, 군자의 관계를 정리해 보자면 

성인, 인자, 군자의 순위로 배열할 수 있다. 공자는 자신이 성인의 위치에 

있을 수 없으며 또한 인자라고 여기지도 않았고 스스로를 군자라고 표현하

였다. 그러나 공자는 자신을 겸손하게 군자라고 나타내고 있지만, 공자는 

인간으로서 도달할 수 있는 최고의 경지를 이룬 성인으로 추앙받고 있다. 

이러한 유학적인 인간상으로 볼 때, 품격 있는 최고의 이상적인 인간의 

모습을 갖춘 자는 ‘성인’이다. 유학적 사유구도에서는 소인에서 벗어나 군자

의 지평으로, 군자의 지평에서 다시 성인의 지평으로 나아가 성인의 경지에 

도달하는 것을 그 이상적인 목표로 한다.

하지만 평범한 인간이 실제로 소인에서 벗어나 군자, 성인과 같은 인격

에 도달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이러한 점에서 유학에서는 끊

임없이 ‘지선(至善)’에 이르려는 노력을 중요시한다. 즉 언제나 소인의 지평

에서 벗어나 군자의 지평으로, 다시 군자의 지평에서 성인의 지평으로 다가

서기 위한 노력은 곧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유학적 인문정신의 특징으로

써 자기 수양(自己修養)의 문제로 귀결된다.

이상에서 고찰한 바들을 종합해 보면, 人文은 문자적 어원으로 보았을 

때 자연에 아로새긴 ‘인간의 무늬’를 의미하는 것이다. 人文이라는 글자가 

단일하게 처음으로 등장하였던 『주역』에서 인문은 인간의 빛나는 무늬로,

이를 잘 관찰하여 궁극적으로 천하를 교화하여 이루도록 하는 것이라 정의

될 수 있다. 이 때 인문은 일종의 문명화된 방법을 통하여 자연상태와 같은 

인간의 야만성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하고, 인간과 삶을 변화시켜 바람

12) 大宰問於子貢曰：「夫子聖者與？何其多能也？」子貢曰：「固天縱之將聖，又多能也。」子聞

之，曰：「大宰知我乎！吾少也賤，故多能鄙事。君子多乎哉？不多也。」(『論語』「子罕」)

子欲居九夷。或曰：「陋，如之何！」子曰：「君子居之，何陋之有？」(『論語』「子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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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한 방향으로 만들어가며, 궁극적으로 인간다움과 인륜의 질서가 잡힌 이

상적인 사회를 세우도록 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이러한 인문의 개념과 본질을 담은 인문정신은 유학에서 잘 드러나는

데, 유학에서는 수기(修己)․함양(涵養)과 같은 자기변화의 노력을 통하여 

‘인간다움’의 격조를 최고도로 끌어올리고자 하였고, 자기의 몸과 마음을 잘 

닦은 연후에 타인과 세상을 이끌어 나갈 것을 권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인

문정신의 특징을 파악해 볼 수 있다.

특히 자기 수양을 통하여 소인의 지평에서 군자의 지평으로, 나아가 군

자의 지평에서 성인의 지평으로 나아가고자 하였던 유학적 사유구도는 오

늘날 우리 인간이 품격 있는 인간으로, 그리고 우리 사회가 품격 있는 사회

로 되기 위해 지선에 이르려는 노력과 자기 수양의 중요성을 여실히 보여

줌으로써 오늘날에도 함의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2) 인문학의 서양적 의미

가. 그리스의 인문교양 : 혼(psyche)의 완성과 아레테(arete)의 실현

흔히 서양에서 인문학은 로마의 키케로가 그리스어 paideia를 라틴어 

humanitas로 옮긴 것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인문학

의 시원은 보다 거슬러 올라간 고대 그리스로부터 시작된다. 주지하듯 스파

르타보다 비교적 자유로웠던 아테네는 법률 이외 어떠한 주인에게도 예속

되지 않는 ‘자유로운 시민들의 공동체’였다. 아테네인들은 그리스의 다른 폴

리스 사람들조차도 바르바로이(barbaroi)로 여길 만큼, 그들은 자유인으로서

의 교양과 정체성을 자부하였다. 민주주의와 함께 자유인의 교양을 아테네

인들의 중요한 덕성으로 자부하였던 점은 페리클레스(Perikles)의 『민족제

전연설』에 나타난다.

인간이 지닌 좋은 것 중, 신으로부터 받은 것을 제외하고 인간과 

인간을 둘러싼 것치고 우리 아테나이에 관련되지 않은 것은 없으며,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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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은 아테나이로부터 생겨났다. 우리 아테나이는 사료(史料)와 언설

(言說)에서 다른 나라 사람들을 능가하므로 아테나이에서 배운 사람들

은 다른 나라 사람들의 교사가 된다. 그리스인의 이름은 이제 출생의 

이름이 아니라 정신의 이름으로 생각되고, 교양을 나누는 사람들은 이

제 그리스인으로 불리게 되었다. (페리클레스『민족제전연설』; 이광주,

2009: 34)

그리스인들이 그토록 중요하게 여겼던 교양에 관하여 알 수 있도록 하

는 첫 번째 단서는 소크라테스(Socrates)이다. 소크라테스의 등장으로 인하

여 고대 그리스에서는 인간 자신에 대한 앎과 자기 영혼의 완성을 기하고

자 하는 철학적 사유가 등장한다.

플라톤의 『소크라테스의 변론(Apologia)』은 소크라테스가 평생 그토록 

관심을 갖고 탐구하고자 했던 대상에 대하여 서술하고 있다. 젊은이들을 타

락시킨다는 이유로 자신을 고발한 고발자와 재판관들 앞에서 자신의 무죄

를 변론하는 장면에서, 소크라테스는 자신이 그토록 관심을 갖고 탐구하고

자 했던 대상은 바로 ‘자연’이 아니라 ‘인간’임을 강조한다(Platon,『소크라

테스의 변론』3장). 당시 이오니아 학파였던 탈레스(Thalēs)나 엠페도클레스

(Empedoklēs)와 같은 철학자들이 자연의 본성이나 원질에 대하여 탐구한 

반면, 소크라테스 자신은 자연에 대한 사색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이

며 자신이 탐구하고자 했던 바는 오직 ‘인간에 대한 탐구’였음을 밝히며, 이

를 자연학으로부터 경계 짓는다. 여기서 ‘자연학’에 대한 소크라테스의 생각

을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소크라테스의 생각은 당시 지배적

이었던 ‘자연’에 대한 이오니아 학문의 실망으로부터 기인된 것이기 때문이

다. 당시 이오니아 학파는 인간의 ‘정신의 태도’ 성취라는 업적을 이루었는

데, 이 때 ‘정신의 태도’란 대상이 주관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되고, 실천적 

행위에 대한 관심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던 사유에 의해 심사숙고될 수 

있다는 것이다(F. M. Conford, 박영도 역, 2002: 65).

이에 반해 플라톤(Platon), 크세노폰(Xenophōn) , 아리스토텔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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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istoteles) 모두는 소크라테스가 그의 청년시절에 자연에 대한 탐구의 방

법들과 결과들에 환멸을 느낀 이후, 세계의 기원과 같은 문제들을 결코 논

의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주장하는데 일치하고 있다(Conford, 박영도 역,

2002: 66). 크세노폰은 『소크라테스의 회상(Memorabilia)』에서 몇 가지 이

유들을 덧붙이면서 소크라테스를 다음과 같이 회상하였다.

그는 ‘만유의 성질에 대해서도 많은 다른 사람들처럼 의론하기를 

원하지 않았고, 다른 학자들처럼 ’우주(Cosmos)'의 성질을 묻거나, 개개

의 천체 현상을 지배하는 필연을 묻거나 하는 일 없이, 오히려 이러한 

문제를 캐고 드는 인간의 언어도단을 지적했다.(중략) ‘만유의 성질’을 

골똘히 생각하는 자들도, 어떤 자는 실재는 하나뿐이라고 하고 어떤 자

는 그 수가 무한하다고 한다. 어떤 자는 만물은 영원히 유동한다고 하

고, 어떤 자는 단 한 가지도 전혀 움직이지 않는다고 한다. (중략) 그러

나 그는 이 사람들에게 다시 묻는다. 인간의 성질을 연구하는 자들은 

그들이 배워 아는 바를 결국 자기 자신과 남을 위해서 쓰고, 그 희망하

는 것을 행하려고 생각하는 것과 같이, 신적인 사상을 탐구하는 자들도 

일단 이들이 어떠한 필연에 의하여 생겼는가를 알았을 때에는, 이것에 

의하여 원하는 대로 바람이나 물이나 계절이나, 그 밖에 무엇이든 필요

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낳게 하려고 하는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이러한 

일은 원하는 것이 아니고 다만 이들 각각의 사상의 원인을 알기만 하면 

족하단 말인가라고.(Xenophon, 최혁순 역(2015)『소크라테스 회상』제1

권 제1장 11절-16절).

크세노폰에 따르면, 소크라테스는 오직 인간만을 주된 관심사로 두었

다. 그는 인간의 성질을 연구하는 자들은 그들이 배워 아는 바를 결국 자기 

자신과 남을 위해서 쓰고, 그 희망하는 것을 행하려고 생각함으로써 인간을 

훌륭한 개인 내지 시민으로 만들게 하는데 쓸모가 있는 반면, 자연학을 연

구하는 자들은 그 학문적 쓸모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한다. 요컨대 소크라테

스는 ‘자연학’이 인간에 대한 앎과 올바른 삶의 방식에 대해 조금도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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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지 못한다면 그것은 쓸모없는 것에 불과하다고 여겼던 것이다(Conford,

이종훈 역, 2002: 72).

더 나아가 소크라테스는 인간의 행복이란 자신의 ‘혼(魂)의 완성’(the

perfection of the soul), 즉 “가능한 한 인간의 영혼을 좋은 상태로 만드는 

것’이라고 부르는 것 속에서 발견될 수 있다(Conford, 이종훈 역, 2002:

75)”고 보았다. 그는 “인간이 욕구하는 그 밖의 모든 목적들은, 엄격히 말해

서 그것들 자체로서는 아무런 가치가 없다(Conford, 이종훈 역, 2002: 75)”

고 주장했다. 만약 그러한 목적들이 조금이라도 추구할 만한 가치가 있다

면, 그것은 단지 ‘혼의 완성’을 위한 수단으로서 그러할 뿐이라는 것이다

(Conford, 이종훈 역, 2002: 75). 『변론』에서 소크라테스는 지혜를 탐구하

는 일과 이 사명을 포기하는 조건으로 허용되는 자신의 무죄석방을 거부하

면서, 그의 탐구와 사명을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다.

아테네 시민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을 반기며 사랑합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보다는 차라리 신을 따를 것입니다. 따라서 제가 살아 있

는 동안은 그리고 계속해서 일할 기력이 남아 있는 동안까지는, 철학을 

하는 것도, 여러분들께 충고하는 것도, 그리고 언제이고 여러분들 가운

데 누구든지 제가 만나게 되는 사람한테는 그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를 

밝혀 주는 것 또한 그만두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는 또한 언제나처럼 해오던 말들을 해줄 것입니다. 말

하자면 ‘빼어난 자여, 그대는 가장 위대하고 슬기와 힘으로 가장 이름이 

나 있는 나라인 아테네의 시민이면서도, 그래 재물에 대해서는 되도록 

많았으면 하고 관심을 쏟으면서 그리고 명성과 명예에 대해서는 마음을 

쓰면서, 지혜와 진리에 관해서 그리고 자신의 혼(魂)이 온전하게 완성되

게끔 혼에 관해서 마음을 쓰거나 생각해보지 않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나요?’하고 말입니다.

그리고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에서 누군가가 반박하여 자기는 마음

을 쓰노라고 말한다면, 그렇다고 해서 곧 제가 그 사람을 보내주거나 

그와 헤어져버리지는 않을 것인즉, 저는 그 사람에게 질문을 하여 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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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하고 심문할 것입니다.(하략)(Platon, 박종현 역(2003),『소크라테스

의 변론』29d/30c).

위의 변론에서 알 수 있듯이, 소크라테스가 “인생에 있어서 보살필 만

한 가치가 있는 유일한 일은 재산이나 사회적 명성이 아니라, 혼

(psyche)(Platon, 박종현 역(2003), 『소크라테스의 변론』29d/30c)”이다. 그

런데 인간의 ‘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자연학과는 다른 종류

의 지식을 필요로 한다. 이것은 바로 ‘덕은 지식이다’ 라는 패러독스에서 소

크라테스가 ‘선’과 동일시했던 지식이다. 콘포드는 이 지식이 다른 관점에서 

보자면, “우리들 각자의 속에 있는 자아 또는 그것을 완성하는 것이 곧 인

생의 참된 목적인 혼을 인지하는 자기인식(self-knowledge)이라고 부를 수

도 있는 종류의 것(Conford, 이종훈 역, 2002: 80)”이라고 보았다. 그것은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gnoti sauton).”라는 델포이 신전의 문구를 자

신의 평생 신조로 여긴 바와 같이 자기 자신에 대한 지식을 핵심으로 하는 

것이다. 요컨대 소크라테스가 강조한 지(知)는 목수나 전사의 특수한 노예

적 기술과는 다른 종류의 것으로, 그것은 자유롭고도 고결한 품성을 갖춘 

자유인의 보편적이고 인문적인 지로 이해될 수 있다. 소크라테스는 자신을 

‘등에’에 비유하면서 아테네 사람들에게 자신의 영혼을 돌봄으로써 이 참된 

지혜를 추구할 것을 끊임없이 각성시키고 설득하였다.

… 저에 대해 익살스러운 말로 말한다면, 신이 이 나라에 보낸 일

종의 등에입니다. 이 나라는 거대하고 기품 있는 군마 같아서 운동이 

둔하며 따라서 각성이 필요합니다. 나는 신이 이 나라에 부착해놓은 등

에이며, 따라서 하루종일 어디서나 한결같이 여러분을 붙잡고 각성시키

고 설득하고 비난하고 있는 것입니다(Platon, 황문수 역(2007),『소크라

테스의 변론』18).

이상의 논의를 통해 볼 때, 고대 그리스로부터 탄생한 인문교양이란 자

기 영혼을 돌보고 완성하는 것이다. 그것은 자신의 무지를 자각하고 자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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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지식을 통해 영혼을 돌봄으로써 정신적 완성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자기 자신의 정신을 끊임없이 반성적으로 통찰하는 과정으로 이해될 수 있

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갖게 되는 인간의 교양이란 보편적이고 인문적인 

것으로서 자유롭고도 고결한 인간의 품성이라 할 수 있다. 즉 그리스적 교

양이란 덕(arete)을 완전히 실현함에 있어 필수적인 조건이다.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해야 할 것은, 덕의 완전한 실현이 이상화되는 그

리스적 교양을 떠받치는 ‘덕(arete)’이란, 개인적 차원의 덕뿐만 아니라 공적

인 차원의 덕을 포함하는 것이라는 점이다. 아렌트(H. Arendt)가 그리스인

의 덕은 언제나 공적 영역의 것, 즉 폴리스적인 것이었다고 강조한 바와 같

이(이광주, 2009: 49), 그리스적 교양이란 개인의 교양에 그치지 않고 궁극

적으로 정치적․공동체적인 것을 지향하였다. 이는 ‘지를 사랑하는 자’는 

‘폴리스를 사랑하는 자’라고 한 플라톤의 견해에서나, 인간을 정치적 동물로 

이해하고 훌륭한 인간의 덕을 바람직한 국가체제와 결부시켰던 아리스토텔

레스의 견해에서도 찾을 수 있다. 그리스적 교양을 갖춘 이상적 인간상이란 

결코 관념적․추상적인 진공 속 인간상이 아니라, 그리스의 풍토 특히 폴리

스의 정치체제 속에서 싹트고 자란 살아 있는 이상이었다(이광주, 2009:

46). 요컨대 그리스적 교양이란 개인적 교양과 시민적 교양을 고루 갖춘 상

태를 의미하며, 덕의 완전한 실현을 이상적인 상태로 가정하는 것이다.

나. 로마의 인문교양 : 후마니타스와 비르투스의 실현

로마의 인문교양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그리스의 파이데이아를 동경했

던 키케로(M. T. Cicero)의 인문학, 즉 ‘후마니타스(humanitas)13)’를 고찰할 

필요가 있다. 인문학에 대한 키케로의 생각은 그가 법정에서 시인 아르키아

스(Archias)를 변론하는 장면에서 잘 나타난다. 로마에서 ‘파피우스’법의 제

정에 따라 아르키아스라는 그리스계 안티오키아 출신의 한 시인이 추방될 

13) 라틴어 humanitas 는 ‘인간성’, ‘인간됨’, ‘인문학’, ‘교양’, ‘인간미’ 등으로 옮김이 가

능하다. 이 논문에서는 해당 의미 맥락에 맞추어 번역어를 선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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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지에 놓이게 되자, 키케로가 나서서 그를 구해준다. 키케로가 아르키아스

를 변론한 내용을 직접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아르키아스 변론』제12

장~14장, 안재원 역, 2014: 24~25).

“[12장] (상략) [검사] 그라티우스여, 자네는 우리에게 묻고자 할 걸

세. 우리가 이 사람을 이토록 열정적으로 사랑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

이냐고 말일세. 왜냐하면 이 사람은 우리에게 힘을 주기 때문일세. 소란

스러운 광장의 다툼들로 지친 우리의 마음에 생기를 다시 불어 넣어주

기에 말일세. 그리고 말싸움에 이력이 난 우리의 귀가 휴식을 취하고자 

할 때에 말일세. 아니 내가 매일 저 일상의 복잡 다양한 일을 처리하면

서 수없이 말을 쏟아 내는 것이 가능하다고 자네는 여기는가? 내가 이 

학문으로 마음을 닦지 않았다면 말일세. 혹은 마찬가지로 이 학문을 통

해서 마음의 긴장을 풀지 않았다면 그 스트레스를 내가 견딜 수 있다고 

자네는 보는가? (하략)

[13] 따라서 누가 나를 비난할 수 있습니까? 아니 누가 당당하게 

나에게 삿대질할 수 있단 말입니까? 만약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서, 놀

자 판 축제만을 위해서, 여타의 오락만을 위해서, [뭔가를 잊고 즐기는 

것만 추구하는] 마음과 몸의 휴식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이 그토록 많은 

시간을 밤늦은 술자리에, 주사위[도박]에, 공놀이에 허비했다면, 나는 나

를 위해서 이 학문들의 광맥(鑛脈)으로 돌아와 깨고 닦고 가꾸는 데에 

그 시간을 투자했기에 말입니다. 또한 여러분들은 다음의 사실로 말미

암아 저의 말에 더 동의하실 수밖에 없으실 것입니다. 즉, 지금하고 있

는 이 연설도, 비록 미력하지만 저는 위험에 빠진 친구들을 구하는데 

실패한 적이 결코 없었던 저 능력도, 그 뿌리가 실은 이 학문들에 두고 

있고 [여기에서] 성장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를 두고 어떤 이는 별 것 

아닌 것으로 가볍게 여길 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내가 보기에는]

저 최고의 위력을 어떤 샘으로부터 길어 올리고 있다는 것을 나는 분명

히 느끼고 있습니다.

[14] 만약 내가 무릇 한 인생을 살면서 다른 무엇보다도 칭찬과 명

예를 추구하는 데 배전의 노력을 기울이고 그런데 이것들을 실천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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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딪히게 되는] 신체의 고통과 죽음과 추방의 위험까지도 대수롭지 않

게 여겨야 한다는 인생 좌우명을 어린 시절에 많은 사람들의 가르침과 

많은 글들로부터 배우지 않았다면, 나는 결코 당신들의 안전(나라의 안

전)을 위해서 저 숱한 종류의 그리고 저 대단했던 전투에 그리고 오늘 

벌이는 이 재판처럼 하루도 쉬지 않고 달려드는 불량배들의 공격에 이 

한 몸을 내던지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무릇 모든 책들은 모범사

례(模範事例)로, 현인들의 목소리는 규범전례(規範典例)로, 옛 역사는 전

범선례(典範先例)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만약 문자의 빛이 가미되지 

않았다면, 이 모든 모범들은 어두움 속에 묻히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리

스와 로마의 작가들은 가장 용감했던 이들을, 경탄뿐만 아니라 본받음

의 대상이 되도록 얼마나 많은 모범 인물을 저술해 [우리에게] 전해주

고 있습니까? 내가 국가를 통치할 때, 나의 마음과 정신을 이끌어주고 

지켜 준 것은 이 위대한 분들에 대한 생각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나는 

이분들을 항상 마음의 첫 자리에 모셔두곤 했습니다(『아르키아스 변

론』제12장~14장, 안재원 역, 2014: 24~25).”

위의 인용문에서 알 수 있듯이, 키케로가 변론하길 아르키아스와 같은 

학문을 하는 사람들을 추방해선 안 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키케로는 자신

이 평소 이 학문으로 마음을 닦았고, 이 학문으로 마음의 긴장을 풀었으며,

이 학문의 탐구에 헌신하였다고 강조한다. 이와 같은 키케로의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그가 단지 시인 아르키아스만을 구제하기 위해 나섰다고 

보기 보다는 바로 ‘이 학문’을 구제하기 위하고 있다는 점이다. 키케로가 이

토록 강조하였던 ‘이 학문’은 바로 오늘날 우리가 ‘인문학(humanitas)'이라 

부르는 학문이다(안재원, 2014: 28). 키케로에 따르면, 이 학문은 평상시에 

‘별 것 아닌 것’으로 볼 수도 있으나, 언젠가는 최고의 위력을 발휘하는 것

이다. 키케로는 이 학문이 인생에서 중대한 결정을 해야 할 경우에 힘이 되

고, 국가 공동체의 운명을 결정해야 하는 위치에 있을 때에는 더욱 더 그렇

다고 강조하면서, 정신과 영혼에 생기를 불어 넣어 주는 이 학문을 하는 사

람들을 당장 쓸모가 없다고 추방하는 사회는 더 이상 사람이 사는 곳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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닌 야만(barbarus)의 세계임을 말하고자 하였던 것이다. 키케로는 이 학문의 

목적과 학문적 특성에 관해서도 다음과 같은 인상적인 설명을 남겼다.

인간을 인간답게 해주는 목적(quae ad humanitatem pertinent)에 봉

사하는 모든 학문들은 서로가 서로를 묶는 공통의 연결 고리를 가지고 

있고 마치 혈연에 의해 연결된 것인 양 상호 결속되어 있다(Cicero,

『아르키아스 변론』제2장, 안재원 역, 2014: 23).

이상과 같은 키케로의 견해에 따를 때 인문학은 인간을 인간답게 해주

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학문으로, 인문학은 이와 같은 목적에 봉사하는 학

문 모두를 포함하는 것이다. 그리고 인문학이라 불리어지는 학문들은 모두 

인간을 인간답게 해주는 목적을 가짐으로써 서로 공통의 연결 고리를 가지

고 있고, 따라서 인간을 인간답게 해주는 궁극적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연관되는 학문들이 상호 유기적으로 결속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이와 같이 인문학에 대한 유려한 키케로의 변론은 인문학의 원형적 

개념과 학문적 특성을 직접적으로 드러내어 준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그러나 키케로가 말하는 인간다운 인간이란 어떤 사람이고, 인문학은 어떤 

점에서 인간을 인간답게 만들어 줄 수 있는지에 대한 견해를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

가) 이상적인 인간이 되기 위한 인간적인 학예

키케로는 이상적인 인간상으로 ‘변론가(Oratóre)’를 꼽는다. 키케로는 

‘변론가’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변론가는 언론에 의해 해명하지 않으면 안 될 어떤 주제를 소화하

더라도, 그 주제를 총명하게 뒷받침하기 위해 배열에 빈틈없고 시상과 

문구에 공들이고 기억에 잘못이 없어야 함은 물론, 구현(口現)과 구연

(口演)에도 위엄이 따르게 말하는 자이다(Cicero, 전영우 역(2013: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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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설가에 대하여』제1권15장).

이상적인 변론가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주제를 소화하더라도, 그 주제

를 총명하게 뒷받침”해야 한다는 것이 키케로의 기본 생각이었다. 따라서 

키케로는 이상적인 변론가가 되기 위해서는 중요한 모든 지식, 학예의 모든 

지식을 획득하고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누가 되었던 중요한 모든 지식, 학예의 모든 지식을 획득하고 있지 

않으면 모든 장점을 갖춘 변론가가 될 수 없으리라 생각한다. 왜냐하면 

만반의 인식에 의해서만 변론이 화려하게 장식되고 풍부하게 내용이 넘

쳐흘러야 하기 때문이다. 만일 대상이 되는 사항을 변론가가 완전히 파

악 인식하지 못하면, 변론은 말하자면 짜임새가 허술해지고 어린아이 

같은 발언에 머물기 쉽다(Cicero, 전영우 역(2013: 40), 『연설가에 대하

여』제1권 제6장).

따라서 키케로는 이상적인 인간으로서 변론가가 되기 위해 습득해야 

할 구체적인 요소 및 훈련에 대해 다음과 같이 역설한다.

시인의 시를 읽고 역사를 알고 유익한 모든 학예의 학자, 저자들의 

저작을 숙독 내지 정독하고 훈련을 위해 이것을 기리고 해석하고 정확

히 비판하고 반박해 보지 않으면 안 된다. 또 모든 사항에 대해 평소에 

찬부 양론을 논할 수 있게 하고, 어떤 사안에 대해 개연적이라 생각하

는 주장을 도출할 수 있게 하지 않으면 안된다(Cicero, 전영우 역(2013:

78), 『연설가에 대하여』제1권36장).

위의 키케로의 언급에서 보듯이, 그는 이상적인 인간이 되기 위해 시를 

읽어야 하고, 역사를 알아야 하며, 유익한 모든 학예의 학자, 저자들의 저작

을 읽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여기서 물론 『De Oratóre』에서는 그 제

목이 상징하듯이, ‘변론가(Oratóre)’, 즉 연설과 변론, 웅변을 잘 하는 사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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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기 위한 수사학의 중요성을 설파하는 내용이 곳곳에 등장한다. 그런데 위

의 한 가지 더 주목해야 할 것은, 이와 같은 수사학의 훈련을 위해서는 “이

것을 기리고, 해석하고, 정확히 비판하고, 반박해 보지 않으면 안된다”고 덧

붙이고 있는 점이다. 즉 변론가가 되기 위해서 시나 역사, 문학 등의 수사

학적 학예를 섭렵함과 동시에, 그것을 기리고, 해석하고, 정확히 비판하고,

반박해 보아야 한다고 함은 그가 수사학과 더불어 ‘철학’의 중요성을 함께 

강조하고 있음을 드러내는 것이다. 이는 요컨대 키케로가 시나 역사, 문학 

등의 학예를 공부함에 있어 그것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능동

적인 인식 주체가 되어 이해하고, 해석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역설하는 부

분이라고 해석해 볼 수 있겠다. 키케로는 철학의 중요성을 인정하며 다음과 

같이 설파한다.

누구도 인간의 본성이나 그 윤리적 성격, 그 행동 원리에 대한 투

철한 안목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변론에 의해 청중의 정신을 혹은 선동

하고 혹은 진정시키는 일이 불가능하고, 변론가의 역량과 위대함은 특

히 이 점으로 인정받는 것이므로 그런 의미에서 변론가는 당연 철학을 

배우고 알지 않으면 안 된다. 이 철학 연구에 가장 재능이 풍부하고 가

장 한가하게 지내는 사람들일 망정 전 생애를 걸어왔다는 사실을 우리

도 알고 있다. 그 같은 사람들의 풍부한 지식과 위대한 학술을 나는 결

코 소홀히 할 수 없고, 그것만이 마음으로부터 찬탄하는 뜻을 새기게 

된다. 이 국민 가운데 있고 이 포럼 가운데 몸을 둔 우리에게 인간의 

성격에 관해, 인간의 성격과 동떨어지지 않은 사상을 알고, 더구나 말할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한 것이다(Cicero, 전영우 역(2013: 110), 『연설

가에 대하여』제1권51장).

키케로는 특히 철학은 세 분야, 즉 매우 희한한 자연의 연구, 정치된 

논증법의 연구, 그리고 인간의 삶과 윤리의 연구 등 세 분야로 나뉘는 것인

데, 앞의 두 분야는 포기하고 다만 제3의 분야는 항상 변론가 고유의 분야

였고 이것을 사수해야 변론가가 위대하게 될 수 있는 분야라고 설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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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인간의 삶과 윤리라는 이 주제에 대해서만큼 그 전체를 변

론가는 완벽하게 배우고 알아 두지 않으면 안 된다. 그 밖의 분야에 속

하는 사항은 가령 배우고 알지 않아도 필요할 때 그에 따른 정보가 획

득되고 전수되면 변론 기술에 의해 시상과 문구가 풍부해 다양하게 말

할 수 있게 된다(Cicero, 전영우 역(2013: 41), 『연설가에 대하여』제1권 

15장).

여기서 키케로가 생각한 진정한 철학은 제3의 분야 즉 ‘인간의 삶과 윤

리라는 주제’에 대한 철학이며, 다른 철학 분야들이 배우고 알지 않아도 정

보가 획득되면 잘 말할 수 있는 반면, 인간의 삶과 윤리에 관한 주제는 반

드시 필수적으로 익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점을 설명한다. 그리고 키케로는 

인간의 삶 전체는 철학에 의해 교정 받고 지도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철학에 의해서 삶 전체는 교정 받고 지도되어야 한다. (중략) 삶의 

지도자인 철학이여(O vitae philosophiae dux), 덕의 탐구자요 악덕의 방어

자여(o virtutis indagatrix expultrixque vitiorum!), 철학 없이 우리 자신을,

우리의 삶을 도대체 어떻게 유지할 수 있었고(하략)(키케로, 안재원 역

(2009: 153)『투스쿨룸의 대화』제5권5장).

이러한 키케로의 견해 속에는 이상적인 인간을 기르기 위해 수사학과 

철학을 조화 내지 통합시키고자 하는 그의 강한 의지가 드러나고 있다. 키

케로는 말과 지혜의 분리 문제를 “마치 혀와 심장을 분리하는 것과 같은 

저 이상하고 백해무익한, 그래서 비난 받아 마땅한 분열”이라고 설명한다

(『연설가에 대하여』제3권 61장, 안재원 역, 2014: 161). 아울러 이상적인 

인간으로서 변론가가 되기 위해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것들에 있어, 수사

학, 철학뿐만 아니라 역사, 심리학, 정치학, 법학 등의 전반적인 인문학을 

언급하였다. 키케로는 『연설가에 대하여』에서 크라수스의 입을 빌려 다음

과 같이 설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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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자 크라수스가 입을 열었다. “아니 이것 참! 참으로 놀라지 않

을 수가 없습니다. 스카이볼라여. 아니 선생도 제가 소위 수사학 교사도 

아니고 제가 설령 수사학에 대한 지식을 꿰뚫고 있다 할지라도 그 지식

들이 선생의 지성과 선생의 귀에 어울릴만한 품위와 고상함을 갖춘 것

도 아닌데, 이에 대해서 듣고 싶으시다니 말입니다.” 이에 스카이볼라가 

맞섰다. “자네 무슨 말을 하는겐가? 이제는 일반화되었고, 아니 이를 넘

어서서 진부해지기까지 해 버릴 정도로 넓게 퍼져 버린 수사학에 대해

서는 우리같이 나이 든 사람은 굳이 들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 자네의 

생각이라면, 그렇다면 연설가라면 필수적으로 알고 있어야 한다고 자네

가 말한 것들에 대해서까지 역시 우리가 무시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

하는가?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인륜(人倫)에 대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일어나게 하고 가라앉히는 방법에 대해서, 역사에 대해서, 상고(上古)

시대에 대해서, 국정을 돌보는 일에 대해서, 심지어는 시민법에 대해서

조차도 무시해도 되는 것들인가? 내가 알고 있기로 이러한 주제에 대해

서 해박한 지식과 전체를 아우르고 꿰뚫는 통찰력을 가진 이가 바로 자

네일세. 연설가의 기술을 담아놓은 연장함에서 이토록 빛나고 뛰어난 

연장을 나는 결코 본 적이 없기 때문일세(Cicero, 안재원 역(2009:

154-155), 『연설가에 대하여』제1권36장).

요컨대, 이상적인 인간으로서 변론가가 습득해야 할 것으로 키케로가 

가장 중요하게 고려했던 것들은 수사학뿐만 아니라 철학, 역사, 심리학, 정

치학, 법학 등으로 이러한 학예들은 인간의 삶에 대한 이해를 돕는 인간적

인 학예(ars)들이다. 이러한 학문들은 교양 있는 이상적인 인간에게 있어 하

나라도 없어서는 안될 학문들이었다. 이와 같이 키케로가 중요하게 여겼던 

학문의 핵심에는 ‘인간’과 ‘인간됨(humanitas)'이 놓여 있었다. 이러한 키케로

의 견해를 통해서, 우리는 인간과 인간됨이 그 중심에 서 있는 학문으로서 

인문학의 원형적 의미를 파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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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비르투스(virtus)의 실현

키케로는 『아르키아스를 위한 변론』제16장에서 로마의 위대한 인물

들이 궁극적으로 지향해야 할 비르투스(virtus)를 습득하고 훈련하기 위해 

인문학의 도움을 받았다는 점을 직접적으로 강조하였다.

인문학은 젊은 사람들의 마음을 바르게 지켜주고, 나이 든 사람들

의 마음을 행복으로 안내한다. 또한 풍요로운 삶을 가져다줄 뿐 아니라 

우리가 역경에 처해 있을 때, 마음의 안식과 평화를 준다(Cicero, 『아

르키아스 변론』제16장, 김상근 역, 2013: 23).

위의 인용문에서 살펴보면, 키케로는 인문학이 인간의 마음을 바르게 

지켜주고, 행복으로 안내하며, 마음의 안식과 평화를 주고 풍요로운 삶을 

가져다 줄 수 있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그것이 가진 도덕적 정신적 도야의 

기능에 주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견해 속에는 키케로가 인문학

에서 지향하는 목적이 표출되고 있다. 키케로의 인문학(humanitas)은 그것과 

유사한 맥락에 있었던 바로(M. T. Varro)의 자유교양학문의 목적과는 근본

적으로 다른 것이었다. 키케로의 인문학에 속하는 분과 학문들의 학적 체계

는 소위 바로가 시도했던 자유교양학문의 학문 체계와 공동 개념을 기반으

로 하면서도, 키케로의 인문학은 ‘인간을 기르는 교육’에 중점을 두었다면 

바로의 자유교양학문은 진리와 새로운 기술의 확장과 획득에 무게를 두었

던 것에서 근본적인 차이점을 가진다(안재원, 2009: 92).

키케로는 ‘인간을 기르는 교육’을 목적으로 인문학을 다루었으며, 따라

서 그는 학문들에 있어서 그것들이 가지는 도구적 성격 보다는 ‘인간에 대

한 이해’에 더욱 주목하였다. 이러한 키케로의 견해로 볼 때, 그의 후마니타

스 개념은 바람직한 인간으로서 갖추어야 할 비르투스(virtus), 즉 덕과 결부

된 개념이라 할 수 있다. 특히 키케로는 인문학이 인간과 세상에 대한 이해

를 깊게 하고, 도덕적 정신적 도야를 이끌어주도록 하는 학문이라는 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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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하였고, 이를 통해서만이 진정한 후마니타스를 실현할 수 있음을 강조

하였다. 키케로에게 있어 이상적인 인간이란 무엇보다도 인간적인 학예에 

어울리는 교양을 몸에 지닌 사람, 즉 인문교양을 두루 갖춘 사람을 의미하

는 것이었다.

그런데 키케로에게 후마니타스란 고대 그리스의 교양과 유사하게, 개

인의 지적․도덕적인 표현인 동시에 시민적․사회적인 덕성을 의미했다. 아

울러 로마 사회가 내세우는 덕은 그리스의 아레테 이상으로 공적 영역의,

품격․품위․위신 등 사회적인 덕목이었다고 할 수 있다(이광주, 2009: 83).

특히 로마인들은 ‘실천적 삶’(vita activa)을 귀하게 여겼으며, 그러한 사실은 

그들이 강조한 정치적 미덕에서 잘 드러난다. 국가의 의미가 시민공동체를 

뜻하는 키비타스(civitas) 내지는 시민의 공적․정치적 조직인 레스 푸블리카

(res publica)로 표현되는 바와 같이, 시민의 자유로운 공동체인 로마에서 국

정이나 공사에 참가하는 것은 후마니타스의 중요한 의무 또는 권리로 여겨

졌다. 키케로가『In Verrem』에서 “나는 로마 시민이다(civis Romanus

sum).”라며 자유로운 로마 시민이라는 정체성과 자부심, 연대성을 자부하였

던 바와 같이, 그의 후마니타스의 본질에는 인간은 공동체의 시민으로서 비

로소 인간적인(humanus) 존재가 된다는 자각이 깊게 자리잡고 있었다(이광

주, 2009: 84). 요컨대 후마니타스 사상 역시 고대 그리스의 파이데이아와 

유사하게, 바른 예절과 인간적인 부드러움과 같은 개인적인 덕목을 의미하

면서도 동시에 시민적 덕목을 뜻하는 것이었다.

다. 르네상스의 스투디아 후마니타스(studia humanitas) : 인간 교양과 

도덕성의 형성

르네상스가 고대 그리스․로마 문예의 ‘재생’(renascentia, rinascita)을 의

미하는 바와 같이 르네상스 시대에는 그리스․로마의 고전을 본받은 인문

주의인 동시에, 그리스․로마 시대 및 중세 시대와는 다른 근대적인 인문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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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개념이 배태되었던 시기이기도 하였다. 이탈리아 르네상스의 대표자인 

페트라르카(F. Petrarca)를 비롯해 인문주의자들은 고전 속에서 인간성의 진

정한 배움터를 찾았고, 교양으로의 길을 보았다. 그러면서도 르네상스 시대

의 철학자들은 더 이상 중세 스콜라의 교사나 스콜라학자들이 아니었으며,

정통적 권위에 구속되지 않을뿐더러 새로운 탐구와 문화활동, 새로운 생활

방식의 길을 지향하는 삶의 교사이자 모럴리스트(moralist)들이었다(이광주,

2009: 240). 특히 이탈리아 르네상스의 인문주의자들은 고대 그리스․로마의 

시, 산문, 역사서술의 내용이나 문체뿐만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거기에 담

긴 사람다움(humanitas)을 귀히 여기며 그것을 모범으로 삼았다(이광주,

2009: 241).

페트라르카의 제자였던 살루타티(C. Salutati)와 브루니(L. Bruni)는 “그 

당시 중세 대학에서 유행한 교육과정과는 대립되는 새로운 교육프로그램을 

가리켜 ‘스투디아 후마니타스’(studia humanitas, 곧 ‘인문학’)라는 용어를 사

용한다.14)(나일수, 2002: 30)” 인문주의자들에게 스투디아 후마니타스는 무

엇보다도 “중세 대학에서 소홀하게 다루어진 고대의 고전과 사장(詞章)을 

공부하는 것을 의미하였으며, 아울러 당시 대학의 교육과정을 지배했던 교

과와는 대립되는 새로운 교과의 이름을 가리켰다(나일수, 2002: 30).” 스콜

라철학이 신학과 형이상학을 중심으로 하는 ‘신에 관한 연구’(studia

divinitas)였다면 르네상스 인문학은 고대의 고전을 중심으로 하는 ‘인간에 

대한 연구’(studia humanitas)였다(나일수, 2002: 30).

‘스투디아 후마니타스’는 말 그대로 ‘인간성 함양을 위한 공부’를 뜻하

는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함양해야 할 인간성이란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자연적 본성이 아니라 교육을 통해 장차 획득해야 할 후천적 가능성을 뜻

한다(나일수, 2002: 33).” 이러한 점에 관해서는 피코 델라 미란돌라(P. d.

Mirandola)가 『인간 존엄성에 관한 연설(Oratio de hominis dignitate)』

14) 브루니는 『詞童學習論』(De sudiis et litteris, 1424)에서 인문주의자의 새로운 교육 프로

그램을 가리키고자 ‘스투디아 후마니타스’(studia humanitas)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R. E.

Protor, 1988, 14-16; 나일수, 2002: 30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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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6)에서 성서의 창조 신화를 새롭게 해석하면서 제시한 인간관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연설에서는 인간 의지의 한량없는 자유에 믿음을 두고서,

개인은 자기의 가치를 인식하면서 스스로 자기 삶을 규정하는 경지에 이른

다(성염, 2009: 127).

하느님은 인간을 미완(未完)된 모상(模像)의 작품으로 받아들이셨고,

세상 한가운데에 그를 자리 잡게 하고서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오, 아담이여, 나는 너에게 일정한 자리도, 고유한 면모도, 특정한 임무

도 부여하지 않았노라! 어느 자리를 차지하고 어느 면모를 취하고 어느 

임무를 맡을지는 너의 희망대로, 너의 의사대로 취하고 소유하라! 여타

의 조물들에게 있어 본성은 우리가 설정한 법칙의 테두리 안에 규제되

어 있다. 너는 그 어떤 장벽으로도 규제받지 않는 만큼 너의 자유의지

에 따라서(네 자유의지의 수중에 나는 너를 맡겼노라!) 네 본성을 테두

리 짓도록 하여라. 나는 너를 세상 중간존재로 자리 잡게 하여 세상에 

있는 것들 가운데서 무엇이든 편한 대로 살펴보게 하였노라. 나는 너를 

천상존재로도 지상존재로도 만들지 않았고, 사멸할 자로도 불멸할 자로

도 만들지 않았으니, 이는 자의적으로 또 명예롭게 네가 네 자신의 조

형자(造形者)요, 조각가(彫刻家)로서 네가 원하는 대로 형상(形相)을 빚

어내게 하기 위함이다. 너는 네 자신을 짐승 같은 하위의 존재로 퇴화

시킬 수도 있으리라. 그리고 그대 정신의 의사에 따라서는 ‘신적’이라 

할 상위 존재로 재생시킬 수도 있으리라(Mirandola, 성염 역(2009:

17-18), 『인간 존엄성에 관한 연설』제5장).

이 신화야말로 르네상스 인문주의가 만들어낸 인간에 대한 학문의 절

정으로서, 인간의 고유한 능력을 의식하는 근대인의 출현을 선언한 글이라 

할 수 있다. 위의 신화에 나타난 인간은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자신의 

판단과 자유의지에 따라 자신을 형성해 나가는 존재(나일수, 2002: 33)”이

다. 이와 같이 르네상스적 인문주의에 있어서는 인간이 미리 주어진 본성에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무한한 가능성과 자유의지를 갖고 있다는 절대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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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음이 깊이 전제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로써 르네상스 인문주의자들이 

지향했던 이상적인 인간상은 곧 ‘보편적 인간(uomo universale)’이자 ‘만능의 

인간’ 형태로 나타났다(이광주, 2009: 250).

그러나 한편으로, 이와 같은 무한한 가능성을 갖고 태어난 인간이 장차 

‘신적’이라 할 상위의 존재로 재생하는가, 짐승 같은 하위의 존재로 퇴화하

는가는 전적으로 인간 개인의 노력과 의지, 정신의 의사에 달려 있는 것이

다. 즉 “인간이 인간의 모습으로 태어났다는 것만으로 인간답다고 할 수 없

으며, 도야되었을 때 비로소 인간의 조건을 갖추게 되는 것(나일수, 2002:

34)”이다. 따라서 인간이 짐승 같은 하위의 존재로 퇴화하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도야와 형성이 필요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르네상스적 인간관은 인

문학, 즉 스투디아 후마니타스의 강조로 이어진다.

그런데 스투디아 후마니타스를 제창한 브루니는 그 학문적 성격과 영

역을 다음과 같이 밝혔다.

우리의 공부는 두 가지 측면을 견지해야 하네. 첫째는, 어법에 숙달

되어야 하는데, 그것도 천박하고 일상적인 어법이 아니라 보다 공이 들

여지고 정곡을 찌를 수 있는 어법에 자네가 뛰어나기를 원하네. 둘째는,

현세적 삶과 도덕적 성품에 관한 내용에 정통해야 하네. 그러므로 이 

두 가지는, 인간 존재를 완성시키고 고귀하게 형성해 줄 수 있기 때문

에 스투디아 후마니타스라 불릴 수 있네. …… 나는 자네가 책을 읽되,

오직 내용과 어법 이 두 가지에 도움을 주는 책을 읽길 바라네. 그런 

책은 바로 키케로이네. 나의 권고를 받아들인다면, 자네는 아리스토텔레

스의 윤리학으로부터 도덕적 주제에 관한 기본 지식을 획득할 수 있을 

것이고, 반면에 키케로에게서 어휘의 풍부함과 더불어 내가 문필력이라 

부르는 문체의 찬란함을 획득할 수 있을 것이네. 나는 풍부한 지식과 

더불어 아름다운 용어로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한 훌륭한 사람을 

알고 있네. 많이 읽고 폭넓게 공부하지 않는다면 여기에 이를 수는 없

을 것이네. 그렇기 때문에, 자네는 이 공부의 기반이라고 할 수 있는 도

덕철학을 공부해야 할 뿐만 아니라, 촌스럽고 투박한 문체에서 탈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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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탁월한 문체에 이르기 위하여 시, 수사학, 역사를 공부해야 하네

(Bruni, 1987: 252 ; 나일수, 2002: 34-35에서 재인용).

위의 인용문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브루니는 인문학의 학문적 성격으

로서 두 가지 측면을 분명하게 내세운다. 먼저, 인문학의 내용은 실제적이

고 도덕적인 것이다. 즉 현세적 삶과 도덕적 성품에 관한 내용으로, 즉 인

간 존재를 완성시키고 고귀하게 형성해 줄 수 있는 학문이다. 다음으로, 인

문학의 공부는 학습자로 하여금 공이 들여지고 정곡을 찌를 수 있는 어법

을 구사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러한 브루니의 규정은, “당시 인문주

의자들은 삼단논법과 같은 형식논리의 방법론적 기법에만 몰두함으로써 빈

약한 어휘와 투박한 문체를 탈피하는데 역부족이었던 중세의 논리학에 대

하여 극도의 저항감을 나타내는 것이었다(나일수, 2002: 35).” 이러한 브루

니의 견해와 같은 맥락에서, 르네상스의 인문주의자들은 고대 그리스 이래 

중세 말기에 이르기까지 교과의 전형으로 여겨졌던 7자유학과(seven liberal

arts)15)에서 4과(quadrivium) 전부와 그리고 중세 대학에서 강조된 논리학

(변증법)을 제외시킨 반면에, 역사, 시, 도덕철학을 새롭게 첨가하여 인문학

에 속하는 교과 영역으로서, 문법, 도덕철학, 시, 수사학, 역사의 5개 교과를 

제시하였다. 나아가 르네상스의 인문주의자들은, 인간의 내면과 정신에 관

한 이해와는 관련이 없다고 간주된, 더 정확하게 표현해서 인간의 도덕성과 

교양의 함양과는 무관하다고 생각된, 자연과학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았다

(나일수, 2002: 33).

이상의 논의를 통해 볼 때, 르네상스의 인문주의는 인간학에 대한 고대 

그리스 로마의 인문주의적 전통을 고스란히 이어받으면서도, 특히 인간을 

단지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자연적 본성을 발현시키는 존재가 아니라 자신

의 판단과 자유의지에 따라 자신을 형성해 나가는 존재로 파악함으로써 근

15) 7자유학과는 3학(trivium)-문법, 수사학, 논리학(변증법)의 세학과와 4과(quadrivium)-기

하, 산술, 천문학, 음악으로 구성되었다. 여기서 3학은 인간학과(humanite)로서 인간정신

을 지향하며 말에 관한 학과 및 논리의 학과로 불렸으며, 4과는 자연에 관한 학과로 사물

과 세계를 지향하는 사물에 관한 지식의 전체이다(이광주,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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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적인 인문학의 개념이 배태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인간은 개인의 노력과 의지에 따라 인간다움을 갖출 수 있으며, 도야

와 형성의 맥락에서 인간의 도덕성과 교양의 함양을 위한 스투디아 후마니

타스를 강조하였다. 이러한 근대적인 인문학의 학문적 성격은 뒤에 이어지

는 신인문주의적 교양(Bildung)의 개념에서도 나타난다.

라. 신인문주의의 빌둥(Bildung) : 보편성에로의 고양

고대 그리스로부터 출발한 인문학적 전통은 르네상스를 거쳐 근대로 

넘어와서는 독일의 신인문주의(Neuhumanismus)로 이어진다. 신인문주의운

동이 전개된 1750년대에서 1830년대까지의 시기를 독일문화사에서는 이른

바 ‘괴테시대(Goethezeit)'라는 이름을 부른다(안성찬, 2009: 101).16) 학문과 

예술의 다양한 분야에 수많은 천재들이 등장하여 탁월한 업적을 이루어낸 

이 시기가 괴테라는 한 인물의 이름하에 불리게 된 것은 “카시러가 “창조

에의 의지”(E. Casssirer, 1993: 245)라고 표현한 이 시대의 근본정신이 괴테

의 삶과 문학을 통해 가장 완벽하게 구현되었다고 평가되기 때문이다(안성

찬, 2009: 101).”

괴테시대 신인문주의가 근본정신을 함축하고 있는 한 단어를 찾는다면 

그것은 바로 ’Bildung'이다.17) 이 단어의 개념에는 고대 그리스 로마 이래

의 서양 인문주의의 전통과 내면의 깊이를 지향하는 독일의 사상전통, 그리

고 당대의 계몽주의적 사상이 하나로 융합된 전인교육적 이념이 온전히 담

16) 신인문주의의 괴테시대는 빙켈만, 칸트, 레싱으로 대표되는 첫 번째 세대에 이어 두 번

째 세대에 의해 만개되는데, 이 세대를 대표하는 인물은 헤르더, 괴테, 실러이다. 그리고 

마지막 세대는 헤겔, 훔볼트에 의해 대표된다.

17) 독일어 ‘Bildung'은 우리말로 ’교육‘, ’교양‘, ’도야‘ 등으로 번역된다. 하지만 이러한 번역

들은 대부분의 경우 이 독일어에 담긴 함의를 제대로 담아내지 못한다(안성찬, 2009: 110).

“이는 무엇보다도 이 단어의 개념이 교육학의 차원을 훨씬 넘어서는 형이상학적 존재론

의 함의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안성찬, 2009: 110).” 이러한 이유로 이 단어는 독일과 같

은 문화권에 속한 서양의 다른 나라 말로도 엄밀한 의미에서 번역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단어를 학문적 논의의 대상으로 삼는 경우에는 원어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상례이다

(안성찬, 2009: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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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 있다(안성찬, 2009: 101). 따라서 Bildung을 통해서 인문주의적 전통에 

따르는 ‘교양’의 의미에 대하여 보다 직접적으로 파악해 볼 수 있다.

Bildung은 ‘그림’, ‘형상’을 뜻하는 단어 Bild에서 유래하였다(안성찬, 2009:

111). Bild에서 생겨난 동사로서 ’형상을 이루다‘, 즉 ’형성하다‘를 뜻하는 

Bilden이 다시 명사화된 단어가 Bildung인 것이다(안성찬, 2009: 111). 따라

서 Bildung을 우리말 ’형성‘으로 직역하는 것에는 크게 무리가 없다. 그리고 

Bildung을 ’인간성의 형성’이라고 파악할 때, 그것은 다시 ‘교양’으로 직역

할 수 있다.

가다머(H. G. Gadamer)는 『진리와 방법(Wahrheit und Methode)』에서 

교양의 개념을 자세하게 설명하였다. 그는 교양(Bildung)이 육성(Kultur)의 

개념, 즉 자신의 자연적 소질과 능력을 계발하는 인간의 독특한 방식과 아

주 밀접한 짝을 이루면서도, 이 개념의 새로운 의미 규정은 헤르더, 칸트,

헤겔, 훔볼트에 의해 완성되었다고 설명하였다. 칸트는 ‘교양’이라는 말을 

아직 그러한 연관에서 사용하지 않았지만, 그는 능력 내지 자연적 소질의 

‘육성’에 관하여 언급한다. 칸트에게 육성 그 자체는 행동하는 주체의 자유

에 기초한 행위이며, 따라서 그는 자신에 대한 의무들 중에 자신의 타고난 

재능을 녹슬지 않게 하는 의무도 포함시킨다(Gadamer, 이길우 외 역: 2000:

43). 칸트가 ‘교양’이라는 낱말을 사용하지는 않는데 비해, 헤겔(G. W. F.

Hegel)은 자기 자신에 대한 의무라는 칸트의 사상을 받아들이면서, 자기 형

성(Sichbilden)과 교양에 관하여 언급하였다(Gadamer, 이길우 외 역: 2000:

43). 그리고 훔볼트(W. v. Humboldt)는 그의 섬세한 표현력을 활용하여  

‘교양’의 개념을 ‘육성’과 구분지으면서 다음과 같이 정의내렸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모국어로 교양이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동시에 보다 고차적이고 내면적인 것, 이를테면 정신적이고 도덕적인 

정진 전체에 대한 인식과 감정으로부터 조화롭게 감성과 성격으로 흘러

들어가는 인간의 본질적 특성을 말한다.”(Gadamer, 이길우 외 역: 2000: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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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인용문에서 알 수 있듯이, 훔볼트는 교양이란 “보다 고차원적이고 

내면적인 것, 이를테면 정신적이고 도덕적인 정진 전체에 대한 인식과 감정

으로부터 조화롭게 감성과 성격으로 흘러들어가는 인간의 본질적 특성”으

로 규정하면서 단지 자신의 자연적 소질과 능력을 계발하는 ‘육성’의 개념

을 훨씬 넘어서는 것으로 보았다.

교양에 대한 가다머의 견해는 훔볼트의 견해와 일맥상통한다. 가다머 

역시도 교양이 타고난 소질의 단순한 육성의 개념을 능가하는 것이라고 보

는데, 그는 ‘교양’과 ‘육성’의 개념을 비교하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교양의 개념은, 비록 타고난 소질의 단순한 육성의 개념으로부터 

파생된다 하더라도 이 개념을 능가한다. 소질의 육성은 주어진 어떤 것

의 발전이며, 따라서 주어진 소질의 훈련과 배양은 목적을 위한 단순한 

수단에 지나지 않는다. 어학 교재는 단순한 수단이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다. 교재의 습득은 오로지 언어 능력에 도움이 될 뿐이다. 이에 반

해 교양에서는 어떤 사람이 형성되게 하는 것 또한 전적으로 그 사람 

자신의 것으로 습득되며, 이 점에서 교양이 수용하는 모든 것은 교양과 

하나가 된다. 그러나 이때 수용된 것은 교양 안에서 자신의 기능을 상

실한 수단과 같은 것이 아니다. 습득된 교양 안에서는 어떠한 것도 사

라져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모든 것이 그 안에 보존되어 있다. 교

양은 진정한 역사적 개념이며, 그리고 ‘보존(Aufbewahrung)'의 이러한 

역사적 성격이야말로 정신과학의 이해에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Gadamer, 이길우 외 역: 2000: 45-46).

위의 인용문에서 볼 수 있듯이, 가다머는 교양의 개념이 비록 타고난 

소질의 단순한 육성으로부터 파생된다 하더라도 그것은 단순한 소질의 육

성의 개념을 능가하는 것으로, 어떤 사람이 형성되게 하는 것 또는 전적으

로 그 사람 자신의 것으로 습득되며, 습득된 교양은 보존되는 일종의 역사

적 개념으로 파악하였다. 그리고 교양의 결과는 “기술적인 목표 설정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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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형성과 교양의 내적 과정으로는 담을 수 없

을 만큼 커져서 지속적인 형성 상태”에 있는 것으로 보았다.

여기서 다시 교양에 대한 헤겔의 견해를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 헤

겔은 교양의 개념을 날카롭게 밝히는데 그에 따르자면, 인간은 직접적이고 

자연적인 것과의 단절을 통해 특징지어지며, 이 단절은 인간 본질의 정신

적․이성적 측면에 의해 인간에게 요구된다는 것이다. 헤겔에 의하면 인간

은 날 때부터 그가 되어야 할 그러한 존재는 아니다. 그 때문에 인간에게는 

교양을 필요로 한다는 것이다(Gadamer, 이길우 외 역: 2000: 46). 이러한 헤

겔의 교양의 개념은 곧 보편성에로의 고양으로 이해되는데, 헤겔의 견해에 

대하여 가다머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헤겔이 교양의 형식적인 본질이라고 부르는 것은 교양의 보편성에 

근거하고 있다. 보편성에로의 고양이라는 개념으로부터 헤겔은 자신의 

시대가 교양으로 이해한 것을 통일적으로 파악할 수 있었다. 보편성에

로의 고양은 결코 이론적인 교양으로 한정되지 않는다. 이 고양은 실천

적인 태도에 대립된 이론적인 태도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이

성적인 것 전체의 본질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자신을 보편적인 정신적 

존재로 만드는 것은 인간 교양의 보편적인 본질이다. 개별적인 것에 사

로잡혀 있는 사람, 예를 들어 절도와 균형을 잃고 자신의 맹목적인 분

노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은 교양이 없다. 그러한 사람에게는 근본적으

로 추상하는 힘(추상 능력)이 결여되어 있다는 사실을 헤겔은 가르쳐주

고 있다. 즉 그러한 사람은 자기 자신으로부터 눈을 돌려, 자신의 특수

한 것을 절도와 균형에 따라 규정해줄 어떤 보편적인 것으로 시선을 돌

릴 수 없다는 것이다(Gadamer, 이길우 외 역: 2000: 46-47).

위의 인용문에서 알 수 있듯이 헤겔은, 인간 자신을 보편적인 정신적 

존재로 만드는 것이 바로 교양의 본질로 파악했다. 특히 헤겔은 보편성에로

의 고양에 있어 고대인의 세계와 언어가 우리에게 적합하고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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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인의 세계는 우리 세계와 반드시 구별될 만큼 충분히 멀고 낯

설지만, 그러나 이 세계는 동시에 자기 자신으로의 회귀, 이 세계와의 

친밀성 그리고 자기 자신, 좀더 정확히 말해 정신의 참된 보편적 본질

에 따른 자기 자신의 재발견을 위한 모든 출발점과 실마리를 포함하고 

있다(Hegel, 『뉘른베르크 저작』: 312; Gadamer, 이길우 외 역: 2000:

49).

헤겔의 이 말에 대해 가다머는 이질적인 것에서 자기 자신을 인식하고,

그것과 친숙하게 되는 것은 바로 인간 정신의 기본 운동이라 설명한다. 정

신의 존재는 타자 존재로부터 자기 자신으로의 회귀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

이다(Gadamer, 이길우 외 역: 2000: 48). 이 점은 이질적인 언어와 표상 세

계들의 습득이란 단지 훨씬 이전에 시작된 어떤 교양 과정의 연속이다. 자

연적 존재로부터 정신적 존재로 고양된 각 개인은 자신이 속해 있는 민족

의 언어, 관습, 제도들 안에 이미 주어져 있는 실체를 발견하게 되며, 각 개

인은 이 실체를 마치 말을 배울 때처럼 자기 것으로 만들지 않으면 안 된

다. 이렇게 개인은, 자신이 성장한 세계가 언어와 관습을 통해 인간적으로 

형성된 세계인 한, 언제나 이미 교양 과정에 있으며, 자신의 자연적 상태를 

지양하려고 한다. 이때 교양은 정신을 보편적인 것으로 역사적으로 고양시

키는 과정으로 이해될 뿐만 아니라, 동시에 교양인이 그 안에서 활동하는 

본령(本領)이기도 하다.

그러나 헤겔에게 있어 교양이란 실체를 완전히 장악하고, 그리고 모든 

대상적 본질을 철학의 절대지에서 해소함으로써 완성되기 때문에, 그의 답

변에 만족할 수만은 없다. 인간의 교양은 그의 절대 정신의 철학과 결부하

지 않고도 인식될 수 있다(Gadamer, 이길우 외 역: 2000: 51). 이에 대하여 

헬름홀츠(H. V. Helmholtz)가 예술적 감정과 감지력이라고 부르는 것에 주

목할 필요가 있다. 가다머는 이러한 정신의 독특한 자유로운 활동이 교양을 

포함한다고 설명하였다. 그는 ‘감지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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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감지력을 상황에 대한 특정한 감수성과 감각 능력, 그리고 

상황 안에서의 태도로 이해하는데, 이러한 상황에 대한 어떠한 앎(지식)

도 결코 보편적 원리로부터 얻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감지력은 본질

상 명확하지 않고 또 표현할 수 없는 특성을 지닌다. 우리는 어떤 것을 

감지력에 의거해서 말할 수 있다. 이것은 우리가 어떤 것을 감지력에 

따라 의도적으로 간과하고, 언급하지 않은 채 내버려두는 것을 의미한

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의도적으로 간과할 수 있는 것을 드러내어 명

백하게 말할 경우, 그것은 감지력이 없는 것이다. 그러나 의도적으로 간

과한다는 것은 어떤 것으로부터 시선을 돌리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

다. 그것은 우리가 그 어떤 것을 건드리지 않고 스쳐 지나가면서, 그것

을 염두에 두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감지력은 거리를 유지하게 해

준다. 그것은 상대방의 기분을 상하게 하는 것, 주제넘게 나서는 것 그

리고 개인의 사적 영역을 침해하는 것을 피한다(Gadamer, 이길우 외 

역: 2000: 51).

헬름홀츠가 말하는 감지력이란 단순히 예의범절 및 인간 관계의 현상

과 동일한 것은 아니며, 여기에는 정신과학에서 작용하는 감지력과의 본질

적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일종의 감정이고 또 무의식적이라는 데에 그치

지 않고 동시에 인식 방식이고 존재 방식이라는 점이다. 가다머는 이러한 

감지력을 곧 ‘미적 교양’ 및 ‘역사적 교양’의 기능이라고 보았다(Gadamer,

이길우 외 역: 2000: 54). 가다머는 그러한 감각이 단순히 자연적으로 갖추

어져 있는 것이 아니며, 그것은 감각의 직접성과 관계되어 있는 미적 의식 

혹은 역사적 의식으로 보았다. 예를 들어, 미적 감각을 가진 사람은 아름다

운 것과 추한 것, 좋은 성질과 나쁜 성질을 서로 구별할 줄 알며, 역사적 

감각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한 시대에 무엇이 가능하고 가능하지 않은가

를 알고, 현재와 비교해서 과거의 상이성에 대한 감각을 갖고 있다. 가다머

는 이 모든 것이 교양을 전제하고 있다면, 그것은 방법적 절차나 태도의 문

제가 아니라 ‘생성된 존재’의 문제라 보았다(Gadamer, 이길우 외 역: 2000: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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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신인문주의적 교양의 개념은, 단지 인간의 자연적인 소질과 재

능을 계발하는 ‘육성’의 의미 그 이상을 의미하는 것으로, 훔볼트가 표현한 

바와 같이 ‘보다 고차원적이고 내면적인 것, 이를테면 정신적이고 도덕적인 

정진 전체에 대한 인식과 감정으로부터 조화롭게 감성과 성격으로 흘러들

어가는 인간의 본질적 특성’이라는 점에서, 그것은 마치 소크라테스가 자기 

내면의 목소리인 다이몬을 따라 행동하고 자기 영혼의 완성을 기하고자 노

력해야 한다고 강조한 점이나, 인간은 미리 주어진 본성에 따라 이미 결정

된 길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태어난다는 믿음이 

깊이 전제되어 있던 르네상스의 인간관을 상기시키게 한다.

그러면서도 신인문주의적 교양은 헤겔에 의해서, 교양은 자기 자신을 

넘어 보편성에로의 고양으로 파악될 수 있다. 그러나 굳이 헤겔의 철학과 

결부되지 않더라도, 헬름홀츠에 의해서 교양은 미적 교양 내지 역사적 교양

의 기능을 포함함으로써 보편적인 인간의 인식 방식이자 존재 방식으로 설

명될 수 있다. 즉 이러한 교양의 보편성이란 자기 자신과의 거리를 둔다는 

것으로, 타자를 주시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러한 교양은 개인적 차

원을 넘어 공동체적이고 시민적인 차원을 포괄하는 것을 그 본질로 한다는 

점에서 고대 그리스 로마의 인문주의적 전통의 명맥을 이어받은 것이라 할 

수 있다.

마. 실천적 교양의 목표 : 인간의 완성

15, 16세기 범유럽적 르네상스 운동은 이탈리아에서는 궁정인(cortegian)

을, 프랑스에서는 궁정풍의 사교인인 오네톰(honnête homme)을, 영국에서는 

귀족적․시민적인 신사(gentleman)를, 그리고 독일에서는 학식자를 낳았다.

그들 모두에게 공통된 미덕은 인문주의적인 교양이었다. 그러나 이 중에서

도 신사 계층에 대비되는 사회적 교양을 강조한 매튜 아널드(M. Arnold)의 

견해에 특히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이 논문에서 아널드의 견해에 주목하

는 이유는, 그가 교양이 갖는 도덕적 사회적 선행적 힘을 강조하였기 때문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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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아널드의 교양 개념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당대 영국 사회에서 

통상적으로 받아들여졌던 교양의 개념에 관해서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영국은 인문주의적인 교양을 지닌 시민적인 ‘젠틀맨’을 낳았음에도 불구하

고, 주지하듯 영국 사회는 신사와 비신사로 나눠지는 계층 사회를 전제하고 

있었다. 이와 같은 사회적 구조 속에서 탄생한 신사 계층의 교양에 관해 살

펴볼 필요가 있는데, 뉴먼(J. H. Newman)은 『대학의 이념(The Idea of A

University)』에서 ‘신사’에 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신사란 교양 있는 지성이며, 고귀하고 섬세한 취향, 우아하고 공정

하며 흔들림 없는 정신, 예의 바른 몸가짐을 갖춘 사람이다.

뉴먼은 대학교육에 있어 ‘연구’보다 ‘인격형성’을 더 중요시했으며, 신사

의 교양을 유용한 지식만을 찾는 전문직 집단의 직업적 지식과 단호히 구

별했다. 그는 ‘지성의 연마’에서 신사의 사람됨을 찾았는데, 지성의 연마란 

유용성이나 실리를 위해 지식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지식 자체를 목적으로

(knowledge its own end)해야 한다는 것이다(이광주, 2009: 544). 그 자체가 

목적인 지식은 바로 자유학예(artes liberales)를 의미하는 것이다. 당시 뉴먼

의 교양에 관한 견해가 전형적인 교양의 개념이었다면, 이와는 다른 교양의 

개념이 아널드에 의해 등장하게 된다. 당시 『대학의 이념』과는 또다른 하

나의 교양인의 교본이었던 아널드의 『교양과 무질서(Culture and Anarchy:

An Essay in Political and Social Criticism)』에서 아널드는 이 책에서 ‘교양

(culture)’을 다음과 같이 정의 내린다.

교양은 그 기원이 호기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완성에 대한 사랑에 

있다고 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교양은 완성에 대한 공부다. 교양은 

순수한 지식을 향한 과학적 정열로만, 또는 주로 그런 정열로만 움직이

는 것이 아니라, 선을 행하려는 도덕적 사회적 정열의 힘으로도 움직인

다. 교양이란 이성과 신의 뜻을 널리 퍼뜨리는 일을 믿으며, 완성을 믿

는다. 그것은 완성에 대한 공부이자 추구 자체다. 그리고 무엇이든 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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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것이면 완고하고 완강하게 배제해버림으로써 새로운 것의 사상을 새

롭다는 그 한 가지 이유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식의 것이 더 이상 아

니다(Arnold, 윤지관 역: 2006: 55).

위의 인용문에서 알 수 있듯이 아널드는 뉴먼의 견해와는 달리 교양을 

순수한 지식을 향한 과학적 정열로 보는 견해와는 달리, ‘완성에 대한 공부’

라 정의하였다. 그것은 사물에 대한 지적 관심을 넘어 삶에 관한 것, 그리

고 새로운 것에 대한 자유로운 사상과 관련된 것이었다. 여기서 아널드가 

말하는 ‘완성’에 관하여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

교양은 인간의 완성을 내적 조건에, 우리의 동물성과는 구별되는 

본래적인 인간성의 성장과 지배에 둔다. 교양이 말하는 인간의 완성이

란 인간 본성의 특이한 품격과 부와 행복을 형성하는 사고와 감정이라

는 저 천품(天稟)이 날로 더욱 많이 활용되고 또 일반적이고 조화로운 

팽창을 하는 것이다. 이 이상에 도달하기 위해서 교양은 없어서는 안 

될 조력자며, 그것이 교양의 진정한 가치다.”(『프랑스의 이튼』(A

French Eton)이라는 글) 지니고 머무는 것이 아니라 자라고 되어가는 

것, 그것이 교양이 생각하는 완성의 성격이며, 이 점에서 또한 교양은 

종교와 일치한다(Arnold, 윤지관 역: 2006: 59).

아널드가 말하는 ‘완성’이란 인간의 내적 조건에서, 동물성과는 구별되

는 본래적인 인간성의 성장과 지배에 두는 것으로 그것은 일반적이고 조화

롭게, 그러면서도 멈춤 없이 지속적으로 자라고 되어 가는 것을 의미한다.

아널드는 종교의 가치와 마찬가지로, 교양이 우리에게 완성이 무엇인지 확

인시키고, 그것을 퍼뜨리게끔 하려는 목표에 신성한 의미를 부여할 뿐 아니

라, 인간의 완성이 어디에 있는지와 같은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도록 하는 

것을 그 목표로 하는 것으로 보았다(Arnold, 윤지관 역: 2006: 58). 따라서 

이와 같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더욱 완전하고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는 지

금까지 거기에 기여해온 인간 경험, 즉 종교뿐 아니라 예술 과학 시 철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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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 등 모든 목소리를 통해서 질문에 대한 해답을 모색해야 한다고 설명

하였다(Arnold, 윤지관 역: 2006: 58). 여기서 아널드가 인간이 교양을 갖도

록 하기 위해서, 즉 그의 표현대로 인간의 완성을 위해서 인문학을 강조하

였음을 알 수 있다.

한 가지 더 특징적인 것은, 아널드는 교양이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려

는 노력이 아니라, 이 세상에 의도되고 목표된 듯 보이는 보편적인 질서 즉 

인간이 그와 함께 있으면 행복해지는 질서에 대한 지식으로 이끌리려는 노

력과 신의 뜻을 배우고 퍼뜨리려는 노력이라고 규정하면서, 교양이 갖는 도

덕적 사회적 선행적 성격을 강조한다(Arnold, 윤지관 역: 2006: 57). 그는 교

양이 목표하는 완성이란 개인이 고립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불가능하다고 

보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교양이 생각하는 그런 완성은 개인이 고립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불

가능하다. 각 개인은 다른 사람과 더불어 완성을 향해 행진해야 하며,

완성을 향한 인간의 세찬 물살을 더 불어나게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을 요구받는다. 만약 이에 불복한다면 자신의 발전도 위축되고 약화

되는 고통을 겪어야 한다. 다시 한 번 바로 이 점에서 교양은 우리에게 

종교와 동일한 의무를 지운다(Arnold, 윤지관 역: 2006: 59).

즉 그는 교양이 목표하는 완성을 위해서 각 개인은 다른 사람과 협력

해야 하며,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만일 그렇게 하지 못한다

면, 결국 자신의 발전도 위축되고 약화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점

에서 아널드가 말하는 ‘완성’의 의미는 각 개인이 다른 사람과 함께 손잡고 

최선을 다함으로써 도달할 수 있는, 일종의 사회적 이념으로 특징지어진다.

나아가 아널드는 교양이 계급을 없애려고 하고, 교양인은 ‘평등의 진정한 

사도들(Arnold, 윤지관 역: 2006: 85)’이라고 설명한다.

교양은 계급을 없애려고 하고, 모든 인간을 단맛과 빛의 환경에서 

살게 하려고 한다. 그 환경에서는 모든 인간이, 교양이 그러하듯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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념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니, 그 이념에서 자양을 얻지만 거기에 

종속되지는 않는 것이다. (중략) 교양인은 평등의 진정한 사도들이다.

위대한 교양인이란 당대 최상의 지식과 최상의 이념을 확산하고, 보급

하고, 사회의 한쪽 끝에서 다른 쪽 끝가지 전파하려는 열정을 지닌 사

람들이다.

이와 같은 점에서 아널드에게 있어 교양이란 귀족적인 젠틀맨의 교양

과는 매우 다른 것이었다. 그는 위대한 교양인이라면 사회 개혁에 열정을 

바치고, 사회의 무질서를 구제하는 인간임을 강조한다. 이와 같은 견해로,

아널드는 귀족 계층이 아닌 모든 계층에서 교양인의 존재를 보았으며, 사회 

개혁은 특정한 집단이 아닌 다수 교양인의 공평무사한 사회관에 의해 가능

하리라 생각했다. 요컨대 아널드에 의해 교양이 특정 계급의 독점물이 아닌 

만인에 의해 갖추어질 수 있는 것임을, 그리고 교양이 사회 개혁의 본질적

이며 고귀한 근거로 강조되었다. 이러한 점은 교양이 단지 지적, 이론적 교

양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보다 실천적이고 사회개혁적인 근거로 작용할 

수 있음을 보여줌으로써, 오늘날 실천적인 교양을 갖춘 시민을 양성함에 있

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 때 인문학이란 인간의 완성이 어디에 있

는지와 같은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도록 하는 것을 그 목표로 하는 것으로 

이와 같은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거기에 기여해온 

인간 경험, 즉 종교뿐 아니라 예술 시 철학 역사 등 모든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 요컨대 인간이 교양을 갖기 위해서, 즉 아널드의 표현대로 인간의 완

성을 위해서 인문학을 강조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상의 논의를 토대로 할 때, 인문학에 대한 서양적 의미는 시대에 따

라 표현 내지 강조점이 다르긴 하지만 ‘인간다움’의 실현을 위한 학문이라 

규정될 수 있다. 그것은 고대 그리스에서 이상적으로 여겼던 자유롭고 고결

한 품성을 지닌 자유인, 키케로가 이상적인 인간상으로 꼽았던 연설가, 르

네상스 시대의 ‘보편적 인간(uomo universale)’ 등과 같이, 그 시대에 이상적

으로 여겼던 인간이 가져야 하는 탁월함을 습득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학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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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인문학은 자연학과는 달리, 자기 자신의 영혼을 

돌보고 영혼의 완성을 실현하기 위하여 정신적 도덕적 도야의 기능을 갖는 

학문이다. 아울러 인문학은 개인적 차원의 교양뿐만 아니라 공적인 차원에

서의 교양을 익히게 하는 학문이다. 이는 아널드가 강조하였던 바와 같이,

인간의 완성은 실천적 시민교양을 갖출 때이며, 그러한 목표를 실현하기 위

해서는 인간의 완성을 위해 기여해 온 인간 경험 즉, 예술 시 철학 역사와 

같은 인문학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고 한 바에서 잘 나타난다.

2) 인문학의 현대적 의미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고대에서부터 르네상스, 근대 신인문주의로 이

어지는 역사적 궤적을 통하여 규명될 수 있는 인문학의 개념은 인문학의 

고전적인 개념이자 원형적인 개념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인문학의 고전적 

의미를 이어가면서도 현대 사회로 넘어오면서 오늘날 인문학에 특히 부여

되고 있는 의미는 무엇인지 규명해 볼 필요가 있다. 이것은 바꾸어 말하면,

인문학에 대하여 오늘날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바가 무엇인지를 규명해 보

는 것이다.

이 점과 대해서는 다음의 관점에서 인문학의 현대적 의미를 규명해 보

고자 한다. 첫째, 현대 사회로 넘어오면서 인문학은 인간의 삶의 질(quality

of life), 즉 행복하고 좋은 삶을 지향하는 학문이라는 점, 둘째, 인문학은 오

늘날 자율적이고 능동적인 시민성을 길러내는데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하

는 학문이라는 점, 셋째, 인문학은 창의성이 강조되고 있는 시대에 인문학

적 상상력을 불러일으킴으로써 궁극적으로 창의성을 갖추도록 하는데 기여

할 수 있도록 하는 학문이라는 점이 바로 그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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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행복하고 좋은 삶을 지향하는 학문

서론에서 지적하였듯 오늘날 현대인들은 과거에 비해 유례없는 물질적 

풍요와 편의를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연 행복한가에 대해서는 확신

이 서지 않는다. 그리고 삶의 질에 대한 표준화된 지표에서 우리나라가 우

위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 개개인들이 체감하는, 자신의 삶의 

질이 과연 높은가에 대해서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요컨대 우리 국민들은 행

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 못하거나, 행복감을 잘 느끼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우리가 그동안 주로 사회 경제적인 측면에서 삶의 질을 

고려한 반면, 인간 개개인이 스스로에게 던지는 삶에 대한 질문으로부터 구

하게 되는 행복에 대한 이해가 그동안 부족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인간 개개인들이 행복해질 수 있도록 하는 방책들을 강구해

야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어떤 삶이 행복한 삶인지 사색하고 그러

한 삶을 동경하고 추구할 필요가 있으며, 오늘날 인문학이 갖는 현대적 의

미는 바로 여기에 있다. 요컨대, 인문학은 현대인들이 행복하고 좋은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길을 안내하는 학문이다. 키케로가 언급했던 바와 같이 인

문학은 인간의 마음을 바르게 지켜주고, 행복으로 안내하며, 마음의 안식과 

평화를 주고 풍요로운 삶을 가져다준다는 점에서 정신적 도야의 기능을 갖

고 있다.

흔히 개인의 행복에 관하여 부와 명예, 쾌락의 충족과 같이 표준화된 

외적 조건들이 만족스러운 상태를 떠올리기 쉽다. 그러나 현대인들은 외부

적인 조건들을 갖추어 충분히 행복할 것 같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개인의 욕

망과 쾌락은 갈수록 더 커져감으로써 결국엔 더욱 불행한 삶을 살게 된다.

그렇다면 에피쿠로스(Epicurus)와 같이 인간의 행복 즉 최고선을 쾌락이라

고 보는 것은 오늘날 적절하지 않은 견해라 할 수 있다. 또한 행복을 최대

다수의 최대행복 즉 개인 쾌락의 총합으로 계산하는 공리주의적인 사고방

식 역시 오늘날 적절하지 않은 견해이다. 요컨대 현대인들에게 있어 행복이

란 비단 외적인 조건들의 충족만으로는 실현될 수 없으며, 물질로 인해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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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 가능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현대인들은 자신의 행복을 자신보다 더 

행복한 사람들의 행복과 비교함으로써 끊임없는 불행의식에 빠져들고 있으

며, 행복을 추구해야 할 지금 현대인들이 처해 있는 상황은 오직 불행한 무

한 경쟁일 뿐이다. 이러한 상황은 이제까지의 행복에 대한 수량적 이해가 

더 이상 현실에 적합하지 않다는, 일종의 행복의 역설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이러한 현대인들의 행복에 대한 갈증은 지금까지의 행복에 대한 이해

에 어떤 결함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접근이 아닌  

인문학적인 접근과 사유로의 전환을 통하여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임을 

알려 준다.

그렇다면 과연 무엇이 인간의 행복인지에 대한 다른 관점의 논의가 필

요하다. 여기서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는 행복의 개념을 살펴보는 것이 매

우 유의미할 수 있다. 주지하듯, 아리스토텔레스는 사회적 존재로서의 인간

이 행위를 통해 도달할 수 있는 목적들 중에서 최고의 선을 바로 행복

(eudaemonia)이라고 본다. 아리스토텔레스는 행복을 쾌락, 명예, 부 등으로 

여기는 대중들의 견해에 대해 반박하면서, 세 가지 삶의 형식에 대해 말한

다. 그것은 쾌락적인 삶, 정치적인 삶, 관조적인 삶이다. 일반적으로 대중들

은 동물적인 본성에 따른 쾌락적인 삶을 선택하고, 교양 있고 능동적인 사

람들은 명예를 행복이라 여기며 정치적인 삶을 선택한다. 이에 비해 관조적

인 삶은 자족적이며 따라서 참된 행복에 이르게 한다. 여기서 아리스토텔레

스는 관조적인 삶을 곧 최고의 행복이라 부른다. 물론 돈을 버는 것은 부득

이한 측면을 갖지만, 그렇다고 해서 부 자체는 최고의 선이 아니며, 그것은 

다만 유용성의 가치를 지닐 따름으로, 다른 목적을 위한 수단일 뿐이라는 

것이다(Aristotle, 1991: 36).

아울러 아리스토텔레스는 행복을 부, 명예, 권력, 건강, 장수 등을 얻거

나 그것을 소유하고 있는 ‘상태’로 이해한 당시 대중들의 견해와 달리 행복

을 ‘인간 고유의 능력이 탁월하게 발휘되는 활동성’으로 이해한다(홍병선,

2012: 24). 즉, 아리스토텔레스는 행복을 어떤 것을 소유한 상태로 본 것이 

아니라, 도덕적인 탁월함(덕)의 성취를 위한 통로로 파악한 것이다. 탁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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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는 그 자체로 즐거운 것이요, 선하고 고귀한 것이다. 이러한 활동을 통

해 우리는 부족함이 없는 자족적 행복을 얻게 된다(홍병선, 2012: 24).

물론 인간이 추구하는 목적은 돈, 명예, 건강, 부, 좋은 외모 등 수 없

이 많지만, 이 모든 목적이 궁극목적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최고의 

선이 궁극목적이 되는데, 말하자면 언제나 그 자체로 추구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 궁극적인 것이다. 바로 이것을 아리스토텔레스는 ‘행복’이라고 말

한다(홍병선, 2012: 24). 왜냐하면 행복 이상의 궁극목적이란 있을 수 없고,

또 행복을 수단으로 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그 어떠한 것도 없기 때문이

다. 다시 말해서 행복이 최고선인 이유는 우리가 언제나 행복을 다른 무엇

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 자체로서 우리가 추구해야 할 목적으로 여기기 때

문이라는 것이다(홍병선, 2012: 25).

한 걸음 더 나아가 아리스토텔레스는 행복의 본질에 대한 물음에 답하

고자 한다. 행복이 모든 인간이 추구하는 궁극적인 최고선이라는 점이 분명

하다면, 여기에서 더 나아가 밝혀야 할 것은 그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해명

하는 일이다. 행복의 본질을 파악하기 위해 아리스토텔레스가 선택한 전략

은 다른 존재와 구별되는 ‘인간의 본성과 기능’에 대한 해명이다. 말하자면 

그는 인간에게만 고유한 능력과 본질을 해명함으로써 행복의 본질을 밝힐 

수 있다고 본 것이다(홍병선, 2012: 24).

주지하듯,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이 식물, 동물과 공유하는 부분을 빼

고 남는 부분이 인간만이 갖는 고유한 기능이고 본질이라고 본다. 그것은 

다름 아닌 인간의 이성적인 정신(영혼)이다. 인간 고유의 능력은 한 마디로 

‘정신이 이성적 요소에 부합하는 활동성’이다. 탁월한 인간은 자신의 고유한 

능력의 활동에 따른 행위를 탁월하게 수행하는데 있으며, 따라서 인간이 도

달할 수 있는 최고의 선인 행복은 자기 활동의 참된 탁월함이라는 의미에

서 정신의 활동성이다. 요컨대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는 이 탁월함은 신체

의 탁월함이 아닌 정신의 탁월함으로, 다시 말해서 행복은 인간에게만 본래

적이고 고유한 정신의 활동인 것이다. 정신의 이성적 요소를 이론적인 지성

과 실천적 지혜로 구별하듯이, 아리스토텔레스에게 있어 탁월함도 두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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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나누어진다. 지적인 탁월함과 도덕적인 탁월함이 그것이다. 지혜, 지성,

도덕적 통찰은 지적인 탁월함이요, 관용이나 절제는 도덕적인 성품의 탁월

함이다(Aristotle, 1991: 58).

지금까지의 논의에 따라,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는 행복은 어떤 것을 

소유한 상태가 아니라, 어떤 활동성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서, 부를 소유한 

상태도, 권력을 소유한 상태도, 건강한 상태도, 비록 그것들이 행복을 위한 

외적인 조건이 될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 자체로 행복은 아닌 것이다. 요컨

대 행복은 인간이 자신의 본성을 실현하기 위한 지속적인 정신의 활동성으

로, 우리가 행복한 사람이라고 부를 수 있는 이는 바로 심오하게, 그리고 

지속적으로 자신의 삶의 의미를 충족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행복한 사람은 

일시적인 것이 아닌 전 생애를 거쳐 온전한 덕에 따라 지속적으로, 그리고 

자기의 이성에 따라 활동하고, 또 그 이성을 가꾸고 성숙하게 하여 최선의 

정신 상태를 가지려고 끊임없이 노력하는 사람이다(홍병선, 2012: 29). 요컨

대 아리스토텔레스의 견해를 따른다면 인간에게 행복이란 최선의 영혼 상

태를 실현해 나가는 과정과도 같다. 그리고 그것은 도덕적인 탁월함(덕)을 

성취를 위한 통로와도 같다.

이러한 행복의 개념에 토대로 하면서,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행복

한 삶을 지향하는 오늘날 인문학은 현대인들의 정신적 정서적 신체적 문제

들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학문으로 규정될 수 있다. 강원대학교 인문치료사

업단은 인문치료(humanities therapy)란 육체적·정신적 질병에 고통받고 

있거나 혹은 그러한 고통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 개인이나 집단에게 인

문학적 가치를 활용하여 자아통찰과 인식론적 변화를 유도함으로써 정서

적·정신적 건강을 확보하는 통합적 병인 극복 과정이라고 정의한다.18) 

이러한 인문치료는 손상된 사람의 결을 치료할 목적으로 문학 언어학 사학

철학 종교학 미학 등을 기반으로 하고, 인문학과 발생론적으로 한 뿌리였

던 예술, 심리학, 의료 인문학 등의 관련 학문들과의 긴밀한 연관을 꾀한다.

이와 같은 인간의 행복에 관한 접근은 그동안 사회 경제적인 패러다임

18) 김익진(2015), 『인문치료의 이론적 전개』, 강원대학교출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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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넘어 인간의 영혼을 최선의 상태로 돌보게 한다는 점에서 인문적인 패

러다임으로의 전환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이야말로 오늘날 현대인들

이 겪고 있는 스트레스와 우울, 정서적 좌절감과 같은 불행과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게 함으로써 심신의 안녕을 도모하게 함으로써 진정한 행복을 실현

할 수 있도록 한다. 요컨대 오늘날 인문학은 과거 위대한 인류전통의 목소

리로 단순히 회귀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현대인들이 자기 자신의 

영혼을 돌보고 보다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보다 적

극적인 의미를 띠는 학문이다.

(2) 실천적 교양시민을 형성하는 학문

오늘날 현대인들에게 있어 윤리 도덕적인 문제 내지 인성 문제를 꼽으

라면 공동체 의식 내지 시민성의 부족 문제를 들 수 있다. 현대의 자유주의

의 패러다임은 개인의 개성과 다양성을 존중하는 개인주의를 꽃피우고, 자

율적인 선택과 책임, 권리의식을 심어주었지만 반면 자유로운 개인들이 모

여 이룬 사회에 있어 공적인 영역에서의 공동선을 위한 의무와 책임을 다

함에 있어서는 한계가 있어왔다. 오늘날 인문학은 이러한 자유주의 사회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실천적 시민교양의 길을 안내하며, 개인적 

차원의 인격을 도야하는 차원을 넘어 교양 있는 시민을 형성하도록 해 주

는 학문으로 정의될 수 있다.

누스바움(M. C. Nussbaum)은 인문학, 특히 그 중에서도 문학이 자기 

자신을 성찰케 할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공적 사유와 긴밀한 관련성을 

갖는다고 주장한다(Nussbaum, 박용준 역, 2013: 33). 통상적으로 문학은 그

것이 감정에 몰두하도록 하기 때문에 비합리적이고, 공적인 판단에 있어 공

평성․보편성과는 아무런 연관성을 가질 수 없다고 여겨진다.

그러나 누스바움은 이러한 통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반론을 제기한

다. 첫째, 문학을 통한 공상(fancy)능력, 즉 존재하지 않는 가능성에 대해 상

상하고, 하나의 사물을 다른 것으로 볼 줄 알며, 다른 것 안에서 그것을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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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하고, 인식된 형태에 복잡한 삶을 투영할 수 있는 이 능력은 타자에 대한 

진정한 이해와 공감(empathy)을 불러일으키도록 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것이다. 둘째, 문학 작품을 통해 적절히 제한되고 걸러진 ‘합리적 감정들

(rational emotions)’은 공적 추론에서 그 무엇으로도 대신할 수 없는 나침

반 역할을 한다. 나아가 문학 작품을 읽는 독자들의 존재는 '분별 있는 관

찰자(The Judicious Spectator)'의 입장에 있으면서 공적 감정에 대한 강력

한 정화 장치를 제공해 준다. 누스바움은 이와 같은 문학의 본질과 기능이 

인간의 시민적 자질, 특히 문화의 경계를 넘어서는 공적 추론을 가능케 한

다는 점에서 궁극적으로 세계시민성(global citizenship)을 기를 수 있는 힘

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요컨대 누스바움은 인문학 특히 문학이야

말로 현대의 교육위기를 극복하게 하고, 민주주의 체제를 성공으로 이끄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문학 뿐만 아니라 역사나 철학 역시 실천적 교양시민을 형성하는데 도

움을 준다. 인간은 본래 역사적 존재로서, 역사를 통해 비로소 인간으로 존

재할 수 있으며 정체성을 지닌다. 인류는 영광스럽고 용맹한 발전을 통해 

개인적․공동체적․인류애적 발전을 거듭하며 진화해 왔다. 예를 들어, 절

대주의와 봉건권력을 타도해서 인간에게 천부적이고 보편적인 자유를 부여

할 수 있었던 시민혁명이나, 우리나라를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할 수 있

도록 해 준 6․25 전쟁 등을 통해 역사는 인간의 삶을 진일보시켰다. 그러

나 또한 인류는 영광스럽고 용맹한 발전만을 이룩해 온 것은 아니다. 이 점

에서 역사는 죄와 고난을 보여줌으로써 우리들에게 고통과 분노를 경험케 

한다. 예를 들어, 홀로코스트(Holocaust) 대학살 사건이나 일제시대의 일본

의 만행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고난과 분노의 역사를 대할 때면, 보편적이

고 도덕적인 삶을 살고자 의지하게 되는 인간들은 그러한 역사적 사건에 

대하여 비판적으로 사유하고 도덕적으로 평가하게 되며, 사회정의와 인류애 

실현을 위한 실천적인 태도를 갖고자 한다.

철학 역시 비판적 사유와 성찰 능력을 함양케 함으로써 실천적인 시민

교양을 갖도록 하는 학문이다. 철학은 인간의 존재 의의와 삶, 세상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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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그 의미와 가치를 검토하고 끊임없이 질문하고 주체적, 비판적으로 사

고함으로써 스스로 그에 대한 답을 찾고자 한다. 이러한 인간의 능력은 도

덕 원리나 가치 덕목, 규범 등에 관해서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

니라 주체적인 사유와 성찰의 과정을 거친다는 점에서 기존의 권위와 질서

에 순종하는 수동적이고 착한 인간을 형성한다는 차원을 넘어 합리적이고 

비판적인 사유와 성찰을 통하여 자신과 세상에 대하여 주체적이고도 능동

적으로 대응하는 실천적 교양시민을 형성하도록 한다.

요컨대 통상적으로 인문학은 교육에 있어 허친스(R. M. Hutchins)가 강

조한 바와 같이, 위대한 고전 읽기를 통한 인류적 가치를 발견하고 개인의 

인격을 도야하는 것으로 여겨져 왔다. 그러나 이상과 같은 맥락에서 볼 때,

오늘날 인문학은 개인적 차원의 인격 형성을 위한 학문이라는 개념을 넘어 

교양 있는 시민성 형성에 있어 매우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학문이라는 점

에서 적극적인 의미를 가진다. 19)

(3) 인문학적 상상력 및 감성을 함양하는 학문

오늘날 혁명적 사회 변화로 인하여 갈수록 강조되고 있는 인간의 능력

은 바로 ‘창의성(creativity)’이다. 창의성은 오늘날과 같은 지식기반사회에서

의 새로운 지식의 창출과 문제해결능력과의 연관 속에서 그 중요성이 크게 

19) 인문학이 실천적인 교양 시민을 형성하는 기능을 함은 앞서 살펴 본 영국의 아널드의 

교양 개념에서도 이미 살펴볼 수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아널드가 말하는 교양이

란 인간의 완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그것은 각 개인이 다른 사람과 함께 손잡고 최선을 

다함으로써 도달할 수 있는, 일종의 사회적 이념으로 특징지어진다. 이 점에서 아널드는 

우리가 실천적 교양을 가진 사람으로 거듭나기 위하여 예술, 시, 철학, 역사 등과 같은 모

든 인류의 인문학적인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즉 다양한 인문학의 목소리는 

우리에게 보다 실천적 교양을 지닌 시민성을 가진 사람으로 거듭나도록 한다는 것이다. 

물론 아널드 이전에도 고대 그리스‧로마의 인문사상에서부터 개인적 교양에 그치지 않고 

시민적 교양으로 나아가야 함이 강조되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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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각되고 있다. 일찍이 앨빈 토플러(1999)는 오늘날과 같이 혁명적으로 변

화하는 사회에서는 미래의 가능성을 명확히 파악하고, 그에 대응하기 위해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하는 것이 ‘생존의 필수 요소’가 되고 있다고 강조

한 바 있다.

교육 분야에서도 최근 ‘창의성 교육’이 부각되고 있다. 최근 교육의 흐

름은 학습자 중심의 교육으로서 학습자의 다양하고 새로운 사고를 발현할 

수 있는 창의성 교육을 강조한다. 그리고 창의성은 상상력을 핵심적으로 갖

출 때 비로소 발휘되는 것이기 때문에, 상상력 교육의 중요성 점차 강조되

고 있다. 현 초등교육과정 목표는 창의성을 발휘하는 사람을 기르기 위해서 

학습자의 상상력을 키워야 한다고 제시한다. 그리고 2015 개정 교육과정은 

‘창의적 융합 인재 양성’을 위해서 과학적 지식뿐만 아니라 인문학적 상상

력과 예술적 감성까지 연결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교육의 목표와 

비전에 부흥할 수 있는 학문은 바로 인문학이다. 인문학은 인문학적 상상력

을 함양시켜주는 학문이라 규정할 수 있다.

우선 상상력에는 여러 종류가 있다. 수학자의 상상력과 예술가의 상상

력이 동일한 형식을 취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인문학적 상상력의 고유

한 특성은 무엇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김상환은 포괄적인 의미에서 상상

력이란 다양한 인식능력들의 상호 자극과 상승적 조화라고 설명한다(김상

환, 2007: 31). 시든, 소설이든, 이론적 담론이든 사실의 보고이든 형식적으

로는 오류가 없지만 감동을 주지 못하는 이야기가 있다(김상환, 2007: 31).

그런 이야기가 결여하고 있는 것이 인문학적 상상력이라 할 수 있다(김상

환, 2007: 31).

아리스토텔레스는 『시학』에서 ‘은유’에 관하여, 첫째 은유의 능력은 

가르치거나 배울 수 없다는 것, 둘째 그것이 서로 다른 사물들 간의 유사성

을 간파(to homoion theorein)하는 능력이라는 것을 설명하였다(김상환, 2007:

32). 여기서 “가르치거나 배울 수 없다는 것은 규칙화할 수 없다는 것을 말

한다. 은유의 능력은 작시에 꼭 필요한 것이지만 어떤 지식이나 정보처럼 

전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서로 다른 사물들 간의 유사성을 간파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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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기존의 확립된 결합관계를 이완시키고 새로운 결합관계의 가능성을 

본다는 것이다(김상환, 2007: 32).” 요컨대 인문학적 상상력은 “관념, 이미

지, 개념, 이념, 가치들에 대하여 자유롭고 활력적인 재조합의 가능성을 불

어넣는 능력이라 할 수 있다(김상환, 2007: 32).” 이러한 측면에서 인문학적 

상상력은 오늘날과 같은 창의성의 시대에 반드시 필요한 인간의 능력이다.

이러한 인문학적 상상력은 또한 인간에 대한 진정한 이해와 공감을 불

러일으킴으로써 궁극적으로 도덕성을 함양케 한다. 누스바움에 의하면 문학

을 통한 공상(fancy)능력, 즉 존재하지 않는 가능성에 대해 상상하고, 하나

의 사물을 다른 것으로 볼 줄 알며, 다른 것 안에서 그것을 발견하고, 인식

된 형태에 복잡한 삶을 투영할 수 있는 이 능력은 타자에 대한 진정한 이

해와 공감(empathy)을 불러일으키도록 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것이다.

한편 감성 역시 오늘날 인간에게 있어 보다 인간다울 수 있게 하는 중

요한 요소이다. 특히 인문학적 감성이란 자신만의 개인적 감성만이 아니라 

타자와의 관계성 속에서 발현되는 관계적 감성을 통해서 비로소 온전히 발

현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인문학적 감성이란 타자와의 관계 속에서 감수

성에 의해 형성된 다양한 층위의 심미 경험을 축적하고, 끊임없이 자기반성 

내지 자기성찰을 행하게 함으로써 그 축적이 내면의 완성으로 나아가게 하

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인문학적 감성이 오늘날 중요한 이유는, 특히 오늘날에는 인간

이 이룩해 낸 거대한 과학기술적 성과들이 오히려 역으로 인간을 위협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요컨대 오늘날과 같은 정보화 사회, 지식기반사회에서 

인간이 직면하고 있는 인간다움의 종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주목되는 것이 바로 ‘인문학적 감성’인 것이다. 인문학적 감성을 통해 기대

할 수 있는 바에 대하여 백승균은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기술이 올바르게 쓰이기 위해서는 기술의 주인이 있어야 하고, 그 

기술의 주인은 슬픔과 기쁨, 고통과 환희를 동시에 가진 인간이어야 하

되 자기를 스스로 성찰하고 부정해서 본래의 자기를 찾는 유연성과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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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성의 새로운 감성이어야 한다. 이러한 새로운 감성이야말로 인간을 

현실에서나 사이버에서 혹은 실재에서나 가상에서 해방시킬 것이고 기

술을 인간화 할 것이나 기술이 곧 인간이라는 무모한 독단을 쓰지 못하

도록 할 것이다. 이러한 새로운 감성 역시 인문정신에서 다시 해석 가

능하게 된다면, 인간의 새로운 욕구구조는 인간생활의 이성적 근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 삶의 충동성과 생동성에도 함께 자리잡고 있다

고 할 수 있다.(백승균, 2010b: 216).

위의 인용문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오늘날과 같은 정보화 사회에서 인

간이 기술의 노예가 아닌 주인으로 자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슬픔과 

기쁨, 고통과 환희와 같은 감정을 가진 동시에, 자기를 끊임없이 성찰해서 

본래의 자기를 찾는 유연성과 관계성의 감성을 가져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

서 볼 때, 인문학적 감성은 오늘날 현대인들이 바람직한 인간성을 확보함에 

있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교양요소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인문학적 감성 

역시도 인문학을 통해 길러질 수 있는 부분이다.

3) 인문학의 개념 정립

이상의 논의를 통하여 인문학의 개념을 정립해 볼 수 있는데, 우선 이 

논문에서 말하는 인문학의 개념을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인문

학은 고전적인 의미를 지니는데, 인문학의 고전적인 의미란 첫째, 동양사상

에 비추어 볼 때 자연상태에 아로새긴 인간의 빛나는 무늬[人文]를 잘 관찰

하고 일종의 문명화된 방법으로 인간을 야만성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인간의 삶을 바람직하고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고 궁극적으

로 인간다움과 이상적인 사회를 실현하도록 하는 학문이다. 둘째, 서양사상

에 비추어 볼 때 인문학이란 인간의 자유롭고도 고결한 영혼과 품성을 갖

도록 하는 학문으로, 인간의 탁월함 즉 덕성(arete, virtus)을 갖추는데 봉사

하는 학문으로 정의될 수 있다. 이를 키케로식으로 표현한다면, 인문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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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을 인간답게 해주는 것(quae ad humanitatem pertinent)을 목적으로 하는 학

문으로 규정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목적에 봉사하는 학문 모두를 포함하

는 의미이다. 또한 신인문주의식의 표현대로라면, 도야와 형성(Bildung)의 

맥락에서 인간의 도덕성과 교양을 형성케 하는 데 있어 필수적인 학문이다.

시대의 변화에 따라 표현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서양에서 인문학은 

인간다움이라는 목적을 공통의 연결고리로 갖고 있으며,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인간의 노력과 의지를 일깨우도록 하는 학문으로 정의될 수 있다. 이

러한 인문학에는 구체적으로 다양한 학문 영역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은 

인간의 삶에 대한 이해를 돕는 학예들로 수사학(문학), 철학, 역사, 정치학,

법학 등이 이에 해당된다. 이상과 같이 동․서양사상에 따른 인문학의 고전

적 의미는 궁극적으로 ‘인간다움’의 형성을 위한 학문이라는 점에서 공통분

모를 가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인문학의 고전적 의미를 계승하면서도 오늘날 인문학은 다음과 

같은 현대적 의미로 재규정될 수 있다. 인문학의 현대적 의미를 정립하는 

것은 다양한 관점과 견해에서 시도될 수 있지만, 이 논문에서는 특히 현대 

사회의 문제점과 요구사항, 그리고 교육의 관점에서 특히 도덕과 교육의 관

점에서 인문학의 개념을 고려하였을 때 인문학으로부터 기대해 볼 수 있는 

바를 부각시키고 이에 인문학에 대한 적극적인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규정

될 수 있는 개념이다. 그것은 첫째, 인문학은 오늘날 현대인들이 삶의 질에 

관련하여, 외적인 조건 실현을 통한 성공과 행복에서 벗어나 진정으로 행복

한 삶과 좋은 삶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하는 참살이(웰빙, well-being)의 학문

으로 재규정될 수 있다. 인문학은 경제적 풍요와 과학기술의 혁신, 무한경

쟁사회가 초래한 불안과 위험으로부터 현대인들의 마음을 바르게 지켜주고,

마음의 안식과 평화를 지켜준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오늘날 인문학은 심리

학, 의학 등의 학문 분야와의 다양한 학제적 접근을 통하여 스트레스와 우

울, 정서적 좌절감과 같은 불행과 고통으로부터 상처 입은 현대인들의 마음

의 결을 치유해 줌으로써 현대인들의 심신의 안녕을 도모하고 좋은 삶, 웰

빙의 삶의 길잡이가 되어주는 학문으로 규정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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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인문학은 오늘날 자유주의 패러다임이 초래한 이기주의와 공동선

에 대한 고려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대안으로서 실천적 시민교양

의 길을 안내하는 학문이다. 그것은 특히 인문학이 갖는 공적 기능, 즉 인

문학을 통한 타자에 대한 이해와 공감 능력, 합리적 감정 등을 갖게 하도록 

함에 주목하여 교육에 있어 이를 실행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할 때 인문

학을 통한 실천적 시민 교양 함양은 실현가능할 수 있다.

셋째, 인문학은 오늘날과 같이 지식기반사회, 디지털 혁명 시대에서도 

인간이 가장 인간으로서 빛날 수 있도록 하는 핵심 능력으로서 인문학적 

상상력과 감성을 함양하도록 함으로써 진정한 인간다움이란 무엇인지를 고

민하는 오늘날 현대인들에게 가장 인간으로서 빛날 수 있는 인간 고유의 

사고와 기능을 일깨우는 학문이다. 이 때 인문학적 상상력이란 하나의 사물

을 여러 가지 인식능력들이 상투적인 결합방식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지적

으로 유희할 수 있는 능력(김상환, 2007: 32)을 말하는데, 이러한 인문학적 

상상력은 특히 인문학을 통하여 훈련될 수 있다. 인문학을 통한 공상 능력,

즉 존재하지 않는 가능성에 대해 상상하고, 하나의 사물을 다른 것으로 볼 

줄 알며, 다른 것 안에서 그것을 발견하고, 인식된 형태에 복잡한 삶을 투

영할 수 있는 이 능력은 타자에 대한 진정한 이해와 공감의 기초가 되어줌

으로써 인간의 도덕성을 형성에 기여할 수 있다. 그리고 인문학적 감성이란 

타자와의 관계성 속에서 감수성에 의해 형성된 다양한 층위의 심미 경험을 

축적하고, 끊임없이 자기반성 내지 자기성찰을 행하게 함으로써 그 축적이 

내면의 완성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 역시도 인간의 

도덕성과 깊은 연관성을 띠는 것이다. 이와 같은 인문학적 상상력과 감성은 

그 어떤 정교한 기술과 과학으로도 대체될 수 없는 것으로, 오늘날 인간 고

유의 사고와 기능 마저도 과학기술이 대체하고자 하는, 인간다움의 종말 문

제를 해결하도록 하는 가장 필수적인 능력이다.

이상과 같이 이 논문에서는 인문학에 대한 고전적 의미와 현대적 의미

를 정리해 보았다. 이와 같은 인문학의 개념을 통해 볼 때 시대적으로, 또

한 동․서양에 따라 약간씩 표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의 결코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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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않는 인문학의 본질이 있다면, 그것은 그 시대에 이상적인 인간이 반

드시 갖추어야 할 ‘인간다움’을 실현하도록 하는 학문이라는 점에 있다. 그

리고 이 논문에서 주로 살펴본 바에 의하면, 인문학의 기본적인 학문적 기

능은 인간의 정신적·도덕적 도야에 그 특징이 있다. 이러한 점에서 인문학

은 본래 교육의 기본적인 기능을 내재한 학문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최종적으로 이 논문에서 말하는 인문학의 개념을 

다음과 같이 정립할 수 있다. 즉, 인문학이란 인간이 인간다움을 실현하기 

위하여 정신적으로, 도덕적으로 자기 자신을 도야하고 형성하도록 하는 학

문이다. 인문학은 이와 같은 본질과 기능을 기본적으로 갖는 동시에, 시대

에 따라 약간씩 강조되는 바가 다를 수 있지만 그 시대에 이상적인 인간이 

반드시 갖추어야 하는 덕성들, 구체적으로 이상적인 인간이 되기 위해 반드

시 갖추어야 할 정신적, 도덕적 능력과 기능, 태도 등을 고루 익히는데 봉

사하는 모든 학문을 일컫는 말이다.

이러한 인문학은 오늘날 무엇이 진정한 인간다움이고, 무엇이 진정한 

행복인지를 성찰해 보고자 하는 현대인들에게, 그 해답은 외적인 풍요와 성

공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최선의 영혼 상태로 실현해 나가는 과

정에 놓여 있는 것임을 일깨워준다. 이러한 점에서 인문학은 오늘날 현대인

들에 있어 도덕적 탁월함(덕)의 성취를 위한 통로와도 같은 학문이다. 이같

은 인문학은 또한 도야와 형성을 통한 인간다움의 완성이 결코 고립된 개

인의 상태가 아니라, 더불어 함께 할 때 비로소 실현가능한 것임을 강력하

게 안내하는 학문이다. 아울러 그 어떤 과학기술의 발달로도 대체할 수 없

는 인간 고유의, 인간을 가장 인간으로서 빛날 수 있게 하는 핵심 능력으로

서 도덕적 상상력과 감성을 일깨우게 하는 학문이다. 이러한 인문학의 개념

과 성격으로 볼 때, 인문학은 본질적으로 인간의 도덕적 탁월함을 성취하게 

하고, 타자와의 관계 속에서 진정한 인간다움을 갖출 수 있도록 한다는 점

에서, 그것은 궁극적으로 인간의 도덕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학문이라고 말

할 수 있다.

이상의 논의를 통하여 우리가 통상 인문학이라고 하였을 때, 인문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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란 문․사․철로 대표되는 학문적 영역에 대하여 그 각각의 학문 영역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일컬어져 왔지만, 문학, 역사, 철학 등과 같은 학문을 포

괄하는 상위의 학문적 용어로서 인문학의 개념을 규정하는 방식 외에, 인문

학이 가진 본질적인 성격을 통해서 인문학의 개념을 밝혔다. 물론 문학, 역

사, 철학 등과 같은 각각의 학문 영역은 각기 다른 학문적 성격과 체계를 

갖는 것이지만, 이들을 인문학의 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 이유는 앞서 밝힌 

바와 같이, 인문학이 갖는 본래 도덕적인 성격, 즉 궁극적으로 인간의 도덕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학문이라는 점에서 공통 분모를 지니는 학문들이기 

때문이라 말할 수 있다. 요컨대 인문학은 인간을 도덕적으로 탁월하게 만드

는데 도움을 주는 학문으로, 다분히 교육적이고 도덕적인 기능을 갖는 학문

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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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도덕과 교육과 인문학의 관계

앞서 정립한 인문학의 개념으로 비추어 볼 때, 도덕과 교육과 인문학의 

개념 간에 많은 공통점이 있음을 유추해 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드니콜

라(D. R. DeNicola)가 인문학 교육과 도덕교육 간의 공통점을 지적한 바 있

다. 여기서 드니콜라가 비교한 학문은 도덕교육(moral education)으로, 이

는 이 논문에서 말하는 도덕과 교육과는 구분되는 개념이지만, 그가 주

로 말하는 도덕교육은 실제 학교 교실에서 이루어지는 교수·학습의 측

면이 부각되는 도덕교육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그의 논의를 도덕

과 교육의 입장에서 살펴보는 것은 유의미할 수 있다. 그의 견해에 따르

면, 인문학 교육과 도덕교육은 우리가 어떻게 지식을 습득하고 기능을 가지

며, 어떻게 하면 우리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지 등에 관해 알려줄 뿐만 

아니라, 더 깊은 의미에서 새로운 관점을 얻고, 개선된 욕구를 찾으며, 새로

운 이차적 욕구를 작동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공통적이다. 그리고 인문학과 

도덕교육은 모두 우리의 정체성에 깊은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서로 같은 

목표를 취한다(D. R. DeNicola, 2011a: 188).

물론 인문학의 구체적인 분과적 학문 영역들이라 할 수 있는 문학, 역

사, 철학, 예술 등이 갖는 각기의 학문적 영역과 체계, 그리고 도덕과 교육

이 갖는 학문적 영역과 체계를 고려할 때 이들은 결코 동일한 학문의 종류

라 할 수는 없다. 그렇지만 본디 도덕과 교육과 인문학이 모두 갖고 있는 

공통적인 성격과 본질, 구체적으로 말하여 정신적․도덕적 도야를 통해 바

람직한 인간을 형성하도록 한다는 교육적이고 도덕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

는 점을 고려할 때, 바람직한 인간을 형성하도록 하는 교육의 장에서 두 학

문은 궁극적인 교육의 목적을 실현하도록 하는데 학문적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다. 특히 오늘날 도덕과 교육과 인문학은 분과적인 학문의 특성과 체

계를 내세워 각각의 양날을 세우는 것보다는 본디 두 학문이 갖고 있는 공

통적인 성격에 주목함으로써, 이들 간 학제적 연구(interdisciplinary

approach)를 통한 상호 소통과 협력으로 인하여 바람직한 인간을 형성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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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하는 교육의 본래적인 목적에 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도록 할 개연성이 

크다. 따라서 이 절에서는 먼저 도덕과 교육의 입장에서 그것과 인문학 간 

의 관계성을 밝히고, 도덕과 교육에서 목표하는 도덕성과 인문교양요소 간

의 유기적인 연계성을 드러내 보임으로써 도덕과 교육에서 인문학이 갖는 

구체적인 의미와 기능들을 살펴볼 것이다. 이를 통해 오늘날 도덕과 교육에 

있어 인문학과의 학제적 접근에 대한 학적 근거를 마련해 볼 것이다.

1) 도덕과 교육의 인문학적 성격

도덕과 교육과 인문학이 어떤 관계를 갖는 것인지를 알아보기 위해

서는 도덕과 교육의 개념 규정이 우선 필요하며, 이를 통해 도덕과 교육

의 개념과 인문학의 개념을 서로 비교해 봄으로써 그 관계성을 논의해 

보아야 한다.

도덕과 교육 내지 도덕과 교육학, 도덕윤리과 교육학의 개념에 관해

서는 그동안 많은 규정들이 있어 왔다(추병완, 2004; 정탁준, 2007; 정창

우, 2012; 정탁준, 2012). 그 가운데 도덕과 교육의 개념에 관한 비교적 

최근의 개념 규정으로 정탁준(2012)은 ‘도덕과 교육’의 개념 제안을 위해 

‘도덕’, ‘교육’, ‘도덕교육’, ‘교과’라는 관련 개념들을 가지고 문헌을 통해 

개념 수집, 개념의 핵심 내용 파악, 파악된 내용의 종합적인 과정을 거

쳐, 도덕과 교육이란 “도덕과 관련된 경험을 체계적으로 조직한 학교교

육의 한 분과를 통해 교육 대상자가 삶의 규범적 양식을 잘 영위하여 올

바르게 살도록 돕는 일(정탁준, 2012: 291)”이라고 규정하였다. 그리고 그

의 연구과정에 따라 잠정적으로 규정되는 정의에 의하면, 도덕이란 인간

이 영위하는 삶의 규범적 양식이라 잠정적으로 정의될 수 있고(정탁준,

2012: 306), 도덕교육이란 “교육 대상자가 삶의 규범적 양식을 잘 영위하

여 올바르게 살도록 돕는 일(정탁준, 2012: 311)”이라고 잠정적으로 정의

될 수 있다. 또한 교과란 “교육의 목적달성에 기여하기 위하여 경험을 

체계적으로 조직한 학교교육의 한 분과(정탁준, 2012: 312)”라고 잠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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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정의할 수 있다.

이러한 개념을 토대로 할 때, 도덕과 교육은 기본적으로 도덕과 관

련된 인간 경험의 총체를 전제하는 것이다. 도덕과 교육은 학생들이 교

육의 목적 달성에 기여하기 위하여 도덕과 관련된 인간 경험을 고루 내

포해야 하며, 이를 체계적으로 조직하여 학생들이 삶의 규범적 양식을 

잘 영위하여 올바르게 살도록 돕는 일을 교과적으로 충실히 해 나가는 

것이다.

한편, 도덕과 교육을 교과 교육학의 관점에서 ‘도덕윤리과교육학’의 

개념으로 규정할 수도 있다. 정창우(2012)는 도덕윤리과교육학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도덕윤리과교육학은 도덕과교육과 관련된 제반 현상을 연구 대

상으로 삼으며, 학생들의 도덕성 발달 및 인격 함양이라는 실천(교

육) 지향적 목적을 위해 동양․한국윤리, 서양윤리, 응용윤리, 정치학,

북한학 및 통일학, 도덕심리학 등 많은 배경 학문들 간의 다학문적

(multidisciplinary)․간학문적인(interdisciplinary) 접근에 의한 종합 

학문적 성격을 갖는다. 하지만 도덕윤리과교육학을 단순히 윤리학,

정치학, 북한학, 도덕심리학 등으로 환원시키거나 이러한 배경학문들

의 단순 결합체로 간주해서는 안 되고, 배경학문 간 수렴과 융합을 

통해 혹은 배경학문과의 어느 정도 거리를 두면서 교과 연구를 위한 

새로운 개념 체계를 형성하여 도덕과 교육의 ‘내용’ 및 ‘학습과 연관

되는 원리(原理)․방법’을 도출하려는 합목적성을 추구해야 한다(정창

우, 2012: 8-9).

정창우(2012)에 의하면, 도덕윤리과교육학은 도덕과 교육과 관련된 제반 

현상을 연구 대상으로 삼으며, 학생들의 도덕성 발달 및 인격 함양이라는 

실천 지향적 목적을 위해 많은 배경 학문들 간의 다학문적, 간학문적인 접

근에 의한 종합 학문적인 성격을 갖는 학문이다. 이러한 도덕윤리과교육학

의 개념 규정을 통해 볼 때, 도덕윤리과교육학은 기본적으로 학생들의 도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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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발달 및 인격 함양이라는 실천 지향적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배

경학문들에 대하여 선명한 구획을 가지기 보다는, 실천 지향적 목적을 실현

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배경 학문들을 다양하게 포섭함으로써 그 학문적 

경계가 비교적 유연한 편이다. 이 점에서 도덕윤리과교육학이 동양․한국윤

리, 서양윤리, 응용윤리, 정치학, 북한학 및 통일학, 도덕심리학 등과 같이 

많은 배경학문들을 내포하고 있음을 통하여 볼 때, 도덕윤리과교육학의 개

념 역시도 도덕과 관련된 인간 경험의 총체를 기본적으로 전제하는 것이라

고 해석할 수 있다. 도덕윤리과교육학은 학생들의 도덕성 발달 및 인격 함

양을 위하여 선명한 학문적 구획을 짓기 보다는 교과의 목적 실현에 기여

할 수 있는 배경학문들의 범위를 고루 포괄하고, 배경학문 간 수렴과 융합

에 보다 초점을 둔 일종의 종합 학문적인 성격을 가짐으로써, 기본적으로 

도덕과 관련된 폭넓은 인간 경험을 내포하는 학문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요컨대 도덕과 교육은 도덕과 관련된 인간 경험의 총체를 

전제함으로써 인간을 보다 도덕적으로, 그리고 바른 인격을 갖추도록 하는 

교육적, 학문적 연구라는 점에 그 핵심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도덕과 교육은 그 학문적 범위와 학문적 성격에 있어 인문학

의 범위와 학문적 성격과의 공통적인 부분을 갖게 된다. 인문학은 그 학문

적 범위에 있어 문학, 역사, 철학 등으로 대표되는 인문학의 학문적 영역들

이 있고 이들은 각각의 분과적인 학문적 체계와 특성을 갖추고 있지만, 그

러한 학문 영역들은 앞서 규정한 인문학의 개념과 같이 인간의 도덕적 탁

월함을 성취하게 하고 타자와의 관계 속에서 진정한 인간다움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학문이라는 점에서, 요컨대 궁극적으로 인간의 도덕 실현을 목

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그 본질을 찾을 수 있는 학문이다. 또한 그러한 목적 

실현에 봉사하는 모든 학문들을 일컬어 인문학이라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인문학의 대표적인 학문 영역은 역사적으로 볼 때, 수사학(문학), 철학, 역

사, 정치학, 법학 등으로 대표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러한 학문 영

역만이 인문학의 영역이라고 할 수는 없다. 오히려 인문학의 학문적 범위는 

몇몇 대표되는 학문들로 선명한 학문적 구획을 갖기 보다는 인간을 인간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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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해주는 데 봉사할 수 있는 모든 학문들을 전제하고 포괄하는 것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도덕과 교육은 몇몇의 특정 학문들로 선명하게 구획

지어지기 보다는, 학생들의 바람직한 도덕성 발달과 인격 함양이라는 목표

를 실현하는데 있어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배경학문들이 있을 수 있음을 

기본적으로 전제하고 있다. 도덕과 교육은 비교적 선명한 구획을 갖는 몇몇 

학문들의 학문적 범위를 갖기 보다는, 다양한 학문들간의 학제적 접근을 보

다 강화함으로써 실제로 바람직한 도덕성 발달과 인격 함양이라는 교과 목

표 실현에 있어 실효성 있는 학문적 기반과 원리를 갖추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도덕과 교육은 학문적 범위와 성격에 있어 이미 인문

학적이라고 말할 수 있다. 물론 도덕과 교육의 학문적 범위와 성격에 대하

여 미시적으로 논의해 보자면, 도덕과 교육이 반드시 인문학적이라고 말하

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도덕과 교육은 도덕심리학 내지 뇌과학, 인지과학,

긍정심리학과 같이 지극히 과학적이고 심리학적인 학문들과의 상호 소통과 

협력을 통한 연구들이 시도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지극히 자연

과학적인 학문적 접근에 있어서도 그것이 궁극적으로 학생들의 바람직한 

도덕성 발달과 인격 함양이라는 교과 목표 실현을 위해 시도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도덕과 교육에서 과학적․심리학적인 접근 역시도 거시적으로는 

인간다운 인간으로 성장하도록 하는 도덕과 교육의 학문적 성격과 목표로

부터 동떨어져 생각될 수는 없다.

요컨대 도덕과 교육은 학문적 성격과 목표, 범위에 있어 이미 인문학적

이라 할 수 있다. 이것은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며, 바람직한 도덕성 발달

과 인격 함양을 위한 도덕과 교육이 갖는 당연하고도 기본적인 성격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이 논문에서 도덕과 교육의 인문학적 성격을 다시 끄

집어내어 재조명하고자 하는 이유는 도덕과 교육과 인문학은 서로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덕과 교육은 그동안 독립된 분과 

학문으로서 나름의 자율성을 갖춘 독립적인 교과 교육학적 체계를 마련하

는 과정 속에서, 특히 도덕과가 정규 교과로 독립 편성된 이후 제6차 교육

과정 개정 시기부터 겪은 도덕과의 존폐위기를 벗어나기 위하여 보다 독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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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이고 분과적인 학문으로 접근하고자 하였던 바, 이에 따르는 문제점을 해

결하기 위해 학문적으로 재소통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기 위함이다.

우리나라의 도덕과 교육과정의 변천과정과 역사를 통해 볼 때, 도덕과

는 독립 교과로 채택되었던 제3차 교육과정기 이래 특히 제6차 교육과정 

개정 시기부터 도덕과의 존폐 위기를 겪어왔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써 도

덕과는 독립교과로서 존치되어야 하는 이유를 규명하고, 교과의 정체성과 

정통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 왔으며, 이러한 과정 속에서 특히 타 교과

와의 차별성을 확보하기 위한 학문적 시도들이 있어 왔다. 이러한 과정 속

에서 도덕과에서 인문학을 활용하는 것에 대하여 점차 소극적인 입장을 취

해 오게 되었다.

그러나 도덕과 교육과정의 변천과정에서 살펴볼 때, 도덕과에서 인문학 

활용에 대한 태도가 처음부터 소극적이었던 것은 아니었다. 예를 들어, 도

덕과가 독립교과로서 처음 개설되었던 3차 교육과정기의 초등학고 3학년 2

학기 도덕교과서에는 조지 오웰(G. Orwell)의 『동물농장』 텍스트를 직접 

인용방식으로 제시하면서, 작품 속 독재자인 나폴레옹에 대해 학생들이 비

판적으로 사유해 보도록 하고, 자유와 노예란 어떤 점에서 구분될 수 있을 

것인지에 관해 학생들이 깊이 있게 생각해보도록 하였다. 이러한 도덕교과

서의 구성사례는 본래 도덕과 교육이 인문학을 활용하는 것에 대해 적극적

이고 포용적인 입장을 취함으로써 도덕과 관련된 폭넓은 인간 경험을 전제

하였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나 점차 도덕과 교육에서는 가령 도덕교과서에 문학적 텍스트를 

그대로 살려 제시하는 방식이 마치 국어과에서 이루어지는 방식과 같다는 

점에서 경계하게 됨과 같이, 점차 인문학에 대하여 다소 소극적인 입장을 

취하게 되었다. 이러한 입장을 취할 수 밖에 없었던 배경에는 도덕과가 독

립된 교과로 생긴 제3차 교육과정기 이래 지속적으로 도덕과의 학문적 정

체성이 모호하다는 점이 제기하면서 교과의 위상을 약화시키고자 하였던 

교육과정적 쟁점이 놓여 있다. 다시 말해 도덕과 교육에 있어 인문학을 활

용하게 되면, 예를 들어 도덕교과서에 문학 텍스트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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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면 도덕과 수업에서 이루어지는 도덕 공부가 국어과에서 이루어지는 문

학 공부의 성격과 유사하게 되고, 역사적 텍스트나 자료를 활용하게 되면 

사회과에서 이루어지는 탐구이해활동과는 다른, 교과적 차별성을 제대로 확

보하지 못한다는 우려와 쟁점이 생기게 된 것이다. 이러한 도덕과 교육에 

대한 우려와 교육과정적 쟁점 속에서 그동안 도덕과 교육이 인문학에 대한 

소극적인 입장을 취하고자 하였던 것은 학생들의 바람직한 도덕성 발달과 

인격 함양을 위한 독립 교과로서 도덕과의 존치와 명맥을 살려내기 위한 

불가피한 학문적 선택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로 말미암아 도덕과는 인문학에 대하여 소극적인 입장을 취하면서도,

타교과와는 차별화되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고, 이에 따라서 도덕교과서

를 집필하는 집필진이 도덕적 문제나 딜레마 상황을 담은 텍스트를 직접 

제작하여 활용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커졌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가치·덕

목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사고를 유도하지 못하거나 타자에 대한 공감 내

지 상상력을 이끌어내지 못하고, 이야기가 사실적 맥락이나 현실 상황과는 

동떨어지는 등과 같이 도덕교과서 텍스트의 작위성 문제가 계속 제기되어 

오기도 하였다.

따라서 그동안 도덕과는 국어과와는 다른 방식으로, 사회과와는 다른 

방식으로 교과의 성격과 정체성을 나타낼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하는데 주

력해 왔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도덕과가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 중 하나는 도덕과의 학문적 정체성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것이라 여겨

져 왔고, 도덕과는 타교과와는 차별화된 도덕과만의 학문적 성격을 특징짓

기 위한 교과적 노력을 다해 왔다. 이러한 맥락에서 도덕과는 인문학을 활

용함에 있어 다소 소극적인 입장을 취해 온 대신, 도덕과의 정체성을 비교

적 명확하게 할 수 있는 윤리학을 중심으로 하면서도 연관된 여러 학문들

을 도덕과의 핵심적인 배경 학문으로 두면서 그 정체성을 확립하는 방안이 

모색되어 왔다.

하지만 도덕과 교육의 학문적 정체성이 모호해진다고 문제를 삼으면서 

인문학을 학문적으로 경계하는 것은 도덕과 교육이 기본적으로 내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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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인문학적 성격을 제대로 구현해내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비

교적 선명한 학문적 구획을 갖는 다른 학문들, 예를 들어 자연과학이나 사

회과학과는 달리 도덕과 교육은 많은 배경 학문들 간 상호 수렴과 융합을 

통해서 학생들의 도덕성 발달과 인격 함양에 온전히 기여할 수 있도록 함

으로써 본질적으로 선명한 학문적 구획을 가질 수 없으며, 오히려 그것은 

인간을 보다 도덕적으로 이끌고 인간답게 해주는데 기여하는 모든 학문을 

전제한다는 점에서 지극히 인문학적인 성격을 지니는 것이다.

도덕과 교육의 학문적 정체성이 모호해 보인다는 견해는 복잡하면서도 

경이로운 존재로서 인간과 삶의 전반을 그 탐구 대상으로 함으로 인하여 

갖게 되는 인문학적인 성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데서 오는 잘못된 

견해이다. 도덕과 교육의 인문학적인 성격은 도덕과 교육이 도덕과 관련된 

인간 경험의 전반을 탐구 대상으로 함으로 인하여 필연적으로 귀결되는 도

덕과의 본질적인 성격이다. 따라서 도덕과는 학문적 정체성이 모호하다는 

점을 문제 삼아 이를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숙원 과제로 여기는 관점에서 

벗어나, 그것은 오히려 교과의 본질적인 성격을 온전히 드러내는 것이라는 

관점을 취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도덕과를 특정 모학문에 기반함

으로써 학문적으로 비교적 선명한 학문적 구획을 갖고자 함은 인간과 삶의 

전반을 대상으로 하는 도덕과 교육의 학문적 정체성을 오히려 축소시키고 

잘못 드러내 보이는 일이라 할 수 있다. 같은 맥락에서 도덕과가 학문적 정

체성이 모호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인문학에 대하여 소극적 입장을 취한

다거나 학문적으로 경계하는 것 또한 도덕과의 학문적 정체성을 온전히 드

러내지 못하는 것이다.

2) 도덕과 교육의 연구 영역과 인문학

정창우(2013a)에 의하면 도덕과 교육학의 연구 영역은 기초연구 영역,

배경 학문 연구 영역, 실천 연구 영역, 제도․지원 연구 영역으로 구체화될 

수 있다. 그 중에서 인문학은 도덕과 교육학의 ‘배경 학문 연구 영역’에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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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다학문적(multidisciplinary) 접근의 연구 범위를 확장시켜 줄 수 있다.

도덕과 교육의 ‘배경 학문 연구 영역’은 도덕과 교육을 성립시키는 배

경 학문들을 통해 기본적으로 교과의 ‘내용적 명제’에 대한 이해를 추구하

는 영역이지만, 보다 포괄적으로 ‘교과 내용’과 ‘목표’ 및 ‘방법’ 간의 상호 

연결성을 고려하면서 배경 학문들이 교과에 공헌할 수 있는 다양한 측면들

을 체계적으로 탐구하는 영역을 의미한다(정창우, 2013a: 134).

먼저, 배경 학문 연구 영역에 있어 개별 배경 학문의 속성을 기본적으

로 유지하면서 도덕과 교육의 공헌을 시도하는 ‘다학문적(multidisciplinary)

연구 영역’들이 있을 수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동양․한국 윤리학적 

접근(강봉수, 2008; 서은숙, 2007; 장승희, 2006; 박병기, 2009; 고대만, 2011

등)은 유․불․도를 중심으로 한 ‘동양 윤리 사상’과 이러한 동양 사상의 

영향을 받았지만 일정 정도 독자성을 지닌 ‘한국 윤리 사상’의 전개 과정과 

특징을 고찰하고, 이러한 윤리 사상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인간과 인간 

사회의 도리가 무엇인가에 대한 도덕철학적 성찰 및 탐구와, 인격 함양을 

위해 도덕 실천 및 수양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도덕교육의 방법론

적 이해를 추구하는 연구 분야이다(정창우, 2013a: 134).

서양 윤리학적 접근(노영란, 2005; 박병기․추병완, 2007; 박찬구, 2005;

변순용, 2010 등)은 고대부터 현대까지 전개되어 온 서양 윤리학에 근거하

여 도덕과 교육의 성격 및 목표, 내용, 방법을 밝히려는 것으로, 서양 윤리 

사상(고대, 중세, 근대, 현대, 윤리 사상) 및 윤리 이론(의무론, 공리주의, 덕 

윤리, 담론 윤리, 계약 윤리, 책임 윤리, 배려 윤리 등)을 바탕으로 도덕적 

행위의 지향점과 정당화 근거를 밝히고, 이를 통해 도덕과 교육의 성격과 

목표 설정, 내용 선정, 지도 방법 설계 등을 위한 시사점을 밝히려는 것이

다(정창우, 2013a: 134-135).

응용 윤리학적 접근(류지한, 2004; 허남결, 2011; 홍석영, 2005; 김남준,

2009; 추병완, 2005)은 현대사회에서 발생하는 다양하고 복잡한 도덕 문제를 

윤리적인 관점에서 해석하고 이에 대한 대안을 설정해 나가기 위해 동양․

한국 윤리학, 서양 윤리학, 정치철학, 도덕 심리학에서의 연구 성과를 다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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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multiple)․간학문적(interdisciplinary)으로 활용하려는 것이다(정창우,

2013a: 135).

정치학적․사회학적 접근은 정치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갖추어야 할 

시민의 도덕적 인간상(혹은 도덕성)과 정치 공동체의 이상적인 모습을 구명

하고 도덕적 시민성을 지닌 ‘좋은 시민’을 길러내기 위해 정치학적․사회학

적 연구 성과를 활용하려는 것이다(정창우, 2013a: 136). 이와 관련된 대표

적인 선행 연구로는 김상돈(2009), 박효종(2005), 손동현(2005), 정창우

(2008a), 조일수(2009) 등의 연구가 있다.

북한학․통일학적 접근(박찬석, 2008; 윤건영, 2007; 이범웅, 2011; 추병

완, 2009; 황인표, 2009a, 2009b)은 도덕과에서 통일 교육을 왜 다루어야 하

고, 무엇을 가르쳐야 하며,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가를 구명하기 위하여, 통

일 및 북한 문제에 대한 연구의 전문화와 특성화를 위해 새롭게 개척된 종

합 학문인 ‘북한학’ 및 ‘통일학’을 중심으로 윤리학 및 정치철학, 한국학, 평

화학, 사회학, 도덕 심리학 등에서의 연구 성과를 학제적으로 활용하려는 

것이다(정창우, 2013a: 136).

도덕 심리학적 접근(남궁달화, 2009; 박병춘, 1999; 정창우, 2008b; 김태

훈, 2008; 유병열, 2009 등)은 도덕적 문제 상황에서 판단하고 행동하는 방

식과 이와 관련된 다양한 쟁점에 대해 연구하는 학문 분야인 도덕 심리학

을 기반으로, 학생들의 도덕성 발달에 대한 경험적이고 실증적인 근거를 마

련하고 이에 기초하여 이들의 도덕 발달을 촉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

하려는 것이다(정창우, 2013a: 137).

보다 인문학적인 접근으로서 선행 연구 영역에 의하면 도덕과 교육에

서 문학적 접근이 있다. 도덕교육적 목적을 위해서 문학이 어떤 의미를 가

질 수 있고, 사람됨의 형성을 위해 유익한 문학작품에는 어떤 것들이 있으

며, 실제 도덕과 수업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를 탐구하려는 

것이다(정창우, 2013a: 136). 문학은 궁극적으로 가치와 세계관의 문제와 관

련되지 않을 수 없으며, 이를 통해 우리에게 인간다운 삶을 가르친다는 면

에서 보면 인격적으로 성숙한 인간을 기르고자 하는 도덕과 교육과 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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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나게 된다(정창우, 2013a: 136). 아리스토텔레스와 필립 시드니에 따르면,

문학은 단순한 현실의 모방이 아니라, 시인과 작가가 무질서한 현실과는 다

른 새로운 질서와 도덕적 비전을 바탕으로 구성한 보다 심원한 미학적 세

계이다(이태동, 2005: 321에서 재인용). 따라서 문학 작품을 통해 학생들은 

‘인간과 세계에 대한 이해’와 함께 ‘인간 삶의 의미와 가치’를 새롭게 이해

하고 ‘타자들과 더불어 사는 삶의 기술’을 배울 수 있다(정창우, 2013a:

137).

도덕과 교육의 배경 학문 연구 영역에 있어서는 문학적 접근과 같은 

선행 연구를 토대로 하면서도 그 범위를 확장시켜 인문학적 접근에 관한 

연구 영역을 모색해 볼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기존의 접근을 보다 확장시

킨 문학적 접근, 역사적 접근, 철학적 접근, 예술적 접근과 같은 인문학적 

접근을 시도해 볼 수 있다.

첫째, 문학은 독자들에게 이야기를 건네는 고유한 방식 속에서 작품 속 

인물들과 독자 자신이 연결될 수 있다는 느낌을 전달하고, 그 결과 독자의 

감정과 상상력이 매우 왕성해질 수 있도록 해 준다. 이러한 인간의 문학 활

동은 자기 자신을 성찰케 할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공적인 상상력과 사

유로 이어짐으로써(Nussbaum, 박용준 역, 2013: 33) 도덕과 교육을 통한 도

덕성과 인격을 함양에 기여할 수 있다.

문학에 대한 기존의 통념에서는 그것이 감정에 몰두하도록 하기 때문

에 비합리적이고, 공적인 판단에 있어 공평성․보편성과는 아무런 연관성을 

가질 수 없다고 여겨지기 쉽다. 그러나 누스바움은 이러한 통념에 반론을 

제기하는 동시에 문학은 궁극적으로 인간의 공적 사유와 긴밀한 관련성을 

가진다는 점을 다음의 근거들을 통해 주장하였다(Nussbaum, 박용준 역,

2013). 우선 문학을 통한 공상(fancy)능력, 즉 존재하지 않는 가능성에 대해 

상상하고, 하나의 사물을 다른 것으로 볼 줄 알며, 다른 것 안에서 그것을 

발견하고, 인식된 형태에 복잡한 삶을 투영할 수 있는 이 능력은 타자에 대

한 진정한 이해와 공감(empathy)을 불러일으키도록 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

한 것이다. 다음으로 문학 작품을 통해 적절히 제한되고 걸러진 ‘합리적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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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들(rational emotions)’은 공적 추론에서 그 무엇으로도 대신할 수 없는 

나침반 역할을 한다. 나아가 문학 작품을 읽는 독자들의 존재는 '예리한 관

찰자(the judicious spectator)'의 입장에 있으면서 공적 감정에 대한 강력한 

정화 장치를 제공해 준다. 누스바움은 이와 같은 문학의 본질과 기능이 인

간의 시민적 자질, 특히 문화의 경계를 넘어서는 공적 추론을 가능케 한다

는 점에서, 궁극적으로 세계시민성(global citizenship)을 기를 수 있는 힘으

로 작용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그는 문학이야말로 현대의 교육위기를 극복

하게 하고, 민주주의 체제를 성공으로 이끄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라

고 주장한다. 요컨대 문학은 개인의 성장뿐만 아니라 시민적 성장을 이끌어

줌으로써 도덕과 교육에 있어 의미 있는 인문학적 연구 영역이 될 수 있다.

둘째, 역사는 인간의 집단적 경험에 대한 기억으로 인간은 역사를 통해 

정체성을 가진 인간으로서 비로소 존재할 수 있다. 만약 인간의 집단적 경

험에 대한 기억이 잊혀지거나 무시될 때 우리는 인간으로서 존재할 수 없

게 된다. 인간은 역사를 집단적으로 경험하고 사회나 국가 등의 집단에 대

한 기억을 가짐으로써 정체성을 갖게 되며, 그 과정에서 영광스럽게 공유된 

역사의 기억은 인간에게 가령 조국애(patriotism)과 같은 강력한 정체감을 

부여하게 된다. 정치적 동물(zōion politikon)로서 인간은 이와 같은 공적 

영역에서의 정체감을 획득함으로써 비로소 인간으로서 존재한다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또한 역사는 지금의 자기 모습을 바라볼 수 있는 가장 

큰 거울이다(김경집, 2013: 217). 우리가 이미 지나가버린 역사를 공부하는 

까닭은 그 속에서 인간의 다양한 모습과 가치를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며 

그것이 나의 삶으로 내재화되어 나를 이끄는 힘이 되기 때문이다(김경집,

2013: 218). 키케로가 “과거에 어떤 일이 이루어졌는지 모른다면 항상 어린

아이처럼 지내는 셈이다. 과거의 노력을 무시한다면 세계는 늘 지식의 유아

기에 머무를 것이다.”라고 언급한 바와 같이, 역사는 나의 인식의 바탕이며 

내 삶의 모습이 된다(김경집, 2013: 218). 그러므로 역사를 공부하는 것은 

과거의 사실을 바르게 이해함으로써 현재를 사는 나의 성장을 가능하게 해

준다. 그리고 이는 곧 미래를 향한 바른 안목을 기르는 길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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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인간은 역사적 사건이나 사실에 대한 해석과 평가에 있어서 보

편적이고 도덕적 기준을 공유한다. 인류는 역사적 사건이나 사실들을 겪으

며 개인적․공동체적․인류애적 발전을 거듭하며 진화해 왔다. 예를 들어,

절대주의와 봉건권력을 타도해서 인간에게 천부적이고 보편적인 자유를 부

여할 수 있었던 시민혁명이나, 우리나라를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할 수 

있도록 해 준 6․25 전쟁 등을 통해 역사는 인간의 삶을 진일보시키케 하

였다. 물론 역사를 통해 인류는 영광스럽고 용맹한 발전만을 이룩해 온 것

은 아니다. 역사는 죄와 고난을 보여줌으로써 우리를 분노케 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홀로코스트(Holocaust) 대학살 사건이나 일제시대의 일본의 만

행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고난과 분노의 역사를 대할 때면, 보편적이고 도

덕적인 삶을 살고자 의지하게 되는 인간들은 그러한 역사적 사건에 대하여 

비판적으로 사유하고 도덕적으로 평가하게 된다. 이러한 역사적 사건이나 

사실에 대한 인간의 해석과 평가에 있어서는 물론 각기 다른 견해와 관점

을 반영하지만, 그것에 대한 공동의 사유 과정에서는 궁극적으로 보편적이

고 도덕적인 기준과 가치가 공유되지 않을 수 없다. 즉 역사에 대한 해석과 

평가의 기준이 될 수 있는 것은, 궁극적으로 인간의 보편적인 도덕성을 그 

핵심으로 하는 것이며, 더 이상적으로는 인류애 즉 ‘카리타스(Caritas, 대승

적 사랑)’와 같은 정신을 포괄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역사적 해석과 평가

에 있어 인간의 도덕적 욕구와 가치가 반영된다는 점에서 역사학은 인간이 

도덕적 태도와 가치를 습득하는 데 있어 중요한 도덕과 교육적 의미를 지

니는 것이다.

셋째, 철학은 학생들이 수동적이고 나약한 존재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율적이고 비판적으로 사유하고 함으로써 능동적이고 주체적인 존

재로 성장해 나가도록 함으로써 도덕과 교육에 있어 의미있는 연구 영역이 

될 수 있다. 키케로가 ‘우리의 삶 전체는 철학에 의해서 지도되어야 한다’는 

점을 설파하면서 교양 있는 인간에게 있어 도덕을 지향하는 지성으로서 ‘철

학’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듯, 철학함은 인간의 삶에 있어 매우 의미 있는 활

동이다. 물론 키케로가 ‘고도의 교양’이라고 표현한 바와 같이 철학은 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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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이 다루기에는 다소 어렵다는 것이 통상적인 생각이며 보통 사람들

에게 철학은 일상적인 생활과는 동떨어지는 것으로 여겨지지만, 철학은 삶

을 돌아보게 하고 일의 의미와 가치에 대해서 고민하게 함으로써 일상생활

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것이다.

철학은 인간의 존재 의의와 삶, 세상에 대해서, 그 의미와 가치를 검토

하고 끊임없이 질문하고자 한다. 철학이 당장의 실용성과 편의를 제공하는 

건 아니지만, 철학이 없는 인생을 산다면 그저 ‘다람쥐 쳇바퀴 돌리듯’ 맹목

적인 삶을 사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철학하는 것이야말로 비판적 반성적 

사유를 통해 영혼의 완성을 기하고 주체적 자아로 성장케 하며, 자신과 세

상의 관계를 발견함으로써 삶을 능동적으로 영위하도록 하는 지적 통찰이

자 반성의 과정이다. 이러한 철학함의 본질에 고려할 때, 철학은 단지 전문

가로서 철학자들의 몫이 아닌 우리 모두의 몫인 것이다.

철학은 끊임없이 물음을 던지고 스스로 그 답을 찾아 나서도록 한다.

철학의 역사상 자주 만날 수 있는 질문은 네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나는 누구인가, 어떻게 존재하는가, 둘째 세상은 어떻게 만들어졌고 어디로 

흘러가는가, 셋째 나의 도덕적 자아를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넷째 어떻게 

인식할 것인가이다. 결국 압축하면 나와 세상의 관계에 대한 끊임없고 치열

한 문제제기들이라 할 수 있겠다(김경집, 2013: 27). 이러한 철학적 질문들

은 도덕과 교육에 있어서도 핵심적인 질문들이라 할 수 있겠다.

철학은 어렵기 때문에 아동기의 학생들에게는 장려할 수 없다는 통상

적인 견해와는 달리, 개러스 매슈스(G. Matthews)는 실제로 아동들이 철학

적으로 사고하고 있거나 할 수 있음을 다양한 방식으로 증명한다. 매슈스는 

『철학과 아동』에서 일부 아동들이 아주 자연스럽게 전문 철학자들이 철

학적이라고 인정할 만한 논평을 하고 질문을 던지며 심지어 추론도 한다는 

증거를 제시하였다(Matthews, 1994: 55). 또한 매슈스는 『어린이를 위한 철

학이야기』에서 8세에서 12세 사이에 있는 아동들이 철학을 그만두도록 사

회화가 된 후조차도 약간이라도 창의적으로 철학을 제시했을 때 아동들이 

훌륭하게 반응한다는 증거를 제시하였다. 이와 같은 매슈스의 주장은 매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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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프먼(M. Lipman)과 그의 동료들이 개발한 아동철학프로그램(Philosophy

for Children Program)의 결과를 통해서도 지지될 수 있다.

넷째, 예술은 단지 순수지각의 대상으로서의 의미만 지니는 것이 아니

라, 그 이상으로 심미적인 이해의 대상이 되며 인간의 삶에 깊이 관여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예술은 전문가들의 활동을 통해서만 의미를 갖는 것은 

아니며, 보통 사람들에게 있어 심미적 범주로서의 삶에 대한 이해와 인격과 

사회의 완성을 도모하는 데 있어 필수적인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예(藝)

은 미적 자유로움과 심미감, 즐김의 형태로 나타나는 인간의 수신과정의 최

고 위상이라 할 수 있으며, 삶은 예(藝)를 통해 비로소 완성될 수 있는 것

으로 볼 수 있다.

아울러 동 서양의 철학적 전통으로 볼 때 미와 도덕은 본래 서로 분화

되지 않는 것이었다. 플라톤은 『국가(Politeia)』에서 예술은 자율성을 지닐 

수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다만 폴리스 구성원의 도덕성 함양에 기여하는 

한에서만 그 존재 의미를 인정한다(윤영돈, 2005: 389). 그럼에도 불구하고 

플라톤은, 미는 선과 구별되는 가치라기보다는 동일한 것의 다른 양태를 보

여준다고 보았다(윤영돈, 2005: 393). 플라톤에 따르면 “미란 선의 아버지”

(『Greater Hippias』, 297b)이며, ‘미의 사다리’(the ladder of beauty)의 비유

에서 미의 추구는 선의 추구와 구분되지 않으며, 미의 이데아와 선의 이데

아는 일치한다(『Symposium』, 211d-212a; 윤영돈, 2005: 393). 미와 도덕이 

본래 서로 분화되지 않는 것이라는 점은 동양철학적 전통에서도 찾을 수 

있다. 허신은 『설문해자』에서 “미(美)는 선(善)과 같다.”라는 설명을 덧붙

였다. 이러한 견해는 『논어』에서 공자는 풍속이 어진(仁) 마을을 아름답

다고 표현한 것이나20), 다섯 가지 아름다움에 대해 묻는 자장의 질문에 도

덕적으로 고상하고 품격 있는 행동과 심리적 태도를 나열하며 답한 것에서

도 나타난다.21)

20) 子曰: 里仁 爲美 擇不處仁 焉得知 『論語』「里仁」

21) 子張曰: 何謂五美. 子曰: 君子惠而不費, 勞而不怨, 欲而不貪, 泰而不驕, 威而不猛 『論

語』「堯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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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미와 도덕이 서로 분화되지 않는 특성을 갖는다 하더라도, 미가 

반드시 도덕적 좋음과 도덕적 행동을 낳게 하는가에 관해서는 의문이다. 스

티븐 핑커(S. Pinker)가 조지 스타이너(G. Steiner)의 말을 인용한 바와 같이,

한 남자가 저녁에 괴테나 릴케를 읽고 바흐나 슈베르트를 연주하고 나서는 

아침에 일어나 아우슈비츠로 출근할 수 있다. 이는 심리학자 가드너에 의해

서도 지적된 바 있다. 그는 문학과 예술적 미에 대해 매우 수준 높은 안목

을 갖고 있더라도 인간은 잔악무도한 만행을 서슴없이 행할 수 있다(H.

Gardner, 1999, 146)는 점을 언급하였다. 요컨대 미적 지식은 곧 도덕적 행

위로 연결되지 않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와 도덕이 서로 분화되지 않는 특성은 미가 도덕

적 좋음과 도덕적 행동으로 이어지게 할 수 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쉴러(F.

Schiller)의 견해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쉴러는 미와 도덕의 통합을 주장하

는데, 그는 개인이 도덕과 미적 원리를 통합할 수 있는 내적 능력을 소유하

고 있다고 본다(S. D. Martinson, 1996: 146; 노희정, 2014: 135에서 재인용).

쉴러는 유희를 통한 미의 관조는 우리가 감각적 존재에서 도덕적 존재로 

발전하게 하며, 윤리적 의무감을 갖도록 한다고 설명한다(F. Schiller, 1974:

109-110). 쉴러는 인간이란 미와 유희의 체험을 통해 전인, 진정으로 도덕적

인 인간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노희정, 2014: 137). 그리고 인간 본성의 

두 측면인 감성(감각 충동)과 이성(형식 충동)이 미의 관조(유희 충동) 속에

서 화해되어야 하며, 이런 상태에서 인간은 행복감을 느끼며 즐거움을 느낀

다고 주장한다(노희정, 2014: 137). 쉴러에게서 미란 진정으로 도덕적인 인

간이 되게 하는 ‘살아 있는 꼴’(living shape)이자 유희 충동으로서 감각 충

동과 형식 충동을 화해시키는 매개물이다(F. Shiller, 1974: 77; 노희정, 2014:

137에서 재인용).

이상의 논의에서 알 수 있듯이 미와 도덕은 서로 구별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더 적극적으로는 쉴러의 견해처럼, 미와 도덕은 직접적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이에 따르면 인간의 도덕성은 물질적 조건

보다 미적 조건 하에서 잘 개발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으며, 쉴러가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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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바와 같이 미와 도덕은 구체적인 상황과 맥락 속에서 화해가능한 것으

로 그것은 주체의 미적 체험에 의해 조화될 수 있는 것이다(노희정, 2014:

136). 미는 감각과 이성, 물질과 정신을 화해시키며 인간을 ‘유희’에 참여하

게 한다(노희정, 2014: 137). 이러한 유희는 쉴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인

간의 감각과 이성의 분열을 치유함으로써 우리의 ‘인간성’에 절대적으로 필

요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요컨대 미는 인간을 감정과 이성이 통합된 전인으

로, 그리고 바람직한 인격을 갖춘 인간으로 성장하게 하는데 필수적인 요소

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문학, 역사, 철학, 예술 등의 인문학적인 

접근은 도덕과 교육의 목표, 내용, 방법 면에 있어 상호 연결될 수 있는 가

능성을 찾을 수 있으며, 도덕과 교육의 다학문적 연구를 통하여 도덕과에 

공헌할 수 있는 다양한 측면들을 갖추고 있다.

3) ‘도덕적 삶’을 포함한 ‘좋은 삶’을 지향

도덕과 교육은 일차적으로 바람직한 인격을 형성하는데 그 의의가 있

다. 도덕과의 목표만 보더라도, 「2009 개정 도덕과 교육과정」내지 「2015

개정 도덕과 교육과정」은 학생들의 ‘자율적이고 통합적인 인격 형성’을 그 

목표로 하고 있다. 국가 수준의 도덕과 교육과정에서 기본적으로 상정하고 

있는 ‘자율적이고 통합적인 인격’이란 오늘날 사람다운 사람으로서 마땅히 

갖추어야 할 인격을 의미하는 것으로, 그것은 우리가 보편적으로 지향하고

자 하는 ‘바람직한 인격’이 보다 구체화된 말이라 할 수 있다. 도덕과에서 

상정하고 있는 ‘자율적이고 통합적인 인격’을 갖춘 모습에서, 우선 자율적인 

인격이란 개인적, 관계적 차원에서의 도덕 영역에서 자기 자신이 중심체가 

되는 주체성과 자율성을 띤 인격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리고 통합적인 인격

이란 즉 도덕성의 지, 정, 의, 행의 차원 및 개인적 차원과 시민적 차원에서 

갖추어야 할 덕성을 고루 겸비한 인격을 의미하는 것이다.

자율적이고 통합적인 인격을 ‘형성’함을 목표로 함에 있어, 인격을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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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를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이 때 인

격을 ‘형성’한다는 말은 곧 인격을 ‘교양’한다는 말로 바꾸어 표현할 수 있

다. 인문주의적 전통에 따른 ‘교양’을 의미하는 독일어 Bildung이 ’형성하다

‘를 뜻하는 Bilden이 명사화된 단어임을 볼 때, ’형성‘을 ’교양‘으로 바꾸어 

표현하는 것은 크게 무리가 없다. 요컨대 도덕과 교육에서 바람직한 인격 

형성을 목표로 하고 있음은 곧 인격을 교양한다는 말로 바꿔 이해될 수 있

다.

그렇다면 도덕과 교육에서 바람직한 인격을 형성한다는 의미는 단지 

학생들에게 도덕적 능력이나 기술, 역량 등을 육성한다는 차원에서의 ‘형성’

으로 이해되는 것이라기보다는, 그 이상의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도덕

과 교육에서 목표하는 인격 형성의 의미는 단순히 도덕적 능력이나 기술,

역량 등을 육성하는 차원이 아니라 인격을 온전한 의미에서 함양하여 가장 

순수하고 드높은 인간성을 이루어내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이러한 점에

서 도덕과 교육에서 목표로 하는 바람직한 인격 형성의 의미는 도덕과 교

육을 통해서 달성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보다 분명하게 보여주고, 앞

으로 도덕교육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거시적인 방향을 안내한다. 그것은 

곧 도덕과 교육이 바람직한 인격 형성이라는 목표를 온전히 실현하기 위해

서는 도덕적인 삶의 차원을 포함한 인성교육(character education), 그리고 

더 넓은 범주에서 인간교육(human education)의 개념까지도 포괄해야 한다

는 것이다.

통상적으로 도덕과 교육은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인간의 기본적 도리

를 밝히고, 더 나아가 몸과 마음의 훈련을 통해 그것을 내면화하며, 지 정

행의 통합적이고도 조화로운 도덕성을 바탕으로 한 유덕한 인격의 형성을 

도와 바람직한 인간의 됨됨이를 갖도록 하는 일이라 할 수 있다. 여기서 

‘인격’이라는 의미는 물론 도덕적 인격(moral character)라는 의미로도 쓰여

질 수 있지만, 도덕성과는 다소 거리가 멀더라도 좋은 삶을 이끌 수 있는 

포괄적인 인성(character)의 의미 역시도 내포하는 개념이라 말할 수 있다

(정창우, 2013a: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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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식적인 견해에서 인간 삶의 차원을 고려해 보더라도, 인간은 궁극적

으로 도덕적인 삶을 지향하고자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마음의 안정과 행

복을 추구하고, 사물이나 현상에 대한 깊은 사색을 즐기고 싶어 하며, 즐겁

고 아름다운 것들을 추구한다. 이러한 것들은 반드시 도덕적인 것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도덕과는 다소 거리가 먼 것처럼 여겨지더라도, 인간의 삶을 

궁극적으로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줄 개연성이 크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도덕과 교육에서 인격 형성의 의미는 그 핵심에 

도덕성이 기본적으로 전제되어야 하겠지만 그것은 또한 도덕적인 삶을 핵

심으로 하면서도 보다 폭넓은 차원에서 행복하고 좋은 삶(good life)을 이끌

어 줄 수 있는 다양한 요소들과의 조화와 통합을 이룬 상태를 의미하는 것

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도덕과 교육에서 목표

로 하는 ‘인격’이란 도덕성을 갖춘 상태뿐만 아니라 인간다움을 갖추는데 

반드시 필요한 인간의 교양(culture, Bildung)과의 조화와 통합을 이룬 상태

로 보아야 한다.

특히 바람직한 도덕성과 인문교양이 조화와 통합을 이룬 상태로서 ‘인

격’을 추구하는 것은 오늘날과 같은 급격한 사회적 변화를 반영한 도덕과 

교육에서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갈수록 복잡화, 다원

화, 세분화, 전문화되고 있다. 도덕과 교육은 이와 같은 급격한 사회적 변화 

속에서의 인간의 삶의 패턴을 반영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따라 학생들이 

도덕적인 것을 지향하는 동시에 더 나아가 인간으로서 행복하고 좋은 삶

(good life)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목표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 도덕과 

교육의 목적을 좋은 삶의 범주로 확장시킬 때, 도덕과 교육에서는 내용, 방

법적인 면에서 개선이 필요해지며 이러한 개선방안을 강구함에 있어 인문

학은 마치 보물창고와도 같은, 매우 가치 있는 학문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인문학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인간다운 인간’으로서 갖추어야 할 탁월

함을 갖추도록 하고, 인간을 보다 도덕적이고 좋은 삶으로 나아가도록 할 

개연성이 크다. 요컨대 통상적으로 인문학을 공부하는 것이 위대한 전통으

로의 회귀를 통한 교화의 성격을 띠는 것이라고 보는 견해와는 달리, 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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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을 공부하는 것은 인간을 보다 인간답게 해 주고, 안녕하며 좋은 삶으로 

이끌어 줌으로써 궁극적으로 도덕과 교육에 있어 기여할 수 있는 바가 크

다. 특히 도덕과 교육에서 인문학적 상상력과 감성, 심미적 안목과 비판적 

사유․성찰 능력과 같은 인문학적 교양의 힘에 주목한다면 자기 성찰과 인

격 도야를 통해 자신을 완성하고, 타인에 대하여 공감하고 삶의 다원성을 

존중하며, 비판적 교양을 갖춘 시민으로서 공적인 삶에 참여하도록 함으로

써 학생의 바람직한 인격 형성과 시민성 형성에 있어 실제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

4) 도덕성 개념 외연의 확장 요소로서 인문교양요소

인간의 교양이란 반드시 도덕성이 그 핵심부로 자리해야만 비로소 온

전한 의미로 성립된다. 진화심리학자인 스티븐 핑커(S. Pinker)나 비평가 조

지 스타이너(G. Steiner), 심리학자 하워드 가드너(H. Gardner)등이 경고하

는 바와 같이, 아무리 문학과 예술적 미에 대해 매우 수준 높은 안목을 갖

고 있더라도 인간은 잔악무도한 만행을 서슴없이 행할 수 있다. 따라서 아

무리 고도의 교양을 지닌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가 훌륭한 도덕성 내지 인

성을 겸비할 때 비로소 우리는 그를 진정한 교양인으로 인정할 수 있다.

하지만 도덕적인 사람에게 있어 반드시 교양이 전제되어야 하는 것인

가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 왜냐하면 어진 마음을 지닌 사람이 있

다고 했을 때, 우리가 그를 도덕적인 사람이라고 판단함에 있어서는 굳이 

고도의 교양까지 필요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물에 빠진 아이를 구하는 

사람이나, 발을 헛디뎌 철로에 떨어진 이를 구한 사람에 대하여 우리는 그

의 도덕적인 행위 자체에 대하여 경탄하는 것이지, 그가 고도의 교양을 가

진 사람인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다. 평생을 고생하며 성실하게 일해서 모

든 돈을 장학금으로 기부하는 노인의 사례도 마찬가지다. 요컨대 고도의 교

양을 갖지 않아도 사람은 얼마든지 도덕적일 수 있다.

그럼에도 도덕과 교육에서는 바람직한 도덕성 함양을 위하여 교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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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제할 필요가 있다. 도덕성을 함양함에 있어 교양이 필수적인 것이라고 말

하기 어려울지 몰라도, 도덕성 함양에 있어 교양은 보다 인간다운 인간으로 

성장케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요컨대 교양은 바람직한 도덕성 형성을 

돕고, 인간으로서의 품위와 품격을 갖추도록 한다는 점에서 도덕과 교육에

서 중요한 역할과 의미를 지닌다.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우선 

교양과 도덕성이 어떤 연관성을 띠는 것인지에 대한 좀 더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도덕과 교육을 통해서 길러내고자 하는 바가 

정확하게 무엇인지에 대하여 논의해 보아야 한다.

우선 도덕과 교육은 학생들의 바람직한 도덕성을 길러주고자 한다. 이 

때 도덕성은 옳거나 좋은 행위 기준에 따라서 살아가려는 자질을 의미한다

(정창우, 2013a: 86).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도덕철학이든 도덕심리학이든 높

은 수준의 도덕성의 핵심에는 항상 인간이 자기중심성에서 벗어나야 한다

는 메시지가 담겨 있다(박찬구, 2006: 310). 예수의 황금률, 공자의 “자신이 

원하지 않는 것을 남에게 행하지 말라(己所不欲勿施於人)”, “남과 입장을 

바꾸어 그 위치에서 한 번 생각해 보라(易地思之)”, 칸트의 정언명법, 피아

제의 탈중심화 및 콜버그의 역할 채택, 호프만의 공감(empathy), 길리건 및 

나딩스의 배려(caring) 등은 이 점을 잘 보여주고 있다(정창우, 2013a: 86).

이와 같이 도덕과 교육에서 핵심적으로 다루는 도덕성이란 지적, 정의적,

행동적 측면의 조화와 통합의 상태를 의미한다. 요컨대 도덕교육은 학생들

에게 조화롭고 통합적인 도덕성을 토대로 도덕적인 삶을 이끌어주고자 하

는 것이다.

그런데 한 가지 논의해 보아야 할 것은, 인간의 삶에 있어서 도덕성은 

가장 핵심적인 것임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실제로 인간의 삶의 장면에 있어 

매번 엄숙주의(rigorism)적인 도덕성이 요구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오

히려 인간의 삶에 있어서는 높은 수준의 엄숙한 도덕성이 요구되는 문제에 

직면하기 보다는, 그것과 크게 연관성이 없거나 다소 무관해 보이지만 삶을 

더욱 아름답고 행복하게 하고 안녕하게 하며, 보편적이면서도 안정적으로 

이끄는 요소들이 매우 많은 영향을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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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의 삶에 있어 엄숙한 도덕성과는 다소 무관해 보이지만 중요한 가

치와 의미를 지니는 것들이 존재한다는 것은 블라지(A. Blasi, 2005)의 도덕

심리학적 연구와도 연관지어 볼 수 있다. 블라지는 덕들을 일반성의 정도에 

따라 두 개의 범주로 분류한 후, 이들 각각을 ‘낮은 수준의 덕(lower-order

virtues)’과 ‘높은 수준(higher-order virtues)의 덕’으로 이름 붙인다. 여기서 

낮은 수준의 덕들에는 도덕적 의미를 부여하는 반면에, 높은 수준의 덕들은 

동기부여와 인성특질의 안정성, 그리고 보편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정창

우, 2013b: 18-19). 도덕적 의미가 부여되는 ‘낮은 수준의 덕’이란 공감, 동정

심, 예의, 공손, 사려 깊음, 친절, 관대, 이타주의, 우정, 충성, 순종, 준법, 시

민정신, 정직(honesty), 양심, 진실성, 공정성, 정의, 용기, 겸손함이 해당된

다. 그리고 동기부여와 인성특질의 안정성, 그리고 보편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높은 수준의 덕’이란 다시 ‘의지와 관련된 덕(will cluster)'과 ’자기 통

합성과 관련된 덕(integrity cluster)'로 구별된다. 의지와 관련된 덕은 인내

력, 결단력, 자기규율, 자기통제, 의지력이 해당되고, 자기 통합성과 관련된 

덕은 책임감, 책무감, 자기 일관성, 진솔함, 자기 통합성, 지조 있음, 자신에

게 솔직함, 자신에게 정직함, 자율성이 해당된다.

이와 같은 블라지의 도덕심리학적 연구는 인간에게 있어 도덕적 의미

가 부여되는 덕들뿐만 아니라, 인간이 안정적인 인성특질을 갖추고 동기가 

부여되도록 하는 덕들 역시 도덕성 내지 인성 형성에 있어 매우 중요한 역

할을 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다. 특히 기존에 전통적으로 여겨져 왔던 

덕의 개념(블라지의 견해로 보자면, 주로 도덕적 의미가 부여되는 ‘낮은 수

준의 덕’에 해당하는 것)에 비해, 이제 오늘날 인간에게 적합한 덕의 개념이

란 전통적인 덕의 개념을 핵심부로 하되 인간이 자신의 삶을 보다 더 안정

적이고 행복하게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덕들을 적극 고려함으로써 그 외

연을 보다 확장시킨 개념으로 이해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오늘날 우리 인간이 해결해야 할 도덕적인 쟁점과 문제들은 점

차 갈수록 복합적인 요인들에 의해 결정되며 과거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생소한 문제들도 생겨나고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 오늘날의 도덕적 쟁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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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들은 급변하는 사회를 살아가는 인간들의 보다 복잡해지고 다양하며 

변화된 삶의 패턴들을 고스란히 반영하는 것들이다. 이와 같은 급격한 사회

적 변화와 인간의 삶의 변화로 인해 초래되는 인간의 윤리적, 사회적 쟁점

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학문적 변화의 움직임도 일고 있다. 그 한가지 예

로서, 최근 ‘신경인문학(neurohumanities)’의 등장을 꼽을 수 있다. 굳이 ‘신

경윤리학’이라고 하지 않고, ‘신경인문학’이라고 이름 붙인 취지는 최근 비

약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신경과학의 쟁점과 함의가 ‘윤리학’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점을 반영하는 것이다(장대익, 2012). 물론 윤리학이 궁극적으로 

도덕을 지향하는 지성으로서 인문학 영역 중에서도 인간의 삶에 있어 핵심

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것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지만, 신경윤리학이라 이름 

붙이지 않고 신경인문학이라 함은 앞으로 인간이 직면하게 될 도덕적 쟁점

과 문제들, 특히 사회적 변화에 따라 발생하는 생소한 도덕적 쟁점과 문제

들을 해결함에 있어서는 기존의 도덕 윤리 개념에 대한 이해만으로는 불충

분할 가능성이 있음을 말해 준다.

이러한 맥락에서 도덕과 교육은 인간의 교양, 더 구체적으로 인간다운 

인간이 반드시 지녀야 할 세부적인 능력 내지 기능 등을 인문교양요소라고 

할 때, 인문교양요소가 내포하고 있는 도덕적 기능과 도덕성으로의 이행 가

능성에 대하여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하 절에서는 구체적인 교양요소들이 

도덕성과 어떻게 연관될 수 있는지에 관해 살펴볼 것이다.

(1) 인문학적 상상을 통한 도덕적 추론능력 함양

오늘날 혁명적 사회 변화로 인하여 갈수록 강조되고 있는 인간의 능력

은 바로 ‘창의성(creativity)’이다. 창의성은 오늘날과 같은 지식기반사회에서

의 새로운 지식의 창출과 문제해결능력과의 연관 속에서 그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고 있다. 일찍이 앨빈 토플러(1999)는 오늘날과 같이 혁명적으로 변

화하는 사회에서는 미래의 가능성을 명확히 파악하고, 그에 대응하기 위해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하는 것이 ‘생존의 필수 요소’가 되고 있다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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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바 있다.

교육 분야에서도 최근 ‘창의성 교육’이 부각되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은 

도덕과 교육에서도 마찬가지다. 최근 국 내외 도덕과 교육 분야에서는 도덕

성의 인지적 측면과 관련하여 ‘도덕적 창의성(moral creativity)’의 개념에 

대한 연구들이 부각되고 있다(L. T. Hoshmand, 1998; Wall, John, 2005; 고

미숙, 2003; 추병완, 2011; 김현수, 2012; 노희정, 2012; 박찬석, 2014 외). 요

컨대 도덕적 창의성은 혁명적 시대를 사는 인간에게 요구되는 도덕성의 중

요한 ‘인지적 요소’라 할 수 있다. 그리고 도덕적 창의성은 도덕적 상상력

(moral imagination)을 핵심적으로 갖출 때 비로소 발휘되는 것이기 때문에,

도덕적 상상력의 중요성 역시 갈수록 커지고 있다.

그러나 전통적인 도덕성의 견해에 따르면 도덕적 상상력은 그리 익숙

한 개념이 아니다. 심지어 비합리적인 것이고, 주관적인 것이며, 자의적인 

공상의 과정으로, 상상력은 통념상 마치 도덕성의 적(敵)으로 간주되어 왔

다. 이에 대하여 마크 존슨(M. Johnson)과 같은 인지과학자들은 이러한 통

념이 도덕성에 있어 도덕적 상상력에 대한 잘못된 이해임을 지적하면서, 상

상력은 도덕성의 적이 아니며, 오히려 우리의 삶을 더 도덕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할 수 있다는 점을 과학적으로 증명해 나가고 있다.

도덕적 상상력이 우리의 도덕성 형성에 공헌하는 바가 크다는 점이 비

교적 분명하며, 따라서 도덕과 교육에서는 도덕적 상상력을 효과적으로 함

양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도덕적 상상력을 함

양하기 위한 도덕과 교육의 방안 마련을 위해서는 누스바움의 연구와 마크 

존슨의 연구가 ‘인문학적 상상력(humanistic imagination)’이라는 지점에서 

상호수렴(convergence)함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이들의 주장에 의하면,

문학, 예술과 같은 인문학으로부터 기대할 수 있는 인문학적 상상력은 궁극

적으로 도덕적 상상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도덕과 교육에 있어 

매우 중요한 함의를 던진다.

그렇다면 먼저 도덕적 상상력(moral imagination)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도덕적 상상력에 대하여 고미숙은 다음과 같이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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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도덕적 상상력은 상상력에 대한 통합적 관점을 토대로 하여, 자아 

중심적인 접근으로부터 벗어나 타자의 입장에서 상황을 상상하는 능력

이며, 어떤 상황을 인습적인 방식에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측면

에서 바라보고, 새로운 가능성을 마음에 그리는 능력이며, 다른 사람의 

상황을 이해할 뿐만 아니라 감정을 공유할 수 있는 능력이며, 어떤 상

황에서 가능한 결과를 상상하는 능력이고, 타자를 그 자체로 목적으로 

대하고, 타자의 복지를 추구하는 능력이다(고미숙, 2003).

이에 따르자면, 도덕적 상상력은 공감 능력을 이끌어 줄 수 있고, 다양

한 맥락과 타자의 상황을 이해하고 그릴 수 있으며, 인습적 방식을 넘은 자

율적인 도덕성을 이끌어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해석될 수 있다. 이와 

같은 도덕적 상상력의 기능은 최근 마크 존슨(M. Johnson)과 같은 인지과

학 분야의 학자들에 의해서도 과학적으로 뒷받침되고 있는데, 이들은 우리

의 전반적 사고와 경험에 작용하는 상상적 기제들을 찾아냄으로써 이를 토

대로 하는 도덕성 연구와 교육방안들이 그 설득력을 얻고 있다. 마크 존슨

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도덕’에 관하여 생각할 때 결정적으로 빠뜨리는 것

이 있다고 보았는데, 그것은 바로 ‘도덕적 추론에서의 상상력’의 역할에 대

한 인식이다. 마크 존슨은 인간이 기본적으로 상상적인 도덕적 존재이며,

따라서 도덕적 추론도 결국 인간의 상상적 활동이며, 도덕성은 일관되게 은

유적이라고 주장한다(Johnson, 노양진 역, 2008: 385).

우리 인간은 가장 세속적이고 자동적인 지각 행위로부터 가장 추상

적인 개념화나 사유에 이르기까지 상상적 존재다. 결과적으로 우리의 

도덕적 이해는 대부분 영상, 영상도식, 은유, 서사 등과 같은 상상력의 

다양한 구조들에 의존하고 있다. 따라서 도덕적 추론은 기본적으로 하

나의 상상적 활동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상상적으로 구조화된 개념들을 

사용할 뿐만 아니라 상상력으로 하여금 특정한 상황에서 무엇이 도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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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관련되는지를 식별하고, 다른 사람들이 사물을 어떻게 경험하는지

에 관해 감정이입적으로 이해하고, 특정한 경우에 우리에게 열려 있는 

가능성의 전 영역을 조망하도록 요구하기 때문이다(Johnson, 노양진 역,

2008: 19).

이러한 존슨의 주장에 따르면, 도덕적 추론은 불가분하게 은유와 결합

되어 있으며, 심지어 가장 추상적인, ‘순수한’ 합리주의적 도덕성 이론들조

차도 은유들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도덕성에 대한 이론

은, 자기반성적인 도덕적 행위자로서 우리가 일상적인 삶에서 마주치는 과

제들에 부합하는 상상력에 관한 견해를 반드시 포함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도덕적 상상력이란 곧 서사적 상상력(narrative imagination)이라는 

특성을 지닌다. 존슨은 매킨타이어(A. MacIntyre)나 샌델(M. Sandel)과 같이 

서사적 자아로서 인간을 강조하면서, 인간은 지속적인 반성과 행위의 과정 

속에서 정체성이 창발하고 또 그 정체성이 지속적으로 변형되는, 과정 속의 

존재임을 강조한다(Johnson, 노양진 역, 2008: 308). 요컨대 인간은 모두 ‘과

정적 자아(self-in-process)’이며, 그러한 자아는 지속적으로 그 정체성을 탐

색하며, 동시에 스스로 무엇이 될 것인지에 대한 상상적 이상들에 부합하도

록 자신을 형성하려고 한다(Johnson, 노양진 역, 2008: 308). 이와 같은 서사

적 상상력은 인문학에서도 핵심적으로 강조되는 것이다. 즉 도덕적 상상력

과 서사적 상상력을 기점으로 인문학과의 연결 고리를 가지게 된다. 누스바

움은 “서사적 상상력이란 자기 자신이 다른 이의 입장에 있다면 사태가 어

떠할지 생각할 줄 아는 능력, 그 사람의 이야기를 지적으로 읽을 수 있는 

능력, 또한 그러한 위치에 처한 이라면 가질지 모르는 감정이나 소망, 욕구

를 이해하는 능력(Nussbaum, 2010: 163; 방진하․곽덕주, 2013: 124에서 재

인용)”이라고 정의내리면서, 지식을 사실적으로 다루거나 논리적으로 다루

는 것만으로는 학생들이 자기 자신을 주위의 복잡한 세계에 연결시킬 수 

없으며, 따라서 그러한 연결을 위해서는 ‘서사적 상상력'을 기르는 교육이 

개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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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스바움에 의하면, 서사적 상상력을 기르는 교육에 있어서는 특히 인

문학이 효과적이다. 인문학은 다양한 신념과 정서, 사고를 가진 ‘인간’에 대

하여 주의를 기울이게 하고, 최대한 그의 입장이 되어 그들을 이해하게 된

다. 우리는 인문학을 통해서 “스스로를 어떠한 존재로 이해해 왔는지 그 궤

적을 따라가면서, 우리 주위를 둘러 싼 일상의 삶 속에서는 직접 대면할 수 

없는 수많은 상황 속에 놓인 인간에 대하여 주의를 기울일 수가 있다(방진

하․곽덕주, 2013: 124).” 그 과정에서 마주치는, 나와는 다른 인간의 특성이

나 그를 둘러 싼 인간관계, 그가 속한 사회의 관습이나 제도 등은 나의 이

익에 비추어 승인하거나 거부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최대한 그의 입장이 

되어 들여다보아야 할 ‘이해’의 대상이 된다(방진하․곽덕주, 2013: 124). 특

히 누스바움은 좋은 문학이 갖는 공적 기능을 특히 강조한다.

좋은 문학이란 공포, 불안, 비애, 연민, 환희 등 우리에게 격렬한 감

정을 불러일으키는 것이고, 실천의 강력한 동기를 제공한다. 문학을 통

해 세상의 불의와 참상을 목격한 이상, 고통받는 타인의 얼굴을 마주 

본 이상, 이제껏 살아왔던 삶의 방식을 고집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시와 

소설, 즉 문학의 힘은 바로 이런 것이다(Nussbaum, 박용준 역, 2013:

33-34).

좋은 문학을 통해 타인의 입장을 이해하고 감정을 갖게 된 이상, 서사

적 존재로서의 인간은 지속적인 반성과 성찰, 행위의 과정 속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지속적으로 변형함으로써 보다 나은 정체성을 형성할 수 있게 된

다. 누스바움은 문학이 궁극적으로 인간에게 보편적인 마음의 자세를 획득

할 수 있도록 한다고 설명한다.

이상의 논의를 통해 볼 때, 인문학적 상상력은 지속적인 자기반성과 성

찰, 행위로 이어지는 ‘서사적 상상력’ 및 자기중심성에서 벗어나 기본적으로 

타인의 상황을 상상할 수 있는 ‘공적 상상력’을 전제한다는 점에서 도덕적 

상상력으로 연결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인문학적 상상력은 도덕적 상상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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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그 성격에 있어 유사한 의미를 갖는 것이며, 따라서 인문학적 상상력을 

통한 도덕적 상상력 함양방안을 기대해 볼 수 있다.

(2) 심미적 안목을 통한 도덕적 기능 함양

앞서 밝힌 바, 동 서양의 철학적 전통과 심리학적 연구 및 미와 도덕성

에 관한 쉴러의 견해를 통해 볼 때, 미학적인 것과 도덕적인 것은 서로 완

전히 분리될 수 없는 것이다. 이러한 견해는 마크 존슨의 연구에 의해서도 

지지된다. 존슨은 미학적인 것이 우리 삶의 모든 측면에 확산되어 있다는 

것을 가정한다. 그러면서 그는 미학적인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정합

적 경험을 가능하게 해 주는 수단으로서 상상적 구조와 활동, 지향성, 변형

을 포함하는 넓은 의미로 해석한다(Johnson, 노양진 역, 2008: 412).

이러한 존슨의 주장은 듀이(J. Dewey)에 의해서도 지지된다. 인간은 일

정 수준의 성취를 이루는 ‘경험(experience)’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는데, 미

학적인 것이야말로 비교적 통합적이고, 정합적이며, 완료된(consummated)

경험을 가능하게 해 주는 어떤 것이라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Johnson, 노양

진 역, 2008: 413). 따라서 미학적인 것은 우리가 과학적, 이론적, 또는 도덕

적이라고 생각하는 것 안에 현전하며, 또 그것들과 각각 분리된 것이 아니

라 뒤섞여 있는 것(Johnson, 노양진 역, 2008: 413)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듀이는 ‘미학적인 것’의 개념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나는 … 미학적인 것이 나태한 사치이든 초월적인 이상성이든 경험

에 대한 밖으로부터의 침입자가 아니며, 오히려 정상적으로 완결된 모

든 경험에 속하는 특성들의 명료화되고 강화된 발전이라는 점을 드러내

려고 시도했다. … 생동하는 경험 안에서 실천적인 것, 경제적인 것, 지

적인 것을 서로 구분하고, 그 한 경험의 속성들을 다른 경험들의 특성

들보다 더 높게 설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정서적 측면은 부분들을 하

나의 전체로 묶어 준다. 즉 ‘지적’이라는 말은 단순히 경험의 의미를 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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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다는 사실을 가리키며, ‘실천적’이라는 말은 유기체가 그것을 둘러싸

고 있는 사건이나 대상과 상호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가리킨다. 정교한 

철학적 또는 과학적 탐구와 야심적인 산업적 또는 정치적 기획은 그것

의 상이한 요소들이 하나의 통합적 경험을 구성할 때 미학적 성질을 띠

게 된다(Dewey, 1958: 46, 55).

존슨은 듀이의 이 말을 인용하면서, 우리는 미학적인 것을 실천적인 것 

또는 도덕적인 것으로부터 탈주시키는 것으로 생각하는 잘못을 그쳐야 한

다고 경고한다(Johnson, 노양진 역, 2008: 414). 이것은 모든 경험의 미학적 

층위가 유의미한 질서, 정합성, 완성을 향한 가능성에 기여하는 층위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도록 요구하는 것이며, 대부분의 경우 이것은 상상적 

구조화 문제와 연관된다는 점을 지적한다(Johnson, 노양진 역, 2008: 414).

이러한 존슨의 견해에 따르면, 도덕적 경험과 이해, 추론의 구조에는 미학

적 차원들이 얽혀 있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그가 ‘예술로서의 도덕성

(Morality as Art)' 은유를 무조건적인 참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아님을 밝힌

다. 왜냐하면 원형적인 예술 활동에는 도덕적 추론의 일부가 아닌 다양한 

측면들이 존재하며, 그 역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Johnson, 노양진 역,

2008: 415). 다만 존슨이 제안하고자 한 점은 도덕성이 얼마나 미학적 식견

이나 예술적 창조와 유사한 것인지를 검토함으로써 훨씬 더 많은 것을 배

우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그는 예술과 도덕성 사이의 유사성에 주목하면

서, 특히 예술이 갖고 있는 특징들로 식별력, 표현, 탐구, 창조성, 기술이 도

덕성과 어떻게 연관될 수 있는지를 설명하였다(Johnson, 노양진 역, 2008:

416-425 참조).

첫째, 식별력이다. 특정한 조건들 안에서 어떻게 행위할 것인지를 결정

하는 것은 우리가 그 상황을 어떻게 구조화하는가에 달려 있는데, 이것은 

곧 그 상황에서 무엇이 중요한지에 관한 섬세한 식별력과 판별력의 문제로 

귀결된다. 그것은 대부분 상황, 품성, 의도 등을 이해하는 문제이다. 22) 그

22) 존슨이 강조하는 ‘식별력’이란 레스트(J. Rest)가 말하는 도덕적 행동의 4구성 요소 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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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데 섬세한 식별력은 우리가 예술가들에게서 가장 높이 평가하는 것들 중

의 하나이다(Johnson, 노양진 역, 2008: 417). 그들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

들을 인지하며,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가능성들을 상상하며, 또 우리가 

현재로서는 아니지만 느낄 수도 있는 방식으로 느끼는 바를 예술작품으로 

구현한다. 예술가들은 우리가 놓치기 쉬운 방식으로 상황이나 경험에 대처

함으로써 세계의 새로운 차원을 열어 주는 능력이 뛰어나다(Johnson, 노양

진 역, 2008: 417).

이처럼 도덕적 지각이나 예술적 지각은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유사하

다. 그것들은 상상력과 느낌의 작용이며, 거기에 알고리즘적인 절차는 존재

하지 않는다. 그렇지만 그것들은 일반적 원리의 ‘도움을 받으며’, 우리의 신

체적 대인관계적 문화적 상호작용의 본성의 제약을 받는다. 미학적 식견의 

결여가 예술적 결함인 것처럼 도덕적 지각의 결여는 도덕적 결함이다

(Johnson, 노양진 역, 2008: 418). 이러한 맥락에서 아리스토텔레스는 도덕적 

무감각을 경고하였다.

무감각은 도덕적 실패를 의미한다. 그 대립물은 함양될 수 있다. 현

존하는 규범들(일반 원리나 규칙들)은, 스스로 받아들여진 것으로서, 그 

자체로 무감각에 대한 처방이다. “적정한 시기에, 적정한 대상과 관련해

서, 적정한 사람들에 대해, 적정한 목표와 함께 적정한 방식으로 대응하

는 것이 적절한 최선이며, 이것이 바로 탁월함의 특징이다."(Aristotle,

Nicomachean Ethics, 1106b21~23; Nussbaum, 1990: 156).

둘째, 표현이다. 예술가들에게 예술은 자기 표출이나 자기 지식의 한 

형태가 된다(Johnson, 노양진 역, 2008: 418). 존슨은 예술에서 그런 것처럼,

우리는 도덕적 숙고와 행위 안에서 품성이나 자기 정체성을 ‘표현’한다고 

도덕적 민감성(moral sensitivity)과도 유사하다. 레스트(1983)의 모형에서 도덕적 민감

성은 도덕적 행동을 가능케 하는 제1요소를 뜻하는데, 이는 “특정 상황 속에 내포된 

도덕적 이슈들을 지각하고 상황을 해석하며 자신의 행동 결과가 타인의 복지에 미치

는 영향을 헤아릴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박균열 외, 201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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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한다(Johnson, 노양진 역, 2008: 418). 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가 도덕적 

추론을 통해 지속적인 방식으로 우리 자신을 구성하거나 재구성한다는 것

이다. 사람들은 도덕성이 자기표현과 중요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생각을 받

아들이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지만 그것은 명백한 사실이다(Johnson, 노양진 

역, 2008: 418).

셋째, 탐구이다. 역사적으로 예술은 미메시스(mimēsis) 이래로, 창조적 

모방으로서의 예술은 항상 사물의 본성에 대한 탐구로서 존중되어 왔다. 나

아가 전적으로 모방적이거나 자연주의적인 예술론은 오늘날 선호되지 않는 

것이 사실이지만, 우리는 여전히 예술을 형식, 질료, 언어, 제도, 관계 등의 

가능성에 대한 탐구로 간주한다(Johnson, 노양진 역, 2008: 419). 따라서 도

덕적 숙고를 도덕적 탐구의 한 형태로 생각하는 것은 도덕성의 탐구적 측

면을 부각시킨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일이다. 가능한 최선의 방식으로 행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상황에 대한 다양한 구조화를 시도하고, 타인의 동기와 

의도를 검토하며, 상황에 잠재해 있는 것으로서 건설적인 상호작용의 가능

성들을 탐색한다(Johnson, 노양진 역, 2008: 419).

넷째, 창조성이다. 우리는 예술을 통해 사물들(물리적 대상, 텍스트, 선

율, 사건, 심지어 개념적 실재까지)을 만든다. 틀을 만들고, 모양을 만들고,

형태를 부여하고, 구성하고, 조화시키고, 균형을 잡고, 파괴하고, 조직화하

고, 재구성하고, 건설하고, 윤곽을 그리고, 묘사하고, 또 다른 상상적 만들기

의 형식들을 사용한다. 존슨은 이것이 바로 우리가 도덕성과 관련해서 하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우리는 상황을 묘사하고, 성격의 윤곽을 파악하고, 문제들을 정형화

하고, 사건들을 프레임에 넣는다. 행위를 할 때 우리는 다양한 형태의 

창조적 만들기에 참여한다. 즉 상황을 구성하고, 관계를 건설하고, 다양

한 관심사들을 조화시키고, 경쟁적 가치와 좋음들의 균형을 잡고, 제도

적 실천을 고안하고, 대인관계적 관계들을 통합한다. 이것은 그저 우리

가 하는 것을 기술하는 선택적 방식이 아니라 도덕적으로 민감하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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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적인 사람이 해야만 하는 것에 대한 정확한 설명이다(Johnson, 노양

진 역, 2008: 420).

예술적 행위의 핵심은 상상력이며, 그것에 의해 새로운 사물이 생겨나

고, 낡은 것이 재구성되고,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는 우리의 방식이 변

형된다. 이러한 상상력은 도덕적 행위에서도 마찬가지로 핵심이 된다. 우리

는 그것을 통해 낡은 개념과 가치가 재구성되고, 상황과 사람들을 인식하고 

대응하는 우리의 방식이 변형되며, 새로운 실재들이 생겨나게 된다. 인간 

경험의 역사적이고 진화적인 특성은 새로운 유형의 문제나 상황이 시간 속

에서 발생하리라는 것을 함축하며, 따라서 우리는 지속적으로 삶을 수정하

고 적응하고 조정해야만 한다. 이것은 이처럼 새롭게 생겨나는 조건들에 대

응하는 새로운 가능성에 대한 지속적인 실험을 요구하는 것으로 이는 곧 

예술적 실험과도 흡사한 것이다(Johnson, 노양진 역, 2008: 420).

다섯째, 기술이다. 예술적 기술은 연습을 통해 습득할 수 있는 모종의 

‘훈련’을 필요로 한다. 즉 연습을 통해 습득할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

한 것은 예술적 기술을 단지 어떤 주어진, 확정적인 목표에 대한 효과적인 

수단에 대한 지식으로 받아들여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즉 예술가는 자신

이 창조하려고 하는 것의 정확한 개념을 구조화한 다음, 그 목표를 실현하

기 위해 기술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시작하지 않는다. 그 기술은 오히려 재

료나 형태, 개념들과의 상호작용 속에 있으며, 그 안에서 예술 재료에 대한 

작업의 과정을 통해 확정적인 어떤 것이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다(Johnson,

노양진 역, 2008: 423). 도덕성에도 예술에서와 같은 기술의 차원이 존재한

다. 왜냐하면 연습과 훈련이 필요한 도덕성의 측면들, 즉 타인과 삶의 우연

성에 대한 ‘숙련된 대처'가 요구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기술은 단지 언어

적 규칙을 따르는 연습으로 익힐 수 있는 것이 아니며, 그것은 사람들에게 

상황들을 통해 창조적이고 건설적으로 자신의 방식을 모색할 수 있게 해 

줌으로써 익힐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종류의 기술은 결코 단순히 사람들이 

기계적으로 상황에 적용하는 확정된 절차가 아니다. 대신에 그것은 우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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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예측 불가능한 상황 안에서 어떻게 평안을 실현할 것인지에 관한 유동

적인 지식이라 할 수 있다(Johnson, 노양진 역, 2008: 424).

이상의 근거를 통해 존슨은 예술과 도덕성간의 유사성을 밝혔다. 존슨

이 주목한 예술적 능력과 태도들은 모두 사물이나 대상, 현상을 바라볼 때,

특별히 예술적인 방식으로 접근하여 아름다움을 살피고 찾으려는 ‘심미적 

안목’으로부터 비롯되는 것들이다. 요컨대 사물이나 대상, 현상에 대한 심미

적 안목과 도덕성간에는 존슨이 주목했던 바와 같이 구체적으로 식별력, 표

현, 탐구, 창조성, 기술 등의 요소들에서 서로 연관될 수 있다. 이러한 관련

성 속에서 존슨은 예술 작품을 창조하고, 경험하고, 평가하는 데 적합한 것

으로 널리 인식된 상상적 판단이 많은 측면에서 도덕적 판단의 한 모형으

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주장한다. 그렇다고 해서 삶과 도덕성의 ‘미학화

(aestheticization)'를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임을 존슨은 분명히 밝

히고 있다(Johnson, 노양진 역, 2008: 425). 키에르케고르(S. Kierkegaad)가 

결정적으로 보여주었던 것처럼 한 심미주의자의 삶은 도덕적 책임으로부터

의 탈주인 동시에 의미 있는 인간적 실존과 행위 가능성의 파괴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Kierkegaad, 1843). 다만 삶에서 차지하는 미학적인 것에 

대한 온전한 이해에 따른다면, 그것을 다만 예술가들의 영역이라고 하면서 

협소한 것으로 여기거나, 미학적인 것과 도덕적인 것은 분리된 것이라는 오

해 속에서 벗어나, 인간과 삶에 있어 도덕적으로 유의미한 가치를 지닌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다.

이상의 논의들을 통해 볼 때, 도덕성과 미학적인 것 사이에는 엄격한 

구분이 존재한다고 보기 보다는, 도덕성은 인간 경험의 미학적 차원을 포괄

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또한 마크 존슨의 언급과 같이 섬세한 식별력,

표현, 탐구, 창조성, 기술 등의 예술적 특성들은 결국 우리의 도덕성에 있어

서도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는 것으로, 이는 예술이 갖는 도덕적 기능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예술이 갖는 도덕적 기능은 도덕과 교육에 있어 유의미

한 가치를 지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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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문학적 감성을 통한 관계적 도덕성 형성

가. 이성과 감성, 그리고 인간의 본성

인간은 호모사피엔스(Homo Sapiens)로서 ‘이성’뿐만 아니라, 호모 루덴

스(Homo Ludens: 유희의 인간)으로서 ‘감성’을 가진다. 인문학을 통해 우리

가 기대할 수 있는 교양요소로서 또 하나는 바로 ‘인문학적 감성’이다. 인문

학적 감성이 무엇인가에 대한 논의에 앞서, 우선 ‘감성’의 개념을 규명될 필

요가 있다. 특히 ‘감성’이란 ‘감수성’, ‘감정’과 개념적으로 어떤 차이를 지니

며, 그러한 유사한 개념 가운데 특별히 ‘감성’이 인문학적으로 중요한 의미

를 가지는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아야 한다.

우선 ‘감성’의 뜻을 국립국어권 표준국어대사전에서 찾아보면, “자극이

나 자극의 변화를 느끼는 성질”, “이성에 대응되는 개념으로, 외계의 대상

을 오관(五官)으로 감각하고 지각하여 표상을 형성하는 인간의 인식 능력”

이다. 일반적으로 ‘감성이 섬세하다’, ‘감성이 뛰어나다’, ‘감성이 풍부하다’,

‘감성이 무디다’와 같은 말을 사용한다. 한편 ‘감수성’의 사전적 의미는 “외

부 세계의 자극을 받아들이고 느끼는 성질”로, 일반적으로 ‘감수성이 예민

하다’, ‘감수성이 메말랐다’, ‘감수성이 풍부하다’와 같은 표현을 사용한다.

사전적 의미에 따르자면, ‘감성’과 ‘감수성’은 외부의 자극에 대한 변화를 느

끼는 성질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서로 같은 뜻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그러나 

‘감성’과 ‘감수성’은 동일한 개념으로 볼 수 없는데, 감성은 개인의 심미적인 

경험 축적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발현될 수 있는 어떤 능력이라면, 이런 심

미적 경험의 축적은 개인의 감수성, 즉 대상에 대해 느끼는 능력의 여부 혹

은 고저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개인의 감성에는 개인의 감수성

에 따른 편차가 존재하게 되는 것이다(조태성, 2012: 9).

한편, ‘감성’은 ‘감정’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사실 

오늘날 서양에서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단어는 ‘감정’(emotion)이다. ‘감정’에 

해당하는 영어 단어인 emotion은 Webster사전에 “a strong feeling(such 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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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ar, wonder, love, sorrow, shame) often accompanied by a physical

reaction(e.g., blushing or trembling)”이라고 설명되어 있다. 즉 감정은 강

도가 강한 심리적 변화로 인해 느끼는 기분이다. 감정의 발생은 대부분 생

리학적인 변화를 동반하게 되는데, 감정과 연계되는 이러한 생리적 변화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발생되는 것이다(이구형, 1998: 116). 감정

의 종류를 심리학에서는 공포, 분노, 절망, 수치, 환희 등으로 구분하고 있

으며, 동양에서는 희(喜)·노(怒)·애(哀)·구(懼)·애(愛)·오(惡)·욕(欲)과 같이 분

류하고 있다.

그런데 근대 초기에는 “‘감정’(emotion)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불분명했

으며, 오늘날처럼 여러 느낌을 통칭하는 말로 사용되지도 않았으며, 이런 

의미는 19세기에 와서야 비로소 생겨난 것이다(최희봉, 2006: 208).” 그래도 

근대 초기의 철학자들은 감정을 논하기 위해 저마다 다른 용어들을 개발해 

내었고, 그 중 몇몇 단어들은 일반적으로 통용되었는데 17세기에 감정을 지

칭하는 단어로서 가장 일반적이고 대표적인 용어는 바로 ‘정념(passion)'이

었다(최희봉, 2006: 208). 이는 데카르트의 『영혼의 정념들(Passions of the

Soul)』의 영향 때문일 수도 있으며, 감정을 수용적이고, 수동적인 상태로 

보려는 당대의 일반적인 경향 때문일 수도 있다(최희봉, 2006: 208).

한편, 18세기에 들어오면서 특히 영국에서 ‘감성’(sentiment)23)이라는 단

어가 널리 쓰였다(최희봉, 2006: 208). 이 용어는 때로는 정념과 구별 없이 

사용되기도 했고, 때로는 정념과 대비되어 사용되기도 했다(최희봉, 2006:

23) 감성을 뜻하는 영어단어로는 sensibility, affect 로도 통용된다. sensibility는 Webster

사전에서 “the ability to respond to a sense stimulus”로, 감성에 해당되는 다른 영어 

단어인 affect는 a feeling or mood 라고 기술되어 있다. 즉 감성이란 ‘외부로부터의 

감각자극에 대한 반응’ 내지는 ‘느낌이나 기분’이라는 의미를 가진다. 사물이나 환경을 

접할 때마다 갖게 되는 예쁘다, 좋다, 마음에 든다, 그저 그렇다와 같은 일반적인 느낌

들이 감성인 것이다. 즉 감성은 감정에 비하여 외부로 나타나는 신체적이나 생리적인 

변화를 수반하지 않는다(이구형, 1998: 116). 그러나 이 논문에서 ‘감성’은 sentiment 로 

표현하고자 한다. sentiment 는 근대 영국 철학에서 널리 사용된 용어로, 특히 흄이 

‘감성’을 세련되고 반성적인 감정으로 분류하여, 이것들을 우리의 도덕 판단과 미적 판

단의 기초로 보았다는 점은 이 논문의 주제와의 관련성이 크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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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8). 후자의 경우에 감성은 “‘차분한 감정’(calm emotion)으로 반성에 의해 

다듬어지고 조절된 그런 감정이거나,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정제된 그런 감

정을 뜻하며, 정념은 다듬어지거나 교정되지 않은 감정으로, 우리의 마음을 

뒤흔들어 놓거나 이성에 대해 반응하지 않는 ‘격한 감정’(violent emotion)

이다(최희봉, 2006: 208).” 예를 들어 맨드빌은 인간을 “정념의 혼합물”이라

고 설명하면서 우리의 감정을 조직화되어 있지 않고, 순간적으로 지나치는 

것이며, 교정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강조했다(B. Mandeville, 1988;

최희봉, 2006: 208에서 재인용). 다른 한편 흄(D. Hume)은 ‘감성’을 ‘세련되

고 반성적인 감정’으로 분류하여 이것을 우리의 도덕 판단과 미적 판단의 

기초로 보았는데(최희봉, 2006: 208), 이러한 흄의 감성론에 좀 더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흄은 『논고』제1권에서 세 가지 주요 신념들, 즉 인과적 필연성, 외부 

세계의 존재, 자기 동일적 자아의 존재에 대한 신념들에 대한 인식론적 지

위를 검토하였다(최희봉, 2006: 211). 흄이 이런 신념들의 이성적 정당성을 

부정하고 이런 신념들의 근원에 관한 자연주의적 설명을 제시할 때 그 설

명의 핵심을 차지하고 있는 개념이 바로 ‘상상력에 의한 습관’이다(최희봉,

2006: 211). 그리고 이런 습관적 작용의 주체는 이성이 아니라 상상력 또는 

자연적 경향성이며, 이것들은 흄에게서 감성(sentiment)이나 정념(passion)과 

거의 같은 의미를 지니고 있다(최희봉, 2006: 211-212). 이렇게 보면 “흄의 

견해에서, 우리의 지식은 기본적으로 감성적 작용에 기초하고 있는 것이다

(최희봉, 2006: 212).” 흄은 『초록』에서 지식에서의 감성의 중요성을 다음

과 같이 적고 있다.

거의 모든 추론은 경험으로 환원되며, 경험에 수반된 신념은 특정

한 감성(sentiment), 즉 습관이 낳은 생생한 생각에 지나지 않는다. 이것

이 다가 아니다. 우리가 외적 존재에 관한 그 어떤 것을 믿을 때에도…,

이 신념도 다 똑같이 감성(sentiment)이다(Hume, 이준호 역, 1998, 『논

고』3권, 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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흄이 그의 철학을 통해서 인간의 인식 판단과 도덕 판단, 미적 판단에 

있어 ‘감성’이 작용하는 맥락을 드러내 보임은 감성의 능동성과 도덕성으로

의 이행가능성을 시사한다. 이는 감성에 관한 통상적 견해와는 다른 맥락이

다. 사실 통상적인 견해에서 인간의 감성적 능력은 이성적 능력에 비해 경

시되어왔다. 칸트는 감성은 “이성을 미혹하기 쉽기 때문에 이성은 감성에 

미혹되지 않도록 스스로를 끊임없이 감시해야한다(엄경희, 2008: 248)”고 보

았다. 그럼에도 칸트는 감성은 이성과 함께 인간의 근본적인 인식능력으로 

보았으며, 특히 『도덕형이상학(Metaphysik der Sitten)』에서 그는 감성에 근

거하지 않는 도덕적 느낌들 뿐 아니라 감성에 근거한 느낌들을 계발하는 

것은 ‘간접적 의무’라고 말하였다(이원봉, 2006: 279). 아울러 감성의 능동성

이나 도덕성으로의 이행가능성에 관해서는 베르그송, 윌슨과 같은 학자들의 

이론을 통해서도 지지된다. 베르그송의 견해는 감성의 능동성을 뒷받침한

다. 그에 따르면 “의지에 직접적인 작용을 하는 것이 감성이다(H. Bergson,

송영진 역, 1998: 49).” 베르그송에 따르면, 감성은 지성으로 하여금 모험을 

감행하게 하고 의지로 하여금 인내하도록 고무하여 위대한 예술과 과학, 그

리고 문화화 일반을 창조하는 지성의 실체로까지 이해된다(H. Bergson, 송

영진 역, 1998: 50-53; 엄경희, 2008: 249에서 재인용). 한편 제임스 퀸 윌슨

은 인간본연의 도덕감성을 강조하였다. 윌슨은 『도덕감성』을 통하여 생물

학과 사회과학의 과학적 지식을 이용하여 인간에게는 근본적으로 동정심,

공정성, 자제심, 의무감 등의 도덕감성이 있음을 보여주면서, “도덕감성이 

인간행위와 판단을 형성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J. Q. Wilson, 안재욱․이

은영 역, 1998).

그렇다면 인간의 감성은 통상적으로 단지 어떤 대상이나 자극에 대하

여 일어나는 마음이나 느끼는 기분과 같이 수동적이기만 한 단순한 감각의 

발로로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그것은 오히려 사람이나 사물에 대하여 

능동적으로 접근하여 감각하려는 지각과 인식의 과정으로 보아야 하며, 인

간의 도덕적 판단과 미적 판단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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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요컨대 감성은 인간의 사고와 의사결정, 의지와 행동 등의 핵심을 이

루는 복잡한 메커니즘이라고 할 수 있다. 인간은 이성뿐만 아니라 감성의 

지지와 이해, 그리고 조화를 통해서 비로소 온전한 의미에서 인간다운 인간

됨을 실현할 수 있다.

나. 인문학적 감성의 개념

사실 감성은 철학적인 접근을 완전히 배제하고 심리학 내지 공학적으

로 정의될 수 있다. 시노하라(Sinohara, 1996)에 의해, 감성은 ‘사물과 현상

에 대한 감수성, 대상에 내포된 다의적이고 애매한 정보에 대한 직감적인 

능력, 좋은 센스’라 정의된 바 있다. 또한 어떤 정보공학자에 의하면 ‘인간

의 기분이나 사물의 맛, 색, 이미지 같은 애매한 것을 직감적, 통찰적으로 

받아들이는 인지, 정서적 능력 특성’이라고도 한다(行場次朗, 箱田裕司 編著,

조경덕, 남기춘 공역, 2002: 76~77). 그러나 감성의 개념은 이와 같이 단정

적으로 정의될 수는 없는 것이다. 감성은 매우 다양한 방면에서 다양한 방

식으로 정의될 수 있는 개념이기에 그것을 한 마디로 정의하기는 결코 쉽

지 않은 일이라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성의 개념 

정의와 관련한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놓는다면, 인문학적 관점에서의 정의 

또한 가능할 수 있다. 감성을 인문학적 관점에서 정의한다고 했을 때, 그것

은 적어도 공학적, 심리학적 정의와는 다른 종류의 개념 정의라 할 수 있

다. 그것은 곧 감성이 가진 인문적 본성과 기능에 초점을 두는 것이어야 한

다.

그런데 인문학적 감성이라는 개념을 정의하기 위해서는, 앞서 규명한 

인문학의 개념을 다시 떠올릴 필요가 있다. 즉 인문학이 인간다운 인간으로 

성장하도록 하는 학문이라는 점이다. 이때 ‘인간다운 인간’이라 함은 개인적 

차원에서 나아가 시민적 차원에서의 됨됨이, 즉 교양을 두루 겸비한 인격으

로 표현될 수 있다. 그렇다면 결국 인문학적 감성이란 자신만의 개인적 감

성만이 아니라 타자와의 관계성 속에서 발현되는 관계적 감성을 통해서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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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소 온전히 발현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백승균(2010b:

214)은 인간의 생명이란 단독자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너, 혹은 

일자와 타자의 관계에서 비로소 형성되고 생성되는 것이라고 설명한 바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에 따르면, 살아 생동하는 인간은 대상과의 관계 속

에서 성장하고 스스로를 재생산하며, 특히 외적 자극에 대해 민감한 반응을 

일으킴으로써 ‘감성’의 능력을 그 특징으로 한다. 이와 같은 견해를 고려한

다면, 인문학적 감성이란 타자와의 관계 속에서 감수성에 의해 형성된 다양

한 층위의 심미 경험을 축적하고, 끊임없이 자기반성 내지 자기성찰을 행하

게 함으로써 그 축적이 내면의 완성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

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인문학적 감성이 정보화 사회, 지식기반사회로 일컬어지는 오늘

날과 같은 시대에 특별히 더 중요해지는 이유는, 오늘날 인간이 이룩해 낸 

거대한 과학기술적 성과들이 오히려 역으로 인간만이 가질 수 있는 영역마

저도 위협할 우려가 생기기 때문이다. 앞서 서론에서 언급한 ‘빅 데이터’의 

등장은 바로 그 예가 될 수 있다. 이와 같은 정보화 사회, 지식기반사회에

서 인간이 직면하고 있는 인간다움의 종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

로 주목되는 것이 바로 ‘인문학적 감성’이다. 백승균(2010b)은 정보화 사회

에서는 정보나 기술 그 자체가 인간의 사고와 의식은 물론이고 인간의 가

치관까지 좌지우지하게 하고 있다는 점을 제기하면서, 자칫 과학기술이 인

간의 인격에 대한 위협물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면서 그는 과학

기술과 인간의 경계를 더욱 분명히 하여, 기술은 그 자체가 의식도 이해력

도 스스로 소유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기술이 아무리 완벽하고 엄밀하

다고 하더라도 인간의 문학적 상상력이나 역사적 근원성, 그리고 철학적 추

상성, 더 나아가서는 인류가 염원하는 본래의 인성이나 인격, 이해나 가치 

등에 대해서는 결코 침범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백승균, 2010b: 215). 만약 살아 생동하는 인간정신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마저도 과학기술이 대신한다면 그것은 마치 인간정신을 기술적 공산품으

로 떨어지게 하는 격으로, 그러한 사회에서는 결코 ‘생명’이라는 것을 찾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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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없다. 따라서 인간은 참다운 생명을 담보할 수 있는 새 길을 인문학, 그 

중에서도 ‘감성’에서 찾아야 한다(백승균, 2010b: 212). 따라서 인문학적 감

성은 오늘날과 같은 혁명적 사회에서 매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인문학적 감성을 통해 기대할 수 있는 바에 대하여 백승균은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기술이 올바르게 쓰이기 위해서는 기술의 주인이 있어야 하고, 그 

기술의 주인은 슬픔과 기쁨, 고통과 환희를 동시에 가진 인간이어야 하

되 자기를 스스로 성찰하고 부정해서 본래의 자기를 찾는 유연성과 관

계성의 새로운 감성이어야 한다. 이러한 새로운 감성이야말로 인간을 

현실에서나 사이버에서 혹은 실재에서나 가상에서 해방시킬 것이고 기

술을 인간화 할 것이나 기술이 곧 인간이라는 무모한 독단을 쓰지 못하

도록 할 것이다. 이러한 새로운 감성 역시 인문정신에서 다시 해석 가

능하게 된다면, 인간의 새로운 욕구구조는 인간생활의 이성적 근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 삶의 충동성과 생동성에도 함께 자리잡고 있다

고 할 수 있다.(백승균, 2010b: 216).

위의 인용문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오늘날과 같은 정보화 사회에서 인

간이 기술의 노예가 아닌 주인으로 자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슬픔과 

기쁨, 고통과 환희와 같은 감정을 가진 동시에, 자기를 끊임없이 성찰해서 

본래의 자기를 찾는 유연성과 관계성의 감성을 가져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

서 볼 때, 인문학적 감성은 인간이 인간다운 모습을 갖추기 위하여, 즉 인

간으로서 본래의 자기 모습을 찾아가기 위한 필수적인 교양요소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인문학적 감성은 그동안 통상적으로 인간의 감성이 충동적이

고, 주관적이며, 수동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인간의 이성과는 대척점에 

있는 것이라는 이성주의적 견해와는 달리, 오히려 오늘날 인간 존재의 특징

을 가장 확연하게 드러내 보여줄 수 있는 것이자 그 어떤 과학기술도 그것

을 완벽하게 대체할 수 없는 유일한 ‘인간 고유의 능력’이라 할 수 있다. 인

문학적 감성은 인간을 인간다울 수 있도록 하는 살아 생동하는 생명력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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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것이다.

그런데 ‘인문학적 감성’의 개념은 앞서 살펴본 ‘감성’의 개념과도 일맥

상통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감성’은 타자에 능동적으로 접근하여 감

각하려는 지각과 인식의 과정이자, 인간의 도덕적 판단과 미적 판단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규정될 수 있는데, ‘인문학’의 의미를 부각시킴

으로써 규정되는 ‘인문학적 감성’ 개념 역시도 타자와의 관계 속에서 감수

성에 의해 형성된 다양한 층위의 심미 경험을 축적하고, 끊임없이 자기반성 

내지 자기성찰을 행하게 함으로써 그 축적이 자기 내면의 완성으로 나아가

게 하는 것이라는 점은 그 맥락을 같이 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성’이라 하지 않고 굳이 ‘인문학적 감성’이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인문학

적 감성’이야말로 그 어떤 기술로도 대체되거나 완벽하게 모방될 수 없는 

인간 존재만의 특징이자 유일한 ‘인간 고유의 능력’으로, 인간을 인간다울 

수 있도록 하는 요소임을 보다 부각시키기 위함이다.

다. 인문학적 감성과 도덕적 감성의 관계

인문학적 감성이 타자와의 관계 속에서 감수성에 의해 형성된 다양한 

층위의 심미 경험을 축적하고, 끊임없이 자기반성 내지 자기성찰을 행하게 

함으로써 그 축적이 내면의 완성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라면 이는 곧 인

간의 도덕성과 관련된다. 따라서 도덕에서 차지하는 감성의 지위를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이에 대하여 흄은 선․악의 문제와 관련된 도덕 판단에서 

감성이 지니는 중요한 지위에 대해 설명한다. 흄에 있어 도덕적 가치, 즉 

선과 악의 가치를 판단할 때 그 판단의 기초가 되는 것은 도덕에 관련된 

감성, 즉 도덕감(moral sentiment)이다(최희봉, 2008: 214). 흄은 『한 신사가 

에딘버러의 친구에게 보내는 편지(A letter from a Gentleman to his Friend

Edinburgh)』에서 『논고』에 대한 공격에 대항하여 익명으로 자신을 변호

하는데, 여기서 흄이 재차 확인시키고자 하는 자신의 견해는 ‘도덕적 명제

들’은 ‘단순히 이성의 대상들’이 아니며, 오히려 ‘우리의 내적 취미와 감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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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낌들’이라는 것이다(D. Hume ed. E. Steinberg, 1993: 122; 최희봉, 2008:

214에서 재인용). 흄은 도덕을 이성이 아닌 감성의 작용으로 보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일상적 의미에서 일반적으로 이성으로 불리는 것, 도덕적 논의들에

서 그토록 권하여 지는 그것은, 사실은 일반적이고 온화한 정념(calm

passion), 즉 그 대상에 대해 포괄적이고 거리를 둔 관점을 취하여, 그 

어떤 감성적 움직임(any sensible emotion)을 자극함이 없이 의지를 활

성화시키는 그런 정념에 불과하다(D. Hume ed. T. H. Green and T.

H. Grose, 1912: 161; 최희봉, 2008; 214에서 재인용).

이와 같은 도덕에서의 감성의 중요성은 맹자에 의해서도 강조된다. 맹

자에 따르면, 사단(四端)이라고 언급했던 도덕적 정감은 감각적 자극이나 

욕구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올 수밖에 없는 정서적 흐름으로 설명될 수 있

다(이찬, 2010: 52). 맹자는 ‘도덕적 감성(moral sentiment)’이 인간의 마음속

에 본원적으로 내장되어 있음을 설명한다(이찬, 2010: 53).

공도자가 말했다. “고자는 ‘성은 선할 것도, 선하지 않을 것도 없다’

고 말했습니다. 어떤 이는 ‘성은 선하다고 할 수도 있고 선하지 않다고 

할 수도 있으므로 문왕과 무왕 같은 성군이 출현했을 때 백성들은 선함

을 즐겨했고 유나 려와 같은 폭군들이 나타났을 때 포악한 짓에 몰두했

다’고 합니다. 어떤 이는 ‘성이 선한 경우와 성이 선하지 않은 경우가 

다 존재한다. 그러므로 요가 임금인데도 象과 같은 놈이 있었으며 고수

가 아비인데도 순임금 같은 이가 있었다. 紂 같은 폭군이 조카이자 군

주였는데도 微子 啓와 왕자 比干 같은 이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 

‘인간의 본성이 선하다’고 말씀하시니 그렇다면 저들은 모두 틀렸습니

까?”

맹자가 말했다. “그 실상에 솔직하다면 선하다고 할 수 있으니, 이

른바 선한 것이다. 선하지 않은 짓을 하는 것과 같은 경우, 그것이 자질

의 잘못은 아니다. 측은하게 여기는 마음은 사람이라면 모두 가지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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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수치심도 사람이라면 모두 가지고 있다. 공경하는 마음은 사람이라

면 모두 가지고 있고 옳고 그름을 가리려는 마음도 사람이라면 모두 가

지고 있다. 측은하게 여기는 마음은 仁이며 수치심은 義, 공경하는 마음

은 禮, 시비를 가리려는 마음은 智慧이다. 仁義禮智는 밖으로부터 나에

게 녹아들어온 것이 아니라 내가 원래 가지고 있던 것인데, 생각지 못

했을 뿐이다. (중략) 詩에 ‘하늘이 만민을 낳으시매, 물물마다 각기 정한 

법칙이 있으셨네, 백성들의 떳떳한 마음은 아름다운 덕을 좋아하나니’라

는 노래가 있는데, 공자께서는 ‘이 시를 지은 이는 道를 아는 구나. 그

래서 物이 있으면 반드시 법칙이 있고 백성들은 타고난 천성으로 그 아

름다운 덕을 즐긴다고 했구나’라고 말씀하였다.”(『맹자』,「고자」상6

장; 이찬, 2010: 54-55에서 재인용)

맹자의 성선설에 대한 강한 불신이 묻어나는 공도자의 말에, 맹자는 한

마디로 ‘그 실상에 솔직하다면’ 우리는 그 사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것

이라고 토로한다. 곧이어 그것은 바로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도

덕적 감성’(이찬, 2010: 56)”임을 언급한다. 나아가 그 감성은 ‘밖으로부터 

나에게 녹아들어온 것이 아니라 내가 원래 가지고 있던 것’이라고 덧붙인

다. 여기서 맹자가 인용한 시도 “인간에게는 날 때부터 하늘이 부여한 도덕

적 힘이 있다는 주장을 돋보이게 만들려는 장치이다(이찬, 2010: 56).” 맹자

에게는 적어도 “시에서 말하는 ‘법칙’이 이를테면 사람들에게 나면서부터 

내장되어 있던, 도덕적 가치에 반응할 수 있는 감성적 힘이자 자연스러운 

패턴인 것이다(이찬, 2010: 56).” 결국 맹자가 말한 性은 자연스럽게 흘러가

는 마음의 경향성(性)이며 그것이 선한 까닭은 마음의 실상이 늘 도덕적 가

치를 지향해 흐르고 있기 때문이다(이찬, 2010: 56). 그러므로 맹자가 “인의

로 말미암아 실행해가는 것이지 인의를 행하는 것이 아니다(『맹자』「이

루」하 19장; 이찬, 2010: 56에서 재인용)”라고 말했을 때, 그 의미는 “내면

에서 우러나는 도덕적 감성에 솔직함으로써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지 

어떤 외적인 규범이나 명분을 내걸고 그것을 실천하려고 살아가는 것은 결

코 아님을 뜻한다(이찬, 2010: 56).” 이런 맥락에서, 맹자는 자연스럽게 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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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도덕적 감성에 진솔하게 응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자신을 성찰하는 것

을 중요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요컨대 『맹자』에서 도덕적 태도 행위

는 “도덕적 감성을 미진함 없이 다 구현하고자, 그리고 섬세한 도덕적 감수

성을 온전하게 간직하고자 노력하는 과정에서 항상 자연스럽게 발현된다고 

할 수 있다(이찬, 2010: 58).”

그렇다면 도덕적 감성과 인문학적 감성은 어떤 관련성을 갖는가 질문

해 보아야 한다. 더 정확하게 질문해서, 인문학적 감성은 도덕적 감성으로 

이어질 수 있는가에 대해 생각해 보아야 한다. 인문학적 감성이 곧 도덕적 

감성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인문학적 감성의 개념에는 이미 도덕적 

감성이 이미 핵심으로 전제되어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인문학적 감성

이 타자와의 관계 속에서 감수성에 의해 형성된 다양한 층위의 심미 경험

을 축적하고, 그 과정에서 끊임없이 자기반성 내지 자기성찰을 행하게 함으

로써 그 축적이 자기 내면의 완성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라고 했을 때, 이 

때 내적인 감수성을 온전히 하고자 하는 것 내지 끊임없이 자기반성과 성

찰을 하는 것은 이미 흄이나 맹자에 의해 지적된 바와 같은 ‘도덕적 감성’

의 개념을 전제함으로써 가능해지는 것이다. 다시 말해 타자와의 관계 속에

서 자신이 갖고 있는 내면의 감수성에 진솔하게 응하고 끊임없이 자기반성

과 성찰을 함으로써 내면의 완성을 기하도록 하는 힘으로써 ‘인문학적 감

성’이란 도덕적 감성의 성격을 지닌 것이다. 요컨대 인문학적 감성은 인간

이 나면서부터 내장되어 있던 도덕적 감성에 반응할 수 있는 감성적 능력

의 성격을 띠며, 따라서 그것은 ‘도덕적 감성’에 진솔하게 응하고 그것을 자

연스럽게 발현시키고자 함으로써 내면의 완성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표

현될 수 있다.

이상의 내용을 근거로 하여 인문학적 감성과 도덕적 감성의 유사성을 

밝혔다. 인문학적 감성과 도덕적 감성은 구체적으로 관계적 감성이라는 점,

반성 성찰적 감성으로 내면적 완성을 기하고자 한다는 점, 인간의 자연스러

운 경향성과 생동성의 발현이라는 점 등에서 연계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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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비판적 사유 성찰 능력을 통한 시민적 도덕성 형성

인간은 주체적으로 사유할 수 있는 존재이다. 특히 오늘날과 같은 정보

화 사회, 지식기반사회에 인간에게는 인간의 주체적 사유 능력은 더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수많은 정보와 지식과 의견이 범람하는 시대에 그것들을 무

비판적, 수동적으로 수용한다면, 인간은 나약함과 수동성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게 된다. 따라서 오늘날 인간에게 있어 필수적인 능력은 주체적으로 사

유하는 능력이라 할 수 있다. 인간이 주체적으로 사유하는 능력은 스스로 

비판적으로 사유 성찰하는 능력을 의미하며, 이는 곧 깊게 사색할 수 있는 

능력이다. 교육에 있어서도 학생들이 비판적 사유 성찰 능력을 함양토록 하

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것은 학생들에게 있어 맹목적으로 지식을 주입하

는 일종의 기계적 학습이 아니라 그들의 비판적 사유와 성찰을 통해 인간

으로서 그들의 존재와 삶을 변화시키기 위함이다. 누스바움은 민주주의 체

제들을 살아 있게 하고 널리 깨어 있게 하는 일에, 훈련된 비판적 사유 성

찰 능력은 필수 항목이라고 주장한다. 그는 심리학자 애시의 순종 실험

(Asch’s Conformity Experiment)을 소개하면서 “아무도 비판적 목소리를 

내지 않는 경우 사람들은 더 나쁘게 행동한다.”는 점을 경고한다

(Nussbaum, 우석영 역, 2011: 87). 누스바움은 실험에 참가한 이들은 자신

들이 동료라고 여긴 다른 모든 이가 한결같이 잘못된 판단에 동의할 때 바

로 그 잘못된 판단에 동의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만일 단 한 명이라도 반

대 의견을 내는 이가 있었다면 그들은 자유로워져 자신들만의 인식과 판단

을 따랐을 것이라는 점을 설명하였다. 따라서 교육에 있어 무엇보다도 비판

적 목소리를 내려는 자발성을 강화시킬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그의 강력

한 주장이다.

비판적 사유 성찰 능력의 중요성은 사실 소크라테스로부터 지지된다.

소크라테스는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그 움직임이 게으르고 굼뜨며, 살아 

있으려면 따끔한 자극을 받아야 하는 거대하고 고결한 말(馬)이다.”(Platon,

『소크라테스의 변명』, 30E)라고 언급한다. 누스바움은 소크라테스의 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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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하면서, 스스로의 힘으로 문제를 검토해보지 못하는 사태 즉 자기 검토

(self-examination)의 부족 사태가 초래하는 문제점을 지적한다. 첫 번째, 자

기 검토의 부족 사태는 ‘목표에 대한 불명료성’을 유발한다(Nussbaum, 우

석영 역, 2011: 97). 그는 플라톤의 『라케스(Laches)』에 나오는 내용을 들

어 이 문제를 설명하였다.

플라톤은 아테네의 선도적 장군들인 라케스와 니키아스 모두 군인

으로서의 용맹을 지녔다고는 생각하지만, 그 용맹의 실체가 무엇인지 

제대로 설명하지는 못한다. 그들은 어떤 대의를 위해 싸워야 하는지, 도

시의 관심사가 궁극적으로 무엇인지에 관한 사유가 용맹에 선결되어야 

하는 것인지, 아닌지조차 확신하지 못했다. 소크라테스가 이러한 생각을 

말하자, 그들은 소크라테스의 생각을 반긴다. 하지만 그들은 소크라테스

의 말을 듣기 전에는 이를 또렷하게 생각해보지 못했다. 자신들의 중심

적 가치들에 대한 그들의 이러한 완전한 혼돈 상태는 비교적 결정 사안

이 가벼운 경우라면 무해할 수도 있다. 그러나 중대한 결정이 요청되는 

경우라면 ‘내가 무엇을 원하고 중시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갖는 

것이 이로울 것이다. 플라톤은 훗날 시실리 원정에서의 군사적 정책적 

실수라는 재난이 문제에 대한 그들 자신의 심층적 검토(self-scrutiny)

부족과 관계있다고 말하였다(Nussbaum, 우석영 역, 2011: 96-97).

즉 소크라테스식 자기 검토는 적어도 추구되는 각 목표들이 분명히 보

이게 하며 경솔함으로 말미암아 중대한 이슈들이 자각되지 못하는 사태를 

방지할 수 있다. 자기 검토의 부족 사태가 초래하는 두 번째 문제점은 너무 

쉽게 남의 말에 휘둘린다는 점이다(Nussbaum, 우석영 역, 2011: 97). 예를 

들어, 재능 있는 선동가가 감동적인 언변술로, 그러나 조악한 논리로 연설

했을 때 아테네인들은 그 논리를 검토하지도 않은 채 너무나 쉽게 휘둘렸

다. 또한 그들은 다시 그 반대편의 입론에도 쉽게 휘둘릴 수 있는데, 그들

의 입장이 진정 무엇인지 스스로는 전혀 감을 잡지 못했던 것이다

(Nussbaum, 우석영 역, 2011: 97). 이와 관련하여 누스바움은 다음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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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한다.

투키디데스는 미틸레네의 반역적인 식민주의자들의 운명에 관한 논

쟁에서 이 점에 대한 확실한 예를 제시한다. 실추된 명예 운운하는 선

동가 클레온의 영향력 아래 의회는, 미틸레네의 모든 남자를 죽이고 여

성과 아이들을 노예로 삼자고 투표로 결의한다. 도시는 그 명령을 행할 

함선 한 척을 출정시킨다. 그러자 또 다른 웅변가인 디오도투스는 사람

들의 마음을 가라앉히는 한편 자비를 베풀어야 한다고 역설한다. 이 말

에 설득된 도시는 예의 명령을 취소하기로 결의하는데, 그리하여 첫 번

째 함선을 정지시키라는 명령을 실은 두 번재 함선이 출항한다. 순전히 

우연으로 먼저 출항한 함선이 잠시 항해를 멈추는 바람에, 두 번째 함

선은 그 배를 따라잡을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수많은 생명의 운명이 논

리적 논쟁이 아니라 우연의 힘에 맡기어졌던 것이다. 만일 소크라테스

가 이 사람들로 하여금 클레온의 연설을 멈추게 하고, 그것에 대해 성

찰 분석해보고 클레온이 주장하는 바를 비판적으로 사색해보게 했다면,

적어도 그들 중 일부는 클레온의 강력한 수사학에 저항하고 폭력에 대

한 그의 요청을 거부했을 가능성이 크다(Nussbaum, 우석영 역, 2011:

97-98).

이와는 상반되게 소크라테스식 비판적 질문은 철저히 반권위주의적인

데 이 비판적 질문에서 발언자의 지위 신망 따위는 하등 중요하지 않으며,

중요한 것은 오직 논리의 성질뿐이다(Nussbaum, 우석영 역, 2011: 98-99).

자기 검토의 부족 사태가 초래하는 세 번째 문제점은 서로를 공경심 없이 

대하기 십상이라는 점이다. 정치적인 논쟁을 벌일 때 사람들은 그것을 마치 

운동 경기와 같다고 생각하면서 상대편을 적으로 보고 그들을 이기거나 심

지어 모욕하려 한다. 이와는 상반되게 대화자에 대한 소크라테스의 태도는 

자기 자신에 대한 태도와 다르지 않은데, 소크라테스가 보기에 모든 이에게 

자기검토는 필요하며 모두가 논리 앞에서 평등하기 때문이다(Nussbaum,

우석영 역, 2011: 99). 이러한 누스바움의 견해에 따르자면, 비판적 사유․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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찰 능력은 스스로의 힘으로 문제를 검토해 봄으로써 스스로의 입장이 무엇

인지를, 즉 목표를 보다 분명히 하고, 반권위주의적인 문화를 창출하며, 나

아가 모두가 평등한 시민적 자질을 가지도록 한다는 점에서 민주주의 사회

에서 꼭 전제되어야 하는 인간의 필수적인 교양요소이다. 따라서 민주주의 

사회의 필수 교양요소로서 비판적 사유 성찰 능력은 시민적 도덕성을 길러

주고자 하는 도덕과 교육에서도 마땅히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도덕과에서도 비판적 사고의 중요성에 관한 논의는 이미 오래전부터 

시작되어 꾸준히 지속되어 왔다. 이 가운데 베이어(B. K. Beyer)는 비판적 

사유에 관한 다양한 논의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가운데, ‘비판적 사고란 

지식에 관한 주장이나 논증의 신뢰성과 정확성 그리고 그 가치로움을 검증

하는 사고’라는 데 학자들의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지적하였다(Beyer,

1985: 271, 유병열, 2011: 521). 베이어가 사고의 객관성과 합리성에 중점을 

두는 데 비해, 폴(R. W. Paul)의 비판적 사고는 베이어가 말하는 요소들을 

포함하는 한편 판단의 도덕적 측면과 정의적 측면까지도 고려하고자 하였

다. 즉 인간의 합리성은 자신의 행위와 믿음이 타당한 이유와 증거에 기초

할 때, 자신의 비합리성을 인식하고 비판적일 때, 타당하지 못한 이유 및 

비합리적 동기, 욕구, 두려움의 얽힘 속에서 벗어날 때, 그리고 명료함과 정

확성, 공정함에 대한 열정을 일깨워 계발해 낼 때 가능해질 수 있다는 것이

다(유병열, 2011: 522). 폴은 바로 이러한 관점에 기초하여 비판적 인간이란 

다양한 사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서로 상반되는 관심과 준거틀의 부딪침 

속에서 정확하고도 공정하게 사고하는 능력을 가진 사람임을 지적한다

(Paul, 1987: 376: 유병열, 2011: 523). 폴은 비판적 사고를 ‘약한 의미의 비

판적 사고’와 ‘강한 의미의 비판적 사고’로 구분하였는데, 그는 이 중에 특

히 ‘강한 의미의 비판적 사고’는 교육을 통해 학습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

였는데, 여기서 ‘강한 의미의 비판적 사고’는 다음과 같다.

강한 의미의 비판적 사고는 자기 자신의 관점에만 고착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관점을 가지고 있지만 그 관점과 생각의 기초를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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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고 그것들이 강력한 반대에 의해 검증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인

식하며, 자신과 상반되는 관점과 사고 구조의 장점을 찾아 공감적으로 

재구성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그것은 엄격한 증거와 

지적 기준에 일관되게 부응하려는 것임과 동시에 모든 관점들을 공감적

으로 평가하고 자기 자신, 자기 친구, 자기 공동체의 이익에만 기여하려

는 그러한 준거틀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이러한 강한 의미의 비판적 사

고의 특징은 무엇보다도 그 구성요소 속에 사고기능으로서의 지적 요소 

외에 그러한 사고기능을 공정한 마음과 열린 눈으로 활용하려는 태도,

기질 등과 같은 정의적 요소 내지 비판적 정신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

다(유병열, 2011: 522 재인용).

위의 인용문을 통해 알 수 있듯이, 강한 의미의 비판적 사고는 다양한 

논리적 접근이 있을 수 있음을 존중하고, 자신과 상반되는 관점과 사고의 

장점을 찾아 공감적으로 재구성하는 능력이다. 이러한 비판적 사고 능력은 

자기중심성과 자기 공동체 중심성에서 벗어나 엄격한 기준과 공정성을 기

하는 것이자, 지적 요소뿐만 아니라 도덕적 정서 요소 즉 공정한 마음과 열

린 눈으로 활용하는 태도, 기질 등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다.

이상의 논의들을 통해 공통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은 비판적 사유 성찰 

능력은 한 개인이 수동적이고 나약한 존재가 아니라, 자기 삶을 주체적이고

도 능동적으로 영위해 나가도록 하는 근원적인 능력이 될 뿐만 아니라 나

아가 시민적 도덕성 즉 바람직한 시민으로서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할 시민

적 교양(civil culture)을 갖추도록 하는 것이다. 이 때의 시민적 교양이란 

국가주의(statism)를 초월하여 궁극적으로 세계시민성(global citizenship)을 

포괄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특히 도덕과 교육을 통해 중요하게 달성해야 

할 목표 중의 하나가 학생들의 바람직한 시민적 도덕성의 함양이라는 점에

서, 비판적 사유 성찰 능력은 도덕과 교육에 있어 필수적인 교육목표이자 

요소라 할 수 있다. 요컨대 비판적 사유 성찰 능력이 시민적 도덕성 형성에 

있어 필수적인 교양요소이다. 비판적 사유 성찰 능력은 끊임없는 자기 검토

적인 질문을 제기하고, 사고의 합리성을 기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시민적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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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성으로 나아가게 한다.

5) 도덕과 교육에서 인문학 활용의 의미

도덕과 교육은 인문학과의 상호 소통 협력적인 관계 속에서 바람직한 

인격 내지 도덕적 성장을 위한 교육의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다. 이상에서 

볼 수 있듯이 도덕과 교육의 관점에서 볼 때 인문교양요소들은 도덕과 교

육에서 상정하고 있는 도덕성 개념의 외연을 보다 확장시킴으로써 인간을 

도덕적인 삶으로 이끌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좋은 삶(good life)으로 이끄

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인문학과의 관계성 속에서 도덕과 교육은 기존의 도덕과 교

육에 대한 오해들, 예를 들어 기존의 권위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생성된 

교과 내지 국가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덕목들을 주입하여 훈육시키는 교과

라는 오해들에서 벗어나, 학생들이 사람다운 사람으로 성장하는데 공헌하는 

교과 내지 인성교육의 핵심 교과이자 주관 교과로서의 성격을 드러내어줌

으로써 도덕과 교육의 정체성을 보다 분명하게 정립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이 논문에서 주요하게 살펴보는 인문학의 영역들, 문학, 역사, 철학, 예술 

영역이 도덕과 교육에 함의하는 바를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문학은 독자들에게 이야기를 건네는 고유한 방식을 통해서 작품 

속 인물들과 독자 자신이 연결될 수 있다는 느낌을 갖게 하도록 한다. 문학 

작품은 다양한 신념과 정서, 사고를 가진 ‘인간’에 대하여 주의를 기울이게 

하고, 인문학적 상상력과 감성을 활성화시키며, 자기중심성에서 벗어나 최

대한 그의 입장이 되어 그들을 이해하고 공감하게 한다. 이러한 문학의 도

덕적 기능들을 토대로 함으로써 문학은 공적 사유를 가능케 하고 궁극적으

로 시민적 자질을 갖추도록 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따라서 도덕과 교육에

서는 전형적인 문학적 접근(literary approach)을 통해 학생들이 위대한 책

이나 고전(great books)뿐만 아니라 근 현대 소설 내지는 시, 희곡 등의 다

양한 문학 작품들을 통하여 경탄할 만한 삶을 만나게 함으로써 규범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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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격을 고양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문학적 내러티브의 맥락적 이해를 

통해 삶의 다원성을 포용하면서도 도덕적 상상력과 공감을 불러일으킴으로

써 공적 사유를 통한 도덕적 추론을 가능케 한다. 따라서 도덕적 사고와 판

단을 보다 진화시키고 풍요롭게 해 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문학을 통하여 

활성화되는 상상력은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와 정체성 형성이라는 서사적 

상상력으로 이어짐으로써, 스스로 지속적인 반성과 행위의 과정을 통해서 

자기 정체성을 발전시켜 나갈 수 있다. 이와 같은 도덕과 교육에서의 문학

적 접근은 단지 추상적이고 공허한 주장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마크 터너

(M. Turner)나 마크 존슨(M. Johnson)과 같은 인지과학자들이 밝힌 과학적,

객관적 근거에 의해 지지될 수 있다.

둘째, 도덕과 교육에서 역사적 접근(historical approach) 또한 유의미할 

수 있다. 서사적 존재로서 인간에게 역사란 지금의 자기 모습을 바라볼 수 

있는 가장 큰 거울이며, 역사를 통해 인간은 비로소 존재할 수 있다는 점을 

깨닫게 된다. 이러한 점에서 역사는 본질적으로 인간을 도덕적으로 일깨울 

수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인간이 과거의 역사를 대하는 태

도, 즉 과거의 역사적 사건이나 사실에 대하여 그것을 해석하고 평가할 때 

기준이 되는 핵심은 보편적이고 도덕적인 것이라는 점에서 역사에 대하는 

인간의 태도는 궁극적으로 도덕을 지향하게 된다. 우리는 과거 역사적 사실

이나 현상이 과연 인류의 보편적인 가치에 합당한 것인지를 판단하고, 그것

에 위배되는 역사적 사실이나 현상에 대해서는 비판적으로 사유 성찰해 보

며, 이를 통해 교훈을 얻고 미래의 시간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하

게 된다. 그러한 과정을 통해 역사는 우리의 도덕적 능력을 더욱 발전시킬 

개연성이 크다. 이와 같은 도덕과 교육에서의 역사적 접근도 마크 존슨과 

같은 인지과학적 연구들에 의해 심리학적으로 지지될 수 있다. 그것은 서사

적 자아이자 과정적 자아로서 인간이 갖는 본질적인 특징으로부터 지지되

는 것이다. 서사적 존재이자 과정적 존재로서 인간은 역사를 통해서 지속적

으로 자기 정체성을 형성하고 성장시켜 나가는 것이다. 따라서 도덕과 교육

에서 역사적 접근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게 된다면, 역사를 통해 자신과 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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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하여 보다 폭넓게 이해할 수 있고, 역사적 내러티브를 통해 도덕적 사

고와 판단력을 키울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가치의 다원성을 이해하는 동시

에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지키도록 하고, 과거 역사적 사실이나 사건에 대

하여 도덕적으로 접근하고 비판적으로 사유 성찰하는 경험을 통하여 비판

적 교양을 지닌 시민적 자질을 함양할 수 있다.

셋째, 사실 도덕과의 모학문으로서 철학의 문제점 및 한계가 선행연구

자들에 의해 연구된 바 있다(박병기, 2007; 정탁준, 2007; 강두호, 2009). 이 

연구들에서 도덕과는 철학적 논의로는 포용하기 어려운 학제적 내용이 포

함된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철학은 학생들을 주체적으로 만들 수 

있는 지적 통찰이자 반성의 과정이다. 키케로가 “철학에 의해서 삶 전체는 

교정받고 지도되어야 한다(Cicero,『투스쿨라눔의 대화』제5권, 5장).”고 언

급하였던 것과 같이, 바람직한 인격을 형성함에 있어 철학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따라서 오늘날 도덕과 교육에서 철학적 접근은 중요하게 여

겨질 필요가 있다. 특히 오늘날 학생들은 학교교육을 통해서 인간의 삶을 

총체적으로 이해하고 상상력을 발휘하며, 심화되고 자유로운 성찰과 깊이 있

는 탐구와 비판적인 사고를 통해 주체적인 사고력을 기르기 보다는, 입시 중

심의 경쟁적인 교육구도 속에서 성적 향상을 위해 자기 삶의 경험과는 유

리된 단편적 지식을 암기하고 시험에서 요구하는 ‘정답’을 기계적으로 써 

내는 것에 길들여져 있음을 고려할 때 더욱 그러하다.

철학 활동과 근본적으로 도덕 수업시간에 이루어지는 배움의 종류는 

크게 다르지 않다. 도덕시간에 이루어지는 배움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

가라는 질문을 삶의 각 단계와 학습자 스스로의 도덕성 발달 수준에 맞추

어 화두로 재구성해 던져 놓고 그 해답을 교사와 함께 모색하는 깨달음의 

과정”(박병기, 2007: 71) 내지 “보다 치열하고 인간적인 삶을 향한 깨달음을 

추구하는 지난한 노력”(박병기, 2007: 81)이라고 규정할 때, 이는 결국 통상

적으로 우리가 철학이라고 부르는 활동과 다르지 않다.

물론 키케로가 철학적 교양이야말로 ‘고도의 교양’(politior humanitas)이

라고 언급했던 바와 같이 철학은 어렵게 간주되어왔고, 심지어 고등학생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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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도 가르치기 어렵다는 것이 통상적인 견해이다. 그러나 이는 주로 피아

제나 콜버그와 같은 인지발달론자들의 견해를 반영한 것이거나 철학을 철

학자와 같은 전문가들이 할 수 있는 학문 영역으로 인식되어 온 데서 기인

한 오해에 불과하다. 어린 학생들과 청소년들이 배워야 할 철학은 철학적 

활동의 결과물인 학문의 체계로써 ‘철학’이 아닌 철학적 활동 자체인 ‘철학

함’임에 주목한다면(E. Martens, 1999, 박승억 역, 2000), ‘철학함’의 맥락에

서 의미 있게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볼 수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개러스 매튜스는 어린이들이 철학을 하는 것은 음악을 연주하거나 놀

이를 하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활동임을 여러 사례를 통해 경험적으로 입증

하였다(Matthews, 남기창 역, 2013: 198). 물론 매튜스의 주장이 모두 옳은

지에 대해서는 좀 더 면밀한 검토가 요구되는 것이지만, 분명한 사실은 아

동기의 철학에 대한 가능성과 중요성은 미국의 매튜 립맨(M. Lipman)과  

프랑스의 갈리셰(F. Galichet), 독일의 마르텐스(E. Martens)와 같은 학자들

에 의해 지지되고 있다는 점이다. 여기서 철학의 개념을 규정함에 있어 그

것을 삶과 세계의 의미 있는 주제에 대하여 창의적인 물음을 가지고 비판

적으로 성찰 사유하도록 하는 최소한의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다면, 이는 

분명히 학생들이 잘 할 수 있고 그들의 성숙한 사고를 가능케 할 수 있다.

아울러 철학은 학생들이 한 개인이 수동적이고 나약한 존재가 아니라, 자기 

삶을 주체적이고도 능동적으로 영위해 나가도록 하는 근원적인 힘을 제공

할 뿐만 아니라 비판적 사유 성찰 능력을 함양하도록 함으로써 시민적 도

덕성 형성에 있어 필수적인 요소가 될 수 있다. 아울러 철학은 이제껏 도덕

과 교육이 도덕적 가치나 덕목, 예절 등을 가르침으로써 말 잘 듣고 규칙을 

잘 지키며 착한 학생들을 훈육시켜온 반면 인간의 주체적 사고의 자유와 

권리를 소홀히 해 왔다는 비판의 굴레로부터 근본적으로 벗어날 수 있어야 

함을 시사한다.

넷째, 도덕과 교육에서 예술적 접근 역시 매우 유의미할 수 있다. 예술

은 인간이 본질적으로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존재임을 일깨워주고, 감성을 

통한 인식 지평을 넓혀준다. 예술은 단지 순수지각의 대상으로서의 의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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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니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으로 심미적인 이해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는 오늘날 진화심리학적 연구들에 의해, 예술이 우리의 본성 안에 

그리고 피와 뼈 속 안에 체화된 것이며 뇌의 유전자 속에 있는 것으로 설

명되는 것과도 같이 이미 인간의 삶에 있어 깊이 관여하는 것이다. 또한 예

(藝)는 인격과 사회의 완성을 도모할 뿐 아니라, 그러한 즐김 자체가 그 충

만함 안에서 인생의 최고 상태, 최고 이상이 되게 하는 것이다. 인격 완성

이라는 점에 있어, 예(藝)는 인격을 현실화하는 통로이다. 만일 인격의 완성

에 있어 예를 소홀히 한다면 수신은 다만 내면적 과정에서 맴돌다 마는 것

이다. 즉 인격 완성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내면적-도덕적 탐구가 특정한 

예술적 형식, 즉 충만한 즐김의 상태로 현실에 나타나야 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아울러 미(美)는 선(善)과 대체로 일치한다. 이는 동 서양의 철학적 전

통과 심리학적 연구들을 통해서 알 수 있다. 구체적으로 그것은 허신의 

『설문해자』나 『논어』의 「리인」, 플라톤의 『대히피아스(Major

Hippias)』와 『심포지움(Symposium)』등에서 찾을 수 있다. 이는 인지과학

적으로 볼 때 마크 존슨에 의해서도 지지되는데, 그는 사물이나 대상, 현상

에 대한 심미적 안목과 도덕성 간에는 구체적으로 식별력, 표현, 탐구, 창조

성, 기술 등의 요소들에서 서로 연관될 수 있음을 밝혔다. 또한 스티븐 핑

커와 같은 진화심리학적인 견해에서는, 예술이 인간의 진화적 산물로서 그

것은 시간적 공간적 문화적인 조건들을 초월하는 보편성을 지니는 것이라

는 것을 보여주는 데, 이것도 예술과 도덕성이 지닌 불가분의 관계를 보여

주는 것이라 할 수 있겠다. 이처럼 미와 도덕이 서로 분화될 수 없다는 특

성은 곧 미가 도덕적 좋음과 도덕적 행동으로 이어질 개연성이 크다는 것

을 의미한다. 즉 미와 도덕은 결코 분리되지 않으며 인간의 도덕성은 미적 

조건 하에서 더 잘 개발될 수 있다는 것은 쉴러(F. Schiller)의 이론에서 발

견된다. 쉴러는 인간이 도덕과 미적 원리를 통합할 수 있는 내적 능력을 소

유하고 있다고 보면서(S. D. Martinson, 1996: 146; 노희정, 2014: 135에서 

재인용) 도덕과 미의 직접적인 연결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요컨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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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와 도덕은 구체적인 상황과 맥락 속에서 통합 가능한 것이며, 주체의 미

적 체험에 의해 조화될 수 있는 것이다(노희정, 2014: 136). 이와 같은 점들

에서 예술은 인간을 진정 인간다운 인간으로 만드는 힘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따라서 예술은 도덕과 교육에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겠다. 특히 도덕과 교육에서 예술적 접근을 활용한다면 인간은 본질적

으로 삶의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존재임을 일깨워주는 동시에 그렇다면 ‘과

연 나는 어떤 아름다움을 추구하며 살아갈 것인가?’, ‘나는 인생에서 어떤 

아름다움의 흔적을 남길 것인가?’의 질문을 던지면서 스스로 성찰케 한다.

그리고 인간은 아름다움을 추구할 때 비로소 완결된 인간다움을 갖출 수 

있다는 점을 일깨워준다.

이상의 논의를 통해서 볼 때, 인문학은 도덕과 교육에서 충분히 활용할 

만한 가치가 있다. 도덕과 교육에서 궁극적으로 목적하는 바람직한 인간성

(humanity)은 인문학의 원형적 개념으로서 후마니타스(humanitas)와는 다른 

종류의 것일 수 없으며, 도덕과 교육은 인간과 삶 전반을 탐구의 대상으로 

하고, 대상을 인식하는 인식의 주체로서 인간은 반성적인 성찰과 사유의 과

정을 거친다는 점에서 인문학과의 친화성을 갖는다. 뿐만 아니라 인문학적 

상상력과 인문학적 감성, 심미적 안목, 비판적 사유 성찰 능력과 같은 인문

교양요소들은 궁극적으로 도덕성으로의 이행 가능성을 갖고 있다. 따라서 

도덕과 교육은 인문학과의 관계성을 바탕으로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그렇다고 해서 도덕교육이 전적으로 ‘인문학화' 되어야 한다거나 인문

학 속으로 포섭되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분명 도덕과 교육과 인문학은 

그 목표와 성격, 범주에 있어 차별점이 존재하는 것으로, 따라서 도덕과 교

육은 도덕과 교육다운 학문의 체계와 교육방안을 정립해 나가야 한다. 다만 

이러한 맥락에서, 도덕과 교육에서 인문학이 갖는 의미를 고려하여 이를 적

극적으로 활용한다면 보다 온전한 도덕과 교육을 실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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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도덕과 교육에서 인문학 활용의 타당성

앞서 Ⅱ장에서는 인문학의 개념을 규명하고, 도덕과 교육의 인문학적 

성격과 도덕과 교육과 인문학의 관계를 밝혔다. 이를 토대로 하여 인문학은 

바람직한 인격과 시민성을 형성하고, 궁극적으로 좋은 삶으로 이끌어 줌으

로써 도덕과 교육에 있어 중요한 함의를 지닌다는 점을 밝혔다. 그러나 도

덕과 교육에 있어 인문학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타당성을 구체적으로 논증

함에 있어 실패한다면 그것은 추상적인 논리에 불과한 것이다. 따라서 도덕

과 교육에 있어 인문학을 활용하는 것에 대한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보다 면밀하게 논증해 보아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인문학과 도덕과 교육이 

상호 연관될 수 있는 교육의 모든 실행양상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한다. 학

교교육에서 인문학과 도덕과 교육이 상관성을 가질 수 있는 교육의 실행양

상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그것은 첫째 도덕과에서 인문학을 활

용하는 것, 둘째 인문학 교과 예를 들어 국어, 사회, 음악, 미술 등을 통해

서 도덕·인성교육을 기대하는 것, 셋째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비교과활동을 

포함한 전반적인 인성교육활동에서 인문학을 활용하는 것이 그것이다. 이 

세 가지의 교육실행양상들은 학생들의 바람직한 인격과 시민성을 형성하도

록 함에 있어 상호 협력․소통적인 관계 속에서 함께 실행될 필요가 있다.

실제로 인문학 교과(국어, 사회, 음악 미술, 철학 등) 내지 비교과활동(창의

적 체험활동,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전반적인 인성교육활동)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띠는 것으로, 따라서 인문학 교과 내지 비교과활동 영역에서 인문학

을 활용한 도덕·인성교육의 타당성을 논증하는 것도 반드시 수행되어야 할 

연구 과정이다.

그런데 이 논문의 주요 논의는 도덕과에서 인문학을 활용한 개선방안

에 관한 연구이므로 이 절에서는 세 가지의 교육실행양상 가운데에서 도덕

과 교육에서 인문학을 활용하는 것에 대한 타당성을 논증해 볼 것이다. 아

울러 인문학 교과 내지 비교과활동 영역에서 인문학을 활용하는 것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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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의는 도덕과 교육에서 인문학을 활용하는 것에 대한 타당성을 논증하는 

과정에 포괄될 수 있다. 특히 오늘날 도덕과에 주어진 교과의 역할과 사명

은 독립된 교과로서 도덕과의 활동뿐만 아니라, 타 교과와의 연계 및 비교

과활동을 포함한 학교교육의 전반적인 인성교육을 주관하는 교과이자 핵심

적으로 다루는 핵심 교과로서의 일이다. 따라서 도덕과는 이러한 맥락을 염

두하는 가운데 도덕과에서 인문학을 활용하는 것이 어떻게 타당할 수 있는

지를 논증해 보고자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장에서는 Ⅱ장에서 규명된 

인문학의 개념과 도덕과 교육의 인문학적 성격에 근간으로 하면서도, 도덕

과에서 인문학을 활용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타당성을 부여받을 수 

있는지를 논증해 볼 것이다.

인문학관련교과

(타교과)을 통한 

도덕·인성교육방안

비교과활동에서 

인문학 활용을 통한 

인성교육방안

도덕과에서 

인문학 활용 방안

학교 인성교육의 주관 교과이자 핵심 교과로서 
도덕과의 역할과 사명

도덕과에서 
인문학 활용의 
타당성 논증

[그림4] Ⅲ장의 연구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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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덕과 교육과 인문학 간 학제적 연구의 타당성

이미 토마스 쿤은, 학문이 점층적으로 누적되면서 발전한다는 기존의 

관념을 깨고 학문은 하나의 패러다임에서 다른 패러다임으로 혁명적으로 

전환된다고 주장한 바 있으며(T. Kuhn, 1962), 오늘날에는 더욱 더 기존 학

문의 경계를 넘어 다른 분과 학문들과의 통섭, 융합을 시도하는 ‘학제간 연

구'들이 출현하고 있다. 이는 특히 교육에 있어 그동안 분과적 접근이 갖는 

문제점에 대한 대안적 방안이자, 본래 교육이 목적하는 바를 보다 온전히 

실현하기 위한 방안이라 할 수 있다.

특히 도덕과에서는 교과의 성격과 목적을 고려하는 가운데 기본적으로 

‘학제적 접근’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미 도덕과는 그 배경학문이 하나의 

단일한 학문으로 귀결되지 않고 윤리학과 도덕심리학, 정치학 등의 다양한 

배경 학문을 중심으로 하는 ‘학제적 접근’ 방식을 취해 왔다. 이에 「2015

개정 도덕과 교육과정」에는 “‘자율적이고 통합적인 인격 형성’을 위해 윤

리학적 접근을 중심으로 하되, 다루는 주제의 성격에 따라 도덕심리학, 정

치철학 둥 연관된 여러 학문의 접근 방법을 활용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러한 원칙의 확립은 과거에 비해 진일보한 면이 있고, 도덕과의 학문적 정

체성을 확립하고 도덕과의 성격을 보여줌으로써 긍정적인 면을 지닌다. 이

러한 도덕과의 학적 기반 원리는 도덕과와 인문학 간 학제적 연구의 가능

성을 열어준다. 그러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타당성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이

들 간의 학제적 접근은 학문적으로나 실제적으로 그 실효성을 갖지 못한다.

따라서 이 절에서는 도덕과에서 인문학과의 학제적 연구가 타당한 이유를 

밝혀 볼 것이다.

그런데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한 가지 더 논증할 수 있는 것은, 도덕과

에서 기본적으로 학제적 접근의 입장을 취하고 있음은 인문학의 관점에 의

해서도 그 타당성이 부여될 수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도덕과에서 ‘학제적 

연구’의 입장을 취하는 것이 인문학적인 관점에서 볼 때 왜 타당하지 그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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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를 밝히고, 다음으로 도덕과와 인문학의 학제적 연구가 타당한 이유를 밝

혀 볼 것이다.

1) 도덕과의 학제적 접근 원리가 타당한 인문학적 이유

도덕과 교육은 기본적으로 배경 학문들의 속성을 기본적으로 유지하면

서 도덕과 교육의 공헌을 시도하는 ‘다학문적(multidisciplinary)' 내지 ’간학

문적(interdisciplinary)' 접근을 취한다. 특히 간학문적 접근은 ‘다학문적 접

근 수준’을 넘어서서 여러 배경 학문 간의 협업과 융합을 통해 도덕과 교육

의 ‘내용’ 및 ‘학습과 연관되는 원리․방법’을 도출하려는 것으로써, 이러한 

간학문적 접근은 여러 학문 간의 협업을 통해 하나의 학문만으로는 가지기 

어려웠던 다각적인 안목과 설명력을 확보하는 힘을 지닌다(정창우, 2013a:

137)는 점에서 도덕과에서 중요한 학문적 접근법이라 할 수 있겠다. 특히 

정창우는 도덕과의 배경 학문들을 하나의 ‘체계’로 꿰어 주는 실은 특정 학

문이 아니라, ‘우리나라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의 도덕성 내지 인격적 성

장’이라는 교과 목적 및 교과 목표여야 한다고 보면서, 이를 위해 윤리학,

정치철학, 도덕 심리학 등의 핵심 배경 학문을 중심으로 학문 간 상호 소통

이 요구된다는 식으로 도덕과의 학문적 기반을 재규정해야 한다고 본다(정

창우, 2013a: 42-43). 이러한 정창우의 입장은 “사실상 도덕교육의 학문적 

배경에 대한 논의는 어느 학문이 도덕교육의 정체성을 규정하는가를 주장

하는 데 목적이 있다기보다는 도덕교육의 성격이 무엇이며 도덕교육을 발

전시키는 데 각 학문이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를 밝히는 데 목적이 있

다고 본다(홍은숙, 2008: 25).”는 홍은숙의 입장과 맥을 같이 하는 것이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 이러한 도덕과 학제적 접근은 도덕과의 학문적 

정체성을 모호하게 한다는 점에서 비판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그러나 오늘

날 도덕과 교육의 성격과 목적을 고려할 때, 도덕과 교육에서는 유의미한 

학문들이 상호 소통하도록 하는 학제적 접근을 따르는 것은 타당한 주장이

라 하겠다. 이러한 도덕과에서 학제적 접근의 타당성은, 도덕과 교육이 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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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인문학적인(humanistic) 특성으로부터 필연적으로 도출되는 것이다.

Ⅱ장에서 밝힌 바와 같이, 키케로가 “인간을 인간답게 해주는 목적(quae

ad humanitatem pertinent)에 봉사하는 모든 학문들은 서로가 서로를 묶는 

공통의 연결 고리를 가지고 있고 마치 혈연에 의해 연결된 것인 양 상호 

결속되어 있다.”24)라고 언급한 바는, 인문학이 인간을 인간답게 해주는 목

적에 봉사하는 모든 학문을 그 학적 기반으로 전제할 수 있다는 점을 의미

한다. 요컨대 2100여년 전 키케로는 이미 인간을 인간답게 해주는 목적에 

도달하도록 하기 위한 ‘학제적 연구’의 필요성을 설파한 것이다

인문학이 ‘인간을 인간답게 해 주는 목적에 봉사하는 모든 학문’을 포

괄한 바를 고려할 때, 도덕과 교육에서 기본적으로 취해야 할 학적 기반 역

시 유추해 볼 수 있다. 도덕과 교육에서 목적으로 하는 바, 즉 학생들의 바

람직한 도덕성 내지 인격 형성은 인문학의 원형적 개념으로서 후마니타스

(humanitas)와 다른 종류의 것일 수 없다. 그리고 도덕과 교육은 인간과 삶

의 전반을 그 탐구의 대상으로 삼으며, 그 대상을 인식하는 주체로서 인간

은 반성적인 성찰과 사유의 과정을 거친다. 이러한 도덕과 교육과 인문학의 

친화성을 토대로 할 때, 도덕과 교육과 인문학은 근본적으로 그 학적 기반

에 있어 다른 종류의 것일 수 없다.

따라서 인문학이 ‘인간을 인간답게 해 주는 목적에 봉사하는 모든 학문

들’을 포괄하는 것과 같이, 도덕과 교육의 학적 기반 역시도 인간을 인간답

게 해 주는 목적에 봉사하는 모든 학문을 포괄하고, 도덕과의 학적 기반으

로서의 가능성을 열어 두어야 한다. 만일 그렇지 않고 도덕과 교육의 학문

적 정체성이 모호하다는 점을 문제 삼으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특정 학

문을 내세워 학적 기반을 구성하고자 한다면, 이는 인간과 삶에 대해 전반

적인 안목을 갖지 못하고 특정한 렌즈와 안목으로 그것을 탐구하는 것으로,

이미 학문적 한계를 갖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24) Cicero, 『아르키아스 변론』제2장, 안재원 역, 2014: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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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도덕과에서 인문학과의 학제적 연구가 필요한 이유

앞서 도덕과에서 학제적 접근이 필요한 인문학적 이유를 밝혔다면, 이

제 도덕과와 인문학의 학제적 연구가 타당한 직접적인 이유를 밝힘으로써 

이들 간 학제적 연구의 타당성을 논증해 볼 필요가 있다. 도덕과에서 인문

학과의 학제적 연구의 시도가 타당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바람직한 

도덕성 내지 인격 형성을 목표로 하는 도덕과 교육은 본래 인간과 삶의 전

반에 걸쳐 인간을 인간답게 해 주는 모든 것들이 고려되어야 하는 인문학

적인 특성을 갖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인문학과 상호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야 한다. 도덕과에서는 문학, 역사, 철학, 예술 등과 같이, 인간과 삶의 전반

에 있어 인간을 인간답게 해주는 목적에 봉사할 수 있는 학문들 간의 상호 

유기적인 결합을 통해서 학생들의 바람직한 도덕성 내지 인격 형성이라는 

교과의 목표를 달성함에 있어 학문적 시너지를 기대할 수 있다.

둘째, 급격한 사회 변화 속에서 오늘날 인간들은 과거에 비해 보다 고

도화된 도덕적 문제와 쟁점에 직면하게 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도덕적 

능력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도덕과 교육은 오늘날 발생되고 있는 도덕적 

문제에 대응하고 바람직한 미래를 대비할 수 있는 보다 고도화된 교과로의 

진화를 거듭해 나가야 한다. 요컨대 도덕과 교육은 현재와 미래의 복합적이

고 고도화된 도덕적 문제와 쟁점에 대하여 고도화된 대응과 전략을 마련할 

수 있는 교과적 역량을 갖출 필요가 있으며, 이에 적합한 학적 기반을 마련

해야 한다.

그렇다고 해서 도덕과 교육의 핵심 배경 학문이라 할 수 있는 윤리학,

도덕심리학, 정치철학 등의 학문적 위상을 부정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도

덕과는 “윤리, 도덕이라는 인간의 행위규범을, 곧 선의 추구를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철학, 특히 윤리학’을 그 기초 학문 영역으로 하며, 인간은 본

성적으로 사회적 존재이므로 인간의 사회성과 그 현상을 탐구하는 것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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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과학의 임무인 이상 도덕과 교육이 ‘사회학이나 정치학’과 같은 사회과학

의 협력을 필요로 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강두호, 2009: 91-92).”

요컨대 윤리학, 도덕심리학, 정치철학 등이 도덕과의 핵심 배경 학문임

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 다만, 오늘날의 급격한 사회 변화를 반영하면서

도 도덕과 교육이 목적하는 바를 온전히 실현하기 위해서는 이에 유의미할 

수 있는, 보다 폭넓은 학문들과의 학제적 접근을 강화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학문적 현상이라는 것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이미 도덕과 교육에서는, 특

히 도덕성 내지 인격 형성에 있어 핵심 배경 학문이라 할 수 있는 학문들

에 있어 윤리학에 국한되지 않고, 예컨대 정치철학(political philosophy), 도

덕심리학(moral psychology) 등에 이어서 최근에 들어와서는 긍정심리학

(positive psychology), 인지과학(cognitive science), 뇌과학(brain science) 등

의 분야의 학적 기반들을 고려함으로써 도덕과의 학적 범주를 넓혀 가고 

있다. 도덕과 교육에서는 이와 같이 유의미한 학문들과의 학제적 연구를 시

도하고, 도덕과의 학적 기반을 넓힘으로써 학생들의 도덕성 내지 인격적 성

장을 도모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오늘날 급격한 사회 변화에 따른 인간의 삶의 변화와 

도덕적 문제 등을 고려할 때 도덕과 교육은 철학, 특히 윤리학 및 정치철

학, 도덕심리학 등을 핵심 배경 학문으로 하면서도 문학, 역사학, 철학, 미

학 등의 인문학과의 상호 협력 및 소통, 통섭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는 

오늘날의 도덕과 교육의 역할과 사명, 즉 급격한 시대적 변화 속에서 위협

받고 있는 인간의 도덕성 내지 인격을 보호하고 살려내고, 도덕적인 삶 보

다는 더욱 폭넓은 차원에서의 인성교육적 목표 실현을 위한 교과의 노력을 

적극적으로 다해야 하는 교과의 역할과 사명을 고려할 때 더욱 그러하다.

이에 대해서는 이어지는 절에서 구체적으로 논의해 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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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도덕과 교육에서 인문학 활용의 타당성 논증

도덕과 교육의 관점에 입각하여 도덕과에서 인문학을 활용하는 것이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으려면, 실제로 도덕과 교육의 목표와 성격, 내용, 방

법 등의 측면에서의 구체적인 논증을 필요로 한다. 이에 대하여 이 논문에

서는 다섯 가지의 논거를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오늘날 도덕과는 학생들

의 도덕적인 삶(moral life)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좋은 삶(good life)으로 

이끌어 줄 필요가 있는데, 이 때 인문교양요소는 기존 도덕성 개념을 보완

하고 그 외연을 확장시켜 줌으로써, 좋은 삶을 지향하는 도덕과 교육의 성

격에 적합한 도덕성의 개념을 확보할 수 있게 한다. 둘째, 인문학은 오늘날 

사회 변화에 따른 복합적 요인들에 의해 진화되고 있는 도덕적 문제에 대

하여 보다 폭넓은 안목으로 진단하고, 실제적인 삶의 맥락에서의 이해를 토

대로 대응하며,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도덕적 역량을 형성하도록 한다. 셋째,

인문학은 ‘사람다운 사람’으로 성장하는 데 공헌하는 도덕과의 성격과 정체

성을 보다 온전히 확립하게 한다. 넷째, 인문학은 도덕과 교육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실행격차를 해소하게 한다. 이에 대해서는 이어지는 하위 절에서 

구체적으로 논의해 보겠다.

1) ‘좋은 삶’을 지향하는 도덕과 교육

도덕과 교육을 통해서 무엇보다도 학생들에게 길러 주고자 하는 가장 

핵심적인 것은 도덕성(morality)이다. 도덕과 교육은 무엇보다도 학생들에게 

옳거나 좋은 행위의 기준, 즉 도덕성에 따라서 살아가려는 자질을 길러 줄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도덕성은 우리의 삶에서 

가장 핵심부에 자리하면서 중요한 도덕적 기준이 되고 있지만, 실제로 우리

의 삶에 있어 매순간 엄숙한 도덕성이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 대신에 일상

생활 속에서는 직 간접적인 경험들을 통해 깊이 있게 사색해 보고 이를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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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 자신을 끊임없이 성찰하며 인격을 도야하도록 하는 요소들이 있다. 이

러한 요소들은 엄숙한 도덕성과는 크게 연관성이 없거나 다소 무관해 보이

지만 결과적으로 삶을 보다 안정적이고 행복하게 이끌어 줌으로써 인간다

운 삶을 영위할 수 있게 해 주는 것으로, 앞으로의 도덕과 교육에서는 그와 

같은 요소들을 적극 포괄할 필요가 있다.

특히 오늘날의 급격한 사회 변화와 발전 속에서 살아가는 인간들이 인

간다움을 가꾸고 보다 좋은 삶((good life)을 영위하는데 있어 필요한 도덕

적 능력들을 생각해 볼 때, 이러한 도덕적 능력들은 기존의 도덕성 개념만

으로는 완전히 포섭되기 어렵다. 따라서 오늘날 인간에게 절실하게 요구되

는 도덕적 능력들을 포섭할 수 있는 보다 확장된 도덕성의 개념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전통적으로 중요하게 여겨져 왔던 도덕성의 개념을 핵

심으로 하면서도 추가적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인간들이 삶을 보다 안정적

이고 행복할 수 있도록 하여 인문교양요소들을 보완함으로써 가능하다. 앞

으로의 도덕과 교육은 [그림5]와 같이 도덕적인 삶을 가장 핵심적으로 지향

하면서도, 단지 인간을 도덕적인 차원에서 올바른 삶으로 이끌기보다는 안

정적이고 행복이 만개할 수 있도록 하여 궁극적으로 좋은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가치와 덕성, 요소들을 고루 포괄한, 보다 확장된 도덕성의 개

념을 전제해야 한다.

[그림5〕 도덕성 개념의 외연 확장의 필요성과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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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주장은 드니콜라의 견해의 의해 지지될 수 있다. 그는 오늘날 

도덕교육은 궁극적으로 좋은 삶을 지향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에 의하면,

오늘날 도덕교육은 좋은 삶을 지향함으로써, 도덕적으로 살아가는 것을 핵

심적인 요소로 하면서도 도덕적인 것뿐만 아니라 행복이 만개하고

(flourising) 실제적인 삶에 있어 요구되는 가치들을 인정함으로써 규범성

(normativity)에 대한 추가적인 근원에 대하여 응할 수 있어야 한다(D. R.

DeNicola, 2011a: 188). 실제로 학문적 동향만 보더라도, 이제껏 '도덕성'이

라는 말은 통상 ‘윤리’라는 말로 우선하여 바꿔 써 왔지만, 최근의 학문적 

동향에 있어서는 도덕성을 ‘윤리’라는 말에 관심 두기보다는, 도덕성을 ‘인

성(character)’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 그리고 ‘삶의 질(quality of life)’에 대

한 관심에 보다 주목하고 있다(DeNicola, 2011a: 189).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인문학은 인간을 인간답게 해주는 목적에 봉사

하는 모든 학문을 의미하며, 그것은 인간의 도덕적인 삶을 핵심으로 하면서

도 도덕적인 것과는 다소 무관하지만 인생을 아름답고 행복하며 풍요롭게 

해 줄 수 있는 인문학적 교양요소들, 예를 들어 인문학적 상상력과 감성,

심미적 안목, 비판적 사유 등을 포괄한다. 이러한 인문학적 교양요소들은 

도덕과 다소 무관해 보이는 것과는 달리, 인간을 도덕적으로 살아가도록 해 

주고 뿐만 아니라 인간의 마음과 정신, 행동과 태도를 인간답게 교양하고 

품격 있게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좋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한다. 이와 

같은 인문학적 교양요소는 기존의 도덕성 개념을 확장시킴으로써 아리스토

텔레스가 언급한 ‘에우다이모니아(eudaemonia)’, 즉 행복이 만개하고 좋은 삶

을 실현하도록 하는 데 있어 보다 효과적인 길을 안내할 수 있다. 따라서 

도덕과 교육이 인문학을 적극 활용한다면, 인문교양요소들을 반영한 보다 

확장된 도덕성의 개념을 바탕으로 하여 학생들을 도덕적인 삶에서 더 나아

가 보다 안녕하고 좋은 삶으로 이끌어 줄 개연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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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도덕적 문제의 진화에 따른 교과의 인문학적 안목 

현대사회는 갤브레이스가 지적한 바와 같이, ‘풍요사회(affluent society)’

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울리히 벡(U. Beck)이 지적한 바와 같이 ‘위험사회

(risk society)’이기도 하다. 그는 그동안 인간이 주력해 온 현대화 사업이 

산업화와 근대화를 통한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이어지면서 현대인들에게 물

질적 풍요를 가져다주었지만, 동시에 근대 후기로 갈수록 새로운 위험을 몰

고 왔다는 점을 우려한다. 특히 그는 인류문명이 산출해내는 내재적 위험

들, 예를 들어 기후변화, 금융위기, 테러리즘에 주목하면서, 이러한 위험들

은 현대화 과정에서 산출된 위험으로 현대화를 위해 우리가 감수한 위험들

이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에 대한 성찰이 요구된다고 보았다(U. Beck, 홍성

태 역, 2014). 이러한 지적은 우리 사회에도 고스란히 적용된다. 서론에서도 

지적하였지만 우리나라는 유례없는 경제성장을 이룩한 반면, 그 이면에 미

처 돌보지 못했던 인간의 정신적, 도덕적, 사회적 문제들이 속속들이 드러

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정보기술의 발달과 디지털혁명으로 인해 과거에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일들이 일어나면서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변화가 

급격한 속도로 진행되었고, 이 과정 속에서 새로운 도덕적 문제들이 발생하

고 있다. 예를 들어 사이버 공간에서의 도덕적 이탈(moral disengagement)

문제를 들 수 있다. 사이버 공간은 기술적 특성, 미디어의 속성, 사용자의 

성격 특성 등이 서로 결합하여 인간의 도덕성을 더욱 취약하게 만들기 때

문에 인간들은 사이버 공간에서 현실 공간에 비해 훨씬 잦은, 그리고 많은 

도덕적 이탈을 경험하게 된다(추병완, 2015: 26). 도덕적 이탈은 댓글을 통

해 상대방을 비방하거나 욕설을 가하는 행동을 하게 할 수도 있고, 인터넷 

중독의 경우처럼 자기 배려(self-care)와 자기 조절(self-regulation)의 실패를 

초래할 수도 있으며, 해킹이나 인터넷 사기 등과 같은 사이버 범죄의 경우

처럼 타인의 권리와 재산을 침해하는 가운데 타인들에게 상당한 정신적 물

질적 피해를 입히기도 한다(추병완, 2015: 26-28). 이와 같은 사이버 공간에

서의 도덕적 이탈 문제는 무서운 속도와 방향, 내용으로 진화를 거듭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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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공간의 곳곳으로 뻗어 나가고 있다. 오늘날의 진화된 도덕적 문제에 

직면할 때, 그 상황맥락을 제대로 파악하여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도덕적 안

목과 능력이 부족하다면, 우리 사회는 전반적인 ‘도덕적 아노미(moral

anomie)’ 내지 ‘도덕적 해이(moral hazard)’의 상태에 직면하게 된다.

앞으로 우리 사회가 계속해서 발전하고 변화해 나감에 따라 이러한 위

기와 위험들이 계속해서 생겨날 것이고, 이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한다면 미

래사회의 전망 역시도 불투명해진다. 따라서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인간들에

게는 이와 같은 위기와 위험들을 극복하고 방지할 수 있는 도덕적 지혜와 

능력이 절실히 필요하다. 그 중에서도 오늘날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 갈수록 

진화되고 있는 도덕적 문제들에 대하여 그 상황맥락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는 폭넓은 이해가 무엇보다 우선될 필요가 있다. 요컨대 인간과 삶에 대

한 보다 광범위한 영역에서의 이해를 통해 도덕적 문제를 정확히 진단할 

수 있는 인문학적인 안목과 통찰이 요구된다.

따라서 도덕과에서는 인간과 세상을 둘러싼 다양한 학문들을 통한 보

다 폭넓고 복합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도덕적 문제를 정확히 진단해야 하고,

이러한 도덕적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고도의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이는 

앞으로의 도덕과 교육이 반드시 겸비해야 할 인문학적 안목이자 교과적 역

량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도덕과는 단지 학생들에게 어떠한 상황에서라도 

도덕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고 일러주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세상과 삶의 

맥락에서 문제 상황에 대한 폭넓고 복합적인 이해력과 통찰력을 길러 줌으

로써 보다 폭넓은 ‘의미망(webs of meaning)’을 그리는 가운데 학생들이 자

기 자신을 도덕적 차원에서 성찰해 보고, 도덕적 판단과 선택에 근거하여 

도덕적 행위를 실행할 수 있도록 하는 능력과 의지, 습관을 갖추도록 하는 

고도의 도덕과 교육적 전략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

3) 도덕과 교육의 성격과 교과 정체성 확립

「2009 개정 도덕과 교육과정」에 의하면, 도덕과 교육은 도덕적 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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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서 더불어 살아가는 바른 인성과 그 핵심 역량을 효과적으로 함양할 수 

있는 인성교육의 주관 교과이자 핵심 교과이다. 도덕과 교육과정에 명시되

어 있는 교과 목표의 일부는 다음과 같다.

인성교육을 위한 학교의 역할과 사명을 고려할 때, 도덕과는 도덕

적 주체로서 더불어 살아가는 바른 인성과 그 핵심 역량을 효과적으로 

함양할 수 있는 인성교육의 주관 교과이며 핵심 교과이다. 도덕과는 공

동체 구성원이 공유해야 할 ‘행위의 표준’ 혹은 ‘도덕적 가치의 공통 기

반’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어느 특정 사회의 가치 체계를 초월하는 보

편적 기준의 토대 위에서 도덕적 탐구와 성찰 기회를 부여하여 학생들

로 하여금 ‘사람다운 사람’으로 성장해 가는 데 공헌한다는 점에서 인성

교육의 중핵 교과로서의 역할을 담당한다(교육과학기술부, 2012).

즉 도덕과 교육은 기존의 접근법에서 더 나아가, 인성교육의 중핵 교과

로서의 역할을 담당하는 교과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다. 그리고 보다 넓은 

차원에서는 ‘사람다운 사람’으로 성장해 가는데 공헌한다는 점에서 인문학

적인 성격도 갖고 있다. 이러한 도덕과 교육의 목표는 인문학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방향과 일치한다. 그런데 이와 같이 「2009 개정 도덕과 교육과

정」이 ‘인성교육의 주관 교과이며 핵심 교과로서 도덕 교과’임을 밝히고 

있지만,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과 방안들을 대하여 언급하지 않음으로써 

추상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다.

도덕과 교육이 인성교육의 주관 교과이며 핵심 교과로서의 역할과 사

명을 다하기 위해서는 학교교육을 통해서 일어나는 인성교육 차원의 전반

에 걸쳐 도덕과 교육의 역할이 구체적으로 제시될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해

서는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차원들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 첫째, 도덕과 

교과를 통한 인성교육 차원이다. 도덕과는 단위 차시의 도덕 수업을 통해 

학생들의 바람직한 인성과 시민성을 계발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

다. 둘째, 도덕과와 타 교과와의 연계를 통한 인성교육 차원이다. 도덕과는 

반드시 도덕 수업을 통한 인성교육방안 뿐만 아니라, 타 교과와의 연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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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모함으로써 학생들의 바람직한 인성과 시민성 계발을 위한 교육적 방안

의 가능성을 열어 놓을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도덕 교과와 국어 교과, 도

덕 교과(특히 문학)와 사회 교과(특히 역사), 도덕 교과와 예술 교과(음악,

미술 등)와 같은 교과 연계형을 통한 인성교육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셋째,

비교과활동을 통한 인성교육 차원이다. 교육과정에서 비교과활동이라 함은 

대표적으로 창의적 체험활동이 해당된다. 창의적 체험활동은 교과 이외의 

활동으로서 교과와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으며, 앎을 적극적으로 실천하고 

나눔과 배려를 할 줄 아는 창의성과 인성을 겸비한 미래지향적 인재 양성

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교육과학기술부, 2012), 도덕과는 창의적 체험활동

과의 상호보완적 관계를 통하여, 실천지향적인 인성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하

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넷째, 학교의 전반적인 교육활동을 통한 인성교

육 차원이다. 학교에서 전반적으로 이루어지는 인성교육활동들이란, 예를 

들어 아침활동시간이나 방과후 활동, 학교행사활동 등으로 학교의 자율성을 

바탕으로 한 인성교육활동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학교의 전반적인 인성교

육활동에 있어서도 도덕과와의 유기적인 관련성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

록 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요컨대 학교교육에서 실행되는 다각적인 인성교육 차원에 대한 구체적

인 방안들을 모색하고 이를 주관하며 핵심적으로 다루어야 할 교과의 역할

과 사명을 다해야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선 도덕과에서 이러한 인

성교육 차원을 포괄할 수 있는 이른바 ‘인성교육을 위한 학적 기반’을 갖추

어야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도덕과가 기본적으로 취하고 있는 학제적 접근

방식은 더욱 강화될 필요가 있다.

이미 도덕과에서는 윤리학과의 차이점 내지 윤리학이 갖는 의미와 범

주에 대한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도덕과에서 윤리학은 물론 윤리학

적 탐구의 과정이 교수 기법으로 활용될 수 있지만, 윤리학 그 자체와 동일

시되지는 않는다는 점에서 일정한 차별성을 동시에 갖는다(박병기, 2008:

11). 박병기는 윤리학과 도덕과 교육의 차별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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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케나의 지적과 같이 윤리학은 주로 우리의 규범적 물음에 대한 

해답을 주는 것을 목표로 삼는 사유의 과정을 의미한다. 도덕과 교육도 

물론 교사와 학생들이 도덕 수업을 함께 하면서 삶의 규범적 차원과 그 

차원에서 제기되는 질문들을 소재로 삼아 각자의 해답을 찾아가는 과정

을 의미하기도 한다. 그렇지만 윤리학이 단지 그 이론적 탐구만으로도 

완결성을 지닐 수 있는데 비해, 도덕과 교육에서는 이론적 탐구의 과정

조차도 도덕 수업의 목표, 즉 학생들의 도덕적 사고력과 판단력, 마음의 

함양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적 의미를 지닐 수 있을 뿐이다.

그런 점에서 도덕과 교육은 이론적 기반에서 출발하여 실천적 지향을 

지닌다는 명제가 성립되는 것이다(박병기, 2008: 11-12).

이와 같은 도덕과 교육과 윤리학의 차별성을 고려할 때, 이미 2007 개

정 도덕과 교육과정에서부터 윤리학적 접근을 중심으로 하는 ‘학제적 접근’

을 시도한다고 선언한 바는, 도덕과 교육을 근거 짓는 학문적 배경을 윤리

학에만 제한하지 않고 외연을 넓혀 학제적 접근의 틀을 유지하겠다는 의미

에서 분명 진일보한 면이 있다. 특히 인간의 도덕 문제가 인간 삶의 전 영

역에 걸쳐 발생하는 것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그리고 오늘날의 급격한 사

회 변화에 따라 인간이 인간답게 잘 살아가는 것과 연관되는 도덕적 지혜

와 역량들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음을 고려한다면, 도덕과의 학제적 접근은 

오늘날 보다 강화되어야 한다. 요컨대 도덕과의 학문적 정체성은 특정 모학

문에 있다기 보다는 도덕과의 목표를 실현함에 있어 연관된 학문들간의 학

제적 접근에서 찾을 수 있다.

이에 「2015 개정 도덕과 교육과정」의 맨 첫 문장에서 밝히고 있는 

바와 같이, 도덕과는 학교 인성 교육의 핵심 교과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미 이에 앞서 도덕과 교육과정은 「2009 개정 도덕과 교육과정」을 

통해서 도덕과가 도덕적인 사람뿐만 아니라 사람다운 사람으로 성장해 가

는 데 공헌하는 교과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음을 밝혔다. 이러한 교과의 성

격과 정체성을 확연히 드러냄에 있어서는 인문학과의 상호 소통과 협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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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하다. 도덕과가 기존의 핵심 배경 학문들뿐만 아니라 인문학을 적극적

으로 활용하게 된다면, 도덕적 사고력과 판단력의 향상과 더불어 일상생활

에서의 도덕적 실천을 지향하고자 하는 전형적인 도덕과의 역할과 사명뿐

만 아니라, 도덕과가 사람다운 사람으로 성장해 가는 데 공헌함과 아울러 

학교 인성교육의 중핵 교과로서의 역할을 담당한다는 새로운 교과적 역할

과 사명에도 부응할 수 있다. 특히 인문학은 도덕과 교육의 내용과 방법의 

측면에서 공헌할 수 있으며, 도덕과에서 상정하는 기존의 도덕성 개념에 인

문교양요소들이 보완된, 보다 확장된 도덕성의 개념을 확보함으로써 도덕적

인 삶에서 더 나아가 좋은 삶을 지향하는 도덕과의 정체성을 드러내 보일 

수 있게 한다.

4) 도덕과 교육의 실행격차 해소와 인문학의 역할

인문학은 실제로 도덕과 교육의 실행격차(performance gap)를 줄여 주

고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 실행격차란 

이상적인 목적이나 의도하는 바와 실제적으로 나타나는 모습 간의 차이를 

의미하는 것이다. 도덕과 교육에서의 실행격차는 두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다. 하나는 학생들이 이론적으로는 알고 있으면서도 정작 자신이 처한 상

황에서 도덕적 실천으로 이행하지 않아 생기는 도덕성 차원의 실행격차 문

제이고, 다른 하나는 도덕과 교육이 온전한 이론들을 확보하고 있더라도 그

것이 학생들의 바람직한 도덕성 형성을 위하여 적합한 목적, 내용, 방법 등

으로 적절히 구현되지 못해 생기는 도덕과 교육 차원의 실행격차 문제이다.

전자와 관련해서는 전통적인 인문학 교육을 비판하며 나딩스가 언급한 바 

있다. 나딩스는 전통적인 인문학 교육을 위대한 저서(the Great Book)를 공

부하는 것으로 묘사하면서, 위대한 저서나 고전을 공부하는 것이 우리의 학

생들을 반드시 보다 좋은 사람으로 만들어 주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한다

(N. Noddings, 2006: 112). 다시 말해, 위대한 사상가들이 던지는 영원한 질

문(immortal question)이 한 개인을 보다 정직하고, 예의 바르고, 다정한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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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을 가질 것이라고는 보장하진 않는다고 지적하면서(N. Noddings, 2006:

112), 이것을 나딩스는 ‘실행격차’라고 보았다. 이러한 인문학 교육에 대한 

나딩스의 경고는 앞서 언급했던 바와 같이 화이트헤드가 경고한 ‘진부한 관

념’ 내지는 누스바움이 경고한 학습자의 나약함이나 수동성을 경고한 점과

도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하지만 나딩스가 인문학 교육이 이와 같은 실행격차를 불러온다고 한 

점에 관해 드니콜라는 나딩스의 견해를 반박하였다. 특히 드니콜라는 나딩

스가 인문학 교육에 대하여 한 가지 예로 들었던 ‘위대한 저서 읽기’는 인

문학 교육의 특정한 하나의 양상에 불과한 것이라는 점을 지적하면서, 인문

학 교육은 위대한 저서 읽기 프로그램(Great Books Programs) 내지는 옥스

브리지 튜토리얼(Oxbridge tutorials)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고 설명한다(D.

R. DeNicola, 2011b: 41). 그러면서 그는 나딩스의 주장과는 달리, 인문학 

교육이 역동성을 띠는 것으로 주장한다. 그에 따르면, 인문학 교육은 교실

을 교화적으로 만들 것이라는 통념과는 달리 경험학습, 협력학습, 봉사학습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서 교실의 가르침을 보다 풍요롭게 할 수 있다(D. R.

DeNicola, 2011b: 41-42). 드니콜라는 나딩스의 견해와 같이 인문학 교육이 

영원한 질문을 던지면서 고정불변의 형태를 취할 것으로 여겨지는 바와는 

달리, 사실 인문학 교육은 상황맥락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그것은 장

소와 시간에 의해, 그리고 학생공동체, 공동교육과정, 잠재적 교육과정, 그

리고 제도적 환경에 의해 특색 지어진다고 설명한다. 아울러 오늘날 교실은 

기술의 발전에 의해 크게 변화되었으며, 24/7 학습공동체로도 진화해 나가

고 있는데 이와 같은 보완적인 교실의 진화 역시도 인문학 교육에 있어 고

려될 수 있는 핵심적인 양상들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다. 그는 통념상 갖게 

되는 전형적인 교실의 모습을 인문학 교육의 유일한 모습으로 고립시키는 

것은 매우 왜곡된 이야기에 불과한 것이라고 설명한다(D. R. DeNicola,

2011b: 41-42). 요컨대, 인문학 교육은 오늘날 리버럴 아츠 컬리지(Liberal

Arts Colleges) 등과 같은 곳에서 매우 발전하고 있고, 그것은 교육과정, 교

육학, 공동교육과정의 혁신 등을 통해 진화하고 있으며, 사회적, 지적, 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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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기술적 발전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D. R.

DeNicola, 2011a: 187). 이러한 그의 주장에 따르면, 인문학 교육은 나딩스

가 생각했던 인문학 교육의 형태를 넘어 학생들의 직접적인 체험과 경험을 

포함하고, 다양한 맥락 속에서 이루어지며, 시대적 변화를 반영함으로써 보

다 실제적인 교육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는 나딩스가 우려했던 바와

는 달리, 인문학 교육을 통하여 도덕성의 실행격차는 비교적 완화될 가능성

이 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드니콜라는 후자의 문제 즉 도덕교육 차원의 실행격차에 주목한

다. 그는 도덕교육은 온전한 이론들을 확보하고 있더라도 그것이 학생들의 

바람직한 도덕성 형성을 위하여 적합한 목적, 내용, 방법 등으로 적절히 구

현되지 못해 생기는 실행격차 문제를 제기한다. 그는 도덕교육에서 보여지

는 실행격차에 대하여 다음의 문제점을 제기한다. 도덕교육은 종종 이해를 

거치지 않고 판단과 태도를 심어주려고 하고, 도덕적 요청이 너무 포괄적이

며, 도덕적 모범을 지나치게 우화화하거나 제도적 교화가 강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도덕적 헌신을 모두 똑같이 취급하면서 마음을 완결시키려 하고, 상

상력을 결여한 의식처럼 한쪽으로 기울어진 인격 발달의 경향을 보이며, 혹

은 연민을 결여한 용기를 낸다는 것이다(D. R. DeNicola, 2011a: 188-189;

심성보, 2014:407에서 재인용). 드니콜라는 인문학이 이와 같이 도덕교육에

서 발견될 수 있는 실행격차들을 줄여 주고 조정하는 모니터 역할과 개선

책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DeNicola, 2011a: 188-189). 아울러 그는 

도덕교육에서 근본적으로 실행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여기서 더 나아가 

도덕교육은 일생동안 진행되어야 하는 것이라는 점을 염두할 필요가 있으

며,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삶에 대한 보다 폭넓은 의미망(webs of

meaning)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한다(DeNicola, 2011a: 189). 그에 따르면,

우선 우리가 전형적으로 여기는 도덕교육은 일반적으로 다음을 그 목적으

로 한다(DeNicola, 2011a: 186).

1. 도덕적으로 유의미한 능력의 발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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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도덕적으로 유의미한 기술의 습득

3. 도덕적 인격의 발달

4. 도덕적 기관의 발달

5. 도덕적 헌신의 형성과 행동의 변화

이러한 목표들은 서로 불가분의 것으로 밀접하게 연관되어지며, 도덕성

에 대하여 상호보완적인 것이라 할 수 있다(DeNicola, 2011a: 186). 드니콜

라는 도덕교육에서 의도하는 결과들은 목적적이고 자기 내성적

(self-reflective)인 활동이라는 점에서, 이는 곧 필연적으로 인문학 학습과 관

련이 된다고 설명하였다((DeNicola, 2011a: 187). 그리고 그는 일반적으로 

도덕교육에서는 앞서 제시한 다섯 가지 목표 외에 반드시 추구되어야 할 

핵심적인 목표가 하나 빠져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이는 곧 도덕교육이 

인문학 학습과 깊이 관련되어야 하는 필요성이기도 한 것으로, 그것은 곧 

‘6. 도덕적 이해의 심화’이다.

6. 도덕적 이해의 심화 : 도덕교육은 유의미한 지식과 안목을 제공

하기 위해, 혹은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에 대한 이해, 사회적 실천의 영

향에 대한 이해, 문화적 가치에 대한 이해, 개인적 견해 내지 도덕 이론

들의 도덕적 관점에 대한 이해와 같이, 도덕적인 사람에게 요구되는 ‘이

해’들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DeNicola, 2011a: 187).

드니콜라는 이 여섯 번째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도덕교육이 반드

시 인문학 교육으로 이어져야 하는데,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첫 

번째로, ‘도덕적 인간’에 대한 개념은 불가피하게 좋은 삶의 개념과 연결된

다는 것이다. ‘나는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 내지 ‘나는 무엇을 가치 있게 

여기는가?’라는 질문은 곧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의 질문의 직접적 

투사인 것이다. 인간의 도덕화(moralization)란 자아실현과 규범적인 인격의 

실현을 의미하는데, 만일 우리가 도덕적 헌신과 도덕적 행동을 격려하고 도

덕적 인간을 형성하고자 한다면 우리는 또한 반드시 ‘세상에 관한 기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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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를 가져야만 한다는 것이다(DeNicola, 2011a: 187). 드니콜라의 주장에 

따른다면, 전통적으로 도덕교육에서는 문화적 규범을 전달하기 위해, 그리

고 도덕적 모범에 대한 강력한 묘사를 제공하기 위해 인간의 경험을 사용

하는 것에 주력해 왔으나, 사실 도덕교육에서 좀 더 중요한 것은 다양한 도

덕적 능력과 기능의 요구와 발달에 관한 연구의 모든 조합으로부터 도출되

어야 하며, 이는 곧 증류된 인간경험의 어마어마한 본체로부터 더 많은 다

른 목소리들을 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도덕적 상상력을 확장시키

고, 공감, 감수성 등에 관한 것들이 포함될 필요가 있다. 특히 도덕교육 담

당자들은 사실상 오늘날과 같은 글로벌 사회(Global Society)에서 학생들의 

도덕적 상상력을 확장시키기 위해서 문화적 다양성과 전수된 인류의 유산

들에 대하여 보다 관심 가져야 한다고 보았다(DeNicola, 2011a: 187).

결국 도덕과 교육이 인간을 위하여, 그리고 인간의 삶을 일생동안 잘 

살기 위한 교육의 사명과 역할을 다하고자 한다면, 학생들이 인간의 삶에 

대한 보다 폭넓은 의미망(webs of meaning)을 그릴 수 있도록 안내할 필요

가 있다. 그것은 곧 인간 경험에 대한 전체 범위 속에서 ‘잘 살아가는 것’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의미이다. 인간의 삶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목표로 

하는 도덕과 교육은 궁극적으로 우리가 누구인지, 어떤 사람이 될 것인지를 

보다 온전히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돕고, 우리 자신과 상황을 이해하

고 자신의 삶을 바람직하게 만들 수 있는 힘을 이해하며, 서로가 드높이고 

지속하는 세상에서 바르게 행동하도록 도울 수 있어야 한다. 이는 곧 도덕

과 교육이 필연적으로 인문학적일 수밖에 없는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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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도덕과에서 인문학 활용 실태와 문제

앞서 Ⅱ장에서는 인문학의 개념을 정립하여 도덕과 교육과 인문학의 

관계를 밝혔고, Ⅲ장에서는 도덕과 교육에서 인문학 활용의 타당성을 논증

하였다. 이를 통해서 인문학은 인간의 삶을 보다 인간다울 수 있도록 하고 

행복하고 좋은 삶으로 이끌어줌으로써 도덕과 교육에 기여할 수 있는 바가 

크고, 실제 도덕과 교육의 실행 면에 있어서 인문학을 활용하는 것은 그 타

당성이 확보될 수 있으며, 도덕과는 인문학과 상호 소통 협력함으로써 인성

교육의 주관 교과이자 핵심 교과로서 도덕과의 정체성을 보다 확립할 수 

있다는 점을 밝혔다.

이러한 논의에 이어서, 그렇다면 도덕과에서는 인문학을 실제로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그 실태를 파악하고, 이에 따른 문제점은 무엇인지에 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도덕과 교육은 예로부터 우리 조상들이 『동몽선습』,

『명심보감』, 『소학』,『내훈』등을 교과서로 삼으면서 인간 교육을 실시

한 전통을 계승하여 온 교과로(정창우, 2013a: 21), 인간됨을 중요시하는 전

통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부터 그 정통성을 찾을 수 있다. 특히 도덕과는 

「2009 개정 도덕과 교육과정」에서 밝히고 있는 바와 같이, 학생들의 ‘자

율적이고 통합적인 인격’ 형성을 목표함으로써, 학생들의 바른 인격(good

character)을 도야하고 시민성(citizenship)을 형성하고자 하는 교과적 성격

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도덕과의 목표와 성격은 인문학의 원형적 개념으로

부터 도출되는 인문학의 본래적인 목적과 성격과도 부합되는 것이다. 그렇

다면, 도덕과에서는 이미 그 학문적 성격과 목적에 온전히 부합하기 위하여 

인문학을 이미 활용하고 있을 개연성이 크다. 따라서 이 장에서는 도덕과에

서 인문학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그 실태를 살펴보고, 이에 따른 특징

과 문제점을 논의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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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과에서 

인문학 활용의 실태

성격 및 

목표 측면
내용측면

교수․학습 

방법 측면

도덕과에서 인문학 활용의 특징 

및 문제점 도출

[그림6] Ⅳ장의 연구 내용

1. 도덕과에서 인문학 활용의 실태

도덕과에서 인문학 활용의 실태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우선 국가 수준

의 도덕과 교육과정을 살펴보아야 한다. 그리고 국가 수준의 도덕과 교육과

정을 실제 구체적인 교육내용 및 방법으로 구현한 도덕과 교과용 도서의 

내용을 살펴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도덕과에서 인문학 활용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1) 국가 수준의 도덕과 교육과정, 2) 초등학교 국

정 도덕교과서, 3) 중학교 검정 도덕교과서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구

체적으로 이 논문에서 살펴보는 도덕과 교과용 도서의 경우, 초등학교 도덕

과 국정 교과서는 「도덕 3」, 「도덕 4」, 「도덕 5」, 「도덕 6」이고, 중

학교 도덕과 검정 교과서는 총 5가지 종류를 검토하여 각각 A도덕교과서 

1(2), B도덕교과서 1(2), C도덕교과서 1(2), D도덕교과서 1(2), E도덕교과서 

1(2)로 구분한다.

도덕과에서 인문학 활용의 실태를 파악하는 데 있어 기준은 다음과 같

다. 첫째, 도덕과의 성격 및 목표 측면이다. 도덕 교과를 왜 가르치는가, 교

과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가 등 도덕과의 본질적 성격과 도

덕과를 배우고 난 후에 획득되어야 할 도덕적 인간상 혹은 도덕적 능력 및 

역량, 성향 등을 목표로 제시함에 있어 이는 인문학적 관점에서 볼 때 어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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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연관될 수 있는지를 분석해 볼 것이다. 둘째, 도덕과 내용 측면이다. 도

덕과 내용은 도덕과에서 가르치고자 하는 지식의 성격이 무엇이고, 무엇을 

가르쳐야 하는가에 대한 답변을 추구하는 영역이다. 도덕과를 통해 가르치

고자 하는 지식의 성격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지도 내용을 선정(selection)

및 조직(organization)하게 되는데, 이러한 도덕과 내용면에서 실제로 인문

학적 요소가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를 찾아볼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이 

논문에서는 도덕과 내용 자료로 활용되고 있는 인문학적 내용들로서 문학,

역사, 철학, 예술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분석해 볼 것이다. 셋째, 도덕과 교

수․학습 방법론의 측면이다. 도덕과 교과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활용되

는 교수․학습 방법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인문학이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

지를 찾아볼 것이다.

이와 같이 도덕과의 성격 및 목표, 내용, 방법이라는 분석 범주에 따른 

기준을 통해 도덕과에서 인문학 활용 실태를 살펴봄으로써 도덕과에서 실

제로 인문학이 어느 정도로 활용되고 있는지를 파악해 볼 것이다. 그런데 

도덕과에서 인문학 활용 실태를 분석함에 있어 그것이 타당한 이론적 토대 

위에서 실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의 분석 기준틀을 세워 분석해 

본다. 즉, 도덕과의 분석에 있어 특히 이 논문에서 강조하고 있는 인문교양

요소들, 즉 인문학적 상상과 심미적 안목, 인문학적 감성, 비판적 사유·성찰 

능력 함양과 도덕과의 실제적인 실행과의 관계성에 대하여 주목하고, 이러

한 실태 분석을 위해서 다음과 같은 세부적인 분석 기준을 세우도록 한다.

즉 도덕과는 인문학적 상상을 통해 도덕적 추론능력을 함양하도록 하는가,

도덕과는 심미적 안목을 통해 도덕적 기능을 함양하도록 하는가, 도덕과는 

인문학적인 감성을 통해 관계적 도덕성을 형성하도록 하는가, 도덕과는 비

판적 사유·성찰 능력을 통해 시민적 도덕성을 형성하도록 하는가가 그것이

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한 도덕과에서 인문학 활용 실태 분석은 Ⅴ장에서 

인문학을 활용한 도덕과 교육과정 개선 방향을 제안하는데 있어 토대자료

로 활용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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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덕과 성격 및 목표 측면

국가 수준의 도덕과 교육과정에 명시되어 있는 도덕과의 성격 및 목표

를 살펴보면서, 도덕과가 지향하는 바가 인문학과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를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 「2009 개정 도덕과 교육과정」에 제시되어 있는 

도덕과의 성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도덕과는 인간과 사회, 자연 초월적 존

재와의 관계까지 설정함으로써 인간 삶의 전 영역을 탐구 영역으로 설정하

고 있다. 그리고 인간을 도덕적인 인간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고 궁극적

으로 ‘통합적이고 자율적인 인격’을 형성하도록 한다는 것을 그 학문적 성

격으로 한다.

도덕 교과는 인간의 삶에 필요한 도덕규범과 예절을 익히고, 인간

과 사회, 자연·초월적 존재와의 관계 속에서 올바른 도덕적 책임과 의무

를 이해하며, 다양한 도덕 문제에 대한 민감성과 사고력 및 판단력을 

향상시키고 도덕적 앎을 실천으로 연결할 수 있는 실천 동기 및 능력을 

함양하여, 개인의 바람직한 가치관 확립과 나아가 우리 사회와 세계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교과이다. 이를 위해 도덕과는 학생

들로 하여금 다양한 도덕 문제에 대한 성찰과 탐구를 통해 올바른 판단

능력과 도덕적 덕성 및 바람직한 가치관을 확립하여 각자 자율적이고 

통합적인 인격을 형성하도록 교육하는데 역점을 둔다(교육과학기술부,

2012).

이러한 점은 인문학의 성격과 매우 친화적인 것이다. 인문학은 인간을 

인간답게 해 주는 데 목적을 두는 모든 학문을 일컫는 것으로 기본적으로 

인간과 삶의 전반을 그 탐구의 대상으로 한다. 그리고 인문학에서도 바람직

한 인격 실현을 염두하는데, 이 때 인간의 도덕을 가장 핵심으로 하면서도 

전인적이고 조화로운 교양인을 이상적인 인간상으로 그린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도덕과는 그 성격 측면에 있어 이미 인문학적인 성격을 기본적으로 

전제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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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도덕과는 인간의 삶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도덕 문제를 체계적으로 

다루는 교과이다.

도덕과는 인간의 삶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도덕 문제를 체계적으로 

다룬다. 이와 같은 도덕 문제는 인간 삶의 전 영역에 걸쳐 발생하기 때

문에, 도덕과에서는 ‘자율적이고 통합적인 인격 형성’을 위해 윤리학적 

접근을 중심으로 하되, 연관된 여러 학문의 접근 방법을 활용한다. 또

한, 도덕과는 도덕적 사고력과 판단력의 향상과 더불어 일상생활에서의 

도덕적 실천을 지향하므로 도덕과 수업뿐만 아니라 다양한 학교 활동들

과 연계하여 인성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교육과학기술부, 2012).

이는 도덕과의 학적 기반을 설명하는 부분으로, 도덕 문제가 인간 삶의 

전 영역에 걸쳐 발생하기 때문에, 도덕과는 자율적이고 통합적인 인격 형성

을 위해 ‘윤리학적 접근’을 중심으로 하되, 연관된 여러 학문의 접근 방법을 

활용함으로써 다학문적, 간학문적인 연구를 수행한다는 점을 드러내고 있

다. 물론 도덕과에서 윤리학적 접근이 가장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점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 윤리학은 도덕과의 특성과 목적에 가장 잘 부합할 수 

있는 학문이라 할 수 있다. 다만 도덕과에서 학생들의 ‘자율적이고 통합적

인 인격 형성’을 위해 그 학적 기반에 있어 윤리학적 접근을 중심으로 한다

는 점에 있어서는 앞서 밝힌 것과 같은 학문적 격차가 생길 수 있다. 요컨

대, 윤리학은 도덕과 교육과의 많은 친화성과 연계성을 가짐임에도 불구하

고 도덕과 교육의 성격과 목표, 내용, 방법에 있어 정확히 맞아떨어지는 학

적 기반이라고 하기엔 다소 불충분함이 있고, 또한 오늘날 시대적 변화에 

따라 윤리학과 도덕과 교육 간의 간극은 점차 커지고 있다. 따라서 도덕과

는 학적 기반에 있어 그 학문적 성격과 목표, 내용, 방법 등에 있어 최적의 

학적 기반을 구성할 필요가 있고, 따라서 여러 배경 학문들 사이의 연계성

을 강화함으로써 도덕과의 목표를 온전히 실현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

다. 이에 인문학은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도덕과의 학문적 성격과 목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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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추어 볼 때 필연적으로 요청되는 배경 학문이라 할 수 있으며, 도덕과는 

기존의 핵심 배경 학문들(윤리학, 정치철학, 도덕심리학 등)과 인문학의 상

호 협력과 소통을 통해서 도덕과의 본래적 성격과 학문적 정체성을 보다 

자연스럽게 드러낼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셋째, 인성교육을 위한 학교의 역할과 사명을 고려할 때, 도덕과는 도

덕적 주체로서 더불어 살아가는 바른 인성과 그 핵심 역량을 효과적으로 

함양할 수 있는 인성교육의 주관 교과이며 핵심 교과임을 분명히 하고 있

다.

특히 인성교육을 위한 학교의 역할과 사명을 고려할 때, 도덕과는 

도덕적 주체로서 더불어 살아가는 바른 인성과 그 핵심 역량을 효과적

으로 함양할 수 있는 인성교육의 주관 교과이며 핵심 교과이다. 도덕과

는 공동체 구성원이 공유해야 할 ‘행위의 표준’ 혹은 ‘도덕적 가치의 공

통 기반’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어느 특정 사회의 가치 체계를 초월하

는 보편적 기준의 토대 위에서 도덕적 탐구와 성찰 기회를 부여하여 학

생들로 하여금 ‘사람다운 사람’으로 성장해 가는 데 공헌한다는 점에서 

인성교육의 중핵 교과로서의 역할을 담당한다(교육과학기술부, 2012).

위의 교육과정 내용을 통해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도덕과는 이미 기존 

‘도덕’의 차원보다 더 나아가 ‘인성’의 차원에서 인성교육을 위한 학교의 역

할과 사명을 고려하고 있다. 즉 도덕과는 단지 도덕과 수업 차원 도덕적 배

움뿐만이 아니라, 도덕적 주체로서 더불어 살아가는 ‘바른 인성’과 ‘핵심 역

량’을 효과적으로 함양할 수 있도록 하는 인성교육의 주관 교과이며 핵심 

교과의 성격을 띠고 있는 것이다. 이는 오늘날 도덕과 교육이 비단 ‘윤리함’

을 가르치는 것으로 이어지는 것만이 아니라, 도덕적 인격과 함께 행복하고 

좋은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실제적으로 사람다운 사람으로 성장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을 반영하는 것이다. 따라서 인성교육의 주관 교과

이자 핵심 교과로서 도덕과는 물론 도덕성을 핵심으로 하면서도, 도덕과는 

다소 무관할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행복하고 좋은 삶을 이끌어 줄 수 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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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하는 인성적 요소 및 요소들을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도덕과가 

학생들에게 ‘윤리함’을 가르치는 범주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인성교육

을 위한 역할과 사명을 다해야 함을 고려한다면, 이에 필수적인 덕성과 인

문교양요소들을 반영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사람다운 사람으로 성장하고 잘 

살아가도록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한다.

넷째, 도덕과는 급속한 사회․문화적 변화와 환경 위기에 상응하는 도

덕적․정신적 성숙이 요구되고 있는 추세에서, 차이와 다양성을 존중하는 

태도와 함께 개인의 가치관 정립과 국가․세계 시민성이 함께 필요하며, 이

러한 요소들을 길러 주는 것을 도덕과의 사명으로 여기고 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는 급속한 사회·문화적 변화와 지구적 차원의 환

경 위기에 상응하는 도덕적·정신적 성숙이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 

사회의 급격한 다원화와 세계화 추세에 따라 발생하는 도덕 문제의 해

결을 위해, 도덕과는 차이와 다양성을 존중하는 태도와 함께 개인의 가

치관 및 국가 정체성 확립과 우리 사회의 공통적인 도덕적 가치 기반의 

공고화를 그 중점 과제로 삼고 있다. 또한 지구 온난화로 인한 기후변

화 등 환경 문제에 대한 지구촌의 위기의식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도덕과는 학생들이 환경윤리적인 측면에서 환경 친화적인 삶의 가치를 

인식하고 환경문제 해결에 필요한 올바른 도덕적 판단 능력과 적극적인 

실천 역량을 습득하도록 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교육과학기술부,

2012).

이러한 도덕과의 성격은 인문학과도 상통하는 부분이다. 인문학은 인간

을 도덕적 정신적으로 도야하도록 하고, 개인적 교양에 그치는 것만이 아니

라 시민적 교양으로 나아가도록 하며, 시민적 교양을 가짐으로써만 진정한 

교양인이라고 보았던 점은 도덕과에서 의도하는 방향과도 일치한다.

이상의 논의를 통해 볼 때, 도덕과는 교과의 성격 및 목표 측면에서 인

문학적인 성격을 기본적으로 지니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이것은 도덕과가 

의도적으로 인문학을 고려한 결과라기보다는 도덕과가 갖고 있는 본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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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격을 드러내는 것으로, 자율적이고 통합적인 인격을 형성하고 사람다운 

사람으로 성장하는데 공헌하는 교과로서의 도덕과는 그 성격과 목표를 온

전히 드러내는 과정에 있어 필연적으로 인문학과 교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도덕과 내용 측면 

(1) 도덕과 내용 구성의 특징

국가수준의 도덕과 교육과정에 나타난 도덕과 내용 구성을 살펴보면,

아래의  <표1>과 <표2>와 같다. 표의 교육과정 내용 체계에서 알 수 있듯

이, 도덕과의 내용 구성에 있어서는 인간 삶의 전 영역에 있어 바람직한 인

격과 시민성을 형성하는데 있어 필요한 주요 가치 덕목을 ‘전체지향’과 ‘영

역별’로 선정하고, 이에 따르는 학교급/학년군별 내용을 체계적으로 구성하

였다.

<표1> 「2009 개정 도덕과 교육과정」의 내용 체계 - 초등학교

내용

영역

주요 가치·덕목
초등학교 3·4학년 초등학교 5·6학년

전체지향 영역별

도덕적 
주체로서의 

나

존중
책임
정의
배려

자율
성실
절제

㈎ 소중한 나
㈏ 자신의 일을 

스스로 하는 
삶

㈐ 성실한  생활 
㈑ 반성하는  삶 

㈎ 감정의 조절과 
표현 

㈏ 자기 행동에 
대한 책임감 

㈐ 자긍심과 자기 
계발 

㈑ 절제하는 생활 

우리·타인과
의 관계

효도
예절
협동

㈎ 화목한 가정
㈏ 친구 간의 

우정과 예절 
㈐ 감사하는  생활

㈑ 이웃 간의 
도리와 예절 

㈒ 인터넷 예절
㈓ 서로 돕는 

생활 

㈎ 정보 
사회에서의 
올바른 생활 

㈏ 웃어른 공경과 
예절

㈐ 배려하고 
봉사하는 삶

㈑ 대화와 갈등 
해결

사회·국가·
지구공동체
와의 관계

준법·
공익
애국심
통일
의지
인류애

㈎ 공공장소에서의 
질서와 
규칙 

㈏ 나라에 대한 
사랑과 긍지

㈐ 통일의 
필요성과 
통일 노력

㈑ 다문화 
사회에서의 
바람직한 삶*

㈎ 인권 존중과 
보호 

㈏ 법과 규칙의 
준수

㈐ 공동체 의식과 
시민의 역할

㈑ 공정한 행동
㈒ 우리가 추구하는

통일의 모습 
㈓ 지구촌 시대의 

인류애

자연·초월적 
존재와의 
관계

자연애
생명
존중
평화

㈎ 생명의 소중함* ㈏ 자연 사랑과 
환경 보호*

㈎ 참된 아름다움 ㈏ 사랑과 자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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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 「2009 개정 도덕과 교육과정」의 내용 체계 - 중학교

내용
영역

주요 가치·덕목
중학교 1~3학년군

전체지향 영역별

도덕적 
주체로서의 나

존중
책임
정의
배려

자율
성실
절제

㈎ 도덕의 의미
㈏ 삶의 목적과 도덕 
㈐ 도덕적 성찰 
㈑ 도덕적 실천 

㈒ 인간 존재의 특성 
㈓ 자율과 도덕
㈔ 도덕적 자아상
㈕ 공부와 진로 
㈖ 도덕적 탐구 

우리·타인과의 
관계

효도
예절
협동

㈎ 가정생활과 도덕
㈏ 친구 관계와 도덕
㈐ 사이버 윤리와 예절
㈑ 이웃에 대한 배려와 상호 협동 

㈒ 타인 존중의 태도 
㈓ 평화적 해결과 폭력 예방 
㈔ 청소년 문화와 윤리

사회·국가·지구
공동체와의 관계

준법·
공익
애국심
통일의지
인류애

㈎ 인간 존엄성과 인권
㈏ 문화의 다양성과 도덕*

㈐ 분단 배경과 통일의 필요성
㈑ 바람직한 통일의 모습

㈒ 사회 정의와 도덕 
㈓ 개인의 도덕적 삶과 국가의 관계 
㈔국가 구성원으로서 바람직한 자세 
㈕ 세계화 시대의 우리의 과제*

자연·초월적 
존재와의 관계

자연애
생명 
존중
평화

㈎ 환경친화적인 삶*

㈏ 삶의 소중함과 도덕 
㈐ 과학 기술과 도덕 
㈑ 문화와 도덕

㈒ 마음의 평화와 도덕적 삶 
㈓ 이상적인 인간과 사회

위의 <표1>과 <표2>에서 알 수 있듯이, 도덕과는 학생들이 개인적 차

원의 도덕성과 시민적 차원의 도덕성을 고루 겸비할 수 있도록 하는 체계

적인 내용을 구성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도덕과는 내용 구성 원리

에 있어 ‘가치 관계 확장법’을 따르고 있다. 도덕과 교육과정 해석에 의하면 

가치 관계 확장법은 다음의 두 방향성을 갖는다.

[그림7] 도덕과 가치 관계 확장법

(가) 화살표는 도덕적 주체가 가치 관계로 연결된 대상(나, 우리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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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사회, 국가 민족 지구 공동체, 자연 초월적 존재)에 대해 윤리적으로 

사고하고 성찰함으로써 도덕적인 의미를 능동적으로 구성해 간다는 점

을 강조하기 위해서 제시한 것이다. 이는 보편적 사고의 지평에서 윤리

적으로 성찰하는 자율적 도덕인의 특성을 부각시키고자 한 것이다. 한

편, (나) 화살표가 나타내는 의미는, 우리는 ‘나’를 통해 세상을 주체적

으로 보기도 하지만, 간혹 주변 대상(객체)에 의해 나의 형성은 중요한 

영향을 받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한 것이다. 즉, 정신의 자기 결정

적 성격에 존재 구속성적 성격의 의미가 더해져야 한다는 것을 나타낸 

것이며, 또한 도덕적 자율성을 지닌 인간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도덕적 

사회화도 일정 정도 필요함을 나타내고자 한 것이다(정창우, 2013a:

450).

도덕과는 내용 구성 원리에 있어 보편적 사고의 지평에서 윤리적으로 

성찰하는 자율적 도덕인의 특성을 부각시키고자 함과 동시에, 도덕적 자율

성을 지닌 인간 형성을 위한 도덕적 사회화의 필요성도 일정 정도 전제함

을 그 특징으로 한다. 구체화된 내용 구성의 실태는 국가 수준의 도덕과 교

육과정에 나타난 학습내용별 성취기준을 통해 살피기보다는 실제 도덕교과

서의 내용이 어떻게 구체화되어 제시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더 적절

하다. 그런데 국가 수준의 도덕과 교육 내용이 구체화된 내용으로서 도덕교

과서에서는 이미 인문학이 활용될 개연성이 크다. 왜냐하면 인문학은 인간

을 주체적이고 자율적이며 능동적인 존재로 만드는 동시에 드니콜라가 지

적한 바와 같이 세계에 대한 이해를 폭넓게 드높이고, 주변 대상 즉 타자와 

사물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킴으로써 그러한 주변 대상에 의한 나의 형성에 

관심을 갖도록 하여 보편성을 고양시키고자 하기 때문이다.

(2) 도덕교과서 내용에서 인문학 활용 사례

초․중학교 도덕과 교과용 도서(이하 “도덕교과서”)에서는 이미 인문학

적 내용들이 구체화된 도덕교과서의 내용으로 활용되고 있다. 예를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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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도덕 1(2)」E 유형은 ‘교과서의 일러두기’에 해당하는 부분에서 다

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도덕적으로 살아야 하는 이유를 공부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생

활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다양한 상황을 주어 궁리해 보게 할 것이다.

활동을 통하여 자신의 생활과 경험을 떠올리면서 도덕적 문제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생각해 보자. 그러면 일상생활 속에서 다른 사람

과 함께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이 떠오르게 될 것이다. 이 책은 다

양한 사례와 동서양의 고전, 소설, 영화, 예술 작품 등의 다채로운 읽기 

자료와 도움 자료를 곁들이고 있다. 이 자료를 통하여 수업에 더욱 재

미있게 참여하면서 도덕 문제에 접근할 수 있도록 배려하였다. 그런 가

운데, 특히 동양과 서양의 윤리 사상이 함께 녹아들어 여러분에게 자양

분이 될 수 있도록 안배하였다. 이를테면, 단원마다 동서양 윤리 사상의 

다른 시각을 비교하거나, 음미하게 하여, 여러분이 더욱 폭넓고 의미 있

는 생각을 이끌어 낼 수 있게 하였다(중학교 E 도덕교과서 1(2)).

이 도덕교과서의 경우 동서양의 고전, 소설, 영화, 예술 작품 등의 다채

로운 인문학을 활용하여 교과서 내용을 구성하였고 그런 가운데 동양과 서

양의 윤리 사상이 함께 녹아들어가게 하여 학생들의 폭넓고 의미 있는 생

각을 이끌어내고자 하였음을 교과서에 명시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학생들

에게 “도덕적으로 살아야 하는 이유를 공부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실제 생

활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다양한 상황을 주어 궁리”해 보게 함은 도덕성

을 단지 추상적인 형태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도덕적 상상력을 발휘함으로

써 능동적으로 발견하고, 도덕적으로 사고해 보도록 하는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일상생활 속에서 다른 사람과 함께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하였다”는 점은 도덕교과서가 단지 학생들에게 ‘도덕적인 삶’의 범

주에 국한하여 가르치기 보다는, 인간으로서 보다 ‘행복하고 좋은 삶’을 영

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존의 도덕과 교육의 범주를 보다 확대한 것이

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도덕교과서의 내용 구성은 윤리학적 접근만을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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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보다는, 다채로운 인문학적 내용들을 활용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선을 

추구하는 인간의 윤리적 태도와 정신을 고양시키고자 하였다. 비단 인문학

이 도덕교과서 내용으로 활용되고 있음은 중학교 E 유형의 교과서에서만 

찾아볼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초등학교 도덕교과서와 중학교 도덕교과서의 

전 유형에서 인문학적인 내용 구성을 찾아볼 수 있다. 몇 가지 예를 들어 

보면, ‘문화와 도덕’ 코너를 마련하여 명화나 소설 속 이야기를 구성한 교과

서도 있고(중학교 A 도덕교과서), ‘고전’ 코너를 별도로 마련(중학교 B 도덕

교과서)하거나 ‘고전과 함께하는 도덕교실’ 내지 ‘예술과 함께 하는 도덕교

실’(중학교 C 도덕교과서) 등을 마련한 경우도 있다. 또한 ‘행복한 책 읽기’,

‘시와 함께하는 도덕 이야기’ 등의 코너를 마련하여 소설이나 시 등의 문학 

작품 속에 나타난 도덕적 문제와 삶의 의미, 가치 등에 대하여 생각해 보게 

하거나, ‘보충심화자료’로써 역사적인 내용을 다루어 고전으로부터 도덕적 

지혜를 알 수 있도록 하는 경우도 있다(중학교 D 도덕교과서).

보다 혁신적인 내용구성사례도 있다. 중학교 D 도덕교과서는 도덕적으

로 유의미한 문학 작품의 텍스트를 그대로 살려 도덕교과서 단원 도입부에 

2쪽 분량으로 제시한다. 학생들은 제시된 문학 텍스트를 몰입하여 읽고 텍

스트 속에 등장한 인물의 상황과 처지를 이해하며 그들에게 감정이입하거

나 공감하고, 도덕적 문제를 찾아봄으로써 스스로 윤리적으로 사고하고 성

찰해 볼 수 있는 경험을 해 볼 수 있다(중학교 D 도덕교과서). 또한 일상생

활 속에서 갖게 될 만한 학생들의 고민이나 질문들, 예를 들어, 행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 동생과 다른 아이를 다르게 대해야 할까요? 남자

와 여자 중 누가 더 학생 회장으로 적합할까요?, 봉사 시간을 채우기 위해 

봉사 활동을 하는 것은 나쁜가요? 범죄 없는 사회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등의 질문 사례를 제시하고, 이에 대하여 교과서 속에 등장하는 교

사가 동서양 사상의 지혜를 빌려 상담하는 형식의 내용 구성도 찾을 수 있

다(중학교 B 도덕교과서).

이상에서 알 수 있듯이, 이미 도덕교과서에서는 인문학적 내용들이 다

채롭게 활용되고 있으며, 이로써 도덕적 문제를 발견하고 깊이 있게 탐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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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동 서양의 고전 속에 녹아있는 도덕적 지혜를 배울 수 있도록 하는 내

용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하 논의에서는 문학, 역사, 철학, 예술의 인문학 

영역에 따른 도덕교과서의 주요 내용활용 사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가) 문학 활용 사례

도덕교과서에서 활용되는 문학 텍스트로는 동 서양의 위대한 고전뿐만 

아니라 근 현대 문학 작품까지 다양하게 찾을 수 있다. 도덕교과서에서 많

이 활용하고 있는 대표적인 동 서양의 고전 작품으로는 마르쿠스 아우렐리

우스의 『명상록』, 키케로의 『우정에 대한 사색』, 『노년에 대하여』, 율

곡의 『자경문』이나 퇴계의 『성학십도』와 『언행록』등을 찾을 수 있다.

근대 문학 작품으로는 괴테의 『파우스트』, 톨스토이의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너대니얼 호손의 『큰 바위 얼굴』, 빅토르 위고의 『레 미제라

블』, 오스카 와일드의 『행복한 왕자』, 헤르만 헤세의 『데미안』등이 있

다. 그리고 현대 문학 작품으로는 장 지오노의 『나무를 심은 사람』, 올더

스 헉슬리의 『멋진 신세계』, 생텍쥐베리의 『어린 왕자』, 니콜 바샤랑의 

『네모의 책』, 미치 앨봄의 『모리와 함께한 화요일』, 미하엘 엔데의 

『모모』, 쉘 실버스타인의 『아낌없이 주는 나무』, 아베 피에르의 『단순

한 기쁨』, 앤서니 드 멜로의 『사랑에 이르는 길』, 오쇼 라즈니쉬의 『배

꼽』, 트리나 폴러스의 『꽃들에게 희망을』, 하퍼 리의 『앵무새 죽이기』,

전광용의 『꺼삐단 리』, 박완서의 『자전거 도둑』, 권정생의 『강아지 

똥』, 조창인의 『가시고기』, 오정희의 『소음 공해』, 조성자의 『겨자씨

의 꿈』, 조세희의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등을 찾을 수 있다.

도덕교과서에서 문학 작품을 활용하는 유형을 살펴보면 크게 두 가지

로 구분할 수 있는데, 문학 작품의 텍스트를 직접 인용하여 제시하는 유형

과 문학 작품의 내용 전반을 요약하여 스토리텔링하는 유형이 그것이다.

(가) ‘문학 텍스트’의 직접 인용방식을 통한 문학 활용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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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문학 작품의 문학 텍스트를 직접 인용하여 제시하는 유형을 찾을 

수 있다. 중학교 D 도덕교과서는 도덕적 문제를 내포하고 있는 문학 텍스

트를 대단원의 맨 처음 도입부에 2쪽 분량으로 인용 제시함으로써 인문학 

활용에 있어 적극적인 방식을 취하였다. 예를 들어 ‘도덕적 성찰’에 대한 대

단원의 도입부에는 박완서의 『자전거 도둑』의 일부 텍스트를 2쪽 분량에 

걸쳐 직접 인용 제시하였다(중학교 D 도덕교과서 1: 46-47).

자전거 도둑

수남이는 울지도 못하고 빌지도 못하고 그냥 막연히 서 있었다. 수

남이와 신사의 시비를 흥미진진하게 구경하던 사람들도 헤어지지 않고 

그냥 서 있었다. 아마 수남이가 앙앙 울거나, 펄펄 뛰면서 욕을 하거나 

그런 일이 일어나 주기를 기다리는 눈치였다.

수남이는 바보가 돼 버린 아이처럼 조용히 멍청히 서 있었다. 누군

가가 나직이 속삭였다.

“토껴라 토껴. 그까짓 것 갖고 토껴라.”

그것은 악마의 속삭임처럼 은밀하고 감미로웠다. 수남이의 가슴은 

크게 뛰었다. 이번에는 좀 더 점잖고 어른스러운 소리가 나섰다.

“그래라, 그래. 그까짓 거 들고 도망가렴. 뒷일은 우리가 감당할게.”

그러자 모든 구경꾼이 수남이의 편이 되어 와글와글 외쳐 댔다.

“도망가라, 어서어서 자전거를 번쩍 들고 도망가라, 도망가라.”

……/(중략)

가게 문을 닫고 주인댁에서 날라 온 저녁밥을 먹고 나면 비로소 수

남이 혼자만의 시간이다. 꿀 같은 시간이었다. 책을 펴 놓고 영어 단어

를 찾고, 수학 문제를 풀어 보고, 턱을 괴고 소년답게 감미로운 공상에 

잠길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다. 그러나 오늘 수남이는 그게 되지를 않

았다. 책을 집어던졌다.

낮에 내가 한 짓은 옳은 짓이었을까? 옳을 것도 없지만 나쁠 것은 

또 뭔가. 자가용까지 있는 주제에 나 같은 아이에게 오천 원을 우려내

려고 그렇게 간악하게 굴던 신사를 그 정도 골려 준 것이 뭐가 나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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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도 왜 무섭고 떨렸던가. 그때의 내 꼴이 어땠으면, 주인 영감님까

지 “네놈 꼴이 꼭 도둑놈 꼴이다.”라고 하였을까.

그럼 내가 한 짓은 도둑질이었단 말인가. 그럼 나는 도둑질을 하면

서 그렇게 기쁨을 느꼈더란 말인가.

수남이는 몸을 부르르 떨면서 낮에 자전거를 갖고 달리면서 맛본 

공포와 함께 그 까닭 모를 쾌감을 회상한다. 마치 참았던 오줌을 내깔

길 때처럼 무거운 억압이 갑자기 풀리면서 전신이 날아갈 듯이 가벼워

지는 그 상쾌한 해방감-한번 맛보면 도저히 잊혀질 것 같지 않은 그 짙

은 쾌감, 아아 도둑질하면서도 나는 죄책감보다는 쾌감을 더 짙게 느꼈

던 것이다.

혹시 내 피 속에 도둑놈의 피가 흐르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순간 

수남이는 방바닥에서 송곳이라도 치솟은 듯이 후닥닥 일어서서 안절부

절못하고 좁은 방 안을 헤맸다. -박완서, “자전거 도둑”(중학교 D 도

덕교과서 1: 46-47)

위의 인용문과 같이 도덕교과서는 비록 문학 작품 속 내용의 일부이지

만, 문학 텍스트를 그대로 인용한다. 학생들은 작품 속 인물의 생각과 감정,

행동에 대한 작가의 섬세한 묘사와 유려한 표현을 그대로 살려 읽음으로써 

자연스럽게 문학적 내러티브에 몰입하게 되고, 이를 통해서 인물이 겪고 있

는 상황 즉 인물의 심적 혼란과 도덕적 갈등, 그리고 주변 인물들의 태도 

등에 대하여 이해하고 감정이입하게 되며, 윤리적으로 사고하거나 성찰해 

볼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도덕교과서에 문학 텍스트를 그대로 인용 제시

하는 방식은 도덕과 교육적으로 매우 유의미한 내용구성방식이라 할 수 있

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M. Aurelius)의 『명상록(Eisheauton)』도 도덕교

과서에 많이 인용되는 대표적인 고전이다. 주로 ‘도덕적 성찰’ 단원에서 활

용되는데, 교과서는 『명상록』이 난관에 부딪쳤을 때 스스로를 경계하고 

깨우쳐 올바른 길을 찾고자 했던 한 개인의 치열한 성찰의 결과물로, 아우

렐리우스는 성찰을 통해 자신의 결점을 극복할 수 있었다고 설명하면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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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의 텍스트를 인용 제시한다(중학교 B 도덕교과서 1: 40).

너는 재능을 타고나지 못했다든가 능력이 모자란다는 핑계를 대지 

않고도 얼마나 많은 것을 보여 줄 수 있는지 알지 못하겠느냐? 그런데

도 너는 스스로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겠다는 것인가? 아니면 너는 재

능을 타고나지 못했다는 핑계로 억지를 쓰며 네 운명에 대하여 불평하

고, 쩨쩨하고 굴고, 아부하고, 네 가련한 몸을 탓하고, 잘난 체하고, 큰

소리치고, 마음을 들까불 참인가? 그래서는 안된다. 오히려 너는 오래전

에 이런 결함들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너는 훈련을 통하여 이런 결점

을 극복해야 한다(중학교 B 도덕교과서 1: 40).

그리고 ‘마음의 평화와 도덕적 삶’에서는 『명상록』의 다음의 텍스트

가 인용 제시된다(중학교 E 도덕교과서 2: 213).

내 영혼이여, 스스로 꾸짖어라. 오래지 않아 자신을 찬미할 수 있는 

시간은 끝날 것이다. 나의 생은 단 한 번뿐,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한 

것. 그 삶이 거의 끝이 나고 있음에도 자신을 존중하지 않고 타인의 칭

찬에서 행복을 구하려 하는가?

마음이 어지러운 것이 외부의 일 때문인가? 그렇다면 이제는 주변

의 일들에 휩쓸리지 말고 무엇인지 새롭고 선한 것을 배우는 시간을 갖

자. 그러나 여기에서도 조심해야 할 것이 있다. 자신의 모든 욕구와 생

각을 쏟아부을만한 목표를 찾지 못한 채 이리저리 방황하여 삶에 지치

는 것 또한 어리석은 짓이다.

모든 것이 얼마나 빨리 사라져 버리며, 그 사물들에 대한 기억 또

한 얼마나 빨리 사라지는가. 모든 감각적 사물, 특히 쾌락이라는 미끼로 

나를 유혹하거나 고통으로 위협하거나 헛된 명성으로 들뜨게 하는 것들

의 본성은 무엇인가? 그것들은 얼마나 보잘것없고 덧없는 것인가? 이 

모든 것들을 깨닫는 것이 이성의 한 기능이다.

다음 두 가지를 명심하라. 첫째, 사물은 내 마음 밖에 있는 것이므

로 내 영혼을 건드릴 수 없다. 내가 느끼는 동요는 언제나 내 마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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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것이다. 둘째, 지금 내 눈앞에 있는 모든 사물은 매 순간 변화하며 

곧 사라져 버리고 말 것이다. 이미 그 같은 변화를 수없이 보아 오지 

않았는가? 우주는 변화하는 것이며, 인생은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다 (중학교 E 도덕교과서 2: 213).

도덕교과서는 이와 같은 아우렐리우스의 삶의 경구들을 읽어보고 이어

서 학생들이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는 경구를 만들어 발표해 보도록 하고 

있다(중학교 E 도덕교과서 2: 213). 이처럼 도덕교과서에서는 아우렐리우스

라는 위대한 도덕적 모범(exemplar)을 『명상록』이라는 문학 텍스트를 통

하여 간접적으로 만나 보도록 하는 경험을 제공하고, 이어서 자신의 성찰이 

담긴 글로써 써 보는 과정을 통해 자신을 마음을 다스리고 도야해 나갈 수 

있도록 안내한다. 이러한 자기 성찰과 도야를 위한 문학 텍스트로 율곡의 

『자경문(自警文)』, 퇴계의 『성학십도(聖學十圖)』와 『언행록』도 많이 

등장한다. 율곡의 『자경문』은 ‘도덕적 성찰’ 단원에서 소개되는데, 자경문

을 읽고 스스로를 돌아보며 나의 자경문을 지어 곁에 두고 성찰의 준거로 

삼아보도록 권장하였다(중학교 B 도덕교과서 1: 53). 퇴계의 『성학십도』의 

경우 대표적으로 제9도인 경재잠도(敬齋箴圖)의 내용 가운데 ‘경(敬)’에 관

한 내용이 ‘마음의 평화와 도덕적 삶’단원에서 마음의 평화를 이루는 방법

에 대한 내용으로 제시된다.

의관을 바르게 하고, 눈의 모습은 존엄해야 하며, 마음을 가라앉혀 

거처하기를 마치 상제(上帝)를 대하듯이 하라. 발의 모습은 반드시 신중

해야 하고, 손의 모습은 공손해야 하며, 걸을 때는 땅을 가려서 걸으며,

개미집도 밟지 말고 돌아서 가라. 문을 나서면 손님을 대접하듯 공손하

게 하고, 일할 때는 제사를 지내듯 조심하고 두렵게 하여 감히 대충 해

서는 안 된다. 병마개 막듯이 입을 다물고, 성곽을 지키듯이 잡념을 막

으며, 성실하고 진실하여 감히 경솔함이 없어야 한다.

동쪽으로 간다고 말하고 서쪽으로 가지 말며, 남쪽으로 간다고 말

하고 북쪽으로 가지 말며, 일할 때는 마음을 보존하여 다른 곳으로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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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도록 해야 한다. 두 가지 일이라고 두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되고,

세 가지 일이라고 세 마음을 가지지 말며, 오직 마음을 한결같이 하여 

모든 변화를 살펴보아야 한다. 이러한 태도를 따르는 것을 지경(持敬),

즉 “경(敬)을 간직한다.”라고 하는 것이니, 움직일 때나 고요하게 있을 

때나 어기지 말고, 겉과 속을 번갈아 바르게 해야 한다. - 이황, “성학십

도”중 ‘제9도 경재잠도’- (중학교 C 도덕교과서 1: 59)

이와 같이 도덕교과서는 고전 텍스트를 읽고 성찰해 보거나 자신의 글

로써 다시 써 봄으로써 자기 자신을 연마하고 도야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한

편, 도덕교과서에는 키케로(M. T. Cicero)의 작품도 많이 인용 제시된다. ‘친

구관계와 도덕’ 단원에서는 키케로의 『우정을 위한 사색』의 내용이 활용

된다(중학교 C 도덕교과서 1: 104).

자네가 마치 자신과 말하듯이 마음껏 말할 수 있는 누군가가 있다

면 얼마나 즐겁겠는가? 자네가 행복할 때 자네 못지않게 그것을 기뻐해 

줄 누군가가 있다면 얼마나 더 기쁘겠는가? 우정은 행운을 더 빛나게 

하고, 불운을 나눔으로써 더 가볍게 해 준다네. 인간의 본성은 혼자 있

는 것을 싫어하여 언제나 버팀목에 기댄다네. 친절한 친구야말로 최상

의 버팀목이네. 그리고 진정한 친구는 제2의 자신이라네. 먼저 자신이 

선한 사람이 되고 난 다음, 자기와 같이 선한 사람을 친구로 삼는다네.

진정한 친구와의 우정이야말로 더불어 사는 공동체의 삶을 위해서 지향

해야 할 인간의 과제라네. -키케로, “우정을 위한 사색”- (중학교 C 도

덕교과서 1: 104)

뿐만 아니라, 초등학교 도덕 6 교과서에는 키케로의 『아들에게 보내는 

편지』도 ‘마음 가꾸기’의 읽기 자료로 제시된다(초등학교 도덕 6 교과서:

155). 이와 같이 키케로의 문학 작품들은 키케로 특유의 수사학적인 문체와 

유려한 표현을 통해서 학생들이 텍스트에 몰입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장

점을 지닌다. 따라서 학생들이 문학 텍스트를 통해 보다 깊이 감화되고,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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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적으로 자기 자신을 성찰해 볼 수 있도록 한다. 이는 도덕적 가치 덕목을 

가르치기 위해 마련된 조악한 문체와 작위적 텍스트를 통해서는 기대할 수 

없는, 위대한 문학 고전이 갖는 강력한 도덕적 기능이라 할 수 있다.

한편, 도덕교과서에 등장하는 대표적인 근대 문학 작품으로는 우선 톨

스토이(L. Tolstoy)의 작품들을 찾을 수 있다. 그 가운데 ‘평화적 해결과 폭

력 예방’의 단원에서는 톨스토이의 『세 그루 사과나무』에서 ‘곰의 덫’ 이

야기가 도입부에 2쪽에 걸쳐 직접 인용방식으로 제시된다(중학교 D 도덕교

과서 2: 114-115). 교과서는 문학 텍스트를 제시함으로써 학생들로 이를 읽

고 ‘폭력은 더 큰 폭력을 낳을 뿐’이라는 폭력의 악순환을 깨닫도록 하고 

있다. 톨스토이의 이 작품은 특히 갈등 상황에서 폭력으로 대처했을 때의 

문제점과 그것이 가져올 결과가 무엇일지에 관하여 직접적인 메시지를 던

진다는 점에서 도덕과에 있어 유의미한 문학 작품이라 할 수 있다.

근대 문학 작품 가운데 빅토르 위고(V. Hugo)의 『레 미제라블(Les

Miserables)』도 도덕교과서에서 많이 활용된다. 초등학교 도덕 6 교과서의 

‘사랑과 자비’ 단원에서는 장 발장이 은 식기를 훔쳐 달아나다가 붙잡히게 

되자 신부가 장 발장을 구해 주는 장면의 텍스트가 직접 인용 제시된다(초

등학교 도덕 6 교과서: 169). 이 이야기를 읽고 “여러분이 신부였다면 장 발

장은 어떻게 대했을 것 같습니까?”, “신부의 행동에서 우리는 ‘사랑’과 ‘용

서’라는 두 가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지닌 힘이 장 발장이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일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이야기해 봅시다.”와 같은 

질문을 교과서에 제시함으로써 학생들이 학습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

도록 하였고, 도덕적으로 사고해 볼 수 있도록 하였다(초등학교 도덕 6 교

과서: 171). 이러한 『레 미제라블』은 중학교 도덕교과서에도 직접 인용 제

시된다. ‘도덕의 의미’ 관련 단원에서 장 발장이 빵을 훔쳐서 달아나는 장면

이 제시되면서 이 장면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장 발장의 욕구는 무엇이고,

장 발장은 어떻게 행동했어야 하는지를 ‘당위’의 차원에서 생각해 보도록 

하고 있다(중학교 B 도덕교과서 1: 15).

‘삶의 목적과 도덕’에서 ‘진정한 행복을 얻기 위한 자세’에 관련한 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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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으로 오스카 와일드(O. Wilde)의 『행복한 왕자(The Happy Prince)』의 

텍스트가 직접 인용 제시된다(중학교 C 도덕교과서 1: 41).

살아 있을 때 나는 눈물이 무엇인지 몰랐단다. 낮에는 정원에서 

친구들과 뛰어놀았고, 밤에는 연회에서 춤을 추었지. 그런 나를 사람들

은 ‘행복한 왕자’라고 불렀단다. 정원 둘레에는 높은 담이 있어서 나는 

담 너머에 어떤 세상이 있는지 알지 못했어. 내가 죽자, 사람들은 나를 

동상으로 만들어 여기에 세워 놓았지. 그런데 이곳에서 난 도시의 불쌍

한 사람을 많이 보게 되었어. 그래서 이렇게 눈물을 흘리는 거야.-오스

카와일드 “행복한 왕자”(중학교 C 도덕교과서 1: 41).

그 이후 왕자는 제비를 통해 제 몸을 치장한 금과 보석을 떼어 가난한 

이들에게 선물하였고, 그러면서 행복한 왕자가 되어 갔다는 이야기를 통해

서 진정으로 행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해 보도록 하였다(중

학교 C 도덕교과서 1: 41).

‘인간다운 삶과 도덕’과 관련된 학습 내용으로 괴테(J. W. v. Goethe)의 

『파우스트(Faust)』에서 주인공 파우스트가 그의 제자 앞에서 자신의 고뇌

를 고백하는 장면이 제시된다(중학교 B 도덕교과서 2: 21).

내 가슴속엔 아아! 두 개의 영혼이 깃들어 있어서, 하나가 다른 하

나와 떨어지려고 하네. 하나는 현세에 매달려 쾌락을 추구하고, 다른 하

나는 과감히 세속의 티끌을 떠나 숭고한 선인들의 영역에 오르려고 하

네. -괴테 “파우스트”(중학교 B 도덕교과서 2: 21).

교과서는 파우스트가 신과 악마 사이에서 내기의 대상이 되는 장면에

서 파우스트는 쾌락과 고통, 빛과 어둠의 양극단을 모두 체험하지만 결국 

악마의 유혹을 이겨내고 주체적으로 선을 실현하고자 노력하는 점을 설명

하였다(중학교 B 도덕교과서 2: 21). 또한 ‘인간답게 사는 것’과 관련하여 다

른 도덕교과서는 리차드 바크(R. Bach)의 『갈매기의 꿈(Jonathan Livingst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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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agull)』(중학교 E 도덕교과서 2: 19) 내용을 제시한다. 교과서는 대다수의 

갈매기가 가진 욕구와 조너선이 가지고 있는 욕구를 비교해 보고, 대다수의 

갈매기가 가진 욕구의 문제점은 무엇인지 생각해 보며 조너선의 삶을 통해 

인간다운 삶의 의미에 대해 생각해 보도록 하였다(중학교 E 도덕교과서 2:

19).

‘도덕적 탐구’에서 ‘도덕적 상상력’과 관련하여 프랭크 바움(L. F.

Baum)의 『오즈의 마법사(The Wizard of Oz)』의 텍스트가 일부 제시된다

(중학교 C 도덕교과서 2: 89).

허수아비의 손에는 숲 속에서 주워 모은 듯한 나무 열매가 가득 쥐

여 있었다. “도로시 아가씨, 이건 내일 아침밥이에요.” 허수아비는 이렇

게 말한 뒤 나무 열매를 건네 주었다.

나무 열매를 받아든 도로시가 “허수아비 아저씨는 어쩜 이렇게 친

절하실까!” 라고 말하자, 허수아비는 “천만에요! 나보다 나무꾼이 더 착

해요. 아까 나무꾼은 길바닥을 기어가고 있던 딱정벌레를 모르고 밟고

는 가엾다며 울기까지 했어요.” 그러자 양철 나무꾼은 부끄러운 듯이,

“전 몸 전체가 차디찬 양철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길을 걸을 때에도 

벌레를 밟지 않도록 애쓰는데 곧잘 실수를 해요.”라고 말했다. -프랭크 

바움, “오즈의 마법사”-(중학교 C 도덕교과서 2: 89)

교과서는 위의 이야기를 통해서 학생들이 양철 나무꾼이 자신도 모르

게 딱정벌레를 밟고서 그것을 가슴 아파할 만큼 도덕적 민감성이 매우 뛰

어나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면서 이처럼 사소해 보이는 

일에도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능력은 도덕적으로 바람직한 행동을 할 

수 있는 출발점이 된다는 점을 설명한다(중학교 C 도덕교과서 2: 89).

한편, 도덕교과서에는 시를 직접 인용 제시하는 사례들도 많이 찾을 수 

있다. 동 서양의 고전시를 비롯하여 근 현대문학시들이 수록되어 있는데 대

표적인 몇 가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도덕적 성찰’에 대한 학습 내용으

로 윤동주의 “자화상”이 제시된다(중학교 D 도덕교과서 1: 51; 중학교 E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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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교과서 1: 42). 주지하듯, 윤동주는 역사적으로 일제 강점기라는 암울한 

시대 상황에서 무장 독립 투쟁에 적극 가담하지 못하는 자신을 끝없이 반

성하고 부끄러워하며 여러 편의 시를 남겼다. 이 시에서 주인공은 성찰을 

통해 자신의 부족한 모습을 발견하고서 부끄러움과 미움을 느끼지만, 그 미

움이 연민으로, 연민은 그리움으로 변한다. 교과서는 이런 변화는 자신의 

과거와 현재를 반성하고 내면을 응시하는 가운데 일어난 감정이며, 자신이 

도덕적으로 옳은지 성찰할 때 겪게 되는 당연한 과정임을 해설하였다. 아울

러 윤동주의 또 다른 시로 “서시”가 도덕교과서에 제시된다. “서시”는 ‘도

덕적 주체로서의 나’ 단원의 주제 학습의 자료로 제시되는데, 교과서는 윤

동주가 이 시를 쓴 시점이 일제 강점기 중에서도 일제가 우리나라 사람들

을 심하게 탄압하던 시기였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일제의 강요에 의해 

혹은 자발적으로 친일 행위로 돌아서게 되었던 역사적 상황을 설명하면서,

이 시는 아무리 현실이 힘들더라도 자신의 인생을 양심적이고 정직하게 살

고자 하는 젊은 시인의 자기 성찰과 다짐을 보여준다고 설명하였다(중학교 

A 도덕교과서 2: 91).

서시   -윤동주-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 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 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 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이 시는 역사적인 상황 속에서 현실적인 시련과 고난, 외부적인 유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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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심리적 갈등에 괴로웠지만 그래도 윤리적 삶의 이상을 향해서, 절대적이

고 순수한 양심을 지키면서, 그리고 억압받는 모든 것들에 대한 연민과 사

랑을 가지면서, 양심적인 삶에 대한 소명감을 가지고 살아가겠다는 시인의 

마음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다. 따라서 학생들이 이 시를 읽으면서 역사적

으로 일제 강점기라는 고난과 시련의 시기를 살았던 한 시인의 고결하고 

양심적인 마음에 공감하며, 도덕적 성찰의 가치를 발견해 볼 수 있도록 하

였다.

한편 ‘가정생활과 도덕’의 ‘노인 공경의 자세’와 관련하여 조선시대 유

명한 문장가였던 송강 정철의 시조가 제시된다(중학교 D 도덕교과서 1:

97).

이고 진 저 늙은이 짐 벗어 나를 주오.

나는 젊었거니 돌인들 무거울까.

늙기도 서럽거든 짐조차 지실까. -송강 정철-

교과서는 송강 정철의 시조를 통해서, 이에 나타난 마음가짐이 사회․

국가적 제도로 만들어진 사례와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노인 문제가 심각해

지고 있는 원인을 생각해 보도록 하고 있다. 이 밖에도 도덕교과서에는 우

정에 관하여 신흠의 “상촌집”의 시가 수록되었고, 통일에 관련하여 신경림

의 “끊어진 철길”, ‘삶의 소중함과 도덕’에 관련하여 롱펠로(H. W.

Longfellow)의 “인생 찬가”(중학교 D 도덕교과서 1: 97), ‘마음의 평화와 도

덕적 삶’과 관련하여 법정의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와 같은 다양한 

시를 찾을 수 있다(중학교 D 도덕교과서 2: 233).

이상과 같이 도덕교과서에서는 도덕적으로 주요한 가치 덕목에 관하여 

추상적이고 순수한 채로 설명하는 전달 방식이 아니라, 문학적 내러티브를 

활용함으로써 생동감 있는 삶의 모습을 제시함으로써 작품 속 인물에 대하

여 최대한 그들의 입장이 되어 이해하고, 그 속에서 도덕적 문제 및 가치

덕목들을 스스로 발견해 볼 수 있도록 하였다. 이와 같은 내용구성방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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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의 도덕적 상상력과 감성, 비판적 사유 성찰 능력 등을 자극하게 되

며, 도덕 학습에 보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주체로서 도덕 학습에 참여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도덕과 교육적으로 매우 유의미한 가치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나) 문학적 내러티브의 스토리텔링을 통한 문학 활용 사례

앞서 살펴본 문학 작품들이 문학 텍스트를 직접 인용하여 도덕교과서

에 주된 학습 내용으로 제시하는 방식이었다면, 문학 작품의 전반적인 내러

티브를 요약하여 스토리텔링함으로써 주된 학습 내용을 보완하는 방식도 

찾을 수 있다.

중학교 도덕교과서에는 톨스토이의 단편들이 많이 등장한다. 톨스토이

의 단편인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는 중학교 B 도덕교과서의 ‘삶의 목

적과 도덕’ 단원에서 ‘창의 인성 체험활동’의 자료로 제시한다.

신이 천사 미하일에게 쌍둥이를 막 낳은 어머니를 천국으로 데려오

라고 명령하였다. 그러나 미하일은 아이들이 너무 불쌍해서 신의 명령

을 여겼다. 그러자 신은 그에게 세 가지 물음을 던지고, 그에 대한 답을 

찾을 때까지 용서할 수 없다고 말하였다. 세 가지 물음은 ‘사람의 마음

속에는 무엇이 있는가?’, ‘사람에게 허락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사람

은 무엇으로 사는가?’였다. 미하일은 그 답을 찾을 때까지 인간 세계에 

머물러야 했다.

미하일은 거지가 된 자기를 쫓아내려다가 불쌍히 여겨 자신의 집에 

머물도록 해 주는 구두장이 아내에게서 사람의 마음은 본래 사랑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리고 자신이 그날 죽는다는 것도 모

르고 한해 동안 신을 수 있는 튼튼한 구두를 주문하는 부자에게서 사람

은 자기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모른다는 것을 알게 된다. 마

지막으로 미하일은 자기가 신의 명령을 어기는 계기가 되었던 쌍둥이가 

부모 없이도 주변 사람들의 사랑으로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고 있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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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게 된다. -톨스토이,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중학교 B 도덕교과서 

1: 40)

교과서는 학생들이 이 이야기를 읽고, 신이 미하일에게 던진 세 가지 

물음을 자신들의 삶과 관련지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즉 ‘나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있는가?’, ‘나에게 허락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나는 무엇으로 

사는가?’의 세 가지 질문에 대하여 스스로 답을 생각하여 글로 써 보고 친

구들 앞에서 자신의 생각을 발표해 보도록 함으로써 자아정체감을 형성하

도록 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톨스토이의 또 다른 단편인 『사람에게는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

도 많이 제시된다. 중학교 A 도덕교과서는 ‘도덕의 의미’ 단원에서 ‘욕구와 

당위’와 관련하여 톨스토이의 이 작품을 제시한다. 여기서 지나친 욕심으로 

인한 잘못된 욕구의 추구는 오히려 개인의 삶을 해칠 수 있다는 점을 알게 

하고 있다(중학교 A 도덕교과서 1: 14). 이 작품은 중학교 E 도덕교과서에

서는 ‘인간 존재의 특성’에서 ‘인간답게 산다는 것의 의미’의 ‘잠깐활동’ 내

용으로 제시되기도 한다(중학교 E 도덕교과서 2: 16). 교과서는 이 작품의 

짧은 내용을 읽고, ‘파홈이 죽게 된 이유를 생각해 보고, 여러분이 파홈과 

같은 제안을 받는다면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를 써 보도록 하고 있다. 또한 

이 작품은 중학교 D 도덕교과서의 ‘타인 존중의 태도’ 단원에서도 ‘나는 타

인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와 관련하여 자기 절제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생각 넓히기’ 자료로 제시되기도 한다(중학교 D 도덕교과서 2: 111).

너대니얼 호손(N. Hawthorne)의 『큰 바위 얼굴(Great Stone Face)』이

야기도 많이 제시된다. 중학교 E 도덕교과서에서는 ‘도덕적 실천’ 단원의 

내용으로 제시되는데 교과서의 말미에 “어니스트는 여전히 큰 바위 얼굴을 

닮은 사람을 만나기 위해 노력하였다. 그러던 어느 날…….”이라고 미완성 

상태로 남겨 두어 이후에 이어질 내용을 학생들이 상상해 본 뒤 친구들 앞

에서 발표해 보도록 하였다(중학교 E 도덕교과서 1: 65). 다른 도덕교과서에

서는 이 작품이 ‘도덕적 성찰’과 관련하여 학생들에게 ‘소설 속 성찰 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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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를 만나 보도록 하는 형식으로 제시되기도 한다(중학교 A 도덕교과서 1:

58). 또한 ‘도덕적 자아상’ 단원에서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자 하는가?’와 

관련하여 이 작품이 제시되기도 한다(중학교 D 도덕교과서 2: 54).

아울러 헤르만 헤세의 작품도 도덕교과서에 많이 등장한다. ‘청소년 문

화와 윤리’ 단원에서 청소년기를 보다 가치 있게 보내기 위한 방안을 찾는

데 있어 헤세(H. Hesse)의 『수레바퀴 밑에서(Unterm Rad)』를 ‘행복한 책 

읽기’로 권장하고 있다(중학교 D 도덕교과서 2: 142). 또한 다른 도덕교과서

에서는 헤세의 『데미안(Demian)』에 나오는 싱클레어의 내면적 성장에 대

해서도 이야기한다(중학교 E 도덕교과서 2: 120).

싱클레어는 신앙과 지성이 조화된 분위기 속에서 성장했다. 그가 

자란 가정은 말 그대로 밝음의 세계이며 선의 세계였다. 어느 날 싱클

레어는 프란츠 크로머에게 동네 놀이 집단에 끼려고 도둑질을 했다는 

허풍을 떨게 되면서 어둠과 악의 세계를 발견하게 된다. 이후로 어두운 

생활을 하던 싱클레어는 데미안을 만나게 되고, 데미안은 싱클레어를 

옭아맨 크로머의 올가미를 풀어 준다.

성장하면서 싱클레어는 선과 악으로 대비되는 자신 속의 두 세계,

즉 금지된 것과 허락된 것 사이에서 심한 갈등을 겪게 된다. 데미안은 

싱클레어의 타락한 모습에 우려를 나타내고, 싱클레어는 자신의 비도덕

적 갈망을 통제하지 못하여 괴로워한다. 얼마 뒤 싱클레어는 베아트리

체를 만나, 그녀의 초상화를 그리게 되는데, 그 그림 속 인물은 데미안

을 닮아 가고 있다. 그는 어느새 데미안을 그리워하고 있었다.

그러던 싱클레어는 지구에서 날아오르려고 하는 새를 그려 데미안

에게 보낸다. 이후 데미안으로부터 편지 한 통이 도착한다. 데미안은 더 

나은 세계를 향해 날아가는 새, 이전의 세계를 파괴하고 나온 새, 그리

고 신 아브락사스에 관해 이야기했다. 싱클레어는 데미안의 글을 읽고 

아브락사스는 빛과 어둠의 공존, 선신인 동시에 악신인 존재임을 알게 

된다. 마침내 싱클레어는 자신의 내면에서 자신의 친구이며 지도자인 

데미안과 꼭 같은 자신의 모습을 본다. - 헤세(H. Hesse), “데미안”(중학

교 E 도덕교과서 2: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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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서는 위의 텍스트를 읽고 학생들에게 자신의 현재 상황과 가장 관

련 있는 문장을 찾아보고 그 이유를 설명해 보도록 하여 자신을 성찰해 볼 

수 있도록 하였다(중학교 E 도덕교과서 2: 120).

‘과학 기술과 도덕’ 단원에서는 올더스 헉슬리(A. Huxley)가 발표한 

『멋진 신세계(Brave New World)』이야기를 찾을 수 있다(중학교 B 도덕교

과서 1; 중학교 E 도덕교과서 1).

“멋진 신세계”는 1932년에 올더스 헉슬리(Huxley, A. L.,

1894~1963)가 쓴 공상 과학 소설이다. 이 소설은 과학의 발달로 인하여 

우리가 마주하게 될지도 모르는 위험한 미래 사회를 생생하게 그린다.

사람들은 인공 수정으로 대량 생산되며, 태아 때부터 알파, 베파,

감마, 델타, 엡실론 등의 계급으로 분류된다. 인간은 계급마다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행동한다. 같은 계급에 있는 다른 사람들처럼 행동하

지 않으면 미숙아로 낙인찍히고 폐기된다. 이들에게는 ‘자아’가 없으며,

‘소마’라는 약을 복용하여 아무 생각 없이 행복감만을 느낀다.

이 소설은 미래의 인간이 스스로 만들어 낸 과학 기술의 노예가 되

어 마침내 모든 인간적 가치와 존엄성을 잃어버리게 되는 현실을 보여

준다(중학교 B 도덕교과서 1: 271).

교과서는 위의 텍스트를 읽고 학생들에게 생명 과학의 바람직한 활용

에 관하여 윤리적으로 사고해 보도록 하였다. ‘삶의 소중함과 도덕’의 학습

내용으로는 시몬느 드 보부아르(S. Beauvoir)의 『인간은 모두가 죽는다』

가 ‘행복한 책 읽기’로 소개된다. 교과서는 이 소설을 통하여 인간은 죽음을 

두려워하고 영원한 삶을 바라지만, 영원한 삶은 도리어 삶의 의미를 빼앗는

다는 것을 주인공 훠스카의 삶을 통해 볼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한다(중학교 

D 도덕교과서 1: 259). 이 내용을  통해서 학생들이 인간의 삶은 유한하다

는 점을 이해하고, 삶의 의미와 목적에 대하여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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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텍쥐베리의『어린 왕자(The Little Prince)』는 ‘타인 존중과 자기 존중

의 관계’에서 ‘자료 더하기’로 제시된다(중학교 C 도덕교과서 2: 123). 교과

서는 어린 왕자가 여우와 나눈 대화를 통해, 자신이 정성들여 돌보아 왔던 

장미꽃이 길가의 여느 꽃보다 더욱 소중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고, 이는 

장미꽃에게도 마찬가지였다는 점을 통해 타인을 이해하고 존중하며 사랑할 

때, 자신 또한 존중받고 사랑받는 존재가 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

다. 이 밖에도 도덕교과서는 윌리엄 골딩(W. Golding)의 『파리 대왕(Lord

of the Flies)』(중학교 D 도덕교과서 1: 19), 크로닌(A. J. Cronin)의 『천국

의 열쇠(The Keys of the Kingdom)』(중학교 D 도덕교과서 1: 39), 지오노(J.

Giono)의 『나무를 심은 사람(The Man Who Planted Trees)』이야기(중학교 

E 도덕교과서 1: 36) 등도 중요한 도덕적 메시지를 던지며 도덕교과서에서 

제시되고 있다.

이상과 같이 문학 텍스트를 직접 인용하는 방식이 아닌, 작품의 전반적

인 이야기를 스토리텔링하는 방식을 활용하는 것이 유의미한 이유는, 도덕

교과서가 문학 작품들을 통하여 보다 폭넓고 다채로운 인간과 삶의 모습들

을 간접적으로 보여줄 수 있기 때문이다. 문학 작품은 실제로 인간들이 겪

는 다채로운 삶의 모습들을 사실적으로 반영하기 때문에 학생들은 문학 작

품을 통해 만나게 되는 다양한 사람들의 삶에 대하여 이해하고, 그 속에 내

재된 도덕적 문제 내지 도덕적 가치와 덕목을 발견하며, 이에 대하여 스스

로 도덕적으로 사고하고 성찰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도덕과 교육적으로 

유의미한 내용구성방식이라 할 수 있다.

나) 역사 활용 사례

도덕교과서는 위대한 역사서나 문학 작품 속의 역사적 내러티브를 담

은 고전 문학 작품들을 활용하고 있다. 초등학교 도덕교과서의 경우 주로 

나라 사랑, 협동과 공동체 의식 등의 단원에서 역사적 내러티브를 활용한 

사례들을 찾을 수 있다. 초등학교 도덕 3 교과서의 ‘나라 사랑’ 단원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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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지’와 ‘외규장각 의궤’를 찾아낸 박병선 박사의 이야기와 독도의용수비대

의 이야기를 ‘마음의 양식’에서 읽을거리로 제시하여 우리나라를 지킨 사람

들의 노력을 알 수 있도록 하였다(초등학교 도덕 3 교과서: 202-203). 또한 

이 단원의 ‘스스로 해 봅시다’에는 김구의 “나의 소원”의 일부 내용과 우리

나라 공군 창설의 주역인 최용덕 장군의 이야기를 제시하여 진정으로 조국

을 사랑한 이들의 마음을 느껴볼 수 있도록 하였다(초등학교 도덕 3 교과서 

: 209).

초등학교 도덕 4 교과서의 ‘서로 돕는 생활’ 단원에서는 임진왜란 때의 

‘행주 대첩’ 이야기가 ‘스스로 해 봅시다’의 읽기 자료로 제시된다(초등학교 

도덕 4 교과서 : 188-189).

임진왜란 때 도원수 권율 장군은 행주산성에 진을 치고 최후의 싸

움을 치를 작정이었습니다. 왜군들도 수많은 군사들을 동원하여 행주산

성을 에우쌌습니다.

권율은 승병장 처영과 함께 왜군에 맞서 싸우며 총력전을 펼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왜군의 공세가 날로 거세지며 위기가 닥쳤습니다.

그때, 행주성에 사는 여인들이 몰려와 권율 장군을 뵙기로 청하며,

“장군님, 저희들은 비록 치마를 두른 여자이옵니다만 나라를 위하

는 마음은 누구에게도 지지 않습니다. 돌로 쳐서라도 왜군을 무찌르겠

사오나 왜군과 싸울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십시오.”라고 부탁하였습니

다.

이 말을 들은 권율 장군은 크게 감동하여 허락하였습니다. 많은 부

녀자들이 치마에다 돌을 나르고 군사들을 위해 잔일을 서슴지 않고 나

서서 하였습니다. 여인들의 활약이 소문으로 퍼지자 농민들이나 스님들

까지 몰려와 함께 죽기를 각오하고 싸웠습니다.

마침내 행주산성의 전투는 우리 군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권율 장

군의 훌륭한 지휘 능력과 조선 시대의 뛰어난 화력이 있었기에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장군, 의병, 승병 등 모든 군사들

과 행주산성의 여인들까지 위험을 무릅쓰고 싸웠기에 가능한 일이었습

니다. 왜군을 물리치려는 목적을 가진 자발적인 협동이야말로 행주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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첩 승리의 가장 중요한 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초등학교 도덕 4 교

과서 : 188-189).

교과서는 위의 이야기를 읽고, 나라가 처한 위기에 장군, 의병, 승병 등 

모든 군사들과 행주산성의 여인들까지 위험을 무릅쓰고 싸웠기에 가능한 

일이었다는 점을 통해 자발적인 협동의 중요성을 일깨우고 있다. 행주 대첩

의 이야기와 유사한 맥락에서, 초등학교 도덕 5 교과서에서는 ‘공동체 의식

과 시민의 역할’ 단원에서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뿐만 아니라 그 외의 영

웅들로 나대용 장군, 정걸 장군, 수군들, 그리고 힘을 한데 모은 많은 백성

들은 모두 나라 공동체를 구하고자 최선을 다했던 영웅들이라는 내용을 담

은 역사적인 이야기를 제시하여 그들의 훌륭한 모습들에 대하여 알 수 있

도록 하였다(초등학교 도덕 5 교과서: 209).

중학교 도덕교과서의 경우에는 좀 더 다양한 영역에서 역사적인 이야

기들이 제시된다. ‘친구 관계와 도덕’ 단원에서는 홍대용의 『을병연행록(乙

丙燕行錄)』의 북경 친구 이야기가 제시한다(중학교 D 도덕교과서 1: 101).

조선 후기 실학자 홍대용은 젊은 시절 작은 아버지를 따라 중국의 

북경을 여행하게 되었는데, 서양 신문물에 관심이 많았던 그는 북경의 

어느 안경점 앞에서 평생의 친구를 만나게 된다. 엄성, 반정균, 육비 등

이 그들이다. 그들은 안경을 사고 싶다는 홍대용에게 이를 선물하였고,

홍대용은 그날 곧바로 그들이 머무르는 곳을 찾아가서 그 당시의 사상,

과학, 문물 등에 대한 관심사를 논하였다. 그러면서 홍대용과 그들은 서

로 마음과 뜻이 통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홍대용은 귀국한 후에도 이들은 편지 한 통 보내는 데 몇 개월씩이

나 걸리는 시간적․공간적 한계 속에서도 우정을 굳건히 지켜나갔다.

특히, 엄성은 죽는 순간에 조선의 젊은 학자 홍대용을 자신의 후손들에

게 알리며, 자신이 그린 홍대용의 초상화를 전해달라고 할 정도로 두터

운 친구 우정을 쌓았다. -홍대용, “을병연행록” 수정 인용(중학교 D 도

덕교과서 1: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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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이야기를 읽고 인터넷 없던 조선 시대에도 국경을 넘어선 우정이 

있었다는 점을 알고 친구와 우정의 소중함을 갖도록 하였다. ‘가정생활과 

도덕’ 단원에서는 ‘바람직한 가정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에 관한 내용으로 

이행의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의 형제투금(兄弟投金) 이야

기가 제시된다(중학교 A 도덕교과서 2: 87).

고려 공민왕 때 형제가 함께 길을 가다가 동생이 황금 두 덩이를 

주워 한 덩이를 형에게 주었다. 공암진에 이르러 함께 배를 타고 강을 

건너는데 아우가 갑자기 금덩이를 물에 던졌다. 형이 이상하게 여겨 그 

이유를 물었다. 아우는 “제가 평소에 형님을 사랑함이 매우 두터웠는데 

지금 황금을 나누고 나니 갑자기 형님을 꺼리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이

런 마음은 바로 상서롭지 못한 물건 때문에 생긴 것이니, 강물에 던져 

잊어버리는 것이 좋다고 생각했습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자 형도 “네 

말이 진실로 옳다”라고 하면서 자신의 금덩이도 물속에 던졌다. - 이행 

외, “신증동국여지승람” 수정 인용(중학교 A 도덕교과서 2: 87)

‘사회정의와 도덕’ 단원에서는 정약용의 『목민심서(牧民心書)』가 소개

된다. 교과서는 목민심서가 다산 정약용이 우리나라와 중국의 역사서 등에

서 백성을 다스리는 방법 및 자세와 관련 있는 자료를 뽑아 수록한 책으로 

지역 사회 또는 국가 지도자의 자세가 국민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상세

히 설명되어 있다는 점을 설명하면서, 정약용이 살았던 시대와 제도가 오늘

날과 크게 다르지만 이 책을 통해 우리가 본받아야 할 교훈이 무엇인지 생

각해 보게 하였다(중학교 A 도덕교과서 2: 158).

‘자율과 도덕’ 단원에서는 도덕의 타율적 준수와 자율적 준수에 관련하

여 한나 아렌트(H. Arendt)의 『예루살렘의 아이히만(Eichmann in

Jerusalem)』이야기가 제시된다(중학교 E 도덕교과서 2: 28).

1960년 5월 11일,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교외, 버스에서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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린 중년의 남자가 정체불명의 사람들에 의해 납치되었다. 그 남자는 벤

구리온 이스라엘 수상이 제2차 세계 대전 동안 ‘전 유럽에 걸쳐 조직적

으로 유대 인을 대량 학살한 자’로 지목했던 전범 아이히만(Eichmann,

A.)이었다. 그는 나치스 친위대 중령으로서 유대 인을 수용소로 이송하

는 일을 총지휘했던 인물이었다. 종전 후, 아르헨티나로 달아났던 그가 

15년 만에 이스라엘의 비밀 정보기관의 요원들에게 체포된 것이다. 그

는 신속하게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 이송되었고, 전 세계의 이목을 집

중시키며 재판정에 섰다.

미국의 한 언론사는 유대인 철학자 한나 아렌트(Arendt, H.)를 특

파원 자격으로 파견하여 재판을 취재하게 했다. 사람들은 그녀가 아이

히만의 병리성과 악마성을 폭로해 주길 바랐다. 어떻게 600만 명의 유

대 인을 죽이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 사람을 정상이라고 볼 수 있단 

말인가? 그러나 아렌트는 아이히만을 지극히 정상적이며 평범한 사람이

라고 기술하였다. 그리고 아이히만이 특별히 사악한 사람이 아니며, 누

구라도 행할 수 있는 악을 행한 것이라는 의미에서 그의 악행을 ‘평범

한 악’으로 규정했다. 그녀는 왜 이런 주장을 했던 것일까?(하략) -아렌

트(Arendt, H.), "예루살렘의 아이히만“ 참조(중학교 E 도덕교과서 2:

28)

이 이야기를 통해서 본래 개인적으로는 전혀 반유대주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던 그가 유대 인 학살자가 된 것은 “왜 이 일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맡은 임무와 하달된 명

령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만 생각했기 때문이며, 따라서 그

의 죄는 ‘무사유’의 죄로, 이는 비판적으로 사고하지 않고 맹목적인 복종에

서 나온 것이라는 점을 알게 하도록 하였다(중학교 E 도덕교과서 2: 28).

‘세계화 시대의 우리의 과제’ 단원에서는 김부식의 『삼국사기』에 나

오는 효녀 지은 설화를 통해 우리의 전통적인 효의 문화를 다루고 있다(중

학교 A 도덕교과서 2: 196).

지은은 일찍이 아버지를 여의고 시집가지 않고 홀어머니를 극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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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셨다. 생계를 잇기가 어려워 부잣집의 종이 되어 쌀 여남은 석을 얻

었는데, 낮에는 부잣집에서 일을 해 주고 밤에는 돌아와 밥을 지어 봉

양했다. 며칠 후 어머니가 “전에는 밥이 나빠도 맛이 좋더니 지금은 밥

이 좋아도 뱃속을 칼로 에이는 듯하니 어쩐 일이냐?”라고 했다. 딸이 

사실을 고하니 어머니는 “네가 나 때문에 종이 되었으니 빨리 죽느니만 

못하다.”라고 하고 둘이 목 놓아 울었다. 지나가던 효종랑이 이를 듣고 

감동을 받아 부모에게 청하여 쌀 100석과 옷을 보내주고 지은을 종으로 

산 집에 몸값을 갚아 주었다. 이에 화랑도 수천 명이 각각 곡식 1섬씩

을 내었고 임금도 벼 500석과 집 1채를 주고 일체 부역에서 면제해 주

었다. 쌀이 많으니 도둑이 들까 염려하여 병사를 보내 지키게 했고 그 

마을을 표창하여 효양방(孝養坊)이라 부르게 했다. -김부식, “삼국사기”

(중학교 A 도덕교과서 2: 196)

이상의 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도덕교과서는 나라사랑, 협동 및 공동체 

의식 등의 학습뿐만 아니라 보다 다양한 영역의 도덕 학습, 예를 들어 우정

의 소중함, 바람직한 가족 구성원의 역할, 준법정신, 도덕의 자율적 준수 등

의 학습에서 역사적인 텍스트를 활용함으로써 도덕적 가치 덕목을 갖도록 

하고, 삶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도모하고 있다.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할 것은 도덕교과서에 구성되어 있는 역사적 텍스

트는 주로 위대한 역사서의 이야기 내지 문학 작품 속 역사적인 내러티브

를 활용함으로써 텍스트의 수준이 우수하고, 이를 통해 학습의 몰입을 촉진

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그것은 다니엘스(R. V. Daniels, 송용구 역, 2014)가 

지적한 바와 같이, 역사도 하나의 문학이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사실 위

대한 역사서나 훌륭한 문학 작품 속 역사적 텍스트는 문학적 우수성이 보

장된다. 훌륭한 문학 작품과 마찬가지로 위대한 역사서 속 이야기 내지 문

학 작품 속 역사적 텍스트들은 학생들에게 실제 역사적으로 일어난 일에 

대하여 드라마틱한 전달을 가능하게 하고, 인간 경험에 대한 상상적 이해를 

자극함으로써 도덕과 교육에 있어 문학의 활용이 갖는 장점을 동시에 기대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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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철학 활용 사례

초등학교 도덕교과서의 경우, 주로 철학고전을 읽기 자료로 제시함으로

써 학생들이 도덕적 규범을 습득하고 덕성을 갖추도록 하며 자기 수양적 

태도를 형성하도록 하는 특징을 지닌다. 특히 ‘지혜의 샘터’에서 자아수양과 

관련되는 철학고전이 제시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대화와 갈등 해결’

단원의 ‘지혜의 샘터’ 코너에서는 갈등을 극복할 수 있는 지혜와 힘을 얻는 

구체적인 방법에 관한 공자의 가르침을 통해 자신의 생활을 반성해 보도록 

하였다(초등학교 도덕 6 교과서: 68-69).

공자에게 가르침을 얻기 위해 제자들이 모여 앉아 있었습니다. 그

때 자공이라는 제자가 일어나 질문을 하였습니다.

“선생님, 자신이 사는 마을의 사람들과 아무런 갈등이 없고 모두가 

칭찬한다면 그 사람을 훌륭하다고 할 수 있습니까?”

공자가 대답하였습니다.

“마을 사람들과 아무런 다툼이 없다고 해서 훌륭하다고는 할 수 없

다. 마을 사람들 중에서 선한 사람이 그를 좋아하고 선하지 못한 사람

이 그를 미워하는 것만은 못하다.”

공자는 제자들을 바라보며 이야기를 이어 갔습니다.

“다른 사람과 다투지 않기 위해서는 자신이 하기 싫은 것을 남에게 

시키지 않도록 하는 일이 중요하다. 자기 자신을 잘 살펴보면 남을 이

해할 수 있게 되고, 남의 입장을 이해하게 되면 갈등이 줄어들게 된다.

갈등이 생기면 ‘나에게 유리한가, 불리한가? 이득이 되는가, 이득이 되

지 않는가?’ 하는 생각만 하지 말고, 먼저 참되고 바른 기준을 가지고 

해결하려고 노력할 필요가 있다. 좋은 뜻과 꿈을 가진 사람들과 모여 

공부하면서 노력하다 보면 갈등을 잘 극복할 지헤와 힘을 얻게 될 것이

다.”(하략)(초등학교 도덕 6 교과서: 68-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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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도덕교과서에서도 철학고전을 통하여 자신을 수양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구성 사례를 많이 찾을 수 있다. 몇 가지 사례를 들면 다음과 같

다. ‘도덕의 의미’ 단원에서는 ‘욕구와 당위’에 관하여 『논어』의 ‘종심소욕

불유구(從心所慾不踰矩)를 통하여 욕구와 당위의 일치를 이룬 공자의 이야

기를 제시한다(중학교 B 도덕교과서 1: 18). 그리고 다른 도덕교과서의 경우 

『대학』전7장에 나타난 마음 수양의 방법으로 “마음에 분노가 있으면 그

것의 올바름을 얻을 수 없고, 두려움이 담겨 있으면 그것의 올바름을 얻을 

수 없으며, 좋아하는 것이 담겨 있으면 그것의 올바름을 얻을 수 없고, 걱

정이 담겨 있으면 그것의 올바름을 얻을 수 없다.”(중학교 C 도덕교과서 1:

56)는 내용이 제시된다. 뿐만 아니라 『예기』, 『명심보감』등의 내용을 활

용하기도 한다(중학교 E 도덕교과서 1: 18, 83). 『예기』를 통해서는 구용

(九容), 즉 경을 실천하는 아홉 가지 몸가짐을 제시함으로써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성찰의 방법을 생각해 보도록 하였다. 그리고 ‘타인 

존중의 태도’ 단원에서는 ‘나는 타인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와 관련하여 

『명심보감』의 ‘계선편’ 이야기가 제시되었다(중학교 E 도덕교과서 2: 100).

자장(子張)이 잠시 여행을 하려고 공자께 작별하면서 물었다.

“바라건대, 몸을 닦는 요점을 한마디로 말씀해 주십시오.”

여기에 공자가 대답했다. “백 가지 모든 행동의 근본은 참는 것이 

제일이니라.”

자장이 다시 물었다. “어떻게 참아야 합니까? 자세히 말씀해 주십

시오.”

공자가 다시 대답했다. “천자가 일을 참으면 온 국가에 해로움이 

없을 것이고, 제후가 참으면 자기가 다스리는 땅이 커질 것이다. 관리가 

참으면 자기 지위가 올라갈 것이고, 형제간에 참으면 그 집이 부귀를 

누릴 것이고, 부부간에 서로 참으면 일생을 함께 해로할 것이다. 친구끼

리 서로 참으면 상대방의 명예를 떨어뜨리지 않을 것이고, 자신이 혼자

서 참으면 화가 없을 것이다.”

자장은 또다시 물었다. “그렇다면 만일 참지 않을 때는 어떻게 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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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까?”

공자는 이에 이렇게 대답했다. “천자의 몸으로서 만일 참지 않는다

면 온 나라 안이 빈터가 될 것이고, 제후가 참지 않는다면 자기 몸뚱이

까지 없어질 것이다. 관리의 신분으로서 만일 참지 않는다면 매사가 법

에 걸려 죽게 될 것이고, 형제끼리 참지 않는다면 그들은 각각 헤어져

서 살게 될 것이며, 부부간에 서로 참지 않는다면 자식까지도 외롭게 

만들 것이다. 또, 친구 간에 서로 참지 않는다면 정의가 소홀해질 것이

고, 자기 자신이 참지 않는다면 항상 근심이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

『명심보감』 「계선」(중학교 E 도덕교과서 2: 100)

동양의 철학고전뿐만 아니라 서양의 철학고전도 자아수양을 위한 학습

내용으로 다채롭게 제시된다. 우선 ‘삶의 소중함과 도덕’에 관련하여 그리스 

신화의 “시시포스 이야기”가 제시된다(중학교 D 도덕교과서 1: 257).

인간의 운명도 시시포스처럼 힘든 일상을 반복해야 한다. 그러나 

시시포스는 한순간도 쉬지 않고 묵묵히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해낸다.

정상에 올린 바위가 바닥으로 떨어지면 또다시 바위를 올리고……. 시

시포스는 끊임없이 다시 올라간다. 인간의 삶도 자신에게 주어진 운명

을 거스를 수는 없지만, 이러한 삶의 상황을 받아들여 그 안에서 의미

를 부여한다면 유한한 삶 속에서도 힘차게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중

학교 D 도덕교과서 1: 257)

플라톤의 대화편도 많이 활용되는데, 그 중에서도 ‘욕구와 당위’에 관련

하여 플라톤의『파이드로스(Phaidros)』의 내용 가운데 인간의 영혼을 이루

는 마부와 두 마리의 말 이야기가 제시된다(중학교 E 도덕교과서 1: 14).

영혼은 마치 마부와 날개 달린 두 마리의 말이 긴밀하게 연결된 마

차와 같다. 신의 영혼은 마부는 물론이고 두 마리의 말 모두 지혜롭고 

선하다. 그러므로 언제나 원하기만 한다면 천상의 세계로 날아오를 수 

있다. 천상의 세계에는 참된 존재와 참된 지식과 도덕적 진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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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인간의 영혼은 마부 그리고 서로 반대되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 

두 마리의 말로 연결되어 있다. 하나는 아름답고 선한 성질을 타고난 

말이지만 다른 하나는 추하고 나쁜 성질을 타고 난 말이다. 그러므로 

마부가 성질이 나쁜 말을 제대로 훈련하지 않으면 천상으로 향하는 마

차 여행은 매우 힘겹고 고단해질 수밖에 없다. 그렇지만 마부가 성질이 

나쁜 말을 잘 훈련해 아름답고 선한 성질을 타고난 말과 잘 협력하게 

할 수 있다면 참된 존재와 참된 지식과 도덕적 진리가 있는 진리의 평

원, 즉 천상의 세계로 나아갈 수 있다. -플라톤(Platon), "파이드로스“(중

학교 E 도덕교과서 1: 14)

교과서는 위의 텍스트를 읽고, 인간의 영혼을 이루는 마부와 두 마리의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지에 관해 생각해 보도록 하였다(중학교 E 도덕

교과서 1: 14). 그리고 ‘삶의 목적과 도덕’ 단원에서는 플라톤 대화편 『메

논(Menon)』의 내용이 다음과 같이 제시된다(중학교 B 도덕교과서 1: 35).

소크라테스 : 훌륭한 것은 건강과 재화 같은 것을 가지는 것인가?

메논 : 황금을 얻는 것, 높고 영광스러운 관직에 오르는 것도 포함

되지요.

소크라테스 : 그대는 그것들을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얻었다고 

해도 여전히 미덕이라고 부를 것인가?

메논 : 그럴 수는 없지요.

소크라테스 : 그럼 부나 명예를 소유하는 것에는 정의, 절제, 경건

과 같은 미덕이 덧붙여져야 하지 않겠나? 만약 황금을 갖는 

것이 정당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그것을 갖지 않는 것이 더 

올바르니까.

메논 : 선생님의 결론을 반박할 수가 없군요. - 플라톤 “메논”(중학

교 B 도덕교과서 1: 35)

위의 텍스트를 읽고, 메논이 부나 명예를 얻는 것이 미덕이라고 주장하

는 것에 대하여 소크라테스가 그와의 대화로 그의 생각을 바꿔 놓는 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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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통해서 훌륭한 가치란 무엇일지 생각해 보도록 하였다. ‘도덕적 성찰’과 

관련해서는 칸트의 『실천이성비판』의 내용이 제시되는데, 여기서 칸트가 

도덕적으로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인간다운 삶이라는 것이라고 강조한 바를 

보여주고자 한다(중학교 B 도덕교과서 1: 51).

나를 둘러싸고 있는 것 중에서 살펴보면 살펴볼수록 감탄을 금할 

수 없는 것이 두 가지 있다. 한 가지는 내 머리 위에 별이 빛나는 하늘

이고, 다른 한 가지는 내 마음속에 늘 살아 있는 도덕 법칙이다. 이를 

통해서 나는 살아있다는 것을 느낀다. -칸트 “실천이성비판”(중학교 B

도덕교과서 1: 51)

‘인간 존재의 특성’ 단원에서는 파스칼(B. Pascal)의 『팡세(Pensées)』의 

유명한 구절이 제시되는데, 이 작품을 통해서 도덕적 성찰을 통한 올바른 

사유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중학교 B 도덕교과서 2: 13).

인간은 자연에서 가장 연약한 한 줄기 갈대일 뿐이다. 그러나 그는 

생각하는 갈대이다. 그를 죽이기 위해 전우주가 무장할 필요는 없다. 한 

번 뿜은 증기, 한 방울의 물로도 인간을 죽이기에 충분하다. 그러나 우

주가 인간을 죽인다 해도 인간은 우주보다 더 고귀하다. 인간은 자기가 

죽는다는 사실과 우주가 자기보다 우월하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이다.

우주는 아무것도 모른다. 그러므로 인간의 존엄성은 사유로 이루어진다.

……그러니 올바르게 사유하도록 힘쓰자. 이것이 곧 도덕의 원리이다.-

파스칼 “팡세”(중학교 B 도덕교과서 2: 13)

이상의 내용들과 같이, 도덕교과서에는 철학고전이 학생들의 자아수양

과의 관련성 속에서 활용되고 있다. 그런데 철학고전은 자아수양뿐만 아니

라 바람직한 사회의 모습에 대한 사고의 폭을 확장시키는데 활용되기도 한

다. ‘이상적인 인간과 사회’ 단원에서 ‘이상 사회의 모습과 실현 방안’에 관

련하여 베이컨(F. Bacon)의 『뉴 아틀란티스(The New Atlantis)』의 내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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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된다(중학교 B 도덕교과서 2: 265).

그곳에는 온갖 물질을 썩지 않게 보존하는 깊은 동굴, 모든 종류의 

동물과 새들을 위한 정원, 의학 실험을 위한 방, 양조소와 제빵소, 음향 

연구소, 동력 연구소, 수학 연구소, 착각 연구소 등이 있다. 한 번 먹으

면 오랫동안 단식이 가능하고, 신체 근육을 강하게 만드는 빵과 음료수

도 있다. 또 성능이 뛰어난 렌즈, 인공 무지개를 만드는 기술, 새의 날

개 모양을 이용하여 하늘을 나는 기구와 물밑을 가는 배도 있다.(중학교 

B 도덕교과서 2: 265)

『뉴 아틀란티스』에서 베이컨은 과학 기술의 발달을 통해 인간이 행

복해지는 이상 사회를 그리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인간은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하는 과정에서 이상 사회를 추구해 왔고, 이상 사회를 그려 

보는 것은 현실의 모순과 갈등을 반성하고, 이를 극복하여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원동력이 된다는 점을 서술하였다(중학교 B 도덕교과서 2:

265). 또한 다른 도덕교과서에서는 이상 사회와 관련하여 토머스 모어(T.

More)의 『유토피아(Utopia)』를 ‘행복한 책 읽기’로 권장하기도 하였다(중

학교 D 도덕교과서 2: 254). ‘사회 정의와 도덕’ 단원에서는 ‘사회 정의와 

공정한 경쟁’과 관련하여 존 롤스(J. Rawls)의 『정의론(A Theory of Justic

e)』의 내용이 소개된다(중학교 A 도덕교과서 2: 156; 중학교 B 도덕교과서 

2: 170; 도덕교과서 3: 170). ‘사회 정의와 도덕’의 대단원 도입부에 마이클 

샌델의 『정의란 무엇인가』의 내용이 제시된다(중학교 D 도덕교과서 2:

150-151).

당신이라면 어떤 결정을 내릴까요?

당신은 시속 100km로 철로를 질주하는 열차의 기관사입니다. 그런

데 이런! 저 앞에 근로자 다섯 명이 작업 도구를 들고 철로에 서 있습

니다. 이 속도로 달려가면 근로자들을 들이받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

서 당신은 긴급히 열차를 멈추려 했습니다. 하지만 오, 이런! 제동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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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말을 듣지 않습니다.

이 속도로 다섯 명의 근로자를 들이받으면 그들은 모두 죽고 말리

라는 것을 알기에 당신의 머릿속은 하얘집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때 오른쪽에 비상 철로가 있는 것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도 근로자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곳은 한 명입니다.

전체를 멈추게는 할 수 없지만, 철로를 바꿀 수는 있습니다. 열차를 

그냥 달리게 하면 다섯 명의 근로자가 죽고, 비상 철로로 열차를 돌리

면 한 명의 근로자가 죽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런 상황에 대해 사람들은 대부분 이렇게 말할 것 같습니다. “돌

려! 죄없는 사람 하나가 죽겠지만, 다섯이 죽는 것보다는 낫잖아.” 한 

사람을 희생해 다섯 목숨을 구하는 행위는 정당해 보입니다.

그럼 우리 다른 열차 이야기도 해 볼까요? 이번에 당신은 기관사가 

아니라, 철로를 바라보며 다리 위에 서 있는 구경꾼이 되었습니다. 저 

아래 철로로 열차가 들어오고, 철로 끝에 근로자 다섯 명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열차의 제동 장치가 말을 듣지 않았는지, 열차가 근로자 다섯 

명을 들이받기 직전입니다. 이런! 이번에는 비상 철로도 없네요.

그런데 문득 당신은 옆에 있는 덩치가 매우 큰 남자를 보게 됩니

다. 당신은 그 사람을 밀어서 열차가 들어오는 철로로 떨어뜨릴 수 있

는 위치에 있습니다. 만약, 이렇게 덩치가 큰 남자를 철로로 떨어뜨린다

면 열차를 충분히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당신은 뛰어내려도 

열차를 막기에는 몸집이 너무 작습니다.

그 상황에서도 다섯 명의 근로자를 구하려고 덩치 큰 남자를 철로

로 미는 행위가 옳은 일일까요?

사람들은 대부분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당연히 옳지 않지. 그 남

자를 철로로 미는 건 아주 몹쓸 짓이야. 누군가를 다리 아래로 밀어 죽

게 하는 행위는 비록 죄없는 다섯 살마의 목숨을 구한다 해도 끔직한 

짓 같아.”라고 말입니다. -마이클 샌델, “정의란 무엇인가” 수정 인용(중

학교 D 도덕교과서 2: 150-151)

교과서는 이러한 딜레마 속에서 만약 나라면 어떤 결정을 내릴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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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왜 그런 선택을 하였는지 스스로에게 질문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상 사회를 탐구하는 활동으로 『예기』에 나타난 유학의 대동 사회와 토머

스 모어의 『유토피아』가 함께 제시되기도 한다(중학교 E 도덕교과서 2:

223).

가. 유학의 대동 사회

큰 도가 행해지자 사람들은 천하를 공적인 것으로 여기게 되었다.

현명한 사람과 능력 있는 사람이 관직에 있으니 서로 믿고 친목할 수 

있다. 자기의 부모나 자녀만을 사랑하지 않았다. 나이든 사람은 여생을 

편안히 마칠 수 있고, 젊은이는 능력을 발휘할 수 있으며, 어린아이는 

잘 자랄 수 있도록 보호받았다. 특히, 고아와 같이 가난하고 외로운 사

람들이 보살핌을 받는다. 재화를 개인적으로 소유하지 않았고, 권력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지 않는다. …… 이런 세상을 대동 사회라고 

한다. -“예기”

나. 모어의 유토피아

유토피아라고 불리는 섬에는 큰 도시가 있으며, 같은 언어, 법률,

풍습, 제도가 통용된다. 남녀를 불문하고 모두 농사짓고, 농사 외에 자

기만의 특별한 기술을 배운다. 하루에 여섯 시간 일하는데, 아침 일찍부

터 저녁 늦게까지 일을 계속해서 지치는 일이 없도록 한다. 일하는 시

간 여섯 시간과 잠자는 시간 여덟 시간을 제외하고는 원하는 일을 하며 

자유롭게 보낼 수 있다.

사유 재산이 없어 모두 공공의 임무를 열심히 한다. 공동의 창고가 

가득 차 누구도 자기가 사용할 물건이 모자라지 않을까 염려하지 않는

다. 모든 사람이 공정하게 분배를 받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도, 거지도 

없다. 그들에게는 최소한의 법률만이 있다. 보통 사람이 이해하기 어려

운 법률 조항으로 사람을 옳아매는 것은 공정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모

어(T. More) “유토피아”(중학교 E 도덕교과서 2: 223)

교과서는 위의 두 글을 읽고, 이들의 공통점은 무엇인지 말해보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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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한 이상적 사회가 실현되기 어렵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말해 보도록 

하였다. 그리고 ‘이상 사회의 탐구’에 이어서 ‘내가 꿈꾸는 사회’에 대하여 

생각해 보게 하였다(중학교 E 도덕교과서 2: 227). 이 때의 자료로는 김구의 

“내가 원하는 나라”와 마틴 루서 킹(M. L. King)의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

다”가 제시되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내가 원하는 나라

나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

가장 부강한 나라가 되기를 원하는 것은 아니다. 내가 남의 침략에 가

슴이 아팠으니 내 나라가 남을 침략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우리의 

부(富)는 우리의 생활을 풍족히 할 만하고, 우리의 힘은 남의 침략을 막

을 만하면 족하다. ……나는 우리나라가 남의 것을 모방하는 나라가 되

지 말고, 높고 새로운 문화의 근원이 되고 목표가 되고 모범이 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진정한 세계의 평화가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로 말미암

아 실현되기를 원한다. - 김구 

나.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이 나라가 “모든 인간이 평등하게 창조되

었다는 것을 우리는 자명한 진리로 여긴다.”라는 신념을 실현할 것이라

는 꿈이 있습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언젠가 조지아의 붉은 언덕 위에 노예의 

후손들과 노예 주인의 후손들이 형제애를 가지고 식탁 앞에 함께 앉을 

수 있으리라는 꿈이 있습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언젠가는 나의 네 아이가 그들의 피부색

이 아니라 그들의 인격에 의해 평가받는, 그런 나라에서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꿈이 있습니다. -마틴 루서 킹(M. L. King)(중학교 E 도덕교과

서 2: 227)

학생들은 위의 두 글을 읽고, 이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써 보도록 함으

로써 자신이 이상적으로 여기는 사회에 대하여 사유해 볼 수 있도록 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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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학교 E 도덕교과서 2: 227). ‘개인의 도덕적 삶과 국가의 관계’ 단원에

서는 ‘도덕적으로 바람직한 국가가 추구해야 하는 것’에 대한 활동 자료로 

『논어』의 「안연」내용이 제시된다.

자공이 공자에게 정치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물었다. 이에 공자

가 말씀하시길, “먹을 것을 풍부하게 하고, 무기를 갖추어 병력을 풍족

하게 하여, 백성의 신뢰를 얻으면 된다.” 이에 자공이 물었다. “만약에 

부득이하게 세 가지 중 하나를 버리게 된다면 무엇을 먼저 버려야 합니

까?” 공자가 말씀하시길, “병력을 버려야 한다.” 이에 자공이 다시 물었

다. “만약에 부득이하게 남은 두 가지 중 하나를 버려야 한다면 무엇을 

먼저 버려야 합니까?” 그러자 공자는 “먹을 것을 버려야 한다. 인간은 

누구나 죽기 마련이다. 하지만 백성의 신뢰를 잃으면 나라는 설 수 없

다.”라고 답하였다. -『논어』, 안연편(중학교 E 도덕교과서 2: 160)

교과서는 공자가 백성의 신뢰를 강조한 이유는 무엇일지 생각해 보고,

윗글에서 밑줄 친 ‘백성의 신뢰’를 얻기 위해 국가가 추구해야 할 기본 가

치를 선택하고 그 이유를 함께 써보도록 하였다(중학교 E 도덕교과서 2:

160). 이 단원에서는 또한 ‘국가의 필요성과 역할’에 관련하여 아리스토텔레

스의 『정치학』과 홉스의 『리바이어던』의 내용이 제시되기도 한다(중학

교 B 도덕교과서 2: 182). 이와 같이 도덕교과서는 바람직한 인간 사회의 

모습에 대하여 다양한 철학고전을 활용함으로써 인간의 삶과 세상에 대하

여 폭넓게 사유하도록 하였다.

철학고전을 통하여 학생들의 비판적 성찰 사유능력을 함양하도록 하는 

사례도 있다. ‘도덕적 성찰’과 관련하여 플라톤의 『국가(Politeia)』에 나오

는 기게스의 반지 이야기가 제시된다. 이 이야기를 통하여 만일 ‘내가 기게

스의 반지를 주웠다면’ 무엇을 하고 싶은지, 그리고 기게스가 자신의 나쁜 

행동에 대해 도덕적으로 성찰한다면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둠끼리 

상의하여 이어질 이야기를 지어보도록 하고 있다(중학교 B 도덕교과서 1:

47). 기게스의 반지 이야기는 ‘인간 존재의 특징’에서 ‘왜 도덕적이어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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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가’의 학습 내용으로도 제시된다(중학교 D 도덕교과서 2: 21). 교과서는 

만약 자신에게 기게스의 반지가 있다면 도덕적으로 행동할지 그렇지 않을

지 생각해 보고, 그 이유를 적어보도록 하고 있다.

‘도덕적 자아상’에서 장자의 『장자(莊子)』에서 한단지보(邯鄲之步) 이

야기가 소개되면서 주체적 삶의 자세의 중요성에 대하여 탐구해 보도록 하

고 있다(중학교 A 도덕교과서 2: 45).

옛날 중국 연(燕)나라의 한 마을에 젊은이가 살고 있었다. 그는 이

웃나라의 수도인 한단으로 걸음걸이를 배우러 갔는데, 한단 사람들의 

걸음걸이는 아주 우아하고 아름답다고 소문이 났기 때문이었다. 젊은이

는 한단 사람들의 걸음걸이를 배우려고 자신의 본래 걸음걸이를 잊어버

리기 위해 노력했다. 하지만 한단 사람들의 걸음걸이를 제대로 익히지 

못하고 자신의 걸음걸이마저 완전히 잊어버리고 말았다. 결국 그는 기

어서 간신히 고향으로 돌아오고 말았다. - 장자 “장자”(중학교 A 도덕

교과서 2: 45)

교과서는 위의 이야기를 읽고, 젊은이는 왜 기어서 고향으로 돌아올 수

밖에 없었을지, 그리고 주체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에 

관하여 탐구해 보도록 하였다. 또한 이 단원에서는 ‘어떻게 살 것인가’와 관

련하여 플라톤의 『소크라테스의 변론(Apologia)』도 제시된다(중학교 E 도

덕교과서 2: 49).

아테네 시민 여러분, 여러분은 지혜와 힘이 가장 뛰어나고 명성이 

가장 높은 나라인 아테네 시민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어떻게 하면 더 

많은 돈을 가질 수 있을까?’ 또는 ‘어떻게 하면 더 좋은 평판을 듣고,

더 좋은 지위를 얻을까?’하는 데에만 머리와 마음을 쓰지, ‘어떻게 하면 

정신을 가장 훌륭하게 하고 진리로 나아갈 수 있을까?’ 하는 것에 대해

서는 생각하지도 않고 염려하지도 않습니다. 이 점이 부끄럽지 않습니

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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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에서 덕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돈이나 그 밖의 모든 것이 덕

에 의하여 생겨날 때, 개인적으로나 공적으로나 좋은 것이 됩니다. 저는 

신이 이 나라에 달라붙게 한 등에입니다. 마치 몸집이 크고 혈통은 좋

지만 큰 몸집 때문에 졸고 있는 둔한 말을 깨어 있게 하려면 등에가 필

요한 것처럼 말입니다. -플라톤, “소크라테스의 변론”(중학교 E 도덕교

과서 2: 49)

이 이야기를 통해서 소크라테스가 아테네 시민에게 원했던 삶의 방향

은 무엇인지, 소크라테스 자신은 어떤 삶을 살고자 했는지에 관해 비판적으

로 사유해 보도록 하였다.

이상의 내용들을 볼 때, 도덕교과서에서 철학적 텍스트를 활용하는 사

례들은 자기 수양적 차원에서 활용되는 경우도 있지만, 역사적, 정치철학적 

맥락을 가진 이야기들을 활용함으로써 이상적인 사회의 실현과 시민적 도

덕성 형성과 학생들의 주체적이고 비판적인 사유 성찰 능력을 형성함에도 

활용되고 있다.

그런데 앞서 역사적 텍스트가 문학적 기능을 가진다고 밝힌 바와 마찬

가지로, 철학적 텍스트들도 결국 위대한 철학고전 속 이야기 내지 훌륭한 

문학 작품, 역사서 등의 철학적 이야기들을 기반함으로써 우수한 문학적 기

능을 갖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다시 말해 도덕교과서에서 활용되는 철학

적 텍스트는 문학적 텍스트로서의 순기능을 내포하고 있으며, 경우에 따라

서는 역사적 텍스트의 순기능도 동시에 기대할 수 있다.

라) 예술 활용 사례

국가 수준 도덕과 교육과정에서는 도덕과 예술의 관련성에 대한 내용

을 구성하고 있는데, ‘자연 초월적 존재와의 관계’ 영역에서 초등학교의 경

우 ‘참된 아름다움’, 중학교의 경우 ‘문화와 도덕’이 바로 그것이다. 따라서 

도덕교과서에서는 도덕과 예술의 직접적인 관련성을 담은 내용들을 찾아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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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술이 도덕과의 관련성을 가르치는 단원에서만 활

용되는 것은 아니다. 도덕과에서 예술은 전반적인 내용 영역에서 활용된다.

대표적인 몇 가지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도덕적 성찰’과 관련하여 

‘반가 사유상’과 오귀스트 로댕(A. Rodin)의 ‘생각하는 사람’이 제시된다. 교

과서는 이 두 조각상과 함께 이 조각상들에 대한 이해를 돕는 이야기를 스

토리텔링함으로써 조각상이 공통적으로 나타내고자 하는 바가 무엇일지 생

각해 보도록 하였다(중학교 C 도덕교과서 1: 45).

‘친구 관계와 도덕’에서는 참다운 우정에 관하여 뒤러(A. Dürer)의 ‘기

도하는 손’을 제시하고, 작품에 대한 해설을 덧붙였다. 뒤이어 자신을 희생

하면서까지 사랑할 수 있는 친구가 있는지  생각해 보도록 하였다(중학교 

A 도덕교과서 1: 112). 뒤러의 이 작품은 중학교 B 도덕교과서에서는 ‘예술

과 도덕’의 학습내용으로 제시되면서 친구를 위해 희생하고 기도하는 손은 

거칠지만 아름답고 고귀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중학교 B 도덕교과서 1:

286).

‘인간 존엄성과 인권’에서는 ‘생각 열기’ 부분에서 ‘루이지애나 노예 시

장’이라는 사실주의적인 그림이 제시되는데, 이 그림을 통해서 과거에 사람

들은 왜 흑인을 노예로 사고파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을지에 관하

여 질문하고 있다(중학교 A 도덕교과서 1: 152).

‘삶의 소중함과 도덕’의 학습 내용 가운데 ‘삶의 유한성 극복’과 관련하

여 다비드(J. L. David)의 ‘소크라테스의 죽음’ 작품이 제시된다(중학교 B 도

덕교과서 1: 251). 이 작품을 통해서 소크라테스는 죽었지만 그의 철학은 아

직도 살아 숨 쉬고 있음을 강조하였다. 다비드의 이 작품은 ‘국가 구성원으

로서 바람직한 자세’에서 ‘준법의 이유’에 대한 학습 자료로도 제시되고 있

다(중학교 도덕교과서 C 2: 212). 이 교과서에는 다음과 같은 플라톤의 

『크리톤(Kriton)』에 나오는 소크라테스의 말을 덧붙인다.

내가 여기서 도망치려 한다면 사람들은 나라의 법률과 나라 전체를 

파괴하려는 것이라고 말하겠지. 한 번 내려진 판결을 따르지 않는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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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의 질서는 유지될 수 없을 거라고 말이야. 또한 평생 동안 각종 혜

택을 받으면서 이 나라에서 살았던 것은 나라의 법 아래에서 살기로 약

속했기 때문인데, 자신이 불리하다는 이유로 그 약속을 어기는 것은 옳

지 않다고 사람들이 말하지 않겠는가? - 플라톤, “크리톤” (중학교 도덕

교과서 C 2: 212)

교과서는 위의 인용문에 이어서 소크라테스가 탈출할 기회가 있었음에

도 불구하고 법에 따른 판결을 받아들였는데, 그가 이렇게 법을 준수하는 

것은 국가에 대한 약속을 지키는 것이며, 나라의 질서를 유지할 수 있는 길

이라고 믿었다는 점을 설명하였다(중학교 도덕교과서 C 2: 212).

‘삶의 소중함과 도덕’ 단원에서 ‘인간 삶의 유한성에 대한 각성’에 대하

여 폴 고갱(P. Guaguin)의 ‘우리는 어디서 왔는가?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

는 어디로 갈 것인가?’ 작품도 생각 열기 부분에서 제시된다. 교과서는 고

갱이 이 작품을 그릴 당시 그는 악화된 건강과 생활고, 그리고 사랑하는 딸

의 죽음으로 인해 괴로운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는 점을 스토리텔링하면서 

작품 속의 아기와 노인은 각각 무엇을 상징하는 것일지 생각해 보도록 하

고 있다(중학교 A 도덕교과서 1: 246). 또한 본문 속에는 클림트(G. Klimt)

의 ‘삶과 죽음’ 작품에서 삶과 죽음을 각각 상징하는 그림이 인상적인 대조

를 이루며 제시되기도 한다(중학교 A 도덕교과서 1: 247).

또한 삶의 유한성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프리다 칼로

(F. Kahlo)의 ‘상처 입은 사슴’ 작품이 제시된다(중학교 A 도덕교과서 1:

249). 교과서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덧붙인다.

프리다 칼로는 6살 때 소아마비를 앓아 오른쪽 다리가 불편했다.

그녀는  18살 때 일어난 교통사고로 인해 심각한 부상을 당하고 의사의 

꿈을 접을 수밖에 없었다. 병원에 누워서 그녀가 할 수 있는 일은 오로

지 그림을 그리는 것뿐이었다. 수차례의 수술 끝에 그녀는 기적적으로 

걸을 수 있게 됐다. 그러나 후유증으로 인한 고통은 그녀를 평생 동안 

괴롭혔다. 하지만 그녀는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그림으로 승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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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이 악화된 그녀는 47세에 생을 마감하였고 이후 그녀의 작품은 멕

시코의 국보가 되었다(중학교 A 도덕교과서 1: 249).

프리다 칼로의 이 작품은 ‘마음의 평화와 도덕적 삶’에서 인간의 고통

이 생기는 이유에 관한 동기 유발 자료로도 제시된다(중학교 C 도덕교과서 

2: 251). 이 교과서에서는 프리다 칼로의 ‘상처 입은 사슴’과 뭉크(E.

Munch)의 ‘절규’를 함께 제시하였다.

‘문화와 도덕’ 단원에서는 다채로운 예술작품들이 활용된다. 우선 가장 

많이 등장하는 작품으로는 피카소(P. Picasso)의 ‘게르니카’를 꼽을 수 있다

(중학교 A 도덕교과서 1; 중학교 B 도덕교과서 1; 중학교 C 도덕교과서 1;

중학교 E 도덕교과서). 교과서들은 이 작품이 에스파냐 내전이 한창이던 

1937년 4월 26일, 나치가 게르니카 지역을 폭격한 사건을 담고 있으며, 피

카소가 1,500여 명의 민간인이 희생당한 것에 분노하여 전쟁의 참상을 고발

하기 위해 그린 작품이라는 점, 그리고 피카소는 이 작품을 통해 잔인한 학

살 행위를 고발하고 전쟁의 비극성을 부각시키고 많은 사람에게 평화를 향

한 마음을 전달했다는 점 등을 이야기해 주고 있다. 또한 ‘문화와 도덕’에서

는 아름다움의 다양성에 대하여 페르난도 보테로(F. Botero)의 ‘모나리자’를 

제시한다(중학교 A 도덕교과서 1: 279). 이 작품을 통해서 사람마다 아름다

움을 다르게 느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아름다움의 기준이 다양한 것은 인

류의 각각 주어진 환경에 따라 다양한 아름다움을 즐기고, 그 아름다움의 

가치를 추구해 왔기 때문이라는 점을 설명하였다. 이 주제와 유사하게 ‘신

윤복의 미인도’와 ‘밀로의 비너스’, ‘빌렌도르프의 비너스’를 제시되기도 하

였다. 이를 통해서 진정한 아름다움의 조건을 탐구해 보고 아름다움의 기준

은 시대와 장소에 따라 많은 차이를 보인다는 점을 알게 하도록 하였다(중

학교 D 도덕교과서 1: 293). ‘문화와 도덕’ 단원에서 도덕적 자아상에 대한 

학습내용도 구성하고 있는데, 렘브란트(Rem´brant)의 28세, 34세, 64세때의 

자화상 3점이 소개된다. 렘브란트의 자화상에 대하여 교과서에는 다음과 같

은 이야기를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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렘브란트는 젊은 시절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무려 90여 점의 자화

상을 남겼는데, 그의 자화상에는 그림을 그릴 당시 그의 마음 상태와 

처한 상황 등이 잘 스며 있다. 20대 렘브란트의 모습은 패기가 넘치며 

자신감 있는 모습이고, 30대 중반은 성공한 그의 모습이 잘 나타나 있

다. 그리고 아내와 네 명의 자식들이 먼저 세상을 떠난 노년기에는, 작

업 속도가 느린 탓에 빚더미에 올라앉아 경제적으로 매우 힘든 시간을 

보냈다. 결국 가족, 돈, 명예를 잃은 그는 쓸쓸하고 외로웠지만 이 시기 

그의 자화상은 슬픔과 불행마저 담담하게 받아들인 듯 겸허하고 온화한 

모습이다. 그는 자화상을 통해 자신의 모습을 계속 성찰하면서 내면을 

바라보는 기회를 가졌다. 그에게 있어 자화상은 그림으로 그린 일기와

도 같다(중학교 A 도덕교과서 2: 56).

교과서는 이 작품과 이야기를 감상하면서 렘브란트가 자신의 모습을 

그리면서 찾고자 했던 것을 무엇일지 생각해 보도록 함으로써, 학생들에게 

자아정체성에 관하여 탐구해 볼 수 있도록 하였다. 아울러 이 단원에서는 

프랑크 스텔라(F. Stella)의 작품 ‘아마벨(Amabel)’이 제시되고 있는데, “만약 

자신이 제시된 작품의 철거를 결정할 권한을 가진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해 보자.”라고 질문하면서 이것이 예술 작품일지, 아닐지를 비판적으로 

사고해 보도록 하였다(중학교 D 도덕교과서 1: 290).

‘마음의 평화와 도덕적 삶’에서 ‘마음을 다스리는 방법’과 관련하여 이

재관(1783~1837)의 ‘송하처사도’가 제시된다(중학교 C 도덕교과서 2: 263).

교과서는 “이 작품은  의연하게 솟아 있는 소나무 아래 큰 바위에 앉아 명

상에 잠겨 있는 선비의 모습이 매우 평화로워 보이는 분위기를 만들어낸

다.”는 설명을 덧붙였다. 이 밖에도 ‘이상적인 인간과 사회’에서 그림으로 

표현된 이상사회를 나타내기도 하였다. 이에 대해 퓌비 드샤반(P. C. Puvis

de Chavannes)의 『휴식』, 레제(F. Léger)의 『소풍』, 시냐크(P. Signac)의 

『조화로운 시간』이 제시되었다(중학교 E 도덕교과서 2: 222).

도덕교과서에서 활용되는 예술작품에는 음악작품도 찾을 수 있다. 중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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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 D 도덕교과서는 예술이 삶에 주는 가치에 대하여 베토벤의 ‘운명 교향

곡’과 관련된 이야기를 제시한다.

아름이는 친구들의 블로그를 방문하던 중 베토벤의 ‘운명’ 교향곡을 

듣게 되었다. 평소에 잘 알던 음악이기는 했지만, 요즘 이런저런 고민이 

많고 힘들기도 해서인지 예전에 들을 때와는 느낌이 사뭇 달랐다. 특히 

맨 처음 부분에서는 마치 운명의 문을 두드리는 듯한 강한 느낌을 받았

다. 아름이는 ‘베토벤도 여러 시련 속에서 운명의 강한 힘을 느꼈던 것

일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중학교 D 도덕교과서 1: 288).

도덕교과서는 아름이의 경험처럼 예술은 작품을 만든 사람과 감상하는 

사람을 동일한 감정으로 묶어 주기도 함으로써, 예술은 사람의 보편적 감정

을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고 설명하였다(중학교 D 도덕교과서 1: 288). 또한 

이 교과서에는 영화 ‘쇼생크 탈출’ 속에 나오는 모차르트의 ‘피가로의 결혼

식’에 관한 이야기도 생각 넓히기의 자료로 제시하였다.

젊고 유능한 은행원 앤디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쇼생크라는 감옥에 

갇힌다. 그는 그곳에서 인간적으로 깊은 모멸감을 느끼며 많은 상처를 

입는다. 하지만 그는 희망과 자유를 쉽게 포기하지는 않는다. 앤디는 은

행원이었던 경험을 살려 간수들의 재산 관리를 해 주며, 교도소 안의 

도서관을 관리하게 된다. 어느 날 앤디는 도서관에서 모차르트의 ‘피가

로의 결혼식’이 담긴 음반을 발견한다. 앤디는 간수들 몰래 죄수들이 일

하고 있는 커다란 운동장에 오페라 아리아를 틀어 준다. 이 아리아가 

나오는 순간 모든 죄수들은 마치 얼어버린 듯 멈추어 선다. 그리곤 한 

죄수가 독백처럼 말한다.

“마치 한 마리의 아름다운 새가 새장에서 빠져나와 저 자신이 가야 

할 곳으로 날아오르는 것 같았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쇼생크의 모

든 사람은 자유를 느꼈다.” -영화 ‘쇼생크 탈출’(중학교 D 도덕교과서 1:

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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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교과서에는 음악작품과 관련된 이야기를 제시함으로써 예술이 우

리의 삶에 있어 매우 특별한 경험이 될 수 있음을 안내한다. 이 밖에도 

음악과 관련하여 베네수엘라의 ‘엘 시스테마’ 이야기가 제시된다(중학교 

A 도덕교과서 1: 276; 중학교 C 도덕교과서 1: 304). 도덕교과서는 가

난과 폭력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던 빈민층의 아이들이 음악을 배우며 

미래를 꿈꾸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고, 엘 시

스테마를 통해 지난 35년간 음악으로 30만 명의 삶이 변화되었음을 설

명하였다(중학교 A 도덕교과서 1: 276). 그리고 엘 시스테마가 성장해 

올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이 받은 혜택을 대가 없이 다음 세대에게 전하겠

다는 음악가들의 ‘아름다운 책임’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점을 설명하였다

(중학교 A 도덕교과서 1: 276). 

이상에서 보듯이, 도덕교과서에는 미술, 음악 등의 다채로운 예술작품들

이 활용되고 있다. 예술작품을 단지 시각적인 감상의 대상으로 여기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심미적 안목으로 삶을 바라보게 하고, 보다 폭넓은 안

목과 통찰력을 형성하도록 하며, 예술 작품 속에 담긴 도덕적 의미를 발견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아울러 다채로운 예술작품을 활용함에 있어 작품에 

대한 이야기를 덧붙임으로써 예술 작품이 문학적, 역사적, 철학적, 도덕적인 

맥락과의 연관성 내지 통합성 속에서 총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여 

이해의 깊이를 더하고자 하였다.

3) 도덕과 교수․학습 방법 측면

국가 수준의 도덕과 교육과정에서 명시하고 있는 도덕과 교수 학습 방

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도덕과는 본래 교수 학습 

방법면에 있어서 현대 사회와 일상생활에서의 도덕 문제와 현상을 학생들

이 옳고 그름의 관점에서 탐구하고 성찰하여 유덕한 인격과 건전한 인성을 

발달시키는 데 적합한 방법을 활용하도록 하고 있다(교육과학기술부,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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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학습 과정에서는 학생들이 도덕적 가치·덕목과 판단 원리에 따라 

추론, 결정해 보고 바람직한 삶을 실천하려는 의지를 기르며 자신의 생활을 

반성하여 보다 나은 삶을 실천할 수 있는 도덕적 행동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고 있다(교육과학기술부, 2012).

이와 같은 도덕과 교수 학습 방법은 어느 정도의 도덕적 사회화를 통

하여 유덕한 인격과 건전한 인성을 발달시키고, 아울러 학습 과정에서 학생

들이 능동적이고 자율적인 학습자로 참여함으로써 주체적이고도 비판적으

로 사유 성찰하도록 함으로써 자율적 도덕성을 형성하도록 하는 교수 학습 

방법적 취지가 내포된 것이다. 다시 말해, 도덕과 교수 학습 방법은 유덕한 

인격과 건전한 인성 함양이라는 측면에서의 ‘관례적 도덕성’의 형성방안과 

자신의 삶을 보다 나은 삶으로 스스로 영위해 나가도록 하는 ‘자율적 도덕

성’의 형성방안을 함께 고려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도덕과 교수 학습 

방법은 한 인간으로서의 바람직한 인격 형성을 위한 교수 학습 방법과 더

불어 살아가는 사회에서의 바람직한 시민성 형성을 위한 교수 학습 방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사실 도덕과에서 문학적, 역사적, 철

학적, 예술적 접근은 도덕과의 내용적 측면뿐만 아니라 교수 학습 방법적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인문학은 

도덕과의 내용을 보다 온전하게 만들어 준다는 점에서 기여할 수 있는 바

가 크지만, 교수 학습 방법 면에 있어서도 바람직한 인격과 시민성 형성이

라는 목표를 모두 실현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점에서 기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도덕과에서는 인문학적 고전 읽기 내지는 인문학적 글쓰기(시나 편지,

성찰록 쓰기 등의 활동) 등과 같이 인문학적 리터러시를 발휘한 교수 학습 

방법을 활용하여 학생들이 인간다운 인간으로 성장하도록 도모함으로써 바

람직한 인격 형성이라는 도덕과 교육의 목표 실현에 기여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소크라테스식 대화법이나 공동추론, 다양한 토의 토론활동과 같은 

적극적인 학생 중심의 인문학적 교수 학습방법은 학생들의 의사소통능력과 

대화적 관계 등과 같은 민주시민적인 자질을 함양하도록 함으로써 궁극적

으로 시민성 형성이라는 도덕과 교육의 목표 실현에 기여할 수 있다. 그러



- 201 -

나 이와 같은 인문학적 교수 학습 방법들은 사실 도덕과의 새로운 교수 학

습 방법이라기보다는, 지금껏 계속 추구해 왔던 방법들이다. 이러한 점은 

도덕과의 교수 학습 방법이 이미 인문학적인 교수 학습 방법의 성격을 띠

는 것이라 말할 수 있다.

둘째, 도덕과는 도덕적 지식, 판단력과 같은 인지적 측면, 도덕적 감정,

의지 및 태도와 같은 정의적 측면, 그리고 도덕적 실천 능력 및 습관과 같은 

행동적 측면이 통합적으로 길러지도록 지도한다. 특히 도덕적 가치·덕목이나 

예절에 대한 교육에서는 학생들이 지적 인식에 머무르지 않고 정서적 공감을 

통하여 행동으로 옮길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적용하여 지속적으로 지도하

도록 되어 있다(교육과학기술부, 2012). 이러한 도덕과 교수 학습 방법에 있

어 인문학을 활용함은 보다 온전한 교수 학습 방법을 제공할 수 있다. 왜냐

하면 도덕과에서 인문학을 활용함은 학생들에게 ‘도덕적 상상력’을 불러일으

키고 타자의 입장과 상황에 대한 몰입을 통하여 지적 이해를 도모할 뿐만 아

니라, 그들에 감정이입되고 진정으로 공감하도록 하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서 도덕적 가치 덕목이나 예절에 대한 교육이 단지 학생들의 지적 이해의 수

준에만 머무르지 않고, 도덕적 감정과 의지, 태도와 같은 정의적 측면을 북돋

우며, 비판적 사유 성찰의 경험은 궁극적으로 자기행동의 변화와 실천적 태

도로 이어짐으로써 도덕적 실천이라는 행동적 측면까지도 포괄하여 통합적

인 도덕적 성장을 기대할 수 있다. 실제 국가 수준의 도덕과 교육과정에 따

른 도덕과 교수 학습 방법에는 학생들의 발달 특성, 수업에서 도달하고자 하

는 목표와 학습 내용, 수업 상황, 물리적 환경, 학습자료, 영상자료 등 교수·

학습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을 고려하여 강의, 토론, 논술, ICT 활용, 협동

학습, 봉사학습, 역할놀이, 프로젝트 학습, 동서양의 수양법, 인문치료 접근,

갈등해결교육, 사회정서학습, 실천·체험 등 다양한 방법을 융통성 있게 적용

하도록 하고 있다(교육과학기술부, 2012). 이미 도덕과 교육과정에서 명시하

고 있듯이, 도덕과에서의 교수 학습 방법에 있어서는 동서양의 수양법이라던

지, 인문치료적 접근, ICT 활용을 통한 접근 등의 다양한 인문학 관련 교수

학습 방법들을 시도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인문학적 교수 학습 방법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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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은 더욱 더 열려 있다고 볼 수 있다.

셋째, 도덕과는 학생들이 도덕 수업 및 교재에서 다루는 내용과 삶에서 

경험하는 도덕 문제를 상호 관련지어 학습할 수 있도록 한다. 도덕과 수업을 

통해 학생들이 학습 내용을 개인의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문제, 사회 현상

이나 쟁점 등과 관련지어 주체적으로 학습함으로써 자율적인 도덕적 사고력

과 판단력, 가치 탐구 능력을 발달시킬 수 있도록 한다. 이를 위해서 학문 혹

은 지식뿐만 아니라 실천, 체험, 참여 등을 포함한 학생 중심의 자기 주도적 

교수․학습 방법(예를 들어, 프로젝트형 접근)을 활용하도록 되어 있다(교육

과학기술부, 2012). 이에 도덕교과서의 사례와 같이, 학생들의 삶에 있어 그

들이 실제로 직면하고 경험할 가능성이 있는 도덕적 문제에 대하여 동 서양

의 빛나는 고전이나 지혜를 통해 그 해결책을 제시하는 방식은 학생들의 실

제적인 삶과 인문학을 보다 밀접하게 연관시키도록 한 것은 이러한 맥락에서 

유의미한 도덕과 교수 학습 방법이라 할 수 있다.

넷째, 도덕 수업이 학교 인성교육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도록 한다. 도

덕 수업을 하는 교사는 타 교과에서 다루어지는 가치문제, 학교 행사, 교사와 

학생 간의 상호작용 등 다른 교과나 학교 활동 전반에서 나타나는 인성교육

적 요소들을 도덕 수업에서 종합하고 체계화하여 학생들의 유덕한 인격 발달

로 구현시킴으로써 도덕 수업이 실질적으로 학교 인성교육의 핵심적인 역할

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한다(교육과학기술부, 2012). 도덕교과서를 살펴볼 때,

도덕교과서에서 인문학적 활용은 타 교과 예를 들어 문학, 역사, 철학, 음악

미술 등의 인문학 교과에서 다루어지는 내용들과의 학제적 접근을 시도하거

나, 가정 및 학교 활동을 통해 이루어지는 인성교육적 요소들을 종합하고 체

계화하여 다룸으로써 학생들의 실제적인 경험과 삶의 모습에 가까운 도덕과 

교수 학습 방법들이 시도되고 있다. 이와 같은 도덕과 교수 학습 방법을 통

해서 학생들이 자신을 둘러싼 세계에 대하여 보다 폭넓게 이해하고 심화시키

며, 이를 바탕으로 유덕한 인격과 시민성을 함양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사람다

운 사람으로 성장해 나가는데 공헌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도덕과 교수

학습 방법들은 그 성격상 매우 인문적인 것이다.



- 203 -

4) 도덕과에서 인문학 활용 실태의 종합

이상의 도덕과에서 인문학 활용 실태를 종합해 볼 때, 도덕과는 인문학

적인 내러티브들은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학생들의 도덕적 사고와 안목

을보다 확장시키고, 자기 수양을 도모하도록 하며 바람직한 시민성을 형성

하는데 적극적으로 활용하고자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도덕과에서는 목표 및 성격, 내용, 방법 면에 있어서 인문학적인 면모

을 배제하는 경우는 찾아보기 어려우며, 오히려 인문학의 다채로운 내용들

을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도덕과 관련된 폭넓은 인간 경험을 바탕으로

하는 온전한 도덕과 교육을 구현하고자 하고 있다. 특히 문학, 역사, 철학,

예술작품 속 내러티브를 활용함으로써 학생들이 핵심적으로 알아야 할 가

치나 덕목을 단순히 주입시키거나 수동적인 자세를 형성시키는 것이 아니

라, 보다 실제적이고 폭넓은 인간의 세상을 인문학을 통해 간접적으로 경험

하게 함으로써 학생들이 스스로 소중한 가치나 덕목들을 발견해 나갈 수 

있도록 하였다.

실제 도덕교과서에 나타난 인문학적인 내용들을 분석해 볼 때, 도덕적 

문제나 가치 덕목에 대하여 이를 추상화된 문체 내지 조악한 문체로 빚어

낸 비실제적인 도덕 이야기가 제공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도덕적 메시지

를 담은 위대하고도 훌륭한 고전, 문학 작품, 역사서, 철학서, 예술작품 속 

내러티브를 활용함으로써 학생들이 도덕 학습에 대하여 보다 몰입할 수 있

게 하고, 학습의 주체로서 능동적으로 도덕적 의미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

며, 비판적인 사유 성찰을 통하여 주체적이면서도 도덕적인 모습으로 성장

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내용들을 구성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 논문에서 앞서 세운 분석 기준, 즉 도덕과는 인문학적 상

상을 통해 도덕적 추론능력을 함양하도록 하는가, 도덕과는 심미적 안목을 

통해 도덕적 기능을 함양하도록 하는가, 도덕과는 인문학적인 감성을 통해 

관계적 도덕성을 형성하도록 하는가, 도덕과는 비판적 사유·성찰 능력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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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시민적 도덕성을 형성하도록 하는가에 대한 각각에 대한 분석 및 정리 

또한 필요하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분석 및 정리될 수 있다.

첫째, 도덕과는 문학, 역사, 철학, 예술적인 접근과 같은 인문학적인 접

근을 통하여 인문학적인 상상력을 유발시키고, 이는 도덕적 상상력으로 이

행됨으로써 학생들의 깊이 있는 도덕적 사고와 추론 능력을 함양하도록 하

고 있다. 도덕과는 다채로운 인문학적 내용들을 직접 인용하는 방식을 활용

함으로써 다양한 신념과 정서, 사고를 가진 ‘인간’에 대하여 주의를 기울이

게 하고, 최대한 그의 입장이 되어 그들을 이해해 보도록 안내하고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도덕교과서의 사례에서 볼 때, ‘도덕적 성찰’에 대한 

대단원의 도입부에 박완서의 『자전거 도둑』의 일부 텍스트를 2쪽 분량에 

걸쳐 직접 인용 제시하여, 학생들은 작품 속 인물의 생각과 감정, 행동에 

대한 작가의 섬세한 묘사와 유려한 표현을 그대로 살려 읽음으로써 자연스

럽게 문학적 내러티브에 몰입하게 되고 이를 통해서 인물이 겪고 있는 상

황 즉 인물의 심적 혼란과 도덕적 갈등, 그리고 주변 인물들의 태도 등에 

대하여 이해하고 감정이입하게 되며, 윤리적으로 사고하거나 성찰해 볼 수 

있다. 이처럼 도덕교과서의 다채로운 인문학적 내용들은 우리 주위를 둘러 

싼 일상의 삶 속에서는 직접 대면할 수 없는 수많은 상황 속에 놓인 인간

에 대하여 주의를 기울이게 하고, 그 과정에서 마주치는 나와는 다른 인간

의 특성이나 그를 둘러 싼 인간관계, 그가 속한 사회의 관습이나 제도 등에 

대하여 고려해 보도록 하고 있다. 이는 자기 중심적인 접근 방식에서 벗어

나 타자의 입장에서 상황을 상상하는 능력을 길러주고, 어떤 상황을 다른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게 하며, 새로운 가능성을 생각해 낼 수 있게 함으로

써 결국 이와 같은 타자에 대한 이해와 상상력은 도덕적 상상력으로 이행

됨으로써 보다 깊이 있고 폭넓은 도덕적 이해와 사고력을 가능케 한다.

둘째, 도덕과는 예술과 도덕성의 관련성을 다룸으로써 심미적 안목을 

통한 도덕적 기능 함양을 고려하고 있다. 앞서 밝힌 바와 같이 도덕성과 미

학적인 것 사이에는 엄격한 구분이 존재한다고 보기 보다는, 도덕성은 인간 

경험의 미학적 차원을 포괄하는 것이다. 따라서 섬세한 식별력, 표현, 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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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조성, 기술 등의 예술적 특성들은 결국 우리의 도덕성에 있어서도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는 것으로, 이는 곧 예술이 갖는 도덕적 기능이라 할 수 있

다. 도덕과의 예술적 접근 실태를 분석해 보건데, 도덕과는 예술이 갖는 도

덕적 기능에 주목하고 예술을 통한 도덕성의 함양을 강조하고 있다. 구체적

으로 도덕과는 이미 ‘자연 초월적 존재와의 관계’ 영역에서 초등학교의 경

우 ‘참된 아름다움’, 중학교의 경우 ‘문화와 도덕’이라는 내용 요소를 명시하

여 도덕과 예술의 직접적인 관련성을 다루고 있고, 예술과 도덕의 관련성을 

가르치는 단원에서 뿐만 아니라 이미 도덕과에서 예술은 전반적인 내용 영

역에서 활용되고 있다. 도덕교과서 속 예술작품의 활용실태를 분석해 볼 

때, 도덕과는 미술, 음악 등의 예술작품을 단지 순수지각의 대상으로 여기

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술을 통하여 인간의 보편적인 감정에 공감해 

보게 하고, 삶을 심미적인 안목으로 바라보게 하며, 예술작품 속에 담긴 도

덕적 의미와 보다 폭넓은 안목과 통찰력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예술작품에 담긴 도덕적 아름다움 내지 도덕적 사고에 관한 이야기들을 함

께 다룸으로써 문학적, 역사적, 철학적, 도덕적인 맥락과의 관련성 속에서 

총체적으로 이해해 볼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예술을 통한 도덕적 이해의 깊

이를 더하고자 하였다.

셋째, 도덕과는 인문학적인 감성을 통하여 자신의 도덕적 감성에 진솔

하게 반응할 수 있도록 하고, 반성·성찰적인 감성으로 자신의 내면적 완성

을 기하고자 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도덕교과서에

서는 『오즈의 마법사(The Wizard of Oz)』이야기를 통해서 양철 나무꾼이 

자신도 모르게 딱정벌레를 밟고서 그것을 가슴 아파할 만큼 도덕적 민감성

이 매우 뛰어나다는 것을 학생들이 발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처럼 사

소해 보이는 일에도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능력은 도덕적으로 바람직한 

행동을 할 수 있는 출발점이 된다는 점을 설명하였다. 또한 도덕교과서에는 

윤동주의 “서시”, “자화상”과 같은 시를 인용함으로써, 역사적으로 일제 강

점기라는 암울한 시대 상황에서 무장 독립 투쟁에 적극 가담하지 못하는 

자신을 끝없이 반성하고 부끄러워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이에 주인공이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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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 성찰을 통해서 자신의 부족한 모습을 발견하고서 부끄러움과 미움을 

느끼지만, 그 미움이 연민으로 연민은 그리움으로 변하는 과정을 보여주면

서 이러한 변화는 자신의 과거와 현재를 반성하고 내면을 응시하는 가운데 

일어난 감정이며, 자신이 도덕적으로 옳은지 성찰할 때 겪게 되는 당연한 

과정임을 해설하였다. 이로써 학생들이 이 시를 읽으며 역사적으로 일제 강

점기라는 고난과 시련의 시기를 살았던 한 시인의 고결하고 양심적인 마음

에 공감해 보며, 시인의 고결한 성찰 속에 묻어나는 도덕적인 감성의 가치

를 발견해 볼 수 있도록 하였다.

넷째, 도덕과는 비판적 사유·성찰 능력을 통하여 시민적 도덕성을 형성

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도덕교과서에서 인문학적인 이야기를 자기 수양적 

차원에서 활용되는 경우도 있지만, 보다 역사적이고 정치철학적 맥락을 가

진 이야기들을 활용함으로써 이상적인 사회의 실현과 시민적 도덕성 성에 

관하여 주체적으로 사고해 보도록 하고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도덕

교과서는 기게스의 반지 이야기나 장자에 나오는 한단지보 이야기, 소크라

테스의 변론 등을 소개하면서 끊임없이 주체적 삶의 자세의 중요성에 대하

여 탐구해 보도록 하고 있다. 보다 적극적인 방법으로는 마이클 샌델의 

『정의란 무엇인가』에 나오는 트롤리 딜레마 상황에서 만약 나라면 어떤 

결정을 내릴 것인지, 그리고 왜 그런 선택을 하였는지 스스로에게 질문할 

수 있도록 하여 주체적인 선택과 판단을 해 볼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예기』에 나타난 유학의 대동 사회와 토머스 모어의 『유토피아』, 올더

스 헉슬리의 『멋진 신세계』, 한나 아렌트의 『예루살렘의 아이히만』과 

같은 인문학적 텍스트를 통하여 자신이 이상적으로 여기는 사회, 과학기술

의 발전과 사회, 주체적인 사유와 판단 등에 대하여 비판적으로 접근해 볼 

수 있도록 하였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서 정리하면, 도덕교과서는 이미 문학, 역사, 철학,

예술과 같은 인문학적인 접근을 통하여 학생들의 바람직한 인격과 시민성 

형성을 도모하고 있다. 이것은 도덕과에서 인문학을 의도적으로 활용하였다

기보다는, 도덕과 교육을 보다 온전히 구현해내는데 있어 인문학이 자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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럽게 내지는 필연적으로 요청된 결과로 보아야 한다. 요컨대 인문학은 이미 

도덕과의 온전한 성격과 목표, 내용, 방법을 구현해내는데 있어 필수불가결

한 것으로 작용되고 있다.

2. 도덕과에서 인문학 활용의 문제

1) 도덕과의 인문학에 대한 학문적 경계

앞서 국가 수준의 도덕과 교육과정과 도덕교과서의 내용 분석을 토대

로 도덕과에서는 이미 인문학이 다양한 내용과 방법으로 활용되고 있음을 

밝혔다. 도덕과 교육과정과 도덕교과서의 실태를 통해 볼 때, 이미 도덕과

는 인문학과의 관계성 속에 있으며, 인문학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덕과 교과교육학의 학문적 입장에 있어서는 인문학과

의 관계성을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데 있어서 다소 소극적이다. 이러한 배경

에는 도덕과의 학문적 정체성에 대한 교육과정적 쟁점이 놓여 있다. 그동안 

도덕과는 모학문 내지 핵심 배경 학문 설정과 관련하여 어떤 학문이 모학

문 내지 핵심 배경 학문이 되어야 하는가에 대하여 많은 논쟁이 있어 왔고,

그 결과 도덕과를 도덕과로서 특징지을 수 있는 핵심 배경 학문은 윤리학

이며, 따라서 도덕과는 윤리학적 접근을 중심으로 하되, 연관된 여러 학문

들과의 학제적 접근을 시도한다는 학문적 정체성을 지녀 왔다. 그런데 이러

한 과정에서 도덕과는 철학과의 학문적 충돌을 겪기도 하였고, 아울러 도덕

과에서의 인문학적 접근들(예를 들어 문학, 역사, 철학적, 예술적 접근 등)

은 그것이 ‘도덕 공부’의 특성을 드러내지 못하고 마치 국어, 사회, 미술 교

과와의 차별성을 갖지 못한다는 오해 내지 도덕과의 학문적 정체성을 모호

하게 한다는 오해를 불러옴으로써 적극적으로 시도되지 못하였다.

그러나 앞서 밝힌 바와 같이 특히 오늘날 도덕과 교육은 디지털혁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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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의 발달, 지식기반사회라는 급격한 사회적 변화에 대한 고려와 적

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며, 따라서 도덕과의 학적 기반 역시 계속적인 진화를 

거듭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오늘날 도덕과에 요청되는 교과적 사명과 역할

을 고려할 때 도덕과는 이에 더하여 학생들에게 바른 인성과 좋은 삶을 살

아갈 수 있는 핵심 역량들을 가르침으로써 궁극적으로 사람다운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공헌하는 모든 학문들 간의 유기적인 관계 속에서 

학문적으로 상호 소통하고 협력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도덕과에

서는 학제적 접근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도덕과 교육과정 및 도덕교과서 분석을 통해 볼 때,

학생들이 윤리적으로 사고하고 성찰함으로써 도덕적인 의미를 능동적으로 

구성하도록 하거나, 혹은 보편적인 규범이나 도덕적 관습을 익힘으로써 유

덕한 인격과 건전한 인성을 갖추도록 하는 도덕과의 본질과 핵심 쟁점에 

접근하는 내용 및 방법에 있어서는 필연적이고도 자연스럽게 인문학에 연

결되어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교과서 속 인문학적 요소들은 학생들이 

‘윤리함’을 행할 수 있도록 하는 매개가 되어 줄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하여 

도덕적 배움을 보다 효과적으로 이끌어 주고 있다. 요컨대 이미 도덕교과서

에서는 인문학을 학문적으로 경계하기 보다는, 오히려 적극적인 활용을 통

하여 보다 온전한 도덕과 교육의 실현을 기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도덕교과

서는 그 성격과 목표를 온전히 실현함에 있어 문학, 역사, 철학, 예술과 같

은 인문학적 내용들을 포괄함으로써 이미 인문학과의 필연적인 관계성을 

를 드러내고 있다. 이는 도덕과 교육학이나 도덕과 교과교육학적인 관점에

서 문학, 역사, 윤리학 보다 큰 범주에서의 철학, 미학 등의 인문학적 접근

을 직접적으로 포괄하는 있어 다소 소극적인 입장을 취하는 것과는 매우 

다른 양상이다.

따라서 도덕과 교육에서는 인문학이 기존의 도덕과 핵심 배경 학문들

과의 상호보완적 관계 속에서 도덕과가 추구하는 교육 목표와 내용, 방법적 

측면과 조화를 이룰 수 있다는 점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인문학이 본

질적으로 도덕을 지향하고 인간의 윤리적인 사고와 성찰 능력을 갖추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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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는 점은 도덕과에서 그것을 활용하였을 때 실제로 그러한 기능과 역할

을 충분히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도덕과

는 사람다운 사람으로 성장하는데 공헌하고 인성교육의 핵심 교과이자 주

관 교과로서 교과적 역할과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는 인문학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해야 할 교과적 운명에 놓여 있다.

도덕과가 인문학과 소통하고 협력하는 것은 도덕과의 학문적 정체성을 

모호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도덕과가 인간과 세상을 그 탐구대상으

로 함으로써 생기는 본질적인 학문적 정체성을 확연히 드러내는 것이자, 이

들 간 학제적 접근을 통하여 보다 도덕과 다운 학문적 정체성을 갖도록 한

다.

2) 텍스트 중심의 인문학적 접근의 문제

도덕교과서들을 분석해 볼 때, 인문학적 내용들은 위대한 고전 속 텍스

트를 직접 인용하거나, 인문학적 작품의 전반적인 내용을 스토리텔링함으로

써 주로 ‘글(text)’ 형태로 제시되고 있다. 물론 인문학적인 글은 도덕적으로 

감동을 주는 읽을거리가 되어줄 뿐만 아니라 도덕적인 사고와 판단, 공감능

력을 갖도록 한다는 점에서 도덕과에 있어 매우 유의미한 자료가 될 수 있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텍스트 중심의 인문학적 접근법은 도덕과의 내용 및 

방법상의 문제를 지닌다.

우선 그것은 학생들의 삶과 유리된 채 자칫 내용에 대한 지적 이해 수

준의 학습으로만 그칠 우려가 있다. 물론 도덕적 배움에 있어 지적 이해는 

매우 중요하다. 누스바움이 지적한 바와 같이, 타인에 대한 공감에 있어선 

인지적 요소가 개입되고, 지적인 이해가 좋은 행동을 반드시 야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무지는 사실상 나쁜 행동을 야기한다(Nussbaum, 2010: 141). 요컨

대 타자를 지적으로 이해하는 일은 중요하다. 이러한 점에서 인문학은 도덕

적 배움에 있어 지적 이해를 도모해 줌으로써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나 

우리의 도덕과 수업의 실제 장면을 고려해 볼 때, 주당 1~2시간이라는 짧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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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 수업시간 동안 학생들은 교과서에 실려 있는 인문학적 텍스트와 윤리

학적 내용들을 지적으로 이해하는 수준을 넘어서지 못할 우려가 있다. 뿐만 

아니라 인문학적 텍스트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인

문학적 소양과 감수성, 상상력, 비판적 사유 능력 등이 전제될 필요가 있는

데 기존의 우리 교육 현실에서는 학생들이 이러한 능력들 활용함에 있어 

익숙하지 않을 뿐더러 학생들은 인문학적 텍스트 속에서 도덕적 문제를 발

견하고 이에 대하여 윤리적으로 사고하며 자신의 삶과 연결 짓는 데 있어 

탁월하지 못하다. 이는 윤리학과 인문학의 상보적 소통적인 이해 속에서 학

생들이 자신의 삶과 결부지음으로써 지적, 정의적, 행동적 영역의 통합적인 

도덕적 성장을 기대하고자 하는 이상적인 도덕적 배움의 모습과는 너무 큰 

실행 격차를 보이는 것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자칫 인문학적 텍스트를 활용하는 교수 학습 방법이 

오히려 도덕과의 배움에 있어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왜냐하면 텍

스트 중심의 인문학적 접근은 학생들의 읽기, 쓰기, 말하기와 같은 기본적

인 인문학적 리터러시가 요구되며, 이것이 뒷받침될 때 학습이 성공적일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인문학적 리터러시에 부족한 학생들에게 텍스트 중

심의 인문학적 접근은 오히려 그들의 도덕적 성장에 방해가 될 수 있다. 그

들에게 아무리 도덕적으로 감동을 줄 수 있는 인문학적 글을 제공한다 하

더라도 제대로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자신의 생각을 글이나 말로써 제

대로 표현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추상적인 수준에서 학습될 우려가 있다. 예

를 들어 평소에 도덕적인 행동을 실천하고 공감 능력이 뛰어난 학생이 있

다고 할 때, 만일 그가 인문학적 리터러시가 부족하다면 텍스트 중심의 인

문학적 접근 방법을 통한 도덕과 학습에서 그는 자신의 도덕적 진가를 잘 

드러내지 못할 수 있다. 반대로 인문학적 리터러시는 우수한 반면 도덕성이 

부족한 학생이 있다고 할 때, 텍스트 중심의 인문학적 접근 방법을 통한 도

덕과 학습을 통해 자신의 우수한 이해력을 뽐내고 조리 있게 말할 수 있으

며 유려한 문체로 글을 쓸 수 있지만, 과연 그것이 진정 그의 도덕적 성장

으로 인한 것인지, 아니면 단지 ‘말뿐인 것’인지를 제대로 판단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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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과 학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은 학생들의 도덕적 

성장과 태도의 변화이며, 따라서 텍스트는 단지 도덕과 학습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 필요로 되는 수단 중의 하나에 불과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도

덕교과서가 지나치게 텍스트 중심으로 구성된다면 이는 자칫 본말이 전도

된 형태로의 학습이 전개될 위험이 따른다.

따라서 도덕과에서는 인문학을 활용함에 있어 반드시 텍스트 중심으로 

접근하기 보다는 좀 더 효과적인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 점과 관련

하여 우선 인문학적 내용들을 텍스트 대신 영상으로 제시하는 방안을 고려

해 볼 수 있다. 이른바 ‘디지털 인문콘텐츠 중심의 인문학적 접근법’은 우선 

인문학적 리터러시가 부족한 학생들에게도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

는 점에서 의미를 지닌다. 뿐만 아니라 도덕과에서 인문학을 활용함에 있어 

인문학적 고전이나 예술작품 등을 학습내용으로만 제시할 것이 아니라 인

문적인 방법적 태도를 익힐 수 있는 교수 학습 방법을 모색할 활용할 필요

가 있다. 도덕교과서에는 인문학적 텍스트를 읽고, 이에 대한 자신의 생각

을 써 보거나 다른 사람 앞에서 발표해 보는 것 정도의 교수 학습 방법을 

마련해 두고 있다. 그러다 보니 학생들이 수업에 참여함에 있어 보다 적극

적이고 능동적인 태도로 임하는데 있어 한계가 있다. 따라서 도덕과에서는 

학생들이 도덕 학습의 주체로서 보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

도록 하는 교수 학습 방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점과 관련하여,

다양한 인문학적 아이디어를 활용한 교수 학습 방법을 구안해 볼 수 있는

데, 그 대안적인 방법들을 이어지는 Ⅴ장에서 마련해 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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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인문학을 활용한 도덕과 교육의 개선방안

도덕과는 바람직한 인격과 시민성을 형성하도록 하여 궁극적으로 학생

들이 사람다운 사람으로 성장해 나가도록 하는데 공헌하는 교과의 성격을 

띠고 있다. 도덕과는 그 학문적 기반에 있어 연관된 학문들 간의 상호 소통

과 협력이라는 학제적 접근을 기반하고 이를 보다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

다. 요컨대 도덕과는 인성교육의 핵심 교과이자 ‘사람다운 사람’으로 성장하

도록 하는데 공헌하는 교과로서, 이에 연관되는 학문에 대하여 경계하지 않

고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특히 인간을 인간답게 

해 주는데 본래 목적을 두는 인문학을 도덕과에서는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

요가 있다. 따라서 이 장에서는 앞서 논의한 바들을 토대로 하여 궁극적으

로 학생들의 자율적이고 통합적인 인격 형성을 도모하고, 인성교육의 주관 

교과이자 핵심 교과로서 도덕과의 역할과 사명을 다하며, 그 학문적 정체성

을 보다 온전히 드러내고자 하는 측면에서 ‘인문학을 활용한 도덕과 교육의 

개선방안’을 마련해 보고자 한다.

인문학을 활용한 

도덕과 교육의 개선방안 마련

성격 및 

목표 측면
내용측면

교수․학습 

방법 측면

자율적이고 통합적인 인격 형성 

도모

인성교육의 주관 교과이자 핵심 

교과로서의 

도덕과의 위상 확립

[그림8] Ⅴ장의 연구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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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덕과 교육의 성격 및 목표

도덕과는 교과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최적의 학적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과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연관되는 모든 학문들 간

의 상호 협력 소통적 관계 속에서 그것을 온전히 실현해야 한다. 특히 도덕

과 교육과정은 도덕과를 통한 학습뿐만 아니라 타 교과와의 연계 내지 비

교과활동을 통한 도덕․인성교육과의 연계성을 고려하는 가운데, 학생들이 

궁극적으로 사람다운 사람으로 성장해 가도록 하는데 있어 공헌할 수 있도

록 하는 모든 학문들에 있어 그 학적 기반의 가능성을 열어 두어야 한다.

따라서 도덕과는 학생들의 자율적이고 통합적인 인격을 형성시키며, 궁극적

으로 학생들에게 도덕적인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를 가르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들이 실제로 좋은 삶(good life)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인성교육

적 목표를 더 큰 상위의 교과 목표를 두고, 이에 유기적인 연관성을 지닌 

학문들 간의 상호 협력 및 소통을 기하는 학제적 접근의 방식은 더욱 더 

강화되어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도덕과 교육은 인문학과의 관계성을 토대로 하여 문

학, 역사, 철학, 예술 등과 같은 인문학(humanities)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오늘날 도덕과 교육을 온전히 실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인간의 

폭넓은 삶의 영역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따라서 도덕

과는 학생들이 인간의 삶에 대한 보다 폭넓은 의미망(webs of meaning)을 

핵심적으로 고려하고 그들의 도덕적 성장뿐만 아니라 실제로 행복하고 좋

은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데 공헌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도덕과는 기존에 ‘윤리학적 접근을 중심으로 하되, 연관된 여러 

학문의 접근 방법을 활용한다(교육과학기술부, 2012)’라는 학제적 접근은 보

다 강화되어야 한다. 도덕과는 학생들의 자율적이고 통합적인 인격 형성시

키고, 궁극적으로 학생들에게 도덕적인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를 가르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들이 실제로 좋은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며, 사람다

운 사람으로 성장해 가도록 하는데 공헌하기 위해서는 그 학적 기반이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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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과 삶에 대한 전 범위로 확대되어야 한다. 또한 인성교육의 주관 교과이

며 핵심 교과로서 도덕과는 학생들이 ‘사람다운 사람’으로 성장해 가는 데 

있어 공헌할 수 있도록 하는 다각적인 도덕과 교육방안들을 마련할 수 있

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 학생들의 도덕적 성장을 그 핵심으로 하되, 엄숙

한 도덕과는 다소 무관할 수 있지만 학생들을 보다 안녕하게 하고, 행복하

고 좋은 삶을 이끌어 줄 수 있는 인문교양요소들을 보완한 보다 확장된 도

덕성 개념을 확보해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도덕과는 반드시 인문학과 통

섭해야 한다.

도덕과 교육은 문학, 역사, 철학, 예술 등의 인문학적 접근에 활용할 때,

선의 추구라는 궁극적인 목표를 보다 온전히 실현할 수 있다. 이를 통해서 

오히려 타 교과(사회과, 국어과 등)와는 차별화될 수 있는 ‘도덕과 교육’만

의 고유한 성격과 정체성을 보다 확연하게 드러낼 수 있다. 도덕과는 인문

학을 적극 포괄함으로써, 도덕과가 인간과 세상에 대하여 폭넓게 이해를 바

탕으로 인간을 바람직하게 변화시키도록 하는 교과임을 분명하게 드러낼 

수 있게 한다.

2. 도덕과 교육내용 

도덕과에서는 인문학을 활용한 도덕과 내용을 구성할 수 있다. 인문학

을 활용한 도덕과 내용을 구성함에 있어서는 크게 두 가지의 방향을 제시

할 수 있다. 그것은 첫째, 위대한 고전이나 경탄할 만한 삶을 만나게 함으

로써 학생들의 인문학적 교양과 규범적 인격을 고양시키고 자기 자신을 성

찰하고 수양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둘째, 인문학적 내러티브에 대한 

맥락적 이해를 통해서 삶의 다원성을 포용하면서도, 인문학적 상상력과 감

성, 합리적 감정 등을 고루 갖추도록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시민적 자질을 

갖추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 논문에서는 인문학의 대표 영역이라 할 수 있

는 문학, 역사, 철학, 예술적 접근을 통해 도덕과 내용을 구성하는 방안을 

마련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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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에서는 인문학을 활용한 도덕과 내용을 문학, 역사, 철학, 예술

적 접근이라는 형식적 구분을 시도하지만, 사실 이들은 엄연히 구분되기 어

려운 면이 있다. 예를 들어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도덕과에서 유의미할 

수 있는 역사적 내러티브는 사실 또 한편으로는 문학적 우수성을 갖춘 위

대한 역사서나 훌륭한 문학 작품이기도 하다. 또한 소크라테스의 변론과 같

은 철학적 텍스트는 또한 역사적, 문학적 텍스트의 기능도 함께 내포한 것

이기도 하다. 따라서 인문학을 활용한 도덕과 내용에 있어서는 문학, 역사,

철학, 예술적 접근이라는 다소 분리된 형식적인 구분에 의하기 보다는, 연

관된 내용들을 자연스럽게 구성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문학, 역사, 철학,

예술 간의 융 복합적인 접근을 통하여 보다 총체적인 도덕적 능력들을 발

휘시키고 계발할 수 있도록 할 수도 있다.

1) 문학적 접근

도덕과에서 활용될 수 있는 문학 장르로는 소설이나 시, 희곡 등이 있

을 수 있다. 소설, 시, 희곡 등의 문학 장르는 각기 고유한 형태와 스타일,

그리고 독자와의 소통 방식을 통해 삶의 규범적 의미를 표현함으로써 도덕

적 역할과 기능을 하고, 이를 통해서 인간의 삶을 보다 바람직하고 좋은 삶

으로 이끌어 준다.

소설은 사물들을 볼 때 사회과학이 제안하는 방식이 아니라 마치 앞에

서 이야기한 것과 비슷한 방식을 취하고, 다른 서사 장르와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구체적이라는 특징을 지닌다. 소설은 다른 많은 서사 장르들보

다 내적 세계의 풍부함을 훨씬 더 탁월하게 다루며, 수많은 구체적인 맥락 

속의 모든 모험을 통해 삶이 주는 도덕적 의미까지도 구현한다. 따라서 우

리는 소설을 읽음으로써 이 특정한 세계를 상상하기 위한 일련의 구체적인 

이미지들을 얻을 뿐 아니라, 보다 중요하게는 세계에 접근하기 위한 보편적

인 마음의 자세를 얻을 수 있다. 소설은 우리가 다른 세계를 꿈꿀 수 있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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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며, 이러한 상상력은 궁극적으로 더욱 인간적인 삶을 가능하게 한다. 또

한 시는 아리스토텔레스가 언급한 바와 같이 그 자체로 하나의 유기적인 

통일을 이루고 있는 사건을 필연적인 인과 관계의 테두리 내에서 재현하는 

것으로, 그것은 하나의 보편적인 진리를 함축한다. 시는 계속해서 억압될 

경우 언젠가는 위험하게 폭발할 수도 있는 인간의 감정을 안전하게 배출케 

하는 도덕적 기능, 일종의 카타르시스를 갖도록 함으로서 마음의 안식과 평

화를 찾게 한다.

이러한 문학 작품들을 제시방식에 있어, 비록 작품 속의 일부 내용이지

만 도덕적 문제를 담고 있는 텍스트를 직접 인용하여 제시하는 방식은 학

생들이 작품 속 인물의 생각과 감정, 행동에 대한 작가의 섬세한 묘사와 유

려한 표현을 그대로 살려 읽음으로써 인물들의 말과 행동에 자연스럽게 몰

입하게 되고, 그들이 겪고 있는 도덕적 문제나 심적 갈등상태에 대하여 이

해하고 공감할 수 있으며, 이러한 과정을 통해 문학적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등의 장점을 지닐 수 있다. 또한 문학 텍스트를 직접 인용하는 방식이 아

닌, 작품의 전반적인 이야기를 스토리텔링하는 방식은 도덕교과서가 문학 

작품들을 통하여 보다 폭넓고 다채로운 인간과 삶의 모습들을 간접적으로 

보여줌으로써 다양한 사람들의 삶의 모습과 경험들에 대하여 이해하고, 그 

속에 내재된 도덕적 문제 내지 도덕적 가치와 덕목을 발견하며, 이에 대하

여 스스로 도덕적으로 사고하고 성찰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장점을 지

닐 수 있다.

도덕과에서 문학적 접근은 학생들의 도덕적 성찰 내지 수양에 있어 유

의미할 뿐만 아니라, 문학적 내러티브에 대한 맥락적 이해를 통해 삶의 다

원성을 포용하면서도 문학적 상상력 및 합리적 감정 등의 요소들을 고루 

갖추도록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시민적 자질을 갖추도록 한다는 점에서도 

유의미하다. 누스바움이 지적한 바와 같이, 문학 작품은 가상의 독자들에게 

이야기를 건네는 고유한 방식 속에서 작품 속 인물들과 독자 자신이 연결

될 수 있다는 느낌을 전달하고, 그 결과 독자의 감정과 상상력이 풍부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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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써 결국 이러한 문학적 활동들은 궁극적으로 공적 사유와 긴밀한 관련

성을 갖도록 한다. 이러한 공적 사유와 긴밀한 관련성을 갖도록 하는 문학

은 인간의 시민적 자질 특히 문화의 경계를 넘어서는 공적 추론을 가능케 

한다는 점에서 궁극적으로 ‘세계시민성’을 형성케 한다. 이것은 곧 바람직한 

시민성을 형성하고자 목표하는 도덕과에서 있어, 문학적 내용들이 핵심적으

로 다루어져야 하는 이유이다.

그러나 모든 문학 작품이 도덕적이라고 볼 수는 없다. 문학 작품 중에

는 ‘비도덕적’인 양태를 띠는 것들도 있다. 많은 유명한 작품들은 인간의 비

인간화를 내포하기도 하는 환상을 유발하거나 원초적인 정서들을 자극함으

로써 독자들을 유혹한다. 따라서 문학이 교육적으로 기여하도록 하기 위해

서는 웨인 부스에 의해 제시된 바 있는 ‘공동추론(coduction)'의 과정이 반

드시 필요하다. 문학 작품에 대하여 비판적으로 접근하는 태도는 공동 추론 

과정을 통하여 결과적으로 인간의 태도를 선과 옮음을 지향하도록 할 수 

있다.

이러한 문학적 접근을 활용하게 되면 학생들은 도덕적 문제와 관련하

여 탐구해 보아야 할 것들에 대한 체화된(embodied) 도덕적 능력들, 예컨

대 도덕적 상상력과 도덕적 감성, 합리적 감정, 비판적 사유 성찰 능력 등

을 총체적으로 작동시킴으로써 보다 윤리적으로 사고하고, 이어서 자신의 

삶을 성찰하게 되며 더 좋은 삶을 위한 도덕적 실천 의지를 강화시킴으로

써 학생들을 도덕적으로 성장케 할 개연성이 크다.

물론 도덕과에서 문학적 접근은 국어과와는 차별화되는 것이다. 도덕과

에서의 문학적 접근은 궁극적으로 읽기와 쓰기 등의 인문학적 리터러시 함

양을 위한 접근방식이 아니라, 텍스트 속에 나타난 도덕적 문제를 핵심적으

로 다룬다는 점, 텍스트의 사실적 내용을 지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주가 아

니라 등장 인물과 그가 처한 상황에 대한 맥락적 이해와 공감이 중심이 되

며, 도덕적 상상력과 감성을 발휘하여 도덕적으로 숙고하고, 도덕적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기른다는 점 등에서 국어과와의 분명한 차별성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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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역사적 접근

역사는 지금의 자기 자신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는 가장 큰 거울이다.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는 까닭은 그 속에서 인간의 다양한 모습과 가치 덕

목들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며, 이것은 곧 내성적인 성찰을 통해 나의 삶

으로 내면화되면서 나를 성장시키는 힘이 되기 때문이다. 역사는 곧 나의 

인식의 바탕이며 내 삶의 모습이 된다.

이러한 역사는 과거의 역사적 사실을 바르게 이해함으로써 현재의 나

를 성장케 하며, 미래의 시간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바탕을 얻게 한다. 도덕

교과서에서 유의미하게 활용되고 있는 사마천의 『사기』, 김부식의 『삼국

사기』, 이순신의 『난중일기』, 홍대용의 『을병연행록』, 이행의 『신증동

국여지승람』등의 역사서들은 학생들에게 역사적 내러티브 속에서 교훈을 

얻게 함으로서 자신의 삶을 성찰하고 도덕적으로 성장케 한다.

역사는 단순히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기록하고 그 기록을 들춰

보는 것이 아니다. 역사는 인간이 무엇을 해왔는지, 인간이 무엇인지, 인간

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으로(김경집, 2013: 219), 우리는 역

사를 통해서 나의 개인적 특수성을 넘어 인간으로서의 보편적 자기 본질을 

인식하게 된다. 또한 이러한 역사의 자기인식적 기능은 인간에게 강력한 정

체성을 부여하게 한다. 역사는 인간의 집단적 경험에 대한 기억으로, 인간

의 정체성을 형성하도록 함에 있어 필연적이다. 인간은 역사를 집단적으로 

경험함으로써 사회나 국가 등의 집단에 대한 기억을 가짐으로써 정체성을 

갖게 되며, 그 과정에서 영광스럽게 공유된 역사의 기억은 인간에게 가령 

조국애(patriotism)와 같은 강력한 정체감을 부여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부

정적으로 기억된 역사는 죄와 고난을 보여줌으로써 우리를 분노케 하는데,

보편적이고 도덕적인 삶을 살고자 의지하게 되는 인간들은 그러한 죄와 고

난의 역사에 대하여 궁극적으로 보편적이고 도덕적이며, 더 나아가 인류애

적 기준과 가치를 내세우면서 비판적으로 접근하고자 한다. 도덕교과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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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되고 있는 바와 같이 윤동주의 ‘자화상’과 ‘서시’, 한나 아렌트(H.

Arendt)의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이나 피카소(P. Picasso)의 ‘게르니카’ 등

을 통한 역사적 접근은 학생들에게 그와 같은 비판적 사유와 성찰의 기회

를 제공하는 예가 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도덕과에서 역사적 접근은 나 자신에 대하여, 그리고 우

리가 사는 세계에 대하여 그것이 무엇인가를 알려줄 뿐만 아니라, 보다 적

극적인 의미에서의 구체적인 도덕적 역량을 함양케 한다. 특히 역사적 접근

은 자율적이고 통합적인 도덕성 형성에 필수적인 측면들을 훈련하게 하고 

발휘하게 한다. 역사는 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배경을 제공하여 도덕적

비판적으로 사고하고 이성적인 결론을 내리는 기술을 훈련시킴으로써 도덕

적 사고와 판단력을 길러 줄 수 있다. 또한 상상력과 도덕적 감성 및 합리

적 감정을 자극하며, 표현능력과 전달의 능력을 배양하게 한다. 나아가 교

육받은 사람이 지녀야 할 도덕적 정신적 태도들을 발전시키는 데도 필수적

인 요소가 된다.

역사가 가진 도덕적 함의, 즉 자기인식과 삶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

강력한 정체성을 부여하게 하며, 도덕적인 역량을 갖추도록 한다는 점을 고

려할 때, 역사는 도덕적이고 교양 있는 인간으로 성장하게 하는데 있어 필

수적인 요소라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개인적 특수성에서 벗어나 국가적

세계시민적 안목 내지 보편적 인류애적 안목으로 인간과 세상을 바라보게 

한다는 점에서 역사는 시민성 형성을 목표로 하는 도덕과 교육이 반드시 

지향해야 하는 내용요소이다.

물론 도덕과에서 역사적 접근은 사회과와는 차별화되는 것이다. 도덕과

에서의 역사적 접근은 기본적으로 인간 행위의 규범성과 관련된 역사를 다

루며, 인간 존엄성과 인권, 자유의지, 국가애, 인류애, 사회정의 실현 등의 

교육내용과 연관되어 구성된다. 그리고 역사에 대한 사실적 이해를 핵심으

로 하는 것은 아니며, 역사적 내러티브 속에 담겨 있는 도덕적 가치 덕목을 

발견하고 도덕적 교훈을 얻으며, 역사적 맥락 속에서 자신을 인식하고 성장

케 하는데 그 중심이 있다. 뿐만 아니라 보다 적극적인 의미에서 역사적 접



- 220 -

근을 통하여 구체적인 도덕적 역량들, 예를 들어 도덕적 사고와 판단력, 상

상력, 도덕적 감성과 합리적 감정, 도덕적 정신적 태도 등을 기르고자 한다.

이러한 점은 도덕과에서 이루어지는 역사적 접근이 사회과의 역사 학습과 

근본적으로 차별화되는 것임을 말해준다.

3) 철학적 접근

철학은 나와 세상에 대하여 끊임없이 물음을 던지고 스스로 그 답을 

찾고자 하는 사유를 통해 주체적 자아를 발견하고 실현하는 것에서 그 본

질을 찾을 수 있다. 이러한 철학적 사유에 관하여 가장 심오한 의미를 던진 

이는 바로 소크라테스이다. 소크라테스는 인간의 행복이란 그 자신의 ‘혼

(魂)의 완성’(the perfection of the soul), 즉 ‘가능한 한 인간의 영혼을 좋은 

상태로 만드는 것’이라고 부르는 것 속에서 발견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리

고 자신의 영혼의 돌보고 완성을 기하고자 하는 것은 철학적 사유로부터 

시작되는 것이라 생각했다. 즉 소크라테스에게 있어 철학적 사유란 자신의 

혼의 완성을 기하고자 끊임없이 반성적으로 통찰하는 과정으로 이해될 수 

있다. 소크라테스는 자신을 ‘등에’에 비유하면서 아테네 사람들에게 자신의 

혼을 돌봄으로써 참된 지혜를 추구할 것을 끊임없이 각성시키고 설득하고

자 하였다.

철학의 역사상 자주 만날 수 있는 질문은 네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나는 누구인가 어떻게 존재하는가, 둘째 세상은 어떻게 만들어졌고 어

디로 흘러가는가, 셋째 나의 도덕적 자아를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넷째 어

떻게 인식할 것인가(김경집, 2013: 27)이다. 결국 인간은 철학이라는 치열함

을 통해 성장한다. 이러한 철학적 질문은 곧 도덕 수업시간의 배움의 과정 

즉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라는 질문을 삶의 각 단계와 학습자 스스로의 

도덕성 발달 수준에 맞추어 화두로 재구성해 던져 놓고 그 해답을 교사와 

함께 모색하는 깨달음의 과정”(박병기, 2007: 71)과도 친화적인 것이다.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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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아니라 철학은 궁극적으로 도덕을 지향하는 지성이다. 키케로가 “철학에 

의해서 삶 전체는 교정받고 지도되어야 한다(Cicero,『투스쿨라눔의 대화』

제5권, 5장).”고 언급하였던 바와 같이, 교양 있는 인간에게 있어 도덕을 지

향하는 지성으로서 ‘철학’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그러나 키케로가 철학적 교양이야말로 ‘고도의 교양’(politior

humanitas)이라고 설명한 바와 같이, 통상적인 견해에서 철학은 다소 어려

운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학교교육에 있어 철학은 고등학생들에게도 가

르치기 어렵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하지만 어린 학생들과 청소년이 

배워야 할 철학은 철학적 활동의 결과물인 학문의 체계로써 ‘철학’이 아닌 

철학적 활동 자체인 ‘철학함’임에 주목한다면(E. Martens, 1999, 박승억 역,

2000), ‘철학함’의 맥락에서 의미 있게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볼 수 

있다. 아동기의 철학에 대해서는 매튜 립맨(M. Lipman), 개러스 매튜스(G.

Matthews), 프랑수아 갈리셰(F. Galichet), 에케하르트 마르텐스(E. Martens)

와 같은 학자들의 이론에 의해 전반적으로 지지되고 있다. 앞서 언급한 바

와 같이 이들의 연구에 따르면, 아동들이 철학을 하는 것은 음악을 연주하

거나 놀이를 하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활동이다. 아동기의 철학함을 지지하

는 이들의 연구들은 반대로 아동들이 실제로 철학적 사고를 하고 있거나 

할 수 있음을 다양한 방식으로 보여줌으로써 아동들의 철학함이 가능한 실

제적인 근거들을 제공한다. 따라서 학생들에게 철학함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초․중학교의 경우에도 충분히 시도될 수 있다. 실제로 중학교 도덕교

과서의 경우 문학 및 철학 고전, 역사서 속 철학적 내러티브를 다양하게 활

용하여 생각의 폭을 넓히도록 하고, 철학적으로 사유해 보도록 하는 내용 

구성을 찾아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주체적인 삶의 자세에 대하여『장자』

「추수」편의 한단지보(邯鄲之步) 이야기를 활용하거나, ‘개인의 도덕적 삶

과 국가의 관계’에서 『논어』「안연」의 무신불립(無信不立) 이야기나 아

리스토텔레스의 『정치학』, 토머스 홉스의 『리바이어던』을 활용해 볼 수 

있다. 또한 ‘어떻게 살 것인가’와 관련하여 플라톤의 『소크라테스의 변론』

에서 소크라테스가 자신을 등에에 비유한 이야기, ‘사회 정의와 도덕’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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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마이클 샌델의 『정의란 무엇인가』에서 트롤리 문제 등의 다양한 철

학적 내러티브를 활용함으로써 궁극적으로 학생들의 도덕적 이해를 심화시

키고, 시민적 자질을 갖출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물론 도덕과에서의 철학적 접근은 시민성 형성뿐만 아니라 자기성찰과 

수양의 범주에서도 시도될 수 있다. 『논어』,『대학』, 『소학』, 『예기』,

『명심보감』과 같은 동양고전들을 활용할 수 있고, 플라톤의 『메논』,

『파이드로스』, 아리스토텔레스의 『니코마코스 윤리학』, 칸트의 『실천

이성비판』과 같은 서양철학고전도 충분히 활용될 수 있다.

그러나 초등학교의 경우 학생들에게 철학적 내러티브에 대하여 비판적

으로 사유하도록 하기 보다는 주로 철학고전을 감동적인 읽기 자료로 제시

하여 도덕적 규범을 습득하고 덕성을 갖추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는 

초등학교의 경우 관례적 도덕성의 수준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비판적 

사고와 성찰 능력 내지 자율적 도덕성의 함양은 아직 이르다는 통념이 전

제되어 있는 것이다. 하지만 초등학교의 경우에도 비교적 적극적인 철학 활

동은 가능하다. 아동기의 철학함에 대하여 지지하는 연구들에 의하면, 신선

하고 창의적이며 모든 것에 의문을 던지고 질문하는 것과 같은 활동들이 

철학의 전부는 아니지만 최소한 일부임에 분명하다. 이러한 범주에서 아동

들의 철학 활동은 매우 자연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따라서 

초등학교 학생들에게도 철학함의 기회를 제공하여, 초등학생들의 철학적 사

고 능력도 적극적으로 격려될 수 있다.

4) 예술적 접근

예술은 단지 순수지각의 대상으로서의 의미를 지니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으로 심미적인 이해의 대상이 되며 인간의 삶에 깊이 관여하는 것이다.

따라서 도덕과에서 예술적 접근을 활용함에 있어서는 예술작품을 단지 시

각적인 감상 대상으로 여기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인간 경험의 미학적 

차원을 담은 것으로서 삶에 대한 심미적 안목을 갖도록 하고 그 속에 담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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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적 의미를 발견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동양 사상에 따르면 예(藝)는 인격을 현실화하는 통로이다. 『논어』

「술이」편에 나타나는 ‘道에 뜻을 두고, 德을 지키며, 仁에 떠나지 않고,

藝에서 노닐어야 한다(志於道, 壉於德, 依於仁, 遊於藝)’의 구절은 인격의 완

성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내적-도덕적 탐구가 궁극적으로 예술적 형식, 즉 

충만한 즐김의 상태로 나타나야 함(송순재, 2004: 55)을 의미한다. 그리고 

예(藝)는 인격과 사회의 완성을 도모할 뿐 아니라, 즐김 자체가 그 충만함 

안에서 인생의 최고 상태가 되게 하려는 데 있다. 뿐만 아니라 동 서양의 

철학적 전통에서 미와 도덕은 본래 서로 분화되지 않는 것이다. 그것은 앞

서 살펴본 바와 같이 예술에 대하여 비판을 가했던 플라톤조차도 인정한 

부분이다. 미와 도덕이 본래 서로 분화되지 않는 것으로 파악한 것은 동양

철학에서도 마찬가지다.

물론 미와 도덕이 서로 분화되지 않는 특성을 갖는다 하더라도 반드시 

미가 도덕적 좋음과 도덕적 행동을 낳게 하는 것은 아니다. 문학과 예술적 

미에 대해 매우 수준 높은 안목을 갖고 있더라도 인간은 잔악무도한 만행

을 서슴없이 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H. Gardner, 1999: 146). 그럼에도 미와 

도덕은 서로 분화될 수 없다는 특성은 미가 도덕적 좋음과 도덕적 행동으

로 이어질 개연성이 크다. 이 점과 관련해서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쉴

러(F. Schiller)가 개인은 도덕과 미적 원리를 통합할 수 있는 내적 능력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미와 도덕은 통합될 수 있음을 주장한 바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쉴러는 인간이란 미와 유희의 체험을 통해 전인, 진정으로 도

덕적인 인간이 될 수 있다고 보았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예술적 접근은 도덕과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마크 존슨은 예술이 도덕성과 식별력, 표

현, 탐구, 창조성, 기술 등에 있어 실제로 연계성이 있음을 밝히기도 하면서 

도덕과 교육에서 예술이 갖는 의미를 찾고, 이를 활용한 도덕과 교육 모형

을 강구해 볼 수 있음을 설명하였다.

실제 도덕과 교육과정에서는 도덕에 있어 예술이 갖는 의미에 대한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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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성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있다. 특히 ‘문화와 도덕’ 단원을 별도로 마련

하여 예술과 도덕간의 관련성에 대하여 내용들을 직접적으로 다루고 있다.

도덕과에서 유의미한 예술 작품으로는 다비드(J. L. David)의 ‘소크라테스의 

죽음’, 피카소(P. Picasso)의 ‘게르니카’, 폴 고갱(P. Guaguin)의 ‘우리는 어디

서 왔는가?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어디로 갈 것인가?’, 빈센트 반 고흐

(Vincent van Gogh)의 ‘별이 빛나는 밤’, 클림트(G. Klimt)의 ‘삶과 죽음’,

뒤러(A. Dürer)의 ‘기도하는 손’, 프리다 칼로(Frida Kahlo)의 ‘상처 입은 사

슴’, 페르난도 보테로(F. Botero)의 ‘모나리자’, 렘브란트(Rem´brant)의 ‘자화

상’ 등을 꼽을 수 있다. 이와 같은 미술 작품뿐만 아니라 베토벤의 ‘운명교

향곡’이나 모차르트의 ‘피가로의 결혼식’ 등과 같은 음악 작품 역시 예술과 

도덕의 관계, 인간의 보편적인 감정을 설명하고 이에 공감해 보는데 도덕과 

학습에 있어 유의미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다채로운 예술 작품들을 활용함에 있어서 도덕과에서는 예

술 작품과 연관되는 이야기를 덧붙임으로써 문학적, 역사적, 철학적, 도덕적 

맥락과의 관련성과 도덕적 통합성 속에서 예술 작품에 대한 이해의 깊이를 

심화시킬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도덕과에서 예술적 접근을 통하여 비판적으로 사고해 보

도록 할 수도 있다. 진화심리학적으로 볼 때, 예술은 시간적, 공간적 범주를 

초월한 보편적 아름다움을 추구하고, 이는 인간의 보편적인 마음과 감각을 

존중하고 인간의 보편적 본성에 부합하는 것이다. 그러나 몇몇 예술 작품 

중에는 이러한 인간의 본성에 반하는 작품으로 여겨지는 것들도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중학교 도덕교과서에 제시되어 있기도 한 프랑크 스텔라(F.

Stella)의 ‘아마벨’이 그것이다. 교과서에는 만약 자신이 이 작품의 철거를 

결정할 권한을 가진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해 보도록 하고 있는데, 이

처럼 인간의 보편적인 안목에 반하는 예술 작품에 대하여서 이것을 예술이

라고 생각하는지 그렇지 않은지,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를 질문해 봄으로써 

학생들이 비판적으로 접근해 볼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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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도덕과 교수 학습 모형

도덕교과서의 구성을 기준으로 할 때, 도덕교과서에서 인문학이 활용되

고 있는 교수․학습 방법을 살펴보면, 크게 수업의 주된 탐구활동을 위한 

주제로 인문학적 텍스트를 제시하는 유형과, 인문학적 텍스트를 읽기 자료

로 제공함으로써 학습내용을 보완하는 유형으로 구분된다. 수업의 주된 탐

구활동을 위한 주제로 인문학적 텍스트를 제시한 경우, 도덕교과서에서는 

학생들의 도덕적 탐구활동을 위해 인문학 작품 속의 텍스트를 일부 직접 

인용하거나 전반적인 내용을 스토리텔링함으로써 이에 대한 도덕적인 질문

을 던진다. 이를 통해 학생들이 윤리적으로 사고하고 성찰해 볼 수 있도록 

하는 장점이 있다. 인문학적 텍스트를 읽기 자료로 제공함으로써 학습내용

을 보완하는 유형의 경우, 도덕적 배움에 있어 지적 이해를 넓히고, 도덕적 

귀감을 얻으며, 자기 자신을 되돌아봄으로써 자기 수양적인 태도를 갖추도

록 하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도덕과에서 인문학을 활용할 때 실제로 학생들이 어떠한 과정

을 통해서 윤리적으로 사고 성찰하고 인간 경험의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

는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교수․학습 방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자칫 도

덕 수업시간에 학생들은 교과서 속 인문학적 텍스트를 단순히 읽고 넘어가

는 것으로 학습이 종결되거나, 도덕적 질문에 대하여 공동의 깊이 있는 사

색 과정을 구현하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다. 물론 교사의 역량과 교재 연구 

및 재구성을 통하여 적절한 교수․학습 방법을 구안하여 깊이 있는 탐구활

동을 해 나갈 수도 있지만, 보다 근본적으로 도덕과에서 인문학을 활용한 

교수․학습 방법을 마련하여 안내할 필요가 있다. 만일 그렇게 마련하지 못

한다면 도덕과는 인문학을 활용함에 있어 위대한 모범과 도덕적 귀감이 될 

만한 내용에 대한 ‘읽기’ 방식의 교수․학습 방법이 주를 이룸으로써 단지 

인류의 위대한 도덕적 가치와 덕목을 수동적으로 훈습시킴으로써 기존의 

권위와 질서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착하고 온순한 인격을 지닌 사람들을 길

러 내는 교과라는 오명에서 여전히 자유로울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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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도덕과에서는 인문학적 내러티브를 활용한 학습에서 필연적으

로 요청되는 읽기 학습을 기본적으로 전제하되, 읽기 학습의 문제점을 보완

하면서도 학생들이 학습의 주체로서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도

덕과 수업 모형을 학생들에게 맞게 디자인해야 한다. 이를 통해서 기존의 

‘읽기 학습 중심’의 교수 학습 방법을 보완하거나 그것을 뛰어넘는 다양화

된 교수 방법을 구안하여 실제로 인문교양을 겸비한 개인적, 시민적 자질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 논문에서 제안하는 인문학을 활용한 도덕

과 교수 학습 모형은 다음과 같다.

1) 인문학적 상상을 통한 도덕적 추론 학습 모형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인지과학적 연구들에 의하면, 인간의 이해와 경

험, 도덕성 등은 본질적으로 은유적이다(M. Turner, 1996; G. Lakoff and

M. Johnson, 1979; 1980; 1987; 1993; 1999; 2009 등). 마크 터너는 인간의 마

음이 다름 아닌 문학적 마음을 그 본질로 한다고 설명한다. 즉 인간의 마음

은 이야기(story)를 기본 원리로 하며, 인간의 경험과 지식, 사고의 대부분

은 사실상 이야기로서 구조화된다(M. Turner, 1996). 마찬가지로 인간의 도

덕성도 본질적으로 은유적이다. 마크 존슨에 의하면, 인간의 도덕적 이해 

대부분은 영상, 영상도식, 은유, 서사 등과 같은 상상력의 다양한 구조들에 

의존하고 있으며, 따라서 도덕적 추론은 기본적으로 하나의 상상적 활동이

다(Johnson, 노양진 역, 2008). 이러한 터너와 존슨의 주장에 따르면 도덕적 

이해와 추론은 불가분하게 상상력의 구조에 의존해 있다. 이러한 인지과학

적 연구들을 통하여, 도덕적 상상력은 도덕적 이해와 추론에 있어 가장 중

요한 의미를 지닌다는 주장이 지지될 수 있다. 그러나 도덕과 교육에 있어 

도덕적 상상력을 효과적으로 함양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방법이 마련되지 

못하다면 아무리 도덕적 상상력이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하더라도 그것

은 단지 추상적인 주장에 불과하다. 따라서 도덕과에서 학생들의 도덕적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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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력을 효과적으로 함양케 하는 교수․학습 방법을 구안할 필요가 있는데,

이러한 점에서 마크 존슨의 연구와 누스바움의 연구가 상호 수렴되는 지점

에 주목해야 한다. 앞서 밝힌 바와 같이 이들 연구가 상호 수렴되는 지점은 

바로 인문학을 통한 상상력, 즉 ‘인문학적 상상력’이다. 문학, 역사, 철학, 예

술 등의 인문학 영역으로부터 발현될 수 있는 상상력은 곧 도덕적 상상력

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그것은 인문학적 상상력이 갖는 도덕적 기능으로 인해 가능한 것이다.

인문학은 다양한 신념과 정서, 사고를 가진 ‘인간’에 대하여 주의를 기울이

게 하고, 최대한 그의 입장이 되어 그들을 이해하게 한다는 점에서 본질적

으로 도덕적 기능을 지닌다. 우리는 인문학을 통해서 일상의 삶 속에서는 

직접 대면할 수 없는 수많은 상황 속에 놓인 인간에 대하여 주의를 기울일 

수가 있다. 인문학 속에 나오는 인물들은 현재가 아닌 과거의 사람일 수도 

있고, 먼나라에 사는 사람일 수도 있고, 나와 다른 성별, 종교, 계층이나 계

급에 속한 사람일 수도 있다. 그 과정에서 나와는 다른 인간의 특성이나 그

를 둘러 싼 인간관계, 그리고 그가 속한 사회의 관습이나 제도 등과 마주하

게 되며, 이러한 점들은 누스바움의 지적과 같이, 나의 이익에 비추어 승인

하거나 거부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최대한 그들의 입장이 되어 들여다보아

야 할 ‘이해’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방진하․곽덕주, 2013: 124). 이와 같은 

타자에 대한 앎은 궁극적으로 학생들이 가진 ‘인간 존재에 대한 사고’에 기

여할 뿐만 아니라 최대한 그들의 입장이 되어 보는 상상을 통하여 자기중

심성으로부터 벗어나게 하고, 타자의 상황을 이해하고 공감하게 되어 보다 

공적인 차원에서의 도덕적 상상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자연스럽게 발현되는 공감 내지 연민 등의 감성을 포함하는 도덕적 상상력

은 결국 도덕적 추론의 근본 토대가 될 수 있다.

아울러 인문학적 상상은 마크 존슨이 지적한 바와 같이, 서사적 상상력

으로 이어져 궁극적으로 자기반성적인 도덕적 행위자로서 인간의 정체성을 

스스로 변화시키고 성장케 한다. 지속적인 자기반성과 도덕적 행위의 과정 

속에 있는 인간은 인문학적 상상을 통해 자신에 대한 서사적 상상을 발휘



- 228 -

한다. 즉 인문학적 상상은 타자에 대한 도덕적 상상으로 이어지고, 이러한 

도덕적 상상은 다시 사지향(斜志向)하여 자신으로 돌아와 자신에 대한 서사

적 상상으로 이어짐으로써 자신을 반성하고, 바람직하게 변화시킴으로써 도

덕적 정체성을 형성케 할 수 있다.

따라서 도덕과 교육에서는 문학, 역사, 철학, 예술 등의 인문학적 내러

티브를 활용함으로써 인문학적 상상을 통한 도덕적 추론 학습을 활용해 볼 

수 있다. <표3>에서 볼 수 있듯이, 인문학적 상상을 통한 도덕적 추론 학습 

모형은 인문학적 내러티브 속에 나타난 도덕적 문제와 관련하여 자아 중심

적 접근으로부터 벗어나 타자의 입장에서 상황을 상상하고, 새로운 관점에

서 문제를 바라보도록 하며 새로운 가능성을 마음에 그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경험해 보게 한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공감하며, 타자를 그 자체로 

목적으로 대하고 그들의 안녕과 행복에 관심을 갖게 한다. 아울러 이러한 

상상은 다시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와 자신을 반성하고, 바람직하게 변화시

킴으로써 도덕적 정체성을 형성해 나갈 수 있게 한다.

<표3> 인문학적 상상을 통한 도덕적 추론 학습 모형의 예

교수-학습 단계 주요 활동 교수 학습방법

도덕적 동기유발 ∘ 인문학적 내러티브 또는 작품 만나기
ICT학습
강의법

도덕적 이해
∘ 인문학 작품 속 다양한 신념과 정서, 사고를 가진 ‘인간’

에 대하여 주의를 기울이며 내러티브 읽거나 작품 감상하기
읽기학습

인문학적 상상을 
통한 도덕적 추론

∘ 타자의 입장에서 상황을 상상하고 이해하기
∘ 공감 내지 연민 등의 도덕적 감성 만나기 토의 토론

논술
다양한 

소집단활동
∘ 새로운 관점에서 바라보고 새로운 가능성을 제안하기
∘ 타자를 그 자체로 목적으로 대하고 그들의 안녕과 행복
을 추구하기

도덕적 성장
∘ 자신을 반성하고 새로운 마음가짐하기
∘ 생활 속에서 실천하고자 하는 의지 갖기

발표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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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도덕과 교수․학습 방법을 활용한다면, 학생들이 단지 도덕 

원리나 도덕적 규범에 대하여 추상적, 수동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주체적으로 도덕적 의미를 발견하고,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서로의 생각과 감정을 공유하는 과정을 통하여 

자신의 생각과 감정 등을 개선해 나감으로써 궁극적으로 바람직한 도덕적 

정체성을 형성해 나갈 수 있다는 점에서 유의미한 도덕과 교수․학습 방법

이라 할 수 있다.

2) 공동추론을 통한 도덕적 대화 학습 모형

도덕과 교육내용에 있어 인문학을 활용하는 것이 유의미하더라도 반드

시 유의할 점이 있다. 인문학 작품이라고 해서 모든 인문학 작품들이 완결

된 윤리성을 띠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앞서 지적된 바 있듯이, 많은 문

학, 예술 작품들이 도덕적으로 바람직하지 않거나 위법한 내용을 담고 있

고, 비인간적인 환상을 유발하거나 원초적인 정서들을 자극함으로써 독자들

을 유혹하기도 한다. 역사적인 자료들도 마찬가지로 과거의 반인륜적이고 

비도덕적인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도덕과에서 반드시 위대하고 도덕적 귀감이 될 만한 전형적인 

인문학 작품만을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비도덕적이고 비인간화를 내

포한 인문학 작품도 활용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인문학 작품을 활용할 경

우, 학생들이 그것의 도덕 윤리성에 대하여 비판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방

법을 반드시 강구해야 한다. 그렇게 된다면 오히려 인문학 작품이 갖는 비

윤리성에 대하여 학생들은 비판적으로 접근하고 평가해 볼 수 있는 경험의 

기호를 제공할 수 있어 도덕과에서 의미있게 활용될 수 있다.

따라서 도덕과에서 인문학이 담고 있는 도덕 윤리성에 관하여 접근하

고자 한다면, 학생들에게 비판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안목과 방법적 태도를 

길러 주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인문학 작품 속 도덕적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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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를 대하는 자신이 갖고 있는 생각과 관점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의 생

각과 관점을 반영한 소통의 장이 마련될 필요가 있고, 상호 소통을 통해서 

인문학 작품 속의 도덕 윤리성에 대하여 비판적으로 접근해 보고 평가해 

봄으로써, 보다 온전한 도덕적 추론을 이끌 수 있도록 하는 교수․학습 모

형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에 대해서는 도덕과에서 웨인 부스나 누스바움에 

의해 지적된 바 있는 “공동추론(coduction)”(Wayne C. Booth, 1988; M.

Nussbaum, 1996)의 교수․학습 방법을 구안해 볼 수 있다. 공동추론

(coduction)이란  특정한 인문학 작품의 쟁점 내지 윤리적인 함축 등에 대

하여 새로운 의식과 자각을 이끌어 줄 수 있도록 상호 토의 토론하고, 서로

의 생각과 정보를 공동 교환하는 활동을 의미한다. 웨인 부스는 개인들이 

갖고 있는 가치관들이 궁극적으로 우리의 가치관에 이르는 방법을 이 공동

추론(coduction)이라는 용어를 통해 소개하였다. 그는 공동추론이란 일종의 

‘개인적 산출’ 대신에 ‘공동의 기획(common enterprise)’을 선택함으로써 인

간들이 보다 진화된 도덕적 추론과 보편적인 가치관을 가질 수 있도록 한

다고 보았다. 이러한 견해를 따를 때, 도덕과에서 공동추론이란 인문학 작

품 속에 내재한 도덕적 문제에 대하여 학생 개인들이 가진 도덕적 추론들

을 다른 학생들과의 도덕적 대화를 통해서 점차 진화시켜 나가게 하는 과

정이라 할 수 있다. 한 명의 개개인들은 인문학적 텍스트를 읽음으로써 사

건에 몰두하고 또 깊은 관심을 가진 참여자가 되지만, 또한 자신 앞에 놓인 

장면의 상황에 대해 완벽하게 알지는 못한다. 이에 반해 인문학적 텍스트를 

읽은 다양한 삶의 경험을 가진 다른 독자들(곧 학생들)이 많이 있으며, 이

러한 독자들과의 대화와 소통을 통해서 도덕적 추론은 진화되고 완성될 수 

있다.

<표4>에서 볼 수 있듯이, 공동추론을 통한 도덕적 대화 학습 모형은 

자신이 인문학 작품을 통해 이해한 바에 대하여, 다른 학생들이 이의를 제

기하거나 보충해주는 것을 통해서 다른 학생들과의 도덕적 대화가 의미 있

게 소통되도록 하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 갖고 있었던 생각

과 감정 등에 대해서 성찰해 보고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하는 장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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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닌다. 이와 같은 공동추론 과정을 통해 결과적으로 바람직한 도덕적 추론

을 가능한 이유는 누스바움(M. C. Nussbuam)과 같은 정치철학자와 핑커(S.

Pinker) 같은 진화심리학자가 모두 인정하는 바와 같이, 인문학 작품을 대

하는 우리 인간들은 근본적으로 도덕적인 욕구를 갖게 되고 보편적 본성을 

따르고자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보편적 가치와 좋음(good)을 지향하기 때문

이다.

<표4> 공동추론을 통한 도덕적 대화 학습 모형의 예

교수-학습 단계 주요 활동
교수 학습방법

의 예

도덕적 동기유발 ∘ 인문학적 내러티브 또는 작품 만나기
ICT학습
읽기학습
감상학습

도덕적 문제 찾기
∘ 작품 속의 윤리적 쟁점이나 문제 찾기

(비인간적이거나 윤리적이지 않은 문제, 위법한 문제 등)
소집단학습

공동추론을 통한 
도덕적 대화

∘ 작품 속 윤리적 쟁점이나 문제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 써 
보기

논술

∘ 서로의 의견과 정보를 공유하며 도덕적 대화하기
∘ 윤리적 쟁점이나 문제에 대하여 공동추론하기(비판적 안
목으로 서로의 의견에 질문하고 답변하기)

∘ 다른 학생들의 의견과 가치관을 존중하고 경청하기

토의 토론

도덕적 성장
∘ 공동추론 후 새롭게 알게 된 점이나 자신의 생각 및 가
치관이 발전한 점 등을 말하기
∘ 자신을 반성하고 새로운 마음가짐하기

발표학습

이러한 공동추론 과정은 도덕 원리나 가치규범들을 학생들이 수동적으

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과의 도덕적 대화를 통하여 능동적이

고 비판적으로 접근해 봄으로써 자신의 보다 진화된 도덕적 생각을 가능케 

하고, 자신이 미처 알지 못하고 보지 못했던 부분을 다른 학생들을 통해서 

깨닫게 됨으로써 삶에 대한 다각적인 접근을 이해하고 통찰의 경험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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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 하며, 보다 보편적이고 도덕적인 추론에 이를 수 있는 방법적 태도를 배

울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유의미한 도덕과 교수․학습 방법이라 할 수 

있다.

3) 분별 있는 관찰자 되어 보기를 통한 합리적 감정 학습 모형

인문학 작품 속의 모든 감정이 도덕적으로 반드시 좋은 길잡이가 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분별 있는 관찰자(The Judicious Spectator)’의 관점을 

견지하고 ‘합리적 감정(rational emotion)’을 갖도록 하는 연습이 필요하다.

분별 있는 관찰자란 자신의 눈 앞에 벌어진 사태를 객관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능력과 함께 사건에 연루된 당사자들에 대한 깊은 공감 능력을 

동시에 가진 제삼자를 뜻한다.25) 그리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누스바움은 

감정은 때론 합리적일 수 있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합리적 감정은 공적인 

삶의 영역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필수적인 요소라는 점을 주장한 

바 있다.

분별 있는 관찰자와 합리적 감정의 관계는 누스바움의 견해에서 찾을 

수 있다. 누스바움은 훌륭한 문학 작품을 통해 형성된 공감, 두려움 등의 

감정들은 합리적 감정이 될 수 있는 훌륭한 후보자들이라고 주장한다

(Nussbaum, 박용준 역, 2013: 159). 그런데 문학 작품 속의 모든 감정이 

도덕적으로 신뢰할 만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신뢰할 만한 감정 즉 합리적 

감정으로 여과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며, 누스바움은 이를 애덤 스미스의 

‘분별 있는 관찰자’라는 개념에서 찾는다. 문학 작품을 읽는 것은 그러한 분

별 있는 관찰자의 입장을 정립할 수 있게 해 줌으로써, 공적인 삶의 영역에

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합리적 감정을 위한 여과 장치를 제공해 줄 수 있

다(Nussbaum, 박용준 역, 2013: 159).

25) 데이비드 흄으로부터 유래된 ‘분별 있는 관찰자’ 개념은 애덤 스미스의 『도덕 감정

론』에서 중요한 개념으로 등장하며, 이후 존 롤스, 아마르티아 센, 마사 누스바움 등

의 윤리학에서 논의의 핵심적 기반이 되는 개념이다(Nussbaum, 박용준 역, 2013: 42).



- 233 -

애덤 스미스는 이상적인 합리성을 설명하는 가운데 감정을 이상적인 

합리성에서 배제시키지 않는다. 오히려 그는 감정들은 우리 앞의 사람에게 

벌어지는 일에 대해 충분히 가질 수 있는 특정한 사유에 수반되는 것이며,

특히 우리가 사태를 인식할 때 필요한 장치의 부분이라고 보았다. 다만 그

는 『도덕 감정론』에서 타인을 대하는 적절한 감정을 지닌 분별 있는 관

찰자의 판단과 대응이 필요하며, 이러한 관찰자의 판단과 대응이 공적 합리

성의 패러다임을 제공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Nussbaum, 박용준 역,

2013: 160). 애덤 스미스는 ‘분별 있는 관찰자’의 존재를 다음과 같이 설명

한다.

관찰자는 (…) 가능한 한 자신을 상대방의 입장에 놓고, 상대에게 

고통을 주고 있는 모든 사소한 사정까지도 진지하게 느껴보려고 노력하

지 않으면 안 된다. 그는 자신의 친구가 처해 있는 모든 사정을 아주 

사소한 일까지 모두 받아들여야 한다. 그리고 그의 공감의 기초가 되는 

역지사지를 최대한 완전히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한다(A. Smith, 박세

일․민경국 공역, 2009: 29-30).

위의 인용문에서 알 수 있듯이 애덤 스미스는 당사자에게 공감하는 동

일시를 통해 관찰자의 존재를 설명한다. 이러한 관찰자의 반응은 관심의 의

지적 표현일 뿐 아니라, 진정한 감정이기도 하다. 그런데 이러한 스미스의 

설명에다가 누스바움은 분별 있는 관찰자가 지녀야 할 구체적인 태도를 덧

붙인다.

분별 있는 관찰자는 … 자신이 목격하는 사건에 개인적으로 연루되

지는 않지만, 그들을 염려하는 친구로서 그들에게 관심을 갖는다. 그러

므로 그는 자신의 개인적 안전과 행복에 관계된 감정을 갖거나 생각을 

하지 않는다. 그런 의미에서 그는 편향성을 갖지 않으며, 자기 앞에 놓

인 상황에 대해 객관성을 지니고 살펴본다. 물론 그는 어떤 일이 벌어

지고 있는지 알기 위해 자신의 개인적 경험으로부터 얻어진 정보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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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할 것이다. 하지만 이 정보들은 자신의 목적과 계획에 편향되는 것

을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여과된 것들이다. 다른 한편 그는 바로 이러

한 이유로 감정을 결여하고 있지 않다. 그의 가장 중요한 도덕적 능력 

가운데 하나는 그가 머릿속에서 그리는 상황에 처한 사람들 각각의 처

지와 느낌을 생생하게 상상할 수 있는 힘이다(Nussbaum, 박용준 

역, 2013: 160).

이러한 견해에 따르면, 분별 있는 관찰자가 갖는 합리적 감정이야말로 

시민적 자질을 함양함에 있어 필수적인 요소이다. 합리적 감정은 나 또는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우리 앞에 놓인 상황에 대한 섬세

한 인식으로서 그 자체로 도덕적으로 가치 있는 것이며, 게다가 적절한 행

동까지도 촉발하게 하는 원동력이다(Nussbaum, 박용준 역, 2013: 162).

그러나 모든 감정이 도덕적으로 좋은 길잡이가 되는 것은 아니다. 누스

바움은 감정이 도덕적으로 좋은 길잡이가 되기 위해서는 다음의 조건을 충

족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첫째, 좋은 길잡이가 되기 위해서는 우선 감정은 사건에 대한 참된 

관점에 근거해야 한다. 참된 관점이란 사건에 대한 사실 정보들, 상황 

속 당사자들이 인지하는 사실의 중대성, 이해할 수 없거나 당사자의 의

식에서 왜곡될 수 있는 참된 의미 혹은 중요성의 측면 등을 포괄한다.

둘째, 감정은 반드시 사건에 연루된 관계자의 것이 아닌, 관찰자의 

것이어야 한다. 이는 곧 우리가 사건에 관계된 사람들이 사건을 정확히 

이해하고 타당하게 대응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상황에 대한 반성적 평

가를 해야 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스스로의 행복을 위한 사적 이해

관계로부터 도출된 감정의 부분을 제거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Nussbaum, 박용준 역, 2013: 162-163).

따라서 도덕적으로 좋은 길잡이가 될 수 있는 감정을 갖기 위해서 채

택하는 ‘분별 있는 관찰자’라는 장치는 무엇보다 스스로에게 주목하는 분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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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등의 부분을 걸러 내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 만일 나의 친구가 실

연의 아픔에 슬퍼하고 있다면 나는 그의 비탄을 공유할 것이지만, 이는 애

덤 스미스의 견해에 따른다면 눈앞에 보이지 않고 견디기 힘든 그 슬픔의 

깊이까지는 헤아리지 못한다. 애덤 스미스가 보기에 이것을 구분할 줄 아는 

능력은 우리로 하여금 시민의 자질을 생각하는 데 도움을 준다. 즉, 우리는 

타인의 행복을 위해 애쓰지만, 우리가 타인을 위해 고려한 상황 속으로 스

스로를 집어넣지 않는 능력이 필요하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애덤 스미스가 그러한 도덕적 연습의 원천을 문학 

작품 읽기 속에서 찾는다는 것이다. 그에 의하면 문학 작품을 읽는 것은 우

리로 하여금 좋은 시민이자 재판관에 걸맞은 태도를 자연스럽게 기르게 하

여 분별 있는 관찰자적 태도를 정립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러한 애덤 스미스와 누스바움의 견해에 따라, 인문학을 활용한 도덕

과 교육의 학습에 있어 적절한 교수․학습모형을 구안해 볼 수 있다.

<표5> 분별 있는 관찰자를 통한 합리적 감정 학습 모형의 예

교수-학습 단계 주요 활동 교수 학습방법

도덕적 동기유발 ∘ 인문학적 내러티브 또는 작품 만나기
ICT학습
읽기학습
감상학습

도덕적 감정 
느끼기

∘ 인문학 작품을 통해서 느낄 수 있는 자신의 감정을 자유
롭게 이야기하기

발표학습

분별 있는 관찰자 
되기

∘ 자기 앞에 놓인 상황에 대해 객관성을 지니고 살펴보기
- 자신의 개인적 안전과 행복에 관계된 감정 걸러내기 
- 스스로에게 주목하는 분노, 공포 등을 걸러내기
∘ 다른 학생들과 도덕적 대화 및 소통하기
∘ 인물의 상황을 염려하는 친구로서 그들에게 관심 가지기

공동추론학습
논술

합리적 감정 
연습하기

∘ 자신을 인물의 입장에 놓고, 고통을 주고 있는 모든 사소
한 사정까지도 진지하게 느껴보기
∘ 역지사지의 입장에서 상대방을 공감하기

다양한 
소집단학습

도덕적 성장
∘ 자신을 반성하고 새로운 마음가짐하기
∘ 생활 속에서 실천하고자 하는 의지 갖기

발표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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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5>에서 볼 수 있듯이, 분별 있는 관찰자 되어 보기를 통한 합리적 

감정 학습 모형은 학생들의 자아 중심성에서 비롯된 주관적 감정, 추론과 

이해를 넘어 대화와 소통을 통한 합리적 감정과 공적인 추론을 가능케 함

으로써 좋은 시민에 걸맞은 태도를 자연스럽게 정립할 수 있도록 해 줄 수 

있다. 도덕과에서 문학, 역사, 철학, 예술 영역의 내러티브를 활용하면서 상

황이나 사건에 대한 참된 관점을 견지하고, 제삼자의 입장에서 사건에 연루

된 관계자가 아닌 ‘관찰자’의 입장에서 상황에 대하여 반성적으로 평가하는 

활동방법을 익힐 수 있다. 이러한 학습 모형은 실제로 학생들을 바람직한 

민주시민적 자질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방법적 태도를 익힐 수 있도록 한

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4) 소크라테스식 논쟁을 통한 비판적 사유 성찰 학습 모형

비판적 사유 성찰 능력은 한 개인이 수동적이고 나약한 존재가 아니라,

자신의 삶을 주체적이고도 능동적으로 영위해 나가도록 하는 근원적인 능

력으로써, 나아가 바람직한 시민성을 갖추도록 한다. 이때의 시민성이란 국

가시민성의 차원을 넘어 세계시민성 개념을 함축하는 것이다. 이러한 비판

적 사유 성찰 능력은 특히 오늘날과 같이 정보화 사회, 지식기반사회를 살

아가는 인간에게 주체성과 능동성을 부여함으로써 필수적인 인간의 능력으

로 강조되고 있다.

오늘날 갈수록 비판적 사유 성찰 능력이 강조되어짐은 그동안 도덕과

에서 과연 비판적 사유 성찰 능력을 함양시키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 왔는

지에 대하여 성찰해 보게 한다. 도덕과는 도덕 원리나 도덕적 규범을 학생

들이 수동적으로 수용하도록 하는 학습경험을 마련할 것이 아니라, 비판적 

사유와 성찰을 통하여 도덕적 정신적 완성을 기할 수 있도록 하는 학습경

험을 마련하도록 하는 관점에서 보다 적극적인 방안들을 찾아야 한다.

그러나 비판적 사유 성찰 능력은 사실 오늘날 새롭게 부각되는 능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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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며, 그것은 이미 2500여년 전 소크라테스로부터 이어져 온 가장 핵심적

인 인간의 능력이다. 소크라테스가 스스로 ‘등에’를 자칭하며 아테네 시민들

에게 참된 지혜를 추구할 것을 끊임없이 각성시키고자 한 것과 같이, 도덕

과는 마치 소크라테스처럼 ‘등에’의 역할과 사명을 다해야 하는 교과로서,

학생들이 주체적이고 비판적으로 사유하고 성찰할 수 있는 능력을 발휘하

여 자신의 정신적 완성을 기하도록 하고 품격 있는 삶을 고양시킬 수 있는 

학습을 마련해야 한다.

인간과 세상에 대하여 창의적인 물음을 던지고 주체적, 비판적으로 사

고함으로써 스스로 그에 대한 답을 찾고자 하는 인간의 능력은 도덕 원리

나 가치 덕목, 규범 등에 관해서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주

체적인 사유와 성찰의 과정을 거친다는 점에서 인간이 관례적 도덕성의 차

원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반성적 자율적 도덕성의 차원으로 나아가게 해 

준다. 이와 같은 인간의 도덕성 형성에 있어 비판적 사유 성찰 능력을 함양

하는 교육이 필요함은 누스바움의 견해뿐만 아니라, 베이어, 폴 등의 도덕

교육학자들에 의해서도 설파되고 있다. 이들의 연구를 토대로 할 때, 도덕

과에서는 비판적 사유 성찰능력을 함양하기 위하여 ‘학습자 중심의 적극적

인 도덕 수업 모델’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이른바 ‘비판적 

사유 성찰의 전형적 모델’이라고도 할 수 있는 ‘소크라테스식 논쟁법’을 활

용할 수 있다.

소크라테스는 자신과 다른 사람들의 삶을 당시의 근본적인 신념들과 

함께 검토하여 잘못된 부분(비정합적인 부분)을 개선시키려는 것에 관심을 

두었다(Brickhouse and Smith, 1996:3-29; 김승현, 2010: 41에서 재인용). “그

는 구술전통을 기반으로 하는 영웅시대의 핵심적인 가치들과 폴리스의 시

민적 이상에 따른 핵심적 가치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문화적 충돌을 파악하

고 여기에 관련된 정치가와 소피스트들 그리고 시인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그들이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반성하고 그것에 따른 책임감을 받아들여 자

신들이 생각하고 말하고 행한 것을 검토할 것을 요청하였다(김승현, 2010: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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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도덕과에서는 소크라테스식 논쟁법을 활용함에 있어 보다 구체

적인 교수․학습 방법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우선 제임

스 재픈(J. P. Zappen, 2004: 38)에 의해 제시된 소크라테스적 논쟁법을 살

펴보는 것은 유의미할 수 있다. 그에 의하면 소크라테스식 논쟁법은 첫째,

분명치 않고 충돌을 일으키는 덕의 개념들과 그 개념들을 신봉하는 인물들

을 함께 검토한다. 둘째, 대화 참여자들과 함께 대화적 교류를 통해서 새로

운 자유적, 창조적 발전 속에서 새로운 개념들을 만들고자 노력한다. 셋째,

핵심적 개념들을 잘못 이해하는 탐구방법과 경쟁하는 가운데 그것의 허구

성을 밝힌다. 이러한 재픈의 견해와 소크라테스식 논쟁의 원형을 고려하여 

도덕과 교수․학습 방법을 구안해보면 다음의 [표6]과 같은 학습 모형의 예

를 제시해 볼 수 있다.

<표6> 소크라테스식 논쟁을 통한 비판적 사유 학습 모형의 예

교수-학습 단계 주요 활동 교수 학습방법

도덕적 동기유발 ∘ 인문학적 내러티브 또는 작품 만나기
ICT학습
읽기학습

도덕적 이해
∘ 인문학 작품 속에서 충돌을 일으키는 덕의 개념들과 그 
개념들을 신봉하는 인물들을 검토하기
∘ 자신이 소중하게 여기는 가치와 덕 발표하기

논술
발표학습

소크라테스식 
논쟁을 통한 
비판적 사유

∘ 다른 학생들과 대화적 교류하기
∘ 교사-학생 간 변증법적 대화하기
∘ 자신의 신념 검토하기
∘ 자신의 신념에서 잘못된 부분 개선하기

논쟁식학습

∘ 대화 참여자들과 함께 자유적, 창조적 발전 속에서 새로
운 방안 만들어보기

다양한 
소집단활동

도덕적 성장 ∘ 자신을 반성하고 새로운 마음가짐하기 발표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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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가지 유의할 것은, 소크라테스식 논쟁을 통한 비판적 사유 학습 모

형은 전적으로 학습자의 능동적인 참여와 자발적인 인식의 변화를 꿰함으

로써 지극히 학습자 중심의 적극적인 교수 학습 모형이라 할 수 있지만, 학

생들의 긍정적 변화를 기대하기 위해서는 교사의 역량이 매우 중요해진다

는 것이다. 소크라테스식 논쟁을 통해서 학생들이 스스로 비정합적인 부분

을 발견하고 자신이 갖고 있었던 신념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기 위한 교사

의 고도의 교수 전략이 필요하다. 이에 대해서는 폴(R. W. Paul, 1988)이 제

안한 비판적 사고 교육에서 고려되어야 할 도덕적 사고기능과 필수적인 도

덕적 덕들을 고려해 보는 것은 비록 30여년 전의 내용이라 할지라도 오늘

날 여전히 유의미한 일이다. 그 내용은 다음의 <표7>과 같다.

폴은 비판적 사고 교육에서 고려되어야 할 도덕적 사고기능으로 우선 

정의적 수준의 것으로서 5가지, 거시적 능력 차원에서의 인지적 수준에서의 

13가지, 그리고 미시적 기술 차원에서의 10가지의 특성을 포괄하였다. 그리

고 필수적인 도덕적 덕들에는 도덕적 겸손, 도덕적 용기, 도덕적 공감, 도덕

적 진실성, 도덕적 인내, 도덕적 공정성을 포괄하였다. 이것은 도덕과에서 

소크라테스식 논쟁을 통한 비판적 사유 학습 모형을 통해 목표하는 바, 다

시 말해 학습을 통해 기대할 수 있는 학생들의 변화된 모습을 구체적으로 

설정할 수 있고, 이를 온전히 구현할 수 있도록 하는 기준이 되어줄 수 있

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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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7> 비판적 사고교육에서 고려되어야 할 도덕적 사고기능과 도덕적 덕들26)

구분 도덕적 사고기능 및 도덕적 덕들

도덕적 사고 기능
(moral reasoning skills)

A. 정의적 차원의 전략
1. 독립적인 도덕적 사고와 판단 연습
2. 자기중심성과 집단중심성에 대한 도덕적 통찰의 계발
3. 도덕적 호혜의 연습
4. 도덕적 반응 아래의 사고 탐색
5. 도덕적 판단 유보하기

B. 인지 전략 : 거시적인 도덕적 능력들
6. 도덕적 이슈에 대한 지나친 단순화 피하기
7. 자신의 도덕적 관점 계발하기
8. 도덕적 이슈와 주장을 명확화하기
9. 도덕적 생각을 명확화하기
10. 도덕적 평가에 대한 기준들을 계발하기
11. 도덕적 권위를 평가하기
12. 도덕적 문제의 근원을 제기하고 추구하기
13. 도덕적 논쟁들을 평가하기
14. 도덕적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만들고 평가하기
15. 관점의 도덕적 문제를 확인하고 명확화하기
16. 도덕적 쟁점에 대한 소크라테스적 논쟁에 참여하기
17. 도덕적 쟁점에 대한 대화적 사고 연습하기
18. 도덕적 쟁점에 대한 변증법적 사고 연습하기

C. 인지 전략 : 미시적인 도덕적 기능들
19. 도덕 원리, 가치, 신념으로부터 사실을 구별해 내기
20. 도덕적 쟁점 토론에서 비판적 어휘 사용하기
21. 도덕 원리 혹은 신념 구별하기
22. 도덕적 가정을 검토하기
23. 도덕적으로 무관한 사실과 도덕적 관련성을 구별하기
24. 타당한 도덕적 추론 만들기
25. 도덕적 결론에 대한 근거 제공하기
26. 도덕적 모순 알아차리기
27. 도덕적 영향과 결과 탐색하기
28. 도덕적 일반화 개선하기 

필수적인 도덕적 덕들
(essential moral

virtues)

도덕적 겸손
도덕적 용기
도덕적 공감
도덕적 진실성
도덕적 인내
도덕적 공정성

26) R. W. Paul, 1988: 1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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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과에서 소크라테스식 논쟁법을 활용하는 것은 인문학이 단지 ‘앎으

로서의 도덕성’을 형성하는데 기여하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실천과 참여

로서의 도덕성’을 갖추도록 하는 방법적 태도를 익히고 민주시민적 자질을 

형성케 한다는 점에서도 기여하는 바가 크다. 특히 이 학습 모형은 이제껏 

살아왔던 자신의 삶의 방식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더 정의롭고 바람직한 

삶을 향한 강력한 실천의 동기를 부여할 수 있다.

도덕 수업에서 인문학을 활용함에 있어 소크라테스식 논쟁법을 활용하

게 된다면, 학생들은 지속적으로 자신의 삶을 검토하고, 반성과 성찰뿐만 

아니라 실천적인 행위로 이어지는 연속 과정 속에서 시민적 완성을 기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하는 학습경험을 제공할 수 있다. 또한 지속적으로 자신의 

도덕성과 인격을 성찰하고 성장케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반성적, 자율적 도

덕성을 형성하도록 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5) 디지털 인문콘텐츠 활용 학습 모형

인문학적 텍스트의 읽기 학습은 도덕과에서 매우 중요한 교수 학습 방

법적 가치를 지닌다. 읽기 학습은 디어든이 지적한 바와 같이, 독특한 마음

의 틀과 준거를 제공해주는 일련의 사고의 형식을 증진시키도록 한다(R. F.

Dearden, 김정래 역, 2015: 200). 뿐만 아니라 도덕적 배움에 있어 타자에 

대한 지적 이해의 폭과 깊이를 넓히고, 도덕적 귀감이 되며, 자신을 되돌아

봄으로써 자기 수양적 태도를 갖추도록 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장점을 지

닌 교수 학습 방법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읽기 학습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루소(J. J. Rousseau)는 『에밀』에서 “읽기는 아동기의 저주(reading

is the curse of childhood)”로 묘사하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바야흐로 때가 이르러, 여건도 바뀌게 된다. 이 순간 아이의 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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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흐려지고, 명랑 끼도 없어진다. 쾌활함이 사라지고, 아이가 자유

롭게 즐겨하던 활동도 사라진다. 엄하고 성난 신사가 아이의 손을 잡으

면서 근엄하게 ‘나를 따라 해야 해요’라고 말하면서, 아이를 꾀어낸다.

방에 들어서는 순간, 책이 있다는 걸 알아챌 수 있다. 책! 아이들 나이

에 얼마나 지루한 양식인가! 아이들은 불쌍하게 책에 끌려 다닌 결과 

자신의 슬픔어린 모습을 보게 되고, 눈물조차 흘릴 수 없는 슬픈 눈으

로, 탄식조차 할 수 없는 멍든 가슴을 안고 더 이상 표현 못할 침묵에 

쌓이게 된다(R. F. Dearden, 김정래 역, 2015: 202).

도덕과에서 자칫 인문학 텍스트 읽기 학습 위주로만 구성된다면, 특히 

초등학생의 입장을 고려해 볼 때 자칫 루소가 경고한 바와 같이 ‘아이들 나

이에 지루한 양식’으로, 그리고 아이들의 성장에 있어 자연의 원리에 따라 

성장케 하는 것이 아닌 ‘부자연스러운’ 것이 될 수 있다. 또한 화이트헤드가 

경고한 ‘진부한 관념(inert ideas)’이자 누스바움이 경고한 ‘아이들의 나약함

과 수동성을 부추기는 것’으로 전락할 우려를 항시 내포한다.

뿐만 아니라 읽기 학습은 실천의지에로 확장되기에 다소 불충분함이 

있다.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인문학적 리터러시가 부족한 학생들의 경우 

인문학적 텍스트의 내용 이해, 해석, 대화와 토론 등의 일련의 탐구 과정에 

있어 어려움을 겪게 됨으로써 오히려 그것은 학생들의 도덕성과 인격 형성

에 있어 큰 장애물이 될 수도 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고 인문학을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

해서는 디지털 인문콘텐츠를 활용한 교수․학습 방법을 제안해 볼 수 있다.

즉 텍스트뿐만 아니라 그림, 사진, 음악, 영상 등의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고 

디지털 기술을 통해 인문학적 내용을 디지털화함으로써 ‘텍스트’ 중심의 인

문학이 아니라 다양한 인문학적 자료들이 융 복합적으로 구성된 ‘영상’ 중

심의 인문학적 접근을 통하여 보다 역동적인 도덕 학습의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특히 기존의 도덕교과서 속 인문학적 접근이 ‘텍스트’ 중심으

로 전개되는 구성방식은 지적인 이해에 치중한 교수 학습방법의 한계로 지

적될 수 있다. 따라서 텍스트 중심의 인문학적 접근에서 더 나아가 영상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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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생동감 있는 디지털 인문콘텐츠를 활용함으로써 지적인 이해뿐만 아

니라 도덕적 상상력과 감성, 비판적 사유 성찰 능력 등 학생들의 총체적인 

도덕적 역량과 동기를 불러일으키고, 이를 통하여 도덕적 이해와 공감적 정

서, 행동의지 등의 자율적이고 통합적인 인격을 교양할 수 있도록 해야 한

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도덕과에서 디지털 인문콘텐츠 활용 학습 모형을 

구안해보면 다음의 <표8>과 같은 학습 모형의 예를 제시해 볼 수 있다.

<표8> 디지털 인문콘텐츠 활용 학습 모형의 예

교수-학습 단계 주요 활동 교수 학습방법

도덕적 동기유발 ∘ 디지털 인문학 영상 감상하기 ICT학습

도덕적 이해
∘ 영상 속 인문학적 내러티브 이해하기
∘ 인문학 작품을 통한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을 자유롭게 
이야기하기

발표학습

총체적인 도덕적 
역량 발휘하기

∘ 도덕적 귀감을 글로 표현하기
∘ 작품 속 쟁점에 대하여 도덕적 대화 내지 공동추론하기
∘ 대화적 교류를 통해 자신의 신념을 검토하고 잘못된 부
분 개선하기
∘ 대화 참여자들과 함께 자유적, 창조적 발전 속에서 새로
운 개념 만들어보기(스마트 앱 활용, 역할극, 협동학습 등)

개별학습
소집단학습

도덕적 성장
∘ 자신을 반성하고 새로운 마음가짐하기
∘ 디지털 인문학 영상의 내러티브를 책으로 만나기

발표학습

디지털 인문콘텐츠 활용 학습은 더 거시적으로 접근해 보자면, 그것이 

오늘날 인간의 새로운 문명과 함께 조우할 수 있는 교수 학습방법이라는 

점에서 의미를 지닌다. 과거 종이와 글이 인간문명을 지배하였던 시대와 달

리 오늘날에는 디지털기술이 매우 빠른 속도로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이제는 최첨단의 과학기술 혁신으로 컴퓨터에서 문서를 다운로드하는 것보

다 스마트폰에서 문서를 확인하고, 직접 대면하거나 전화하기 보다는 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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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통해 연락하는 것이 더 편리해졌다. 이와 같은 시대적 변화를 거스를 수 

없다면, 우리 인간들은 이에 잘 적응해 나가야 하며, 이는 학교교육에서도 

매우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요컨대 오늘날의 시대적, 사회적 변화를 

반영하는 맥락 속에서 도덕과에서도 학생들에게 바람직하고 효과적인 학습

법을 제공하기 위해서 다양한 교수․학습 방법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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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결론 

오늘날 급격한 사회 변화 속에서 인간다운 인간으로 성장하고 좋은 삶

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데 공헌하는 학문으로서 인문학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고, 이에 따라 인문학 교육도 강조되고 있다. 따라서 이 논문은 

도덕과 교육의 입장에서 인문학이 갖는 의미에 주목함으로써, 인문학을 활

용한 도덕과 교육의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인성교육의 핵심 교과이자 주관 

교과로서, 그리고 학생들을 사람다운 사람으로 성장하도록 하는데 공헌하는 

교과로서 도덕과의 성격과 학문적 정체성을 확립함을 궁극적 목적으로 한

다. 이러한 궁극적 목적에 따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Ⅱ장에서는 인문학(humanities)의 개념을 정립하고, 도덕과 교육(moral

education)과 인문학 간의 관계를 밝혔다. 첫째, 인문학의 개념을 정립하기 

위하여 동 서양사상에 나타난 인문학의 개념을 고찰하여 인문학의 고전적 

의미와 현대적 의미를 규명하였고, 이를 통해서 이 논문에서 말하는 인문학

의 개념을 정립하였다. 이 논문에서 말하는 인문학이란, 인간이 인간다움을 

실현하기 위하여 정신적 도덕적으로 자기 자신을 도야하고 형성하도록 하

는 학문이다. 이러한 본질을 기본적으로 갖는 동시에, 시대에 따라 약간씩 

강조되는 바가 다를 수 있지만, 인문학은 그 시대에 이상적인 인간이 반드

시 갖추어야 하는 덕성들, 구체적으로 인간의 정신적 도덕적 능력과 기능,

태도 등을 고루 익히는데 봉사하는 모든 학문을 일컫는 말이다. 이러한 인

문학은 궁극적으로 인간 영혼의 좋음을 지향하는, 다시 말해 도덕적 탁월함

(덕)의 성취를 위한 통로와도 같은 학문이자, 도야와 형성을 통한 인간다움

의 완성이 고립된 개인의 상태가 아니라 더불어 함께 할 때 비로소 실현가

능한 것임을 안내하는 학문이라는데 그 학문적 성격이 있다. 이러한 인문학

의 개념과 학문적 성격으로 볼 때, 인문학은 궁극적으로 도덕의 실현을 지

향하는 학문이라고 말할 수 있다.

둘째, 도덕과 교육의 입장에서 인문학과의 관계성을 논의하여 도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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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은 본래 인문학적 성격을 띠는 학문임을 규명하고, 오늘날 도덕과 교육

은 학생들을 도덕적인 삶으로 안내하는 것 그 이상으로 행복하고 좋은 삶

을 지향하고 있다는 점과 이러한 측면에서 도덕성 개념 외연의 확장 요소

로서 인문교양요소가 실제로 기여할 수 있음을 논증한 후 도덕과 교육에서 

인문학 활용의 의미를 규명하였다.

이와 같은 앞의 논의들을 종합하면 도덕과 교육에서 인문학적 의미를 

규정할 수 있다. 통상적으로 인문학이 위대한 전통으로의 회귀나 교화적인 

성격을 띠는 것으로 파악하는 견해와는 달리, 인문학은 인간을 인간답게 해 

주고, 행복하고 좋은 삶으로 이끌어 줌으로써 도덕과 교육에 있어 기여할 

수 있는 바가 크다. 도덕과 교육에서 인문학적 상상력과 비판적 사유․성

찰, 인문학적 감성과 같은 인문학적 힘에 주목한다면, 자기 성찰과 인격 수

양을 통하여 자아의 완성을 기하고, 합리적 감정을 견지한 정의로운 시민으

로서 공적 영역에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학생의 도덕성과 시민

성, 인격적 성장에 도움을 줄 수 있다.

Ⅲ장에서는 도덕과 교육의 관점에 입각하여 인문학 활용의 타당성을 

논증하였다. 우선 도덕과에서 기본적으로 학제적 접근이 필요한 인문학적 

이유를 밝혔는데, 그것은 타 교과가 비교적 선명한 학문적 구획이 있는 바

와 달리, 도덕과는 인간과 삶의 전반을 그 탐구 대상으로 하는 인문학적인 

성격으로부터 자연스럽게 귀결되는 것이다. 다음으로 도덕과와 인문학 간 

학제적 연구가 타당한 이유를 밝혔다. 첫째 도덕과는 본래의 목적을 실현하

기 위해서 인간과 삶의 전반에 걸쳐 인간을 인간답게 해 주는 모든 것들이 

고려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둘째, 과거에 비해 고도화된 사회 속에서 발생

하는 도덕적 문제와 쟁점을 해결함에 있어 도덕과의 핵심 배경 학문인 윤

리학 내지 정치철학 등이 제 역할을 다함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의 사회적 

변화에 따른 인간과 삶의 변화에 폭넓게 대응하는 도덕과 교육에 있어 한

계를 지닐 수 있으며, 따라서 앞으로 도덕과는 다양한 학문과의 학제적 연

구를 더욱 강화하여 교과적 역량을 키우는 동시에, 기존의 도덕성의 개념에 

인문교양요소가 보완된 보다 확장된 도덕성 개념을 전제할 필요가 있기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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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이다. 도덕과와 인문학 간 학제적 연구의 타당성에 관하여 구체적인 논거

들을 다음과 같다. 첫째, 도덕과는 바람직한 인격 형성이라는 목표 아래 학

생들을 도덕적인 삶(moral life) 뿐만 아니라 앞으로는 좋은 삶(good life)으

로 이끌어 줄 수 있어야 하는데, 이 때 도덕성 개념의 확장에 있어 인문학

적 교양이 기여하는 바가 크다. 둘째, 인문학은 오늘날 복합적인 요인에 의

해 갈수록 진화되고 있는 도덕적 문제들에 대해 폭넓은 이해를 제공함으로

써 도덕적 문제를 정확히 진단하고, 도덕적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고도의 

도덕교육적 전략을 가능케 한다. 셋째, 인문학은 인성교육의 핵심 교과이자 

주관 교과로서, 그리고 ‘사람다운 사람’으로 성장하는 데 공헌하는 교과로서 

도덕과의 정체성을 보다 확립하도록 한다. 넷째 인문학을 활용함으로써 도

덕과 교육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실행격차를 해소할 수 있다. 이상의 논증을 

통해, 도덕과에서 인문학은 적극적으로 소통 협력해야 할 학문으로, 도덕과

에서 인문학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면 학생들의 바람직한 인격과 시민성 

형성이라는 도덕과의 목표를 실현하는데 공헌할 수 있으며, 인성교육의 주

관 교과이자 핵심 교과로서 도덕과의 성격과 정체성을 보다 확립하도록 한

다는 점을 밝혔다.

Ⅳ장에서는 도덕과에서 인문학을 실제로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에 관

한 실태를 분석하고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도덕과에서 인문학 활용 실태를 

분석한 결과, 도덕과는 교과의 성격 및 목표, 내용, 방법 측면에 있어 이미 

인문학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 첫째, 국가 수준의 도덕과 교육과정에서 밝

히고 있는 도덕과의 성격 및 목표 측면을 고려할 때, 도덕과는 이미 인문학

적인 성격을 기본적으로 토대하고 있다. 둘째, 도덕과 내용에 있어 도덕교

과서는 이미 다양한 동 서양의 고전, 근 현대 소설, 예술 작품 등의 인문학

적 내용들을 다채롭게 활용함으로써 학생들의 바람직한 인격과 시민성 형

성을 도모하는 교육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도덕교과서의 구성은 

도덕과 교육내용을 보다 온전히 구현해 내는데 있어 인문학과 자연스럽게 

교차된 것이라 볼 수 있다. 도덕교과서에서 다루어지는 내용 가운데 인문학

적인 내용을 배제하는 경우는 오히려 찾아보기 어려우며, 도덕교과서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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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인문학의 다채로운 내용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보다 온전한 도

덕과 교육내용을 구현하고 있다. 이러한 도덕교과서 속 인문학적 내용 구성

은 도덕과에서 인문학 활용의 타당성을 입증할 수 있는 실제적이고 보다 

확실한 근거이다.

셋째, 도덕과 교수 학습 방법을 고려할 때 도덕교과서의 인문학 활용은 

타 교과 예를 들어 문학, 역사, 예술 영역 등과 직접 연관되는 국어, 사회,

음악 미술 교과와의 주제융합을 시도하거나, 가정 및 학교 활동과 연계된 

인성교육적 요소들을 종합하고 체계화하여 다룸으로써 학생들의 실제적인 

경험과 삶의 장면에 가까운 도덕 학습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들을 마련

하고 있다. 이러한 도덕과의 교수 학습 방법은 학생들이 자신과 자신을 둘

러싼 세계에 대하여 보다 폭넓게 이해하고 심화할 수 있도록 하며, 이를 바

탕으로 유덕한 인격과 시민성을 형성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사람다운 사람으

로 성장해 나가도록 하는 도덕과의 특성을 반영한 것이다. 이러한 도덕과 

교수 학습 방법은 이미 그 성격상 매우 인문학적인 것이다.

그러나 도덕과에서 인문학 활용함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제기된다. 첫째, 도덕교과서에서 인문학은 이미 도덕과의 핵심적인 내용과 

방법에 있어 활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덕과 교과교육학적인 관점에서

는 인문학을 내용 및 방법 면에서 활용함에 있어 여전히 소극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는 도덕과의 학문적 정체성에 대한 교육과정적 

쟁점이 놓여 있다. 그러나 도덕과의 학문적 정체성을 온전히 드러냄에 있기 

위해서는 도덕과 학제적 접근은 더욱 강화될 필요가 있으며, 도덕과 교육의 

목표를 실현하는데 연관되는 학문들 간 상호 소통과 협력의 노력은 여전히 

계속되어야 한다. 둘째, 도덕과는 ‘텍스트 중심의 인문학적 접근법’을 활용

함으로써 내용 및 방법상의 문제를 지닌다. 실제 주당 1~2시간이라는 짧은 

도덕 수업시간은 학생들에게 교과서에 실려 있는 텍스트의 내용들을 지적

으로 이해하는 수준 그 이상을 넘어서지 못할 우려가 있다. 아울러 도덕 수

업을 통한 도덕적 배움에 있어, 자칫 인문학적 텍스트를 활용하는 교수 학

습 방법은 오히려 학생들을 도덕적으로 이끄는데 장애물이 될 수 있다.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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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감동적인 읽을거리’라 하더라도, 인문학적 리터러시가 부족한 학생

들에게 있어 ‘텍스트 중심의 읽기 학습’은 학생들의 인문학적인 사유와 성

찰로 이어지지 못한 채 단지 추상적인 수준에서 학습될 개연성이 크다. 따

라서 도덕과에서는 단지 지루하고 진부한 관념을 가르칠 것이 아니라 학생

들이 도덕 학습의 주체로서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교수 학습 방법들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Ⅴ장에서는 앞서 제기된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보다 온전한 도

덕과 교육을 실현하기 위하여 인문학을 활용한 도덕과 교육의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 첫째, 도덕과 교육의 성격 및 목표에 있어 개선방안을 제안하

였다. 도덕과는 목표 및 내용, 방법, 평가 등의 교육과정에 있어 타 교과와

의 연계 내지 비교과활동을 통한 도덕․인성교육과의 연계를 통해 사람다

운 사람으로 성장해 가도록 하는데 있어 연관된 학문적 기반을 적극적으로 

열어 둘 필요가 있다. 도덕과는 학생들의 자율적이고 통합적인 인격 형성과 

더 나아가 학생들이 실제로 좋은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인성교육적 

목표를 더 큰 상위의 목표를 설정하고, 이에 대하여 유기적인 관계성을 지

닌 다양한 학문들 간의 상호 협력 및 소통을 통하여 도덕과의 목표를 실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도덕과 교육은 인문학과의 관계

성을 토대로 하여 문학, 역사, 철학, 예술 등과 같은 인문학(humanities)을 

교과내용 및 방법 면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오늘

날 도덕과 교육은 인간과 삶에 대한 보다 폭넓은 의미망(webs of meaning)

속에서 학생들이 자기 자신을 도덕적 차원에서 성찰해 보고, 도덕적 판단과 

선택에 근거하여 도덕적 행위를 실행할 수 있도록 하는 능력과 의지, 습관

을 갖추도록 하는 고도의 도덕과 교육적 전략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

둘째, 인문학을 활용한 교육내용의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인문학을 

활용한 교육내용 구성에 있어서는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제시할 수 있다.

우선, 위대한 고전이나 경탄할 만한 삶을 만나게 함으로써 학생들의 인문학

적 교양과 규범적 인격(normative character)을 고양시키고 자기 자신을 성

찰하고 수양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그리고 인문학적 내러티브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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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락적 이해를 통해서 삶의 다원성을 포용하면서도, 인문학적 상상력과 감

성, 합리적 감정 등을 고루 갖추도록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시민성을 갖추도

록 하는 내용이다. 이 논문에서는 인문학의 대표 영역이라 할 수 있는 문

학, 역사, 철학, 예술 분야의 작품을 활용하여 도덕과 내용을 구성하는 방안

을 모색하였다. 그런데 여기서 인문학 영역을 구분한 것은 하나의 형식적인 

구분이라 할 수 있으며, 이들은 공통적으로 인문학적 내러티브를 전제한다

는 점에서 서로 엄연히 구분되기 어려운 면이 있다. 따라서 이들 간의 융

복합적인 내용구성방식을 통하여 보다 총체적인 도덕적 능력들을 발휘시키

고 계발할 수 있도록 할 수도 있다.

셋째, 인문학을 활용한 도덕과 교수 학습 모형을 구안하였다. 특히 이 

논문에서는 ‘텍스트 중심의 교수 학습 방법’의 고질적인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물론 인문학적 내러티브를 활용한 학습

에서는 ‘읽기 학습’이 필연적으로 요청되며, 도덕과에서의 읽기 학습의 가치 

는 매우 중요하다. 그러므로 인문학적 글 읽기 학습의 장점을 살리되, 앞서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다양한 도덕과 수업 방식을 학생

들에게 맞게 디자인하고자 하였다. 이 논문에서는 구체적으로 인문학을 활

용한 다섯 가지의 도덕과 교수 학습 모형을 제시하였는데, 인문학적 상상을 

통한 도덕적 추론 학습 모형, 공동추론을 통한 도덕적 대화 학습 모형, 분

별 있는 관찰자 되어 보기를 통한 합리적 감정 학습 모형, 소크라테스식 논

쟁을 통한 비판적 사유 성찰 학습 모형, 디지털 인문콘텐츠 활용 학습 모형

이 그것이다. 이를 통하여 인문학을 통해 단지 지식을 익히는 ‘진부한 관념’

의 학습이 아니라, 학생들이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수업에 참여하게 함으

로써 실제로 바람직한 인격과 시민성을 교양하는 방법적 태도로 익히고 도

덕성이 체화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상과 같이 이 논문에서는 인문학의 개념에 근거하고, 도덕과 교육과 

인문학의 관계성을 따져 이들 간 학제적 연구의 타당성을 논증하였으며, 이

를 종합하여 인문학을 활용한 도덕과 교육의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 그러

나 한 가지 분명히 밝히고자 함은, 도덕과 교육과 인문학이 많은 부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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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화적이고 연계되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 논문의 궁극적 

의도를 ‘도덕과 교육은 학문적 영역에 있어 인문학 속으로 편입되어야 한

다’ 거나 도덕과 교육은 전적으로 ‘인문학화' 되어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잘못된 해석이라는 점이다. 도덕과 교육은 고유의 학문적 성격과 목표, 교

육과정의 체계를 갖고 있으며, 인문학과는 명확히 구분되는 학문적 특성과 

차이점을 갖는다. 이 논문이 의도하는 바는 도덕과 교육이 보다 도덕과 교

육다운 학적 기반과 체계를 정립하여 온전해지길 바라는 것이다. 다만 이러

한 맥락에서 도덕과 교육이 문학, 역사, 철학, 예술 등의 인문학이 갖는 도

덕교육적 의미에 주목한다면, 오늘날 보다 온전한 도덕과 교육을 실현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자 한 것이다. 이를 통해서 타 교과와는 차별화될 수 

있는 ‘도덕과 교육’의 고유한 성격과 정체성을 보다 온전하게 드러낼 수 있

다. 요컨대 인문학을 통하여 도덕과는 보다 ‘도덕과 다운’ 모습을 드러낼 수 

있다.

키케로가 언급했던 바, “인간을 인간답게 해주는 목적(quae ad

humanitatem pertinent)에 봉사하는 모든 학문들은 서로가 서로를 묶는 공통

의 연결 고리를 가지고 있고, 마치 혈연에 의해 연결된 것인 양 상호 결속

되어 있다.”는 점은 도덕과 교육이 그 역할과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학문적

으로 나아갈 길을 시사한다. 도덕과는 우리의 전통적인 도덕교육의 지혜 속

에서, 그리고 독립교과로서 설정된 도덕과 교육의 역사 이래, 그 학문적 체

계를 구성해 나가면서 윤리학뿐만 아니라 도덕 심리학, 정치철학, 뇌과학,

인지과학, 긍정심리학, 사회정서학습 등의 다양한 학문들을 기반으로 하며 

점점 더 학문적으로 진화된 길을 걸어왔다. 이제는 한 걸음 더 나아가, 혁

명적이고도 급격한 사회적 변화를 겪고 있는 현재와 미래를 살아갈 학생들

의 도덕성과 인격을 위해 도덕과 교육은 한 번 더 도약할 시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맥락에서, 약 2000여년 전 키케로의 이 말은 우리의 도덕과 교육이 

그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인문적인 길’이라는 보다 넓고 확장된 길로 

나아가야 함을 알려준다.

끝으로 제언을 덧붙이고자 한다. 학생들의 바람직한 인격과 시민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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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양하기 위해서는 단지 도덕과 교육의 노력만으로는 불충분하다. 그것은 

전반적인 교육 영역에서의 우리 교육의 인문성 회복을 위한 교육 제도 개

선이 절실히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국가 수준 교육과정은 무엇보

다도 바람직한 인간 형성이라는 큰 방향성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무엇보다

도 급격한 사회적 변화에 따른 국가 사회적 요구로 인해 바람직한 인간성 

형성이라는 거대한 숲을 보지 못한 채 조급한 심정으로 미래사회를 주도할 

인적 자원 내지 전문적 역량을 갖춘 스페셜리스트를 양성하고자 주력해서

는 안 된다. 과거 이러한 맥락으로 접근하여 참담하게 실패한 우리 교육의 

역사를 반성의 거울로 삼아야 하며, 앞으로의 국가 수준 교육과정은 바람직

한 인간 형성 즉 바람직한 인격과 시민성을 두루 겸비한 제너럴리스트를 

길러 내는 것, 곧 교육의 내재적 목적 실현에 보다 중핵적인 목표를 두어야 

한다. 이것을 교육의 우선순위로 정한 다음, 교육의 고유한 순수성과 본질,

목적을 잃지 않으면서도 혁명기의 시대와 문명전환기에 필요한 ‘사회적 효

용성’과의 통섭을 조금씩 더해 나갈 필요가 있다.

둘째, 인문학 교육이 그 원형적인 목적과 본질을 잘 구현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지금과 같은 입시 위주의 교육 제도 하

에서, 인문학 교과마저도 대학을 가기 위해 맹목적으로 암기하거나 좋은 점

수를 얻기 위한 수단으로, 혹은 주요 과목에 비해 크게 비중이 차지하지 않

은 학문으로, 심지어 ‘쓸모 없는 학문’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하는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이 점에서 프랑스의 ‘바칼로레아(Baccalaureate)’의 전통은 

좋은 사례가 될 수 있다. 우리는 그것이 단지 대학 진학을 위한 관문이라는 

점에 주목하기 보다는, 깊은 통찰의 지성을 가진 시민을 육성해야 국가의 

힘과 문화가 발전한다는 사회적 전제가 깔려 있는 것이라는 점에 더 주목

해야 한다. 특히 가장 비중이 높은 과목 중 하나인 철학시험의 논제에 대해

서는 수많은 시민들이 관심을 기울이고, 각종 언론매체나 사회단체들이 유

명인사와 일반 시민을 모아 놓고 각종 토론회를 열 정도로 사회적 이슈가 

되기도 한다. 이러한 점은 바칼로레아가 삶과 사회에 대한 시민들의 성숙한 

사고를 도모함으로써 국가와 사회의 격(格)을 높이는데 중요한 작용을 하고 



- 253 -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처럼 철학을 비롯한 인문학을 통하여 성숙한 시

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 제도의 마련이야말로 인문학을 다시금 

그 원형적 가치로서, 곧 소크라테스가 그토록 강조하였던 ‘쓸모 있는 학문’

의 의미로 새롭게 태어나게 하는 것이다.

끝으로 우리 사회가 전반적으로 인문성을 강조하는 인문교양사회로 나

아가야 한다. 아무리 인문교양을 위한 교육을 강조하고 실천하더라도 인문

적인 사회 분위기가 동반되지 않는다면, 드니콜라의 표현을 빌린다면 ‘인문

교양교육의 실행격차’가 발생하게 된다. 이는 곧 학교의 인문교양교육을 통

해 배운 것들이 실제 사회와는 유리되는 진부한 관념에 불과한 것으로, 결

국 학생들은 인문교양의 가치를 진정으로 내면화하지 못하거나 소홀히 하

게 된다. 따라서 국가와 사회가 참여하는 가운데, 학생들의 바람직한 인격 

교양을 위해 모두 함께 힘써야 한다. 구체적으로 몇 가지 제안해 보자면,

우선 학생들이 문학, 역사, 철학, 예술 등의 인문학을 평소 생활 속에서 쉽

게 만나고 경험해 볼 수 있도록 하는 지역사회 연계 인문교양프로그램을 

다양하게 개발할 필요가 있다. 도서관, 박물관, 공연장, 미술관 등의 다양한 

지역사회의 관련 기관을 중심으로 하여 학생들이 다채로운 인문학을 체험

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 예를 들어 독서프로그램, 토론회, 전시회, 음

악회, 공연 등과 같은 인문학 체험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마련하여 교육적으

로 기여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다양한 인문학 작품 및 언론매체의 인문성을 강화해야 한

다. 시나 소설, TV 드라마 내지 예능방송, 영화 및 공연 등은 많은 독자, 시

청자, 관람자를 끌어들이기 위해 인간의 비인간화를 내포하거나 놀라운 비

밀과 반전의 연결 스토리를 통해 이들의 원초적인 정서들을 자극하고 있다.

이러한 것들에 쉽게 노출되면 결국 학생들의 감성이 무뎌지고, 더 자극적인 

것들을 찾게 되며, 자기 자신의 내면에 있는 야만성에 집중하게 되어 품격 

있는 인간으로의 성장을 방해하게 된다.

아울러 디지털 혁명에 따른 사이버공간에서의 인문성 강화를 위한 제

도적 마련이 필요하다. 갈수록 증가하는 사이버공간 속에서의 비인문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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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도덕성 문제를 방지하고 해결하기 위해서는 물론 개인적인 노력도 중요

하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사이버콘텐츠의 윤리성을 강조하는 제도를 마련

하는 것과 같이, 사이버공간에서의 인문적, 도덕적 문화와 질서를 위한 법

적 제도 마련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우리 사회가 하루 빨리 인문성을 회복하여 오늘을 사는 우리들이 보다 

인간적이고, 안녕하며, 행복이 만개하는 좋은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그러나 그것의 실현을 위해 ‘교육’을 향해 외치는 섣부른 주장

이나 불완전한 정책의 실행은 더 이상 불필요하다. 그것은 오히려 개개인들

이 스스로 성찰하고, 자기 자신의 인간성의 완성을 기하고자 하는 도덕적 

노력으로부터 싹트는 자발적인 질서에 의해 형성되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 

사회의 전반에 걸쳐 인간의 도덕성과 교양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기는 

태도를 고양하는 것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오늘날 교육에서 특히 도덕과 인

문학이 강조되어야 하는 것은 바로 이런 이유에서이다. 개개인들이 갖는 도

덕성과 교양은 자신의 삶을 좋게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더불어 

함께 행복한 세상으로 변화시키도록 하는데 있어 가장 근본적이고도 자발

적인 원동력이다. 도덕성과 교양이야말로 인간과 세상을 더 아름답게 만드

는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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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ently, the interest on humanities is increasing as an

academic field contributing to help people grow like a human

being and live a better life in this rapidly-changing environment.

As a result, humanities education is also being emphasized as

well. In this sense, this study focuses on the meanings of

humanities from the perspective of moral education to propose

measures to improve moral education using humanities. The

ultimat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stablish characteristics and

academic identity of moral education that contributes to

development of students as decent human beings as the core

subject of humanistic education. The study results are as follows.

In chapter II, the concept of humanities was defined and

connection between humanities and moral education was

identified. First, in order to define the concept of humanities,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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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storical trace and various transformation of humanities found in

Oriental and Western Philosophy were examined. The definition of

humanities is as follows. Humanities is a field of study

encouraging people to cultivate and form themselves from spiritual

and moral perspective to realize humanity. Based on this essence,

the emphasis could be different by the time period but humanities

indicate all the fields of studies helping cultivate virtues required

for ideal human beings including spiritual moral capabilities,

functions and attitude. Humanities is an academic field pursuing

the good of human spirits, that is, the way to achieve moral

superiority and to teach learners that completion of humanity

could be realized together not by isolated individuals. Seen from

the concept and academic characteristics of humanities, humanities

could be defined as an academic field ultimately pursuing the

realization of morality. Second, by discussing the connection

between moral education and humanities, it was defined that

original moral education is an academic field with characteristics

of humanities. In addition, the present moral education not just

guides students towards moral life but also aims for happy and

better life. In this study, the usage of humanities in moral

education was defined by proving that humanistic factors could

actually contribute to moral education as an expansion of original

concept of morality.

In chapter III, the validity of using humanities in moral

education was examined to ensure the practical validity of the

points derived from chapter II. First of all, in advance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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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cussion of academic validity between moral education and

humanities, it was possible to define the reason why concept of

humanities could be used in moral education. Unlike other

academic subjects with clear academic boundaries, moral education

is naturally concluded to the characteristics of humanities which

studies the general life of human beings. Next, from the

perspective of moral education, the validity of humanities was

specifically verified. First, the recent moral education should lead

the students towards not only moral life but also good life. In this

sense, humanistic factors help ensure the concept of morality

which is appropriate for recent moral education pursuing good life

by supplementing the expanding the concept of previous morality.

Second, humanities could be helpful in diagnosing moral problems

being evolved by complex factors from broad perspective,

responding based on understanding the actual context of life and

cultivating moral wisdom and capability to resolve the problems.

Third, humanities is the core subject of humanistic education and

helps establish the characteristics and identity of moral education

that contributes to cultivating decent human beings. Fourth,

humanities help closing the gap between theory and

implementation taught through moral education.

In chapter IV, in advance to presenting solutions based on

validity of humanities in moral education, the current status was

analyzed to identify the issues. As a result of analyzing how

humanities is being used in moral education, the moral education

already contained the characteristics of moral education from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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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pects of characteristics, objective, contents and methods. It

indicates that moral subject is naturally crossed with humanities in

the process of realizing complete moral education as an academic

field contributing to forming independent and integrative

personality and cultivating decent human beings. However, there

were problems identified through analyzing the status how

humanities is being used in moral education. First, despite of the

fact that humanities is already being used in the core contents and

methods of moral education, the basic standpoint of moral

education was still passive towards humanities from the aspect of

contents and methodologies. Second, since moral textbooks usually

use text-based humanities approach, there are concerns that

students could not overcome intellectual requirements to

understand. Especially, lack of humanistic literacy could lead to

obstacles in learning morality.

In chapter V, ‘Improvement Strategies of Moral Education

Using Humanities’ was presented to resolve the problems stated

above and realize more complete moral education. First of all,

from the aspects of characteristics and objective as the core

subject of humanistic education, moral education should set higher

target which is more expanded from the previous humanistic

objective and reinforce academic approaches regarding related

fields of studies. In the context, moral education should contribute

to cultivating holistic and virtuous personality, independence and

culture(Bildung) as righteous citizens by mutual communication

cooperation and convergence with humanities that ensure decent



- 279 -

characteristics and citizenship.

Second, in terms of contents of moral education, the contents

could include teaching great classic and admirable lives of great

man to enhance liberal humanity and normative personality and

help self-reflection on themselves. Other contents could include

contextual understanding of humanistic narrative to embrace

pluralism of life and cultivate humanistic imagination, sensitivity

and reasonable emotion helping achieve civil morality. In this

case, the contents could be organized by cultural, historical,

philosophical and artistic approach and convergence between these

approaches could help students realize and develop more holistic

moral capabilities.

Third, as a teaching learning model using humanities and

moral education, the chronic problems of ‘Text-based teaching

learning method’ could be resolved and student-oriented teaching

learning model could be presented. The teaching learning models

presented in this study based on philosophical psychological

foundation of humanities include moral reasoning learning model

through humanistic imagination, moral communication learning

model through joint reasoning, reasonable emotion learning model

by being a discreet observer, critical thinking reflection model

through socratic debate, digital humanities contents application

model, etc. These models are evolved from banal moral education

but help students become pro-active in participating and learning

the methods to cultivate decent personality and citizenship by

internalizing morality as an expanded concept including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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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manistic factors.

As state above, this study examines the connection between

moral education and humanities based on the concept and essence

of humanities to verify the validity and devised solutions to

improve moral education. However, one definite point is that,

even though moral education and humanities share a lot of

connections from various aspects, it is a wrong interpretation of

this study’s intention when stating ‘Moral education should be

incorporated into humanities in the field of academy’ or moral

education should ‘Entirely’ become like humanities. Moral

education has its own academic characteristics, objective and

curriculums which is clearly distinguished from humanities. This

study intends to establish academic systems and identity of moral

education to become complete which could be realized when using

humanities in moral education such as literature, history,

philosophy, arts, etc. It could clearly show the unique

characteristics and identity of ‘Moral education’ distinguished from

humanities. Moral education could reveal its ‘Morally’ figure

through humanities.

Keyword: Humanities, moral education, humanistic education,

culture(Bildung), morality.

Student Number : 2010-30400


	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의 방법과 범위

	Ⅱ. 도덕과 교육과 인문학
	1. 인문학의 개념
	1) 인문학의 고전적 의미
	(1) 인문학의 동양적 의미
	(2) 인문학의 서양적 의미

	2) 인문학의 현대적 의미
	(1) 행복하고 좋은 삶을 지향하는 학문
	(2) 실천적 교양시민을 형성하는 학문
	(3) 인문학적 상상력 및 감성을 함양하는 학문

	3) 인문학의 개념 정립

	2. 도덕과 교육과 인문학의 관계
	1) 도덕과 교육의 인문학적 성격
	2) 도덕과 교육의 연구 영역과 인문학
	3) 도덕적 삶을 포함한 좋은 삶을 지향
	4) 도덕성 개념 외연의 확장 요소로서 인문교양요소
	(1) 인문학적 상상을 통한 도덕적 추론능력 함양
	(2) 심미적 안목을 통한 도덕적 기능 함양
	(3) 인문학적 감성을 통한 관계적 도덕성 형성
	(4) 비판적 사유성찰 능력을 통한 시민적 도덕성 형성

	5) 도덕과 교육에서 인문학 활용의 의미


	Ⅲ. 도덕과 교육에서 인문학 활용의 타당성
	1. 도덕과 교육과 인문학 간 학제적 연구의 타당성
	1) 도덕과에서 학제적 접근 원리가 타당한 인문학적 이유
	2) 도덕과에서 인문학과의 학제적 연구가 필요한 이유

	2. 도덕과 교육에서 인문학 활용의 타당성 논증
	1) 좋은 삶을 지향하는 도덕과 교육
	2) 도덕적 문제의 진화에 따른 교과의 인문학적 안목
	3) 도덕과 교육의 성격과 교과 정체성 확립
	4) 도덕과 교육의 실행격차 해소와 인문학의 역할


	Ⅳ. 도덕과에서 인문학 활용 실태와 문제
	1. 도덕과에서 인문학 활용의 실태
	1) 도덕과 성격 및 목표 측면
	2) 도덕과 내용 측면
	(1) 도덕과 내용 구성의 특징
	(2) 도덕교과서 내용에서 인문학 활용 사례

	3) 도덕과 교수학습 방법 측면
	4) 도덕과에서 인문학 활용 실태의 종합

	2. 도덕과에서 인문학 활용의 문제
	1) 도덕과의 인문학에 대한 학문적 경계
	2) 텍스트 중심의 인문학적 접근의 문제


	Ⅴ. 인문학을 활용한 도덕과 교육의 개선방안
	1. 도덕과 교육의 성격과 목표
	2. 도덕과 교육내용
	1) 문학적 접근
	2) 역사적 접근
	3) 철학적 접근
	4) 예술적 접근

	3. 도덕과 교수학습 모형
	1) 인문학적 상상을 통한 도덕적 추론 학습 모형
	2) 공동추론을 통한 도덕적 대화 학습 모형
	3) 분별 있는 관찰자 되어 보기를 통한 합리적 감정 학습 모형
	4) 소크라테스식 논쟁을 통한 비판적 사유성찰 학습 모형
	5) 디지털 인문콘텐츠 활용 학습 모형


	Ⅵ.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