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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어느 사회에서나 교육은 그 사회의 지속적 유지와 발전에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더욱이 한 사회를 특징짓는 제도나 관습 등
의 기저에는 사회구성원들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가치가 반영되어 있
다는 점에서 가치교육은 암묵적으로 우리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따라서 가치교육에 한 관심은 새로운 것이 아니다. 즉, 우리
는 늘 학습자들이 자신이나 타자, 또 사회에 있어서 소중하게 여겨
지는 가치를 참으로 존중할 수 있기를 기 한다. 

물론 이러한 가치교육에 한 관심이 특별히 두드러지는 시기가 
있다. 이것은 바로 사람들이 우리 사회가 처해 있는 가치문제의 심
각성을 인식한 때이다. 이런 점에서 최근 몇 년간 소위 ‘인성교육’이
라는 이름으로 가치교육에 한 중적 관심이 높아졌다는 점에 주
목할 필요가 있다. 사람들은 극단적인 범죄나 약자에 한 폭력, 그
에 한 다수 사람들의 무관심과 냉소 등 우리의 눈과 귀를 의심하
게 하는 다양한 사건들을 지켜보면서 큰 충격을 받았다. 이것은 우
리 사회에서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최소한의 가치들이 제 로 
존중되지 않는 불편한 현실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본 연구자는 이러한 문제를 가치성찰의 부족에서 비롯되는 현상
으로 규정하고자 한다. 이 때 가치성찰이란 가치에 한 진지한 고
려를 의미한다. 가치성찰이 부족한 사람들은 가치에 해 피상적인 
태도를 취하며 가치 그 자체를 자신의 행위 선택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로 고려하지 않는다. 가치성찰의 부족은 자신에 해서는 스스
로의 가치에 한 진정성 부족으로, 타자에 해서는 타자의 가치를 
무시하고 존중하지 않는 태도로, 사회에 해서는 사회적 기본가치
를 무시하고 공동체에 한 지지와 신뢰를 상실하는 모습으로 나타



나게 된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본 논문은 가치성찰을 위한 안적인 가치교

육 방안을 이론적으로 탐색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이러한 논의
는 사회과교육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으며, 특히 민주시민교육이라
는 사회과교육의 본질에 근거하여 다원주의를 인정하는 가치교육 방
안을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하였다. 이 과정에서 본 연구자는 인성교
육을 비롯하여 소위 가치의 주입이나 교화를 긍정하는 형태의 가치
교육을 논외로 하고 개인의 자율적 선택과 판단을 중시하는 가치명
료화 접근과 가치분석 접근을 중심으로 안적인 가치교육 방안에 
관한 규범적 함축을 이끌어내고자 했다. 

먼저, 가치명료화 접근은 개인의 자율적인 선택과정을 중시하면서 
개인의 가치혼란을 해결하고자 했다. 하지만 이것은 자신의 가치탐
색을 위한 자원을 개인의 사고와 경험으로 제한하여 타자의 가치나 
사회적 가치에 한 참된 존중을 이끌어 낼 수 없다는 점에서 한계
가 있다. 다음으로 가치분석 접근은 가치갈등의 해결을 목표로 정당
화 가능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학생들의 역량을 기르는 데 주력했
다. 하지만 이것은 자신이 추구하는 가치는 물론이고 가치준거로 제
시되는 사회적 가치에 한 성찰을 결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결국 이 두 가지 가치교육 방법은 가치성찰의 부족이라는 문
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치교육 방안으로는 뚜렷한 한계가 있다. 

따라서 안적 가치교육 방안은 개인 자신의 진정성 있는 가치탐
색과 선택을 장려하면서 타자에 한 존중을 바탕으로 가치갈등을 
민주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또한 우리 사회에서 중
요하게 여겨지는 여러 가치들을 진지하게 고려할 수 있는 기회를 제
공해야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자는 ‘가치사실’이라는 개념을 제시
하였다. 기본적으로 ‘가치사실’은 가치에 관한 특정한 태도나 주장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을 의미한다. 이것은 가치판



단과 관련된 폭넓은 사실로 기존의 가치준거에 한 성찰을 가능하
게 한다. 또한 ‘가치사실’은 사실이면서도 개인의 가치 있는 행동을 
이끌어낼 수 있는 행위인도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 ‘가치사실’이 이
러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은 다음과 같은 이론적 논의를 통
해 드러난다. 

1. Weber의 논의에 따라 ‘가치사실’은 우리 사회의 기본가치
를 주어져 있는 사회적 조건이자 하나의 사실로서 받아들인다. 
이러한 사실에 한 객관적 인식은 개인이 자신의 관점을 파악
하고 진정한 선택으로 나아가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2. Putnam의 논의에 따라 ‘가치사실’은 가치와 사실의 엮임
을 인식하고 각각에 한 더 깊은 탐구를 가능하게 한다. 이를 
통해 우리는 사실의 관찰에 전제되어 있는 자신의 관점을 드러
낼 수 있으며, 관점의 충돌로 립하는 상황에서도 경험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을 탐색할 수 있다.

3. Dewey의 논의에 따라 ‘가치사실’은 학생들의 이해관심을 
이끌어내는 문제 사태로 제시되어 학생들에게 특정한 가치관심
을 강제하지 않으면서도 개인의 성장을 이끌 수 있다. 또한 ‘가
치사실’은 근본적인 가치갈등의 문제 상황을 추상적인 이념 논
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구체적 맥락에 기반한 수단-목적 관계
로 파악함으로써 보다 수월한 합의를 이끌 수 있는 실용적 근거
로 기능할 수 있다. 

본 연구자는 이러한 ‘가치사실’의 함의에 주목하여 가치교육의 과
정에서 ‘가치사실’을 실천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교수 방안을 7단계
로 제시하였다. 이것은 독립적인 가치교육 모형이라기보다는 기존의 
가치교육 방안의 단계를 더욱 세분화하고 그 안에서 ‘가치사실’이 



갖는 규범적 함축과 기능을 예시하는 역할을 한다. 이를 통해 ‘가치
사실’은 기존의 가치명료화 접근이나 가치분석 접근이 갖는 한계를 
수정‧보완하여 개인의 가치성찰을 이끌어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주요어 : 가치교육, 가치성찰, 가치사실, 가치명료화, 가치분석
학  번 : 2007-3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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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다양한 사회문제와 가치성찰

오늘도 신문이나 뉴스 등 언론 사회면에는 수많은 사건사고들이 자리하
고 있다. 어린 아이나 여성을 상으로 한 잔혹한 범죄 사건들이나 ‘묻지
마 범죄’를 통해 희생된 사람들의 이야기는 잊혀질만하면 나타나 사람들의 
마음을 헤집어 놓는다. 최근에는 소위 ‘갑을관계’라는 구조에서 자신의 사
회경제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약자를 동등한 인간으로 존중하지 않
는 사례들이 보도되기도 했다. 특히 우리 사회에 큰 슬픔과 충격을 안겨주
었던 ‘세월호 사건’만 하더라도 금전적 이익을 위해 많은 사람들의 생명과 
직결되어 있는 자신의 책무를 방기했던 사람들의 모습에 많은 국민들이 
분노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일련의 사건들은 우리 사회에서 수많은 ‘가
치’들에 한 존중이 사라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적지 않은 의구심을 갖게 
한다.  

비슷한 우려의 목소리는 우리 사회의 미래이자 또 하나의 작은 사회라
고 할 수 있는 교육 현장에서도 심심찮게 들려온다. ‘학교 폭력’이라는 단
어는 이제 전혀 낯설지 않은, 어느 학교나 으레 있을 법한 하나의 풍경처
럼 여겨지고 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실상 많은 교실에서 약한 학생들
에 한 따돌림과 폭력, 그리고 그에 한 다수 학생들의 무관심과 방관이 
상존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현실은 심각한 피해 상황이 폭로된 후에야 
또는 피해자인 학생의 극단적 선택이 있고난 이후에야 드러나 더 큰 안타
까움을 불러온다. 게다가 최근 학교 폭력의 문제는 학생들을 넘어 부모들
까지 개입되어 더욱 복잡한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학교 폭력 사실이 학
생부에 기재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일부 학부모들은 자녀가 학교 폭력에 연
루된 경우 오히려 가해자를 피해자로 둔갑시키고 소송까지 제기하여 학교 
현장을 혼란스럽게 만든다. 이 과정에서 학교 폭력에 한 반성이나 피해



자에 한 사과 등을 찾아보기는 힘들고, 학교 폭력의 해결 과정은 너무나
도 ‘비교육적’으로 변해가고 있다. 

더욱이 사람들에게 더 큰 충격을 주는 것은 이러한 다양한 사건사고에 
한 반응이다. 직접 면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하여 인터넷 게시판이나 

기사 댓글 등에 쏟아지는 잔혹한 표현들이 당사자에게 얼마나 큰 상처가 
되는지는 수많은 연예인들의 사례를 통해 잘 알려져 있다. 최근의 미투
(me too) 운동에서도 드러나듯 용기를 낸 피해자들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바로 댓글을 통한 2차 가해였다. 앞서 언급한 세월호 사건에서도 희
생자들의 아픔을 고려하기보다는 사회적 관심을 받고 싶다는 일념 하에 
희생자들을 조롱하고 비하했던 한 인터넷 사이트 회원들의 이야기는 우리 
사회의 부정적 측면을 잘 드러내 준다. 평소 이들이 나름의 논리와 정당화
를 내세워 약자를 무시하는 모습을 보여 왔으며 이러한 모습에 쉽게 동조
하는 사람들이 사회 곳곳에 존재한다는 점 역시 우리를 씁쓸하게 만드는 
부분이다. 

이처럼 다양한 층위에서 벌어지는 도덕과 윤리의 실종 현상을 두고 많
은 사람들은 분노하고 또 탄식한다.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가!”, “도덕이 
땅에 떨어졌다.”, “요즘 세상 무섭다.” 등의 익숙한 표현은 사람들이 느끼
는 불편한 현실을 가리키고 있다. 그것은 많은 사람들이 소중하게 여기고 
있으며 그래서 존중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무시되고 있는 현상이
다. 사실상 이러한 ‘가치’에 한 존중이 사라지고 있는 현상이야말로 오
늘날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는 핵심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다. 가치라는 것
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존중했다면 자신에 해서는 물론이고, 타자에 
해서도, 또 사회적으로 중요하게 여겨지는 부분에 있어서도 보다 책임감 
있는 행동을 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자는 우리 사회
의 가치문제를 가치성찰의 부족으로 명명하고자 한다. 가치성찰이 부족할 
때 사람들은 가치나 도덕을 피상적으로 받아들이고 자신의 행위 선택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로 진지하게 고려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면 가치는 그냥 말로만 하는 하나의 좋은 어휘에 불과하게 되고, 누
구도 이러한 가치를 진정으로 존중할 것이라고 기 하지 않는다. 즉, 가치



성찰의 부족은 결국 도덕과 윤리의 실종이라는 사회문제와 연결되어 있다. 
가치성찰의 부족은 비도덕(immorality) 또는 무도덕(amorality)과는 다

소 구분되는 개념이다. 비도덕의 경우 도덕에 어긋나는 행동 자체 또는 그
러한 행동을 선택하는 것에 주목하는 개념이다. 앞서의 사례에 국한할 경
우 해당 장면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사회로부터 비도덕적이라는 평가를 받
을 수 있다. 하지만 이들은 다른 장면에서는 자연스럽게 도덕적인 행동을 
할 수 있으며, 이 점에서는 도덕적이라는 평가를 받기도 한다. 이런 점에
서 필자는 단순히 비도덕적 행동 그 자체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행동의 배경으로서 개인이 가치에 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주목하
고자 한다. 앞서 사례에 제시된 이들은 적어도 비도덕적 행위를 하는 그 
장면에서는 도덕적 요구를 외면했거나 그에 큰 관심을 쏟지 않았을 가능
성이 크다. 특히 개인에게 이러한 행위가 자주 반복된다면 우리는 행위 그 
자체보다는 분명 그러한 행위를 가능하게 하는 도덕에 한 인식에 관심
을 가져야 한다. 바로 이 점에서 가치성찰의 부족은 비도덕보다는 무도덕
과 유사한 측면이 있다. 

무도덕은 사고와 실천에 있어서 도덕성이 작용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무도덕한 사람은 단지 도덕이 요구한다는 이유로 도덕적인 관습에 따라 
행위하지 않는다(Van Ingen, 1994: 12). 즉, ‘옳음’이라는 개념 자체를 인
정하지 않기 때문에 도덕적인 요구에 개의치 않는 것을 무도덕이라고 할 
수 있다. 실제 오늘날 사회 곳곳에서 일어나는 사회문제와 가치문제를 무
도덕 현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존재한다. 도덕이라는 것 자체가 의미 
없다고 말하고 그에 따라 행동하는 사람들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본 연구자는 온전하게 무도덕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사례는 사회 전체로는 
매우 드물다고 생각한다. 많은 경우 사람들은 충분한 성찰이 부족할지언정 
스스로가 옳다고 생각하는 로 선택하고 행위한다. 특히 부분의 사람들
은 비도덕적 행위를 했을 때 이를 숨기려 하거나 또는 다른 방식으로 정
당화하려는 모습을 보인다는 점을 생각해 보면 도덕 개념 자체가 완전히 
부재하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보면 가치성찰에 관심을 갖는 것은 오늘날 수많은 사회문제의 



배경으로서 사람들의 비도덕적 행위 자체보다는 그러한 행위가 나타나게 
된 개인의 가치인식 구조에 주목하는 것이다. 이 때 개인은 도덕적인 개념
을 갖고 있어서 옳고 그름에 한 판단을 내릴 수 있지만 비도덕적인 행
위를 하는 바로 그 장면에서는 그러한 사고 작용이나 도덕적 요구에 크게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 여기에는 이기심이나 즉흥적 성격, 편의주의적 
태도 등 다양한 요인이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비도덕적 행위
를 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많은 사람들이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것에 
해 진지하게 고려하지 않는 태도를 갖고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이렇게 사
회적으로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여러 가치의 중요성에 해 진지하게 성찰
하지 않는 모습을 가치성찰의 부족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이렇게 가치성
찰에 주목하여 앞서 제시된 사회문제들을 바라보면 크게 세 가지 차원에
서 우리 사회의 가치문제를 확인할 수 있다. 

첫째, 개인에게 있어서 가치성찰의 부족은 말 그 로 자신이 진정으로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을 진지하게 탐색하고 성찰하지 않는 모습으로 나타
난다. 이는 자신에게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 제 로 인식하지 못한다는 
것을 뜻한다. 본질적으로 중요한 가치에 한 인식이 없는 개인은 스스로
의 삶에 있어서 견고한 방향성을 갖기 어렵다. 이는 결국 성찰되지 않은 
욕구나 감정에 휩쓸려 다소 즉흥적이거나 자의적인 행동을 하는 것으로 
표출될 수 있다. 약자를 상 로 벌어지는 범죄나 학교폭력의 한 원인이 단
순한 재미와 사회적 관심이라는 것은 이러한 즉흥성과 자의성을 잘 보여
준다. 다른 한편으로 특정 가치에 한 헌신이 부족한 상황에서 비교적 일
관되게 나타나는 것은 물질만능주의이다. 최근 조사에 다르면 다수의 학생
들은 돈이 되고 자신이 잘 살 수 있다면 소위 ‘가치’ 따위는 내팽개쳐버릴 
것처럼 보인다.1) 오늘날 사회에서 돈의 가치를 무시할 수는 없겠지만 학
생들이 돈을 위해 범죄까지도 저지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자신의 잘

1) 2015. 12. 29. 연합뉴스 기사. ‘10억이 생긴다면 죄를 짓고 1년 정도 감옥에 가도 
괜찮다.’는 응답이 고교생의 47%, ‘이웃의 어려움과 관계없이 나만 잘 살면 된다.’
는 응답이 고교생의 36%에 이르고 있다. 이 수치는 2년 전 조사에 비해서도 높아
졌으며, 저학년에서 고학년으로 갈수록 더 높아지는 모습을 보인다. -----ㄲ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12/29/0200000000AKR20151229
0695 00004.HTML?input=1195m 2016.02.20. 검색. 



못된 행동이 개인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지니는 의미와 영향을 충분히 고
려하지 않은 데서 비롯된 것인 경우가 많다.2) 즉, 가치의 의미에 한 보
다 깊은 성찰과 진지한 태도를 지닐 수 있다면 개인의 즉흥적이거나 자의
적인 행동들의 상당수는 해결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개인적 차원에서 자
신의 가치에 해 진지하게 성찰하고 탐색하는 것은 오늘날 가치문제의 
해결에 있어서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둘째, 사회적 관계에 있어서 가치성찰의 부족은 내가 아닌 상 방 즉, 
타자에 한 존중의 부족으로 나타나고 이는 결국 다양한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고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스스로의 가치에 해서도 제 로 
성찰하지 않는 개인이 타자의 가치에 해 진지하게 관심을 가지기는 쉽
지 않다. 특히 오늘날 민주주의 시스템 내에서 정치적 평등은 어느 정도 
보장되었지만 사회‧경제적 불평등의 상황은 일상의 차원에서 타자에 한 
비존중(disrespect)으로 이어져 다양한 사회 갈등과 고통으로 이어지고 있
다(이상인, 2014: 2). 가치성찰이 부족한 사람은 특히 가치갈등의 상황에 
직면했을 때 자신과 마찬가지로 다른 이들 역시 가치를 진정으로 존중할 
리 없다고 생각하며 타자를 왜곡된 시선으로 바라본다. 그는 타자의 가치 
추구를 가식적인 것으로 이해하고, 타자 역시 단지 자신의 이익에 따라 움
직일 뿐이라고 판단한다. 이런 상황에서 타자의 가치에 관심을 갖고 그들
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려고 노력하기는 쉽지 않다. 이렇게 타자에 한 
이해와 공감이 부족할 때 사람들은 상 방의 진정성을 믿지 않고 적 시
하면서 어떤 합의나 타협도 불가능한 파국의 상태로 나아갈 것이다. 이러
한 가치갈등의 상황은 어떤 면에서 진보와 보수로 나뉘어 서로를 불신하
고 근본적인 분열로 치닫는 우리 사회의 모습을 떠올리게 한다. 분명 사회
적 측면에서의 가치성찰의 부족은 결국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 발전에 있

2) 물론 개인적 가치나 사회적 가치에 한 성찰이 충분히 이루어진 이후에도 이기적
이거나 반사회적인 행동을 선택할 수 있는 가능성은 남아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취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라고 본다. 만약 그 개인이 보호를 받아야 할 매
우 어린 학생이고 선택한 행동의 결과가 치명적이라면 당장 그의 행동을 저지해야 
할 것이다. 이와 달리 그 개인이 보다 성숙한 위치에 있다면 그의 선택에 한 사
회적 책임을 엄격하게 물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두 방법 모두 가치 그 자
체에 한 진지한 존중을 이끌어내고자 하는 본 논문의 가치교육적 논의와는 다소 
거리가 있다. 



어서 큰 위험요소라고 할 수 있다. 
셋째, 공동체에 있어서 가치성찰의 부족은 개인이 속한 공동체에 한 

지지와 신뢰의 상실로 나타난다. 사회적으로 다양한 목적과 형태의 공동체
가 존재하지만 어떤 공동체든 적어도 공동체로 존재하기 위해서는 그 내
부에 공유되는 가치가 있기 마련이다. 특히 오늘날 표적인 공동체인 민
주주의 국가만 하더라도 자유와 평등, 권리에 한 존중과 책임 등 공적 
영역에서 지켜져야 할 다양한 가치들이 존재한다. 이러한 가치들은 그 사
회의 역사를 통해 다양한 사회제도로 구현되어 왔으며, 그 위에서 사람들
은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공동체가 기반하고 있는 사
회적 기본가치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되면 사람들의 삶의 
기반 자체가 흔들리게 되고 사람들의 불안감 역시 높아질 수밖에 없다. 앞
서 많은 사람들이 사회문제를 충격적으로 받아들였던 것은 우리 사회에서 
꼭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해왔던 가치들이 무시되면서 사회의 존립 자체가 
위협받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공적 영역에서 중요하다고 여겨졌던 
가치들이 무너질 때 사람들은 더 이상 공동체를 믿을 수 없고 그 결과 사
람들은 더욱 개인화될 수밖에 없다. 

이처럼 가치성찰의 부족은 다양한 측면에서 우리 사회의 가치문제를 특
징짓는 핵심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즉, 가치에 한 진지한 성찰이 부
족한 상태로는 수많은 사회문제의 해결 역시 쉽지 않을 것이다. 이런 상황
에서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수많은 심각한 사회문제를 목도하면서 가치
에 한 진정한 존중이 필요하다는 중적인 인식이 고양되었다는 점이다. 
즉, 우리 사회의 가치 상황에 한 성토가 이어지는 것은 적어도 이 문제
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이 공유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가치성찰을 위한 현실적인 응방안이다. 그리고 누구라도 이
러한 응방안으로서 일반적이고 적극적인 책의 한 부분이 교육이어야 
한다는 점을 부인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물론 교육 또한 사회의 일부분이
라는 점에서 모든 문제의 해결책을 교육으로 귀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하지만 적어도 교육계에 속해 있고, 학생들이 만들어갈 미래 사회에 

해 고민하는 사람이라면 적어도 가치성찰의 부족 문제에 해 교육이 



어떻게 처해야 하며, 어떤 미래를 그려야 할지를 고민할 것이 분명하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교육으로 눈을 돌리게 된다. 

2. 가치교육에 대한 새로운 관심

일반적으로 가치와 태도 관련 영역이 교육에서 다루어야 할 핵심적인 
부분이라는 점에 해서는 크게 이견이 없는 듯하다. 놀라운 것은 많은 사
람들이 오늘날 학교의 핵심 과제를 최첨단 기술과 관련된 과학교육 이상
으로 인성교육이나 민주시민교육으로 지칭되는 가치교육에서 찾고 있다는 
점이다.3) 즉, 다가오는 미래 사회에서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다양한 역량이 
등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역량 이상으로 가치교육이 중요하다
는 생각은 비교적 공고하다. 이러한 가치교육에 한 중적 지지는 우리 
교육과정이 가치교육을 하는 기본적인 생각과도 크게 다르지 않다. 수차
례에 걸친 교육과정 개정에도 우리 교육이 추구하는 인간상과 목표에서 
가치와 태도 부분의 위상이 손상된 적은 거의 없다. 심지어 최근 2015 개
정 교육과정에서는 ‘바른 인성’이라는 표현이 명시적으로 언급될 만큼(교
육부, 2015)4) 학교교육에서 가치와 태도에 관한 부분이 중요하게 다뤄져
야 한다는 생각에는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가치교육의 위상이 명목적인 것에 불과하다는 것은 공공
연한 사실이다. 실상 지난 시기 가치교육은 실질적인 교육 내용에서 철저

3) 2016. 2. 11. 연합뉴스 기사. 한국교육개발원의 ‘2015 교육여론조사’에 따르면 지
금보다 강화해야 할 교육내용으로 1순위 인성 및 예절교육(초 35.2%, 중 40.8%), 
2순위 민주시민교육(초 23.6%, 중 16.3%)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가치 및 태도 교
육에 한 중 일반의 높은 관심을 보여준다. ----------------------------- 
http://www.yonhapnews.co.kr/photos/1991000000.html?cid=GYH2016021100
0200044&input=1363m 2016.04.09 검색. 

4)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초등학교 교육 목표를 “일상생활과 학습에 필요한 기본 
습관 및 기초 능력을 기르고 바른 인성을 함양하는” 것으로, 중학교 교육 목표를 
“일상생활과 학습에 필요한 기본 능력을 기르고 바른 인성 및 민주 시민의 자질을 
함양하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으며, 이는 교육과정 편성 운영의 기준이 되고 있다.



히 배제되어 왔다. 여기에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다. 하나는 부분의 
사람들이 예상하는 것처럼 우리 사회의 입시 위주 교육 환경이다. 우리 사
회에서 경쟁의 승리가 개인의 성공을 보장한다는 믿음이 이어지면서 학교
교육 역시 민주시민교육이라는 본연의 목표와 괴리되어왔다는 것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특히 학 입시를 중심으로 하는 학생들의 점수 경쟁이 
심화되면서 객관적인 점수로 평가되지 않는 많은 소중한 교육 내용들은 
이 실질적인 관심의 상에서 멀어지게 되었다. 특히 누구나 민주시민을 
기르기 위해 가르쳐야 할 수많은 가치가 존재한다는 점을 인정하지만 이
것을 어떻게 입시교육에 녹여낼 수 있는가에 해서는 답하기가 쉽지 않
다. 왜냐하면 가치에 한 개인의 내면화 정도는 외부에서 쉽게 파악할 수 
없고, 가치에 한 학생들의 다양한 주관적 태도를 객관적인 시험 점수로 
측정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본 연구자는 가치교육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현재의 
상황에서 문제의 초점이 입시교육으로 귀결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가치교육 내용의 빈곤함으로 인해 교사들이 느
끼는 막연함에 있다. 사실상 중등학교 현장의 수많은 교수자들이 가치교육 
장면에서 직면하는 가장 큰 고민은 도 체 무엇을,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
가에 있다. 이것은 일차적으로 가치교육의 내용 자체의 불분명함에서 비롯
된다. 예를 들어 우리 교육과정에는 민주주의의 이념과 관련하여 자유와 
평등, 인간존중과 같은 가치들을 담아내고 있다. 이것은 민주주의 교육에 
있어서 표적인 가치교육에 해당한다. 하지만 정작 학교 현장에서 이 내
용을 진지하게 가르치려고 하는 교사라면 당혹스러움을 느낄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소위 민주주의의 이념으로서 자유와 평등, 인간존중과 같은 내용
은 이미 학생들이 다 알고 있으리라 예상되는 ‘뻔한’ 내용처럼 여겨지기 
때문이다. 즉, 각 주제에 관한 지극히 형식화된 개념 구도를 제외하면 도

체 이들 가치를 가르칠 때 무엇에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지가 분명하지 
않다.5) 게다가 이처럼 가치교육의 실질적인 내용이 빈곤한 상황에서는 새

5) 현재 중학교 교과서를 보면 인간존중, 자유, 평등에 한 서술은 기본 개념 정의를 
언급하는 식으로 간단하게 다뤄진다. 좀 더 심화된 접근이라고 하더라도 자유를 소
극적 자유와 적극적 자유로 구분하는 것, 평등을 상 적 평등과 절 적 평등으로 



로운 가치교육 방법이 활용되기도 쉽지 않다. 즉, 가치를 가르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교사라고 하더라도 수업에서는 단편적인 상황을 두
고 단순히 교과서에서 언급되는 정의에 해당하는 가치를 찾아내게 하거나 
학생들에게 이러한 가치를 지켜나가자는 생각과 의지를 강조하는 훈화 형
태로 진행하는 것을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다. 이는 사실상 가치교육에 
한 무관심을 초래하는 결정적인 이유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가치교육에 한 무관심 속에서 최근 몇 년 간 우리 사회에 나
타난 미묘하면서도 강력한 변화는 특히 주목할 만하다. 앞서 언급한 것처
럼 가치성찰의 부족에서 비롯되는 다양한 사회문제가 부각되면서 학교에
서 가치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중적 관심은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 그
리고 이러한 중적 관심에 편승한 정치권의 움직임은 가치교육에 한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냈다. 그것은 바로 인성교육(character education)6)

이다. 인성교육진흥법이 제정‧시행되면서 현재 부분의 학교에서 인성교
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다양한 교과 내용 속에 인성요소를 포함
하기 위한 작업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학교생활기
록부에는 학생들의 인성 요소를 추출하여 개별적으로 기록하기까지 했다. 
많은 학교에서 학생들의 국가의식을 키우기 위해 나라사랑교육을 진행하
는가 하면 학교 밖에서는 소명의식을 가진 공무원을 길러내기 위해 국가
관, 공직관, 윤리관을 담은 교과목을 편성하여 공직가치교육을 실시하고 
시험에서 측정해야 한다는 논의가 제시되기도 했다. 비록 정권교체와 함께 

구분하는 정도이다. 이러한 기본 개념은 학생들이 초등학교 수준에서 이미 학습한 
것이고, 이와 관련하여 더 깊게 생각할 요소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 부분
의 학습은 매우 단편적으로 지나갈 수밖에 없다. 

6) 인성교육은 character education과 personality education으로 표현된다. 원래 
personality는 성격이나 인성으로 번역되며 도덕적 특질과 무관한 개념인데 반해, 
character는 주로 인격으로 번역되며 도덕적 특질과 유관한 개념이다. 즉, 가치교
육의 의미에서는 인격교육(character education)이 좀 더 정확한 표현이다. 하지
만 최근 한국에서는 인성교육(personality education)이 유행하면서 다수 학자들
이 인성(personality)이라는 용어를 가치함축적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 때 인
성교육은 개인이 갖추어야 할 덕목과 이를 위한 노력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인격교
육과 사실상 다를 바가 없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가치덕목을 강조하면서 이에 
한 주입과 교화를 긍정한다는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 인성교육을 character 
education으로 표현하고자 한다. 관련 논의는 손경원.정창우(2014: 29-31) 및 김
민성(2014: 118-120)을 참고할 것. 



백지화되었지만 최근까지도 논란이 되었던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도 이
러한 인성교육의 일환에서 소위 ‘올바른’ 역사의식을 학생들이 갖추어야 
한다는 관점에서 보자면 충분히 이해되는 일이다. 이렇게 우리는 갑작스레 
가치를 강조하고 학생들 개개인을 바람직한 인간으로 만들어내는 데 주력
하는 시 를 맞이하게 되었다. 하지만 이렇게 인성교육이 가치교육을 체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그리고 인성교육을 통해 앞서 살펴보았던 가치성찰
의 부족 문제를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지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 

3. 사회과교육에서의 가치교육

민주시민교육을 지향하는 사회과는 가치와 태도를 중요한 시민의 덕목
으로 규정하고 이를 교육하는 것을 중요한 목표로 생각해왔다. 특히 사회
과의 정체성과 관련해서도 다양한 사회과학의 내용을 다루지만 그 궁극적
인 목표는 사회과학 전문가가 아니라 시민을 기르는 것이어야 한다는 점
에 해서는 넓은 합의가 존재한다. 이에 따라 사회과 가치교육은 “학습자
로 하여금 바람직한 가치관의 확립을 통해 도덕성을 함양하고, 도덕적 행
동을 하게 하는 것”(Woolever & Scott, 1988: 390)을 주된 목적으로 받
아들였다. 그리고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사회과 교육과정 내에 부분적
으로 가치적 요소를 포함해 왔으며, 사회과교육을 통해 다양한 가치를 함
양하고자 하는 연구들이 꾸준히 제시되어 왔다. 

가치교육 일반에 관한 논의로 국한한다면 사회과 가치교육의 논의 흐름
은 크게 두 가지 입장으로 구분할 수 있다. 하나는 사회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를 학생에게 전달하려는 입장이고 다른 하나는 가치에 한 
학생의 자율적인 선택과 사고, 판단을 중시하는 입장이다. 역사적으로 사
회과 가치교육은 바로 이 두 입장 사이를 오가는 진자(pendulum)와 같은 
모습을 보여 왔다. 전통적으로 가치를 학생들에게 전달해야 한다는 보수적
인 입장은 70년 와 80년 를 거치면서 자율성을 강조하는 가치명료화나 



가치분석 등의 방법에 려 이론적으로는 퇴조하게 되었다. 물론 이러한 
흐름에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에 한 관심이 높아진 시 적 배경에서 비
롯된 것이었다. 하지만 이런 시 상황적 맥락을 배제하더라도 학생의 자율
성을 존중하고 고양하는 것이 민주시민교육이라는 사회과의 취지에 더 부
합한다는 것은 쉽게 예상가능하다. 

하지만 80년 와 90년 를 거치면서 앞서 본 연구자가 지적한 것과 같
은, 그리고 인성교육의 배경이 되었던 다양한 사회문제들이 부각되면서 가
치교육의 사조도 변화해왔다. 청소년들의 비행이나 범죄가 늘어나면서 기
본적인 가치에 따른 구체적인 덕목과 행동을 강조하게 되었고 이런 상황
에서 가치교육의 진자는 확연히 전자 즉, 가치를 학생들에게 직접 전달하
고 주입하려는 입장으로 기울고 있다. 이러한 입장에서 학생의 자율성은 
곧 공동체의 가치를 고려하지 않는 개인주의적이고 이기적인 모습을 허용
하는 수단처럼 비춰지기도 한다. 또한 이성적 사고를 강조하는 것은 감정
이나 욕구와 같은 정의적 영역을 무시하면서 정작 도덕적 행위를 이끌어
내는 데 필요한 동기화를 제공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여겨
진다. 이런 점에서 사회적으로 중요하게 생각되는 가치를 학생에게 전달하
려는 입장이 다시 주목받게 되었다. 소위 언어적 교훈주의는 학생들의 자
유로운 사고와 탐구를 허용하지 않는 교화에 불과하다(한상욱, 1983: 21)
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가장 손쉬운 가치교육 방법으로 살아남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 특히 적어도 어린 나이의 학생들에 

해서는(정문성 외, 2008; 한상욱, 1983; 이병호, 1999; 차경수·모경환, 
2008; 김자영, 2014), 그리고 꼭 어린 나이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우리 사
회의 기본적인 가치의 경우에는 가치주입도 정당하다는 주장(강 현·설규
주, 2014; 김자영, 2014)까지 제시되고 있다. 

즉, 가치교육에 한 중적 관심과 정부의 개입, 그리고 오늘날 가치교
육에 한 사회과의 전반적인 논의 과정은 모두 하나의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 그것은 바로 학습자가 인간으로서 지켜야 할 품격이나 덕목을 갖추
는 것에 주목하는 인성교육(character education)이다. 이는 과거의 유산
처럼 여겨지던 인성교육이 부활하여 유행했던 80년  레이건 시기 미국을 



떠올리게 한다. 당시 중의 폭넓은 관심과 지지 하에 추진되었던 인성교
육은 교사의 권위, 도덕적 가치의 주입, 아동의 복종이라는 보수적인 교육
관으로의 회귀를 의미했다. 이것은 넓은 의미에 있어서 가치주입이라고 할 
수 있다. 인성이라는 용어는 책임, 충성, 시간엄수와 같은 덕목들을 포괄
했으며, 사람들은 학교가 학생들의 자율권을 제한하고, 엄격한 행동 기준
으로 더욱 지시적으로 교육한다면 학생들이 더욱 책임감 있는 시민이 될 
것으로 기 했다(Scott, 1991). 

본 연구자는 이러한 인성교육의 흐름을 세심하게 고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즉, 인성교육에 한 사회적 요구와 본 연구자의 문제의식은 모
두 우리 사회에 나타나고 있는 도덕과 윤리의 실종 문제 그리고 그 이면
에 있는 가치에 한 진정한 존중의 부족을 지칭하고 있다는 점에서 큰 
방향에서 다르지 않다. 하지만 앞서 살펴본 것처럼 결국에는 가치주입의 
모습까지도 긍정할 수 있는 인성교육이 과연 민주시민의 양성을 목표로 
하는 사회과 가치교육의 적합한 방향이자 방법론이 될 수 있는지는 의문
이다. Jarolimek(1971: 5-7)은 가치교육과 갈등해결에 관심을 기울여온 
많은 시간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사람이 달까지 다녀오는 시 임에도 가치
교육은 큰 진전 없이 훈계적 방법에 의존하고 있는 데 한탄했다. 마찬가지
로 이런 한탄 이후로도 많은 시간이 지났고 과학기술은 더욱 발전했으며 
머지않아 인공지능이 인간의 사고력을 체할 것으로 보이는 이런 놀라운 
시 에 우리의 가치교육이 큰 틀에서 훈계적 방법과 큰 차이가 없는 인성
교육으로 회귀하고 있다는 것은 무척 안타까운 일이다. 특히 이러한 인성
교육 형태의 가치교육은 결국 사회에서 제공하는 주류 가치를 일방적으로 
수용하고 지배적인 질서에 복종하고 순응하는 개인을 길러내는 교육이라
는 점에서 민주시민교육을 지향하는 사회과 연구자 및 실천가들에게 심각
한 문제로 인식될 필요가 있다. 



4. 연구문제와 논의의 개요

이러한 인식 하에 본 연구자는 가치성찰의 부족으로 변되는 오늘날 
우리 사회의 가치문제에 공감하면서도 그에 한 해답으로 가치교육이 인
성교육으로 귀결되고 있는 상황에 문제를 제기하고자 한다. 기본적으로 본 
연구자는 오늘날 가치교육 방법으로 인성교육이 요청될 수밖에 없었던 문
제 상황으로서 가치성찰의 부족에 주목한다. 즉, 사회적으로 중요하게 여
겨지는 수많은 가치에 한 참된 존중은 가치교육의 기본적인 목표이며 
이를 통해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은 분명하다. 하
지만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인성교육이라는 가치주입과 교화의 방식
이어야 하는지는 의문이다. 특히 민주적인 시민을 기르고자 하는 사회과교
육의 목표에 비추어 볼 때 통제와 규율을 강조하는 인성교육의 방식을 통
해 민주주의를 가르치겠다고 하는 것은 일종의 수행적 모순을 함축한다고 
하겠다. 가치를 주입하고 교화하는 형태의 인성교육을 통해서는 스스로의 
가치를 추구하면서 다른 이의 가치를 존중하고 그 속에서 우리 사회의 민
주주의를 유지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시민을 길러낼 수 없다. 

그래서 이 글의 주된 관심은 바로 학생들의 자율성을 존중하면서도 가
치에 한 참된 존중을 가능하게 하는 교육 방법에 한 이론적 탐색에 
있다. 특히 본 연구자는 기본적으로 민주주의 사회에서 시민이 갖추어야 
할 가치에 한 교육 방법에 해 논의하고자 한다. 이것은 한편으로는 가
치주입이나 교화의 방식이 아니라 학생들의 자율성을 존중하고 합리적 사
고를 통해 가치를 선택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자신
이나 타자, 사회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에 한 진지한 고려를 가능하
게 해야 한다. 지금까지 가치교육에 한 논의는 이런 두 가지 요구를 양
립 불가능한 것으로 인식했다는 점에서 균형적이면서도 적절한 이론적 방
안을 제시하기 어려웠다. 그러나 이 두 가지 요구는 양립될 수 있으며 본 
연구자는 이를 이론적 차원에서 검토하고 논증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러한 
연구문제에 한 본 연구자의 결론은 바로 ‘가치사실’ 중심의 가치교육 방
안이다. ‘가치사실’을 중심으로 한 가치교육은 학생들의 자율성을 존중하



여 교화나 주입에 이르지 않으면서도 사회적으로 중요하게 여겨지는 가치
에 해 진지하게 고민하게 할 수 있는 가치교육의 가능성을 보여줄 것이
다. 

이를 위해 2장에서는 가치교육에 한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본 논문의 
논의 방향을 분명히 하는 작업을 진행할 것이다. 민주시민의 양성이라는 
사회과교육의 목표를 통해 가치교육 논의의 범위를 제한하고, 가치교육 방
안을 비교할 준거로서 가치성찰이 의미하는 바를 분명하게 제시할 것이다. 
이어 3장과 4장에서는 지금까지 학생의 자율성을 존중한다고 이해되었던 
주된 가치교육 접근으로서 가치명료화와 가치분석에 해 논의할 것이다. 
이것은 두 방법론은 물론이고 각각에 한 기존의 비판적 논의를 재검토
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종합적인 작업이다. 이렇게 가치성찰이라는 기준에
서 기존의 가치교육 방안의 한계가 분명해진다면, 안적인 사회과 가치교
육의 방향 또한 략적으로 드러나게 될 것이다. 이에 따라 5장에서는 이 
글의 주장이라고 할 수 있는 ‘가치사실’ 중심의 가치교육 방안이 제시될 
것이다. 물론 본 논문은 가치교육의 구체적인 방법을 검증하는 것이 아니
라 가치교육의 방법이 어떠해야 하는가라는 규범적 논의의 성격을 띤다. 
이런 점에서 본 연구자는 먼저 ‘가치사실’의 의미를 분명히 하고 이러한 
‘가치사실’의 유형을 자신, 타자, 사회의 차원에서 각각 구체화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가치사실’이 가치교육에서 어떤 의미를 갖고 있으며, 기존 
가치교육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를 Weber, Putnam, Dewey
의 논의를 빌려 탐색할 것이다. 그 이후에 비록 이 논문이 구체적 방법에 
관한 논의는 아니지만 현장에서 벌어지는 가치교육의 장면에서 ‘가치사실’
이 어떻게 작용할 수 있는가를 가치교육의 형식적 단계를 따라 제시할 것
이다. 이것은 특히 개인의 가치성찰을 이끌어내기 위해 기존의 가치교육 
방안이 어떤 방식으로 ‘가치사실’을 활용해야 하는지를 보여주게 될 것이
다. 그리고 마지막 6장에서는 ‘가치사실’ 중심의 가치교육에 관한 전체 논
의를 요약하고 이 글의 논의가 앞으로의 가치교육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유의해야 할 점을 제시하며 마무리할 것이다. 만약 본 연구자가 제시하는 

안이 유효하다면 이것은 지난 가치교육의 역사에서 반복되었던 자율이



냐 주입이냐의 교착관계를 해소하는 동시에 오늘날 가치성찰의 부족 문제
를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단서를 제공해줄 것이다. 



Ⅱ. 가치교육 논의의 범위와 준거

1. 가치교육 논의의 범위

이 부분에서는 가치성찰을 이끌어내기 위한 가치교육 방안을 논의하기
에 앞서 가치교육이라는 방 한 논의 범위를 제한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본 논문에서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논의를 이끌어
가고자 한다. 

첫째, 무엇보다도 현재의 가치교육 논의는 사회과교육의 맥락에서 이루
어질 것이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사회과 외에도 다양한 교과는 인류의 축
적된 경험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수많은 가치를 포함하고 있다. 그리고 이
들 교과의 목표와 성격을 감안한다면 가치교육의 내용이나 방법에 관한 
논의는 달라질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본 연구자는 논의의 초점을 민주시민
교육을 지향하는 사회과교육의 맥락으로 제한하고자 한다. 이것은 가치교
육의 논의 맥락을 구체화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다. 

둘째, 사회과교육이 시민을 양성한다고 할 때 이 때 시민은 민주주의 사
회의 구성원을 의미한다. 이 점에서 민주주의라는 이상은 가치교육의 내용
과 방법을 규정하는 핵심적인 부분이다. 하지만 민주주의에 한 다양한 
해석과 주장이 존재한다는 점을 감안하여 본 연구자는 민주주의에 관하여 
소위 Rawls식의 ‘중첩적 합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것
은 이후 민주시민교육으로서 사회과에서 가치교육 방법들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구체적인 준거가 된다. 

셋째, 사회과에서 논의되어 온 가치교육 방안의 역사를 간략히 살펴볼 
것이다. 이것은 안적 가치교육 방안의 탐색이라는 본 논문의 목표에 비
추어 중점적으로 검토할 가치교육 방안의 범위를 좁히는 데 그 목적이 있
다. 앞서 제시한 준거에 따라 본 연구자의 논의는 안적 가치교육 방안을 
제시하기에 앞서 가치명료화 접근과 가치분석 접근을 검토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이다.  

1) 민주시민교육으로서 사회과교육

전술한 것처럼 가치교육에 관한 본 연구자의 논의는 교과교육으로서 사
회과교육의 범위에서 이루어진다. 교육기본법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교육은 
기본적으로 민주시민의 양성을 기본적인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7) 이 때 
사회과는 개별 교과 차원에서도 민주시민의 양성을 구체적인 목표로 설정
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회과의 정체성이 ‘민주시민교육’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는 것은 부인하기 어렵다. 이런 점에서 비록 시 적, 사회적, 국가적 
맥락에 따라 구체적인 내용은 달라지더라도 적어도 추상적인 차원에서 사
회과교육의 목표가 민주 시민의 양성이라는 점에는 사회과교육자들 사이
에서 광범위한 합의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차경수·모경환, 2008: 58).

일반적으로 시민은 사회구성원으로서 필요한 “기본적인 지식을 갖추고, 
사고와 탐구를 통하여 사회생활에서 부딪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
력을 갖춘 사람”(차경수.모경환, 2008: 50)을 말한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이러한 시민이 누구이며, 어떤 능력이나 자질을 갖추어야 하는가에 해서
는 상당히 다양한 견해가 존재한다. 예를 들어 시민은 자율적인 개인을 뜻
하기도 하고, 공동체의 구성원을 뜻하기도 하며, 때로는 전통 사회의 백성
이나 국민과 동일시되기도 했다. 또한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합리적인 서구 
문화의 수용을 강조하는 사람들이나 우리나라의 역사와 전통을 가르쳐야 
한다고 하는 사람은 물론이고 심지어 쿠데타를 일으켰던 독재자들도 시민
교육을 주장해왔다(강 현, 2008: 14).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민주시민교
육으로서 가치교육 논의의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다양한 입장들 간의 차
이에도 불구하고 이들 입장들이 공통적으로 전제하고 있는 시민(성)의 본
질적 개념에 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7) 교육기본법 제2조(교육이념)에서는 교육이 “자주적 생활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 필
요한 자질을 갖추게 함으로써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민주국가의 발전과 인
류공영(人類共榮)의 이상을 실현하는 데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
하고 있다. 



강 현(2008)은 인간과 시민의 개념적 유사성과 차이점에 관해 논의하면
서 개인과 달리 시민은 개념적으로나 현실적으로 공동체와 분리하여 생각
될 수 없음을 지적한다. 즉, 개인은 개념적으로나 현실적으로 공동체와 분
리될 개연성이 있으나 시민은 본래 공동체적이어서 공동체와 무관한 시민
을 상정할 수 없다. 이는 시민 개념 자체가 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자격 
및 공동체와의 관계 속에서 부여된 지위와 역할 개념을 함축하고 있기 때
문이다(강 현, 2008: 93-104). 표적인 정치철학적 입장으로서 갈등 관
계에 있는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 역시 시민의 개념은 물론이고 시민의 
권리·의무·자질 등과 관련하여 상이한 해석과 주장으로 논쟁을 벌이고 있
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사회에 속해 있는 개인으로서 시민을 상
정한다는 점에서는 일치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시민이 공동체 속에서 다
른 구성원과의 관계를 통해 정의되어야 한다는 생각은 시민교육의 전제로
서 기능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전제가 가치교육에 어떤 함축을 줄 수 있을까? 본 연
구자는 크게 두 가지 점에 주목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첫째, 시민이 공동
체와의 관계 속에서 규정되는 개념이라는 것은 시민으로서 개인이 그 자
체로는 불완전한 존재임을 의미한다. 물론 이 때의 불완전성은 반드시 부
정적인 것으로 해석할 필요는 없다. 교육의 맥락에서 Dewey(1916: 
69-76)는 인간이 의존상태에 있는 미성숙의 상태를 오히려 사회적 관점에
서 강점이자 성장의 동력으로 해석한다. 마찬가지로 불완전한 존재로서 시
민은 한편으로는 사회구성원 부분이 도달할 수 있는 열려 있는 개념이
라는 점에서, 다른 한편으로는 불완전함으로 인해 꾸준한 성장의 가능성을 
지닌 존재라는 점에서 이해될 수 있다. 즉, 시민에게 요구되는 도덕적 역
량은 그 자체로 완결적인 성인(聖人)의 윤리와는 그 궤를 달리한다. 이런 
면에서 사회과교육의 목표로서 시민이 사회구성원으로서 필요한 “기본적
인 지식을 갖추고, 사고와 탐구를 통하여 사회생활에서 부딪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차경수·모경환, 2008: 50)으로 정의된
다는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다. 비록 시민은 자신의 제한된 경험과 직관을 
통해 여전히 불완전한 가치 선택을 하는 존재이지만 공동체의 사회적 조



건 속에서 동등한 시민의 지위를 갖고 있는 타자를 통해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존재인 것이다. 

둘째, 시민이 공동체와 무관할 수 없다는 것은 시민에게 요구되는 가치 
역시 공동체와 무관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즉, 시민은 공동체와 무관하게 
개인의 사색이나 수양을 통해 도달할 수 있는 자기완성이나 자기초월적 
존재와는 다르다. 오히려 시민은 공동체 속에서 타자와의 소통가능성을 전
제로 하여 사회의 영향을 받으면서 변화하고 성장하는 존재이다. 이런 의
미에서 가치교육은 사회를 고려하여 개인 내부의 선택을 넘어설 수 있는 
가능성을 요구한다. 시민이라면 선택의 과정에서 주어진 상황과 사실에 충
실하면서 그 상황에서 자신이 활용할 수 있는 가치 원칙과 직관을 동원하
여 최선의 판단을 내리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또한 소통과 실천의 과정에
서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의 양심과 판단에만 맡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
람들의 선택과 관계에 비추어 생각해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종국에는 스
스로 선택하기 때문에 선택의 결과에 해서는 사회적 책임을 질 수 있을 
것이다. 

요약하자면 사회과 가치교육이 목표로 하는 시민은 개인과 사회의 상호
관련성을 전제로 하는 개념이다. 그래서 이러한 전제를 고려할 때 시민교
육으로서 가치교육은 우리 사회에서 함께 살아가기 위해 기본적인 수준에
서 필요한 공적인 가치를 다루어야 한다. 또한 우리 각자가 시민으로서 함
께 살아간다는 것은 이렇게 사회적으로 중요하게 여겨지는 가치들을 진지
하게 고려하면서 스스로의 가치 방향을 설정하고 다른 시민들과 소통하면
서 함께 결정을 내리고 사회적 책임을 질 수 있음을 함축하는 것이다. 

2) 민주주의의 전제로서 다원주의

앞선 논의에 의거할 때 민주시민교육의 한 축이라고 할 수 있는 시민의 
개념이 공동체를 전제한다는 것은 비교적 명확하다. 하지만 또 다른 한 축
으로서 민주주의라는 개념은 무척 복합적이고 난해한 개념으로 사실상 현
재 논의의 범위를 제한하는 데 어려움을 야기한다. 즉, 민주주의를 가르쳐



야 한다는 것만으로는 사회과 가치교육의 방향을 분명히 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이것은 특히 민주주의가 그 자체로 다양한 규범적 함축을 갖는 가치 
개념이라는 데 기인한다. 일반적으로 객관적인 사실이나 개념으로 구성되
는 지식교육이나 기능교육과 달리 가치교육은 그 내용을 규정하는 것이 
쉽지 않다. 

이와 관련해서는 크게 두 가지 문제에 주목할 수 있다. 첫 번째 문제는 
가치교육에서 다루는 내용이나 개념은 사실이나 기능 개념보다 훨씬 더 
추상적이어서 하나의 의미로 확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학문적 지식으로서 ‘기업의 이윤 극 화’를 가르치는 것과 바람직한 
기업가의 태도로서 ‘기업가 정신’을 가르치는 것을 비교하면 후자가 훨씬 
더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두 번째 문제는 비교적 분명한 해석이 가능한 가치 개념이라고 해도 이 
가치에 한 태도는 관점에 따라 다양할 수 있기 때문에 가치교육의 방향
을 합의하기가 어렵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앞서 언급한 ‘기업가 정신’이
라는 가치를 가르치는 데 있어서도 입장에 따라 이 가치에 한 생각이 
다를 수 있으며, 이런 상황에서 특정 입장을 바탕으로 가치교육이 이뤄진
다면 분명 다른 입장을 취하는 측으로부터 반발을 불러올 것이 분명하다. 
사실상 규범윤리학 내에서도 다양한 입장이 나름의 근거를 통해 립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어느 하나의 입장을 가르치는 것은 분명 다수 사람들
의 동의를 받기 어렵다(정원규, 2011: 94-95). 

이런 두 가지 문제를 고려할 때 민주주의라는 개념을 둘러싼 사회과 가
치교육 논의는 상 적으로 분명한 내용을 담고 있으면서도 특정한 가치 
입장에 좌우되지 않는 전제로부터 출발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양립할 수 
없는 합당한 포괄적인 교리들로 이루어지는 다원주의 사회에서 정의의 원
칙을 구성하기 위한 공적 근거를 탐색했던 Rawls의 작업을 떠올리게 한
다. Rawls(1993)는 포괄적 교리들 간의 화해불가능한 잠재적 갈등의 절
적 깊이를 인정하면서 이 속에서 합당한 해결의 기반으로 중첩적 합의를 
제시한다. 예를 들어 다양한 종교적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은 그 입장의 차
이는 있지만 모두 종교의 자유라는 것에 해서는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



다. 같은 맥락에서 다양한 입장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민주주의에 한 중
첩적 합의에 해당하는 내용을 탐색하는 것이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그러한 가치 개념에 해당하는 것들의 후보로 가장 먼저 떠
올릴 수 있는 것은 바로 민주주의의 이념으로 일컬어지는 ‘인간존중(인간
의 존엄성), 자유, 평등’이다. 이런 가치들은 흔히 민주주의의 기초이자 민
주주의의 본질을 이야기할 때 언급되는 핵심 개념들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문제는 이러한 가치들이 다양한 해석과 관점을 허용하는 가장 논쟁적인 
개념이라는 데 있다. 예를 들어 ‘자유’만 하더라도 일반적으로는 자유주의
에서 말하는 ‘자유’와 공화주의에서 말하는 ‘자유’, 그리고 공동체주의에서 
말하는 ‘자유’는 각 사상을 특징지을 만큼 그 의미가 크게 다르다. 따라서 
우리는 민주주의와 관련하여 상 적으로 분명한 내용을 담고 있으면서도 
특정한 가치 입장에 좌우되지 않는 가치 개념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이런 점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개념이 바로 민주주의의 전제에 해
당하는 개념으로서 다원주의이다. 다원주의는 다른 가치에 우선하는 어떤 
특별한 가치가 없다는 생각 하에 상 방을 상호 인정하는 태도(허라금, 
2001: 276)를 말한다. 즉, 이것은 가치판단에 있어서 어떤 것이 궁극적으
로 옳다는 생각에서 벗어날 것을 요구한다. 민주주의가 다수의 지배로 정
의되는 것은 바로 다수의 사람들 각각이 가진 생각과 주장을 인정해야 한
다는 다원주의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이다. 물론 이런 다원주의가 가치에 
있어서 상 주의를 함축하지는 않는다. 흔히 일상적으로는 ‘상 주의’와 
‘다원주의’가 혼용되고 있으나 다원주의는 “다원성 그 자체를 거부하는 입
장은 허용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상 주의와 구별된다”(정원규, 2011: 97). 

특히 다원주의는 그 정의에서도 알 수 있듯이 앞서 언급한 다른 민주주
의 가치에 비해 특정한 가치입장에 상 적으로 독립된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즉, 다양한 생각과 주장을 존중한다는 다원주의의 정의 자체는 특정 
입장에 따라 의미가 달라질 수 있는 다른 가치 개념과 달리 비교적 단일
하게 이해될 수 있다.8) 더욱이 다원주의는 다원주의 그 자체를 부정하지 

8) 여기에 해서 다원주의 개념 역시 소극적 다원주의와 적극적 다원주의, 약한 다원
주의와 강한 다원주의 등 다양한 해석이 존재한다는 반론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해석의 차이는 체로 규범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다원성의 정도에 한 



않는 이상은 어떤 특정한 입장을 취하더라도 그 입장을 존중해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정확히 롤즈가 말한 중첩적 합의로 기능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상식적인 수준에서 생각하더라도 다른 사람
의 사상과 의견 그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바탕에서 민주주의를 이야기한
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런 점에서 민주주의 교육에서 다원주의는 민주주
의 교육이 추구하는 가치교육의 방향을 설정하는 전제로 기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즉, 사회과 가치교육 방안에 관한 논의는 다원주의를 수용
하는 바탕에서 이뤄져야 한다.  

3) 가치명료화 접근 및 가치분석 접근과의 비교

한 인간으로서 또 시민으로서 “우리가 하는 모든 것, 우리가 하는 모든 
결정과 우리가 취하는 행동의 과정은 우리가 의식적·무의식적으로 가지는 
신념과 태도, 가치에 근거”(Simon et al., 1972: 13; 추정훈, 1998: 227
에서 재인용)한다. 이 점에서 민주시민을 양성하고자 하는 사회과에서 가
치 영역은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민주주의의 기초이
자 배경이 되는 자유와 평등, 인간의 존엄성과 같은 가치는 물론이고, 그
런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개인들에게 요구되는 관용과 존중, 배려와 공감 
그리고 국가를 포함한 공동체에 한 신뢰와 애착 등은 모두 사회과에서 
필수적으로 가르쳐야 할 내용이 된다. 

이 때 중요한 것은 이러한 가치를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가라는 가치교
육 방법의 문제이다. 앞서 본 연구자는 사회과의 역사에서 가치교육에 관
한 논의 흐름을 사회적으로 중요하게 생각되는 가치를 학생에게 전달하려
는 입장과 가치에 한 학생의 자율적인 선택과 사고, 판단을 중시하는 입
장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이 때 첫 번째 입장을 표하는 것이 사회적
으로 바람직한 가치를 학생들에게 전달하는 언어적 교훈주의이다. 그리고 

해석의 차이로 강한 개념은 약한 개념을 포함하고 있다. 즉, 우리가 다원주의라고 
부르는 생각들은 적어도 ‘다원주의의 사실’을 인정하면서 최소한의 보편성을 추구
하려 한다는 점에서는 공통점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해서는 노찬옥(2005: 
25-26) 참고. 



두 번째 입장은 이러한 가치주입의 방식에 반 하여 학생들의 자율적인 
선택과 판단을 존중하는 접근으로 가치명료화에서 시작하여, 가치추론과 
가치분석으로 이어지며 학생들의 논증과 사고력을 중시하는 쪽으로 발전
했다. 하지만 이렇게 논증과 사고력을 강조하는 가치교육이 정작 학생들의 
가치 있는 행동을 이끌어내지 못한다는 비판과 함께 세 번째 흐름이 나타
났다. 이것이 바로 배려와 감사의 윤리, 친사회적 행동을 강조하는 주장이
라고 할 수 있다. 

① 배려와 감사의 윤리 및 친사회적 행동의 배제
이러한 흐름에서는 먼저 세 번째 측면 즉, 배려와 감사의 윤리 그리고 

친사회적 행동을 강조하는 교육의 성격을 분명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세 번째 가치교육의 접근은 1980년  후반 들어 기존의 가치교육 방법
들이 지나치게 논리적인 사고와 합리적 의사결정만을 강조했던 것을 반성
하며 등장했다(차경수·모경환, 2008: 325-330). 배려와 감사의 윤리 교육
은 기존의 도덕적 추론이 보편적 규칙을 중시했던 것에 반해 타자와의 관
계를 중시하고 공감과 배려를 통해 타자의 감정을 이해하는 것을 중시하
는 접근이다. 친사회적 행동 교육은 범죄행위와 같은 반사회적 행동과 
비하여 사회규범에 맞고, 다른 사람들의 복지를 증진시키는 교육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가치교육에서 주목할 것은 이들 모두 개인을 중심으로 하
는 기존 가치교육의 내용 범위를 공동체로 넓혔다는 점이다. 이런 점에서 
공감이나 배려, 감사, 친사회적 행동 등을 도입함으로써 나타났던 다양한 
교육적 효과는 충분히 긍정적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이러한 긍정적 평가에도 불구하고 배려와 감사의 윤리 그리고 
친사회적 행동으로 지칭되는 이러한 가치교육의 사조가 앞서 본 연구자가 
규정한 가치교육 방법론의 두 가지 구도(사회적 가치의 주입을 강조하는 
입장과 학생의 자율성을 강조하는 입장)와 별개의 흐름을 형성하고 있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여기에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내용적으로 배려와 감사의 윤리는 기존의 가치들을 보완하는 것으
로 별개의 가치교육 방법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규범윤리의 전통에서 볼 



때 ‘배려’ 윤리는 기존의 보편적 성격을 지닌 ‘정의’ 윤리가 다루지 못했던 
특수한 도덕적 의무의 영역에 주목한다. 즉, 내용적으로 정의 윤리가 공적 
영역을 중심으로 한 공적 관계에 적용되는 것이라면 배려 윤리는 사적 영
역을 중심으로 한 사적 관계에 적용되는 것이 더 적합하다(Kymlicka, 
2002: 521-577). 하지만 우리가 논의하는 가치성찰은 사적 영역과 공적 
영역을 아우르고 특히 시민교육이라는 관점에서는 공적 영역에 무게 중심
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배려 윤리가 주된 가치교육 내용으로 자리할 수 
있을지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 특히 더 중요한 것은 이처럼 정의 윤리와 
배려 윤리를 적용되는 영역과 내용의 차이로 받아들일 때 사실상 배려 윤
리에 방법론적으로 새로운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우리가 고민할 
것은 공감과 배려, 친사회적인 행동이라는 가치를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하는 점이다. 한편으로는 이들 가치를 주입할 수도 있을 것이고, 다른 한
편으로는 이들 가치에 한 자율적인 선택과 판단을 강조할 수도 있을 것
이다. 결국 논의는 다시 앞선 두 흐름으로 돌아오게 된다. 

둘째, 만약 배려와 감사의 윤리 그리고 친사회적 행동을 가치교육의 내
용이 아니라 방법을 중심으로 접근하게 된다면 이는 가치주입이나 교화의 
방식에 가까워질 가능성이 크다. 이들은 방법론적으로 구체적인 행동과 덕
목을 강조한다. 즉, 배려의 윤리는 논리성만 강조하면서 다른 사람의 감정
을 고려하지 않는 경우를 비판하면서 개인들 간의 다양한 관계적 맥락에
서 필요한 다양한 헌신을 요청한다. 친사회적 행동의 경우 구체적으로 사
회규범에 부합하는, 다른 사람들의 복지를 증진시키는 행동을 하도록 실천
하는 경험을 제공한다. 이것은 사실상 개인의 주체적인 판단과 사고보다는 
사회적으로 중요하게 여겨지는 가치를 수용하게 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앞
서 언급한 첫 번째 흐름 즉, 가치주입과 크게 다르지 않다. 더욱이 친사회
적 행동의 경우에는 그것이 지향하는 긍정적인 함축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가치를 주입하는 것을 넘어 실제 행동까지 강요하는 것에 이를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② 가치주입과 교화를 긍정하는 가치교육 방안의 배제



이렇게 볼 때 우리의 논의는 결국 본 연구자가 강조하는 두 가지 구도 
즉, 사회적 가치의 주입이냐 학생의 자율적 선택과 판단을 존중하느냐로 
좁혀진다. 하지만 앞선 논의 즉, 민주시민을 양성하고자 하는 사회과의 가
치교육이 민주주의의 전제로서 다원주의에 기초해야 한다는 점은 현재 논
의를 제한하는 중요한 근거가 된다. 즉, 사회과의 가치교육 방안은 민주주
의 사회의 교육 방안으로 다원주의를 긍정하는 바탕에서 출발해야 한다. 
이는 어떤 가치가 바람직하고, 어떤 가치가 근본적인 것인지에 한 판단
을 일차적으로 내려놓을 것을 요구한다. 이런 맥락에서 원칙적으로 사회과
의 가치교육 방안은 가치주입 형태의 가치교육을 받아들일 수 없다. 

자유, 평등, 인간존중 등 사회적 기본가치는 주입되어야 한다는 생각 역
시 좀 더 면 한 검토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이런 가치의 중요성에 해 
생각해 보는 것과 이들 가치를 주입하는 것에는 큰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교실 수업에서 학습자에게 특정 가치를 주입하고 이런 가치들에 한 존
중의 태도를 심어주고자 할 때 나타나는 모습은 어떤 것일까? 엄 한 의
미에서 자유와 평등, 인간존중과 같은 기본가치는 고정불변의 것이 아니며 
다양한 해석의 가능성이 열려 있는 개방적인 개념이다. 이를 인정한다면 
정작 가치교육에서 중요한 것은 이러한 기본가치에 한 다양한 관점과 
해석이며, 그러한 기본가치들이 갈등하거나 충돌하는 상황에서 가치들을 
타협하고 그 비중을 달리해서 최종적인 자신의 선택으로 나아가는 과정이
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만약 어떤 식으로든 특정한 해석을 
바탕으로 어떤 하나의 입장이나 주장을 강요하고 주입하게 된다면 이는 
사실상 다원주의를 억압하는 비민주적 가치교육으로 귀결되게 된다. 만약 
이런 특정 해석을 배제한 채 추상적인 차원에서 이들 가치에 한 존중을 
교육하려고 한다면 많은 교사들은 사실상 가치교육의 내용이 빈약하다는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구체적인 내용이 없는 사회적 기본가치는 말 그
로 ‘뻔한’, 그리고 ‘공허한’ 울림일 뿐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앞서 교육 현
장에서 가치교육이 잘 이뤄지지 않는 이유와도 연결된다. 따라서 우리는 
실질적인 의미에서 가치교육을 실행하는 한편 사회적으로 중요하게 생각
하는 가치를 인정하되 이를 주입하지 않기 위해 다원주의를 바탕으로 하



는 가치교육 방법에 해 고민할 필요가 있다. 
이런 점에서 본 연구자는 명시적으로 다원주의를 존중하는 맥락에서 가

치교육을 실천하고자 했던 사회과 가치교육 방안인 가치명료화 접근과 가
치분석 접근에 관해 집중적으로 살펴볼 것이다. 이 두 가지 접근은 명시적
으로 언어적 교훈주의 형태의 가치주입에 반 하는 동시에 학생의 자율적 
사고와 판단을 중시한다. 이 점에서 최소한 다원주의를 존중해야 한다는 
기본 전제를 수용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전제가 얼마나 잘 받아들
여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러한 전제에서 본 연구자가 관심을 갖고 있는 가
치성찰 부족의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는지는 추가적인 논의를 통해 확인
할 필요가 있다. 이후 두 장에서는 각각 가치명료화 접근과 가치분석 접근
에 해 살펴보고 그 의의와 한계를 분명하게 함으로써 안적 가치교육 
방안을 위한 함의를 도출하고자 한다. 

2. 가치교육 논의의 준거: 가치성찰의 의미

앞서 안적 가치교육 방안을 탐색하기 위한 논의의 범위를 가치명료화
접근과 가치분석 접근으로 제한하였다. 이제 필요한 것은 이들 가치교육 
방법을 분석할 논의의 준거라고 할 수 있다. 이미 밝힌 것처럼 이 글의 목
적은 개인의 가치성찰을 이끌어낼 수 있는 가치교육 방안을 이론적으로 
탐색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에서는 본 연구자가 주목하는 가치성찰의 
개념을 설명하고 가치교육에서 가치성찰이 갖는 함의를 명확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자는 가치성찰의 의미를 자신, 타자, 사회의 측면에
서 살펴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것은 안적 가치교육의 문제의식을 보
다 선명히 드러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1) 자신의 진정성 있는 가치 선택과 추구



자신에게 있어서 가치성찰은 ‘나는 어떤 가치를 의미 있게 여기는가?’, 
‘가치가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라는 질문으로 표현될 수 있다. 즉, 
자신의 가치에 한 성찰이 부족하다면 수많은 가치들이 자기 자신에게 
더 이상 의미를 갖기 어려울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다른 모든 사람들이 
의미 있게 여기는 가치라고 하더라도 이것이 나에게 갖는 의미가 불분명
하다면 이것은 적어도 나의 ‘가치’라고 부를 수는 없다. 나에게 있어서 어
떤 것이 가치라면 그것은 내가 진정성 있게 받아들이고 추구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이것은 도덕의 문제가 일차적으로 “왜 우리가 도덕적이어
야 하는가?”보다 “왜 내가 도덕적이어야 하는가?”에 있다는 점을 지적하
는 것이다. 

실제 오늘날 가치교육에 한 많은 논의들은 개인에게 있어서 가치가 
갖는 의미를 분명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한상욱, 
1983; Lickona, 1992; 노영란, 1997; 이병호: 1999; 김해성, 2003). 하지
만 이러한 논의들은 개인적 측면에서 가치성찰의 부족을 문제시하면서도 
이에 한 해결책을 사회적으로 중요하게 여겨지는 가치들을 주입하거나 
교화하는 인성교육에서 찾고 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즉, 인성교육을 
주장하는 이들은 가치에 한 단순한 탐구를 비판하면서 가치를 받아들이
게 만드는 특수한 상황 설정과 인위적인 노력을 강조한다. 하지만 이러한 
과정이 강제성을 포함하고 가치주입이나 교화의 성격을 띠게 된다면 이것
은 결코 학생의 진정성 있는 가치 선택을 장려할 수 없다. 이러한 문제점
은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해 보면 더 명확하게 드러난다. 

첫째, 강요된 가치는 가치의 본래적 의미 자체를 퇴색시킨다. 흔히 가치
를 강요해야 한다는 입장을 지닌 사람들은 특정한 가치가 본래 가치 있다
는 점을 가정하기 마련이다. 그래서 어떤 개인이든 가치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러한 가치들을 습득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런 가정을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교육의 결과가 가치를 강요하는 사람들이 
추구하는 교육의 목표에 부합할 것인지는 의문이다. 왜냐하면 한 개인이 
가치를 진정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였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가치를 습득
했다는 것과는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Locke(1689)가 종교의 자유에 해 논의했던 취지와 유사하다.9) 
즉, 종교적인 믿음은 강요될 수 있는 성격의 것이 아니다. 강요된 믿음은 
사실상 ‘믿음’이 아니기 때문이다. 가치교육에서 말하는 가치 역시 다르지 
않다. 만약 어떤 학생이 지속적인 강요로 인해 실제 자신의 의사와 달리 
억지로 가치를 수용하고 겉으로 이를 신봉한다고 진술하고 있다면 이러한 
사례를 두고 우리는 가치교육이 제 로 이루어졌다고 말할 수 있을까? 사
실상 이런 경우 학생들은 가치에 헌신하지 않으며, 다른 사람이 보지 않을 
때는 언제든지 그러한 가치를 내팽개치게 될 것이다. 즉, 다른 사람에게 
의해 강요된 종교가 내가 진정으로 받아들이는 종교가 될 수 없듯이 어떤 
경우에도 강요된 가치는 학생이 진정으로 헌신하는 가치가 될 수 없다. 

여기서 한 가지 분명히 할 부분이 있다. 즉, 바로 이 문제에 있어서 우
리의 실천적 경험 사례들은 현재의 논의 초점을 흐리는 경향이 있다는 점
이다. 다수의 반론들은 강요를 통한 가치교육의 방식을 통해 진정으로 가
치를 내면화하고 수용한 사례들이 존재한다는 점을 근거로 드는 경향이 
있다. 종교 사례만 하더라도 모태신앙을 통해 어릴 때부터 종교적 신념이 
주입되고 강요되었지만 이 아이가 진정한 종교인으로 자라는 경우는 많이 
있다. 그러나 반 로 특정 종교에 한 믿음이 강한 집단이나 사회 속에서 
자랐지만 그러한 종교적 믿음을 수용하지 않는 경우도 드물지 않게 존재
한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 것인가?

본 연구자가 강요나 강제에 의한 가치교육이 개인의 진정성 있는 가치 
내면화를 불가능하게 한다는 것은 단순히 후자의 사례만을 수용하고 전자
의 사례를 부정하기 때문은 아니다. 또한 이것은 단순히 이론과 실천의 괴
리라는 점에서 이해되어서도 안 된다. 어떤 경우에든 이론은 드러나는 현
상을 설명하고 예측하는 데 그 존재 의의가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자는 
강제적인 가치교육과 가치의 진정한 내면화 간에 현상적으로 드러나는 엇

9) “가장 믿음직해보이고 가장 훌륭해보이는 치료약도 환자의 위장이 그것을 받아들이
자마자 거부하면 그 환자에게 아무런 영향을 줄 수가 없습니다. …(중략)… 자기 교
파에 억지로 가입시키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는 일입니다. …(중략)… 겉으로 드러
난 선의와 자비심과 인간의 영혼 구원에 한 관심이 아무리 크다 해도 인간의 의
지와 상관없이 인간을 강제적으로 구원받게 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결국에는 자
기의 양심의 명령에 따르도록 내버려두어야 합니다.”(Locke, 1689: 92)



갈림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더 정교한 이론적 구성을 필요로 한다고 생각
한다. 즉, 우리는 진정한 가치의 내면화를 돕는 교육 방안에 해 보다 심
층적으로 고찰할 필요가 있다. 만약 강제적인 가치교육을 통해서 가치의 
내면화가 더 효과적으로 일어났다면 여기에는 아마도 초기 아이들의 인지 
구조 내에서 가치의 정합성과 일관성 문제, 가치교육을 하는 이가 갖는 열
정과 헌신 등이 관련되어 있을 가능성이 크다(Merry, 2005). 하지만 어떤 
경우에도 강제나 강요 그 자체가 가치 내면화를 돕는 결정적 요인이라는 
점은 추가적인 이론적 설명이 제시되지 않는 한 받아들이기 어렵다. 적어
도 현재의 이론적 틀 내에서 볼 때 강요된 가치는 내면화된 가치라고 볼 
수 없다. 가치는 무엇보다도 개인의 자발적인 헌신을 바탕으로 성립될 수 
있는 개념이다.  

둘째, 가치주입이나 교화가 진정성 있는 가치 선택을 방해한다는 점은 
가르치는 가치와 가르쳐지는 방법 사이의 논리적 정합성의 문제를 통해서
도 확인할 수 있다. 사실상 다양한 가치교육 방법들은 그 자체가 특정한 
가치론적 입장을 전제한다(정원규, 2011: 101). 따라서 가치교육 방법을 
선택할 때는 해당 방법의 가치론적 특성과 수업 내용이 정합적인지를 추
가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는 학교에서 이뤄지는 수업의 모습을 떠
올리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주장이다. 즉, 자율성이라는 가치를 가르치
면서 학생의 자율성을 존중하지 않는 방식으로 수업을 진행한다면 이것은 
수업 방법이 함의하고 있는 가치 태도와 가르치고자 하는 수업 내용이 충
돌하는 결과를 빚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학생들이 자율성이라는 가치를 
제 로 이해하기 어렵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다. 

특히 이렇게 가르치는 가치와 가르쳐지는 방법 사이의 불일치는 단순히 
효과성의 문제만을 제기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잠재적 교육과정이라는 
형태가 갖는 도덕교육적 함축에 해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정원규, 2011: 
101). 즉, 명시적인 수업 내용이 아니라 수업 내용 외적인 요소, 즉 교사
의 태도라든지 수업 분위기, 학교의 구조 등이 학생의 가치 인식과 발달에 
많은 영향을 준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다. 더욱이 가치교육의 영역에서 이
러한 잠재적 교육과정의 영향은 매우 크지만 그 영향의 정당성에 해서



는 충분한 반성적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점은 주목할 부분이다. 
바로 이점에서 민주주의 사회의 기본가치에 한 교육은 민주주의 사회의 
기본가치에 담긴 정신을 훼손하지 않는 교육 방식을 요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점에서 가치교육의 방법은 가치의 내용과 수업의 방법이 정합성을 
갖는 방식이어야 한다. 즉, 우리가 가르치고자 하는 가치들이 민주주의 사
회에서의 기본적인 가치라면 이러한 가치들의 내용은 기본적으로 다원주
의에 기반하고 있으며 개인의 자율성을 존중해야 한다는 생각을 담고 있
다. 따라서 가치교육의 방법 역시 이러한 다원주의와 자율성을 존중하는 
것이어야 한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적어도 가치교육을 통해 민주주의 사
회의 기본가치를 가르치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다. 

셋째, 구성주의 교육 이론의 성과에 근거하여 오늘날 일반화되고 있는 
학습자 중심 교육의 취지는 가치주입과 교화에 의한 가치교육을 반 하는 
중요한 근거로 작용한다. 과거 교육은 교사가 학생에게 특정한 내용을 전
달하는 것으로 이해되었다. 이것은 학습자 외부에 절 적인 지식의 존재를 
상정하고 이러한 지식이 학생의 마음에 그 로 투영되고 주입될 수 있다
는 생각에 기반하고 있다. 하지만 구성주의 교육 이론은 이러한 주장을 전
적으로 반박한다. 구성주의 교육 이론에 따르면 배움이란 학습자가 자신의 
경험과 관점을 토 로 외부의 사실에 직면하는 가운데 일어난다. 즉, 외부
의 어떤 지식이라는 것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학습자에게 그 로 
주입되거나 전달되지 않는다. 교육의 과정에서 이러한 지식은 반드시 학습
자가 가진 경험이나 가치관 등의 독특한 렌즈에 의해 새롭게 이해되기 마
련이다. 이처럼 구성주의적 입장에 기반할 때 교육은 학습자 중심일 수밖
에 없다. 이는 가치교육도 다르지 않다.  

언어적 교훈주의를 비롯하여 가치의 주입을 긍정하는 교육 이론들은 특
정 가치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적어도 사회의 기본가치에 한해서는 학습
자들이 수용하고 내면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런 주장에 해 
교육이 어떻게 일어나야 하는가라는 당위의 측면이 아니라 교육이 어떻게 
일어나는가라는 사실적인 측면에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즉, 학습자 중



심 교육의 취지는 단순히 학습자 중심으로 교육을 이끌어가야 한다고 주
장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배움의 과정과 결과가 학습자에게 일어난다는 
객관적 사실을 이해하는 데 있다. 

우리가 ‘양심의 자유’라는 가치가 중요하다는 것을 학생들이 받아들이도
록 강요해야 하는 상황에 있다고 가정해보자. 우리는 양심의 자유가 얼마
나 고귀하고 중요한 것인지를 찬양할 수 있다. 양심의 자유를 위해서 노력
했던 사람들의 모습을 감동적으로 그려낼 수도 있을 것이다. 양심의 자유
를 짓밟았던 사람들을 비난할 수도 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 모두가 양심
의 자유를 존중해야 한다는 주장에 명시적으로나 암묵적으로 동의하고 또 
다짐하게 할 수 있다. 분명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가치주입이나 교화의 방
식으로 부를 수 있는 것들이다. 하지만 이러한 교육활동의 순수한 결과는 
무엇일까? 이 활동의 순수한 결과가 양심의 자유를 진정으로 존중하는 학
생들의 가치 태도라고 판단할 수 있을까? 우리가 이런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아무리 소중한 가치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가치는 결국 학생들 자신
의 해석을 통해 자발적으로 수용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즉, 위의 교육활동
은 양심의 자유가 소중하다는 주장의 다양한 측면들을 교사가 학생들에게 
제시하고 있는 장면일 뿐이다. 이 장면에 속한 어떤 요소도 학생들이 양심
의 자유라는 가치를 소중하게 받아들이는 것과 필연적인 관계를 맺고 있
지 않다. 그래서 우리는 교사가 양심의 자유가 소중하다는 가치를 가르쳤
다는 점을 의심하지는 않지만 학생이 양심의 자유가 소중하다는 가치를 
배웠는지에 해서는 의구심을 갖는 것이다. 

구성주의의 관점은 바로 이 점을 분명하게 지적하고 있다. 즉, 교육의 
과정에서 어떤 지식이나 가치와 같은 내용들이 가르치는 사람이 의도하고 
생각하는 로 학습자에게 전달되고 주입된다는 것은 근거 없는 순진한 
상상에 불과하다. 즉, 우리가 교육이 잘 이루어졌다고 가정한다면, 이러한 
지식이나 가치 등의 교육 내용은 학습자의 마음에 그 로 주입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학습자의 기존 경험과 사고에 의해 필연적으로 재구성되기 
마련이다. 예를 들어 해발고도 7,000미터 산지에서는 무척 숨이 가쁘다고 
하는 내용을 교사가 아이들에게 가르치려 한다고 생각해보자. 이 교사는 



실제로 그런 경험을 해보았고 그 생생한 지식과 느낌을 알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그러한 지식과 느낌이 이를 경험하지 못한 학생들
에게 그 로 전달될 것이라고 기 할 수 없다. 이런 경우 최 한 교육이 
이뤄졌다는 것은 학생들이 자신이 알고 있는 숨 가빴던 경험, 작은 산이라
도 올랐을 때의 힘들었던 경험을 통해 교사가 제시한 다양한 사실들을 자
신의 의미에서 재구성하는 것이다. 이것은 다르게 표현하면 교사가 제시한 
다양한 사실들을 통해 자신의 기존 경험을 확장하고 재구성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러한 설명에서 학습자 중심이라는 것은 하나의 주장이 아니다. 바
로 사실의 측면인 것이다. 

동일한 맥락에서 가치교육의 가치 내용 역시 학습자의 마음에 그 로 
주입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학습자에 의해 재구성되기 마련이다. 특히 
우리가 논의하는 가치교육이 중등학교에 다니는 청소년 시기의 학생들을 

상으로 한 것이라면 이러한 재구성은 더욱 타당하다. 이미 학생들은 피
상적이고 낮은 수준에서라도 가치에 한 다양한 생각과 경험을 갖고 있
다. 이러한 학생들의 생각과 경험, 가치관은 교실 수업에서 교사에 의해 
전달되는 가치 주장을 재해석하고 재구성하는 바탕이자 도구가 된다. 이런 
점에서 교사가 갖고 있는 생각을 학습자가 그 로 받아들인다고 믿는 것
은 무척 순진한 발상이다. 따라서 우리는 다양한 학습자 요인에 의해 우리
의 교육내용이 재구성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이 전제 하에서 가치교육
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  

이런 구성주의의 맥락에서 보면 사회적 기본가치에 한 교육이라고 하
더라도 이러한 가치교육이 개인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방식이어야 한다는 
것은 단순히 규범적인 주장으로 이해되어야 할 것은 아니다. 사회적 기본
가치의 학습조차도 학습자에 의해 재구성된다는 것은 교육의 기본적인 사
실적 전제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적 전제를 무시한 채 일방
적으로 어떤 가치를 교수자가 생각하는 로 학습자에게 주입하려고 하는 
것은 그 자체가 현실을 인정하지 않는 가운데 이뤄지는 방식으로 비효과
적이고, 비교육적일 수밖에 없으며, 다른 부작용을 낳을 가능성이 높다. 
즉, 우리는 사회적으로 중요한 가치가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과 별



개로 이러한 가치들에 한 교육이 개인의 자율성을 인정하는 바탕에서 
이뤄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하나의 교육적 사실로서 수용할 필요가 있다. 
이는 기존의 가치주입 형태의 교육과 결별해야 할 또 다른 근거라고 할 
수 있다. 

2) 타자에 대한 존중과 가치갈등의 해결

가치교육이 자신의 가치를 진정성 있게 탐색하고 확인하는 문제로만 그
친다면 이는 경우에 따라서는 상 방과의 관계에 있어서 심각한 가치갈등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즉, 나의 가치에 한 고려가 상 방을 배제한 채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시민교육이 이뤄지는 사회가 기본적으
로 나와 다른 존재를 전제한다는 점에서 가치교육의 중요한 측면은 바로 
타자에 한 존중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스스로에 한 가치명료화의 부
재는 사실상 개인에게만 영향을 미치지만 상 방의 가치에 한 이해의 
부재는 타자의 의도를 오해하고 잘못된 방향의 사회적 응을 불러올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심각한 사회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시민
교육을 지향하는 사회과교육에서 가치교육의 역할은 나와 다른 상 방의 
가치에 관심을 가짐으로써 우리 사회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가치갈
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역량을 기르는 것까지 포함해야 한다. 

이런 점에서 본 연구자는 타자와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사회 속에서 가
치성찰을 제고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본다. 
첫째, 타자의 가치를 이해하고 공감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가치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이는 기본적으로 가치주입 형태의 교육을 
배제한다. 일단, 가치주입 형태의 교육은 내가 전달하려는 가치의 절 적 
옳음을 전제하고 그와 다른 상 방의 ‘가치’를 부정할 것이다. 이러한 입
장은 가치갈등을 해결한다기보다 가치갈등 자체를 없애기 위해 노력할 것
이다. 즉, 가치주입 형태의 교육은 사회 주류 입장의 가치를 근거로 단일
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이를 받아들이게 하는 형태로 가치갈등을 해결할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해결은 그러한 입장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을 침



묵시키고 가치를 강요하는 것에 불과하다. 즉, 이러한 가치주입 형태로 가
치갈등을 제거하는 것은 민주주의 사회에서의 바람직한 가치갈등의 해결
방식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다. 

둘째, 내용적 측면에서 타자의 가치에 관심을 가진다는 것은 상 방의 
가치판단을 존중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물론 그러한 가치판단을 모
두 옳다고 긍정해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우리는 상 방의 가치판단과 다
른 입장을 견지할 수 있지만 적어도 상 방이 왜 그런 가치를 가지게 되
었는지 그래서 그러한 가치가 그에게 또는 사회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관심을 갖고 존중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필요한 것이 이해와 공감이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자기중심적인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기 마련이다. 이 
경우 나의 가치는 나의 세계에서 더 이상 확장되기 어렵다. 우리는 나와 
다른 사람의 가치를 접하고, 그의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봄으로써 내가 가
진 가치와 나의 세계를 확장할 수 있다. 

셋째, 방법적 측면에서 타자의 가치에 한 참된 존중은 가치갈등을 다
루는 과정을 포함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가치갈등의 의미를 분명
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 가치갈등은 흔히 다양한 차원에서 발생할 수 있
다. 일반적으로는 사용하는 용어가 다르거나, 알고 있는 사실이 다르거나, 
추론과정에 문제가 있거나, 근본적인 관점이 다를 때 가치갈등이 발생한
다. 이 때 본 연구자가 궁극적으로 주목하는 것은 바로 마지막에 언급한 
근본적인 관점의 차이에서 오는 가치갈등이다. 물론 이러한 근본적인 가치
갈등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그 전에 자신의 입장과 타자의 입장을 분명히 
이해하는 앞서의 과정이 충족되어야 한다. 하지만 이러한 조건이 충족된다
고 하더라도 다원주의 사회에서 다양한 개인들의 가치판단과 가치주장은 
분명 갈등의 여지를 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주의 사회를 운영하는 
시민들을 기르기 위한 가치교육이라면 비록 이러한 가치갈등을 전적으로 
해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가치갈등을 줄여나갈 수 있
는 가능성을 담보해낼 수 있어야 한다. 특히 이러한 가치갈등의 해결은 자
신과 다른 입장을 힘으로 굴복시키는 형태의 것이어서는 안 된다. 이것은 
상 방의 입장에 한 존중 및 상 방의 가치에 한 이해와 공감을 필요



로 한다. 분명 우리는 상 방에 해 더 많이 이해할 때 더 많은 합의 지
점을 찾아낼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합의 지점은 다양한 개인들의 가치판
단과 가치주장에서 빚어지는 갈등을 좀 더 평화적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토 가 된다. 

3) 사회적 기본가치에 대한 진지한 고려

오늘날 우리 사회가 민주주의의 기반 위에 유지되고 있다는 점은 부정
하기 어렵다. 이런 점에서 가치성찰의 마지막 측면은 민주주의 사회가 기
반하고 있는 주요 가치들에 한 참된 존중이라고 할 수 있다. 민주주의는 
다른 정치사상과 마찬가지로 하나의 이념이라는 점에서 다양한 가치들을 
내포하고 있다. 인간의 존엄성, 자유, 평등으로 말해지는 민주주의의 기본 
이념은 물론이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정의나 연 , 구체적으로 개
인이 갖춰야 할 태도로서 공감이나 관용 등이 이러한 민주주의 사회의 가
치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사회적 기본가치에 한 교육은 민주
주의 사회의 다양한 가치를 가르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가치교육에 관한 부분의 논의는 사회적 기본가치를 전
제하는 가운데 기존의 가치교육 방법들이 이를 제 로 다루지 못한다는 
점을 지적한다. 물론 이 지적은 어느 정도 타당하다. 사실상 오늘날 가치
교육의 위기라는 표현 속에는 민주주의 사회의 기본가치라고 할 수 있는 
존중, 자유, 평등, 정의, 관용 등의 가치가 충실하게 가르쳐지지 않고 있다
는 문제의식이 담겨 있다. 이 점에서 민주주의 사회의 기본가치의 중요성
을 강조하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이러한 강조가 이들 가치를 주입하고 
전달해야 한다는 것을 뜻하지는 않는다. 가치교육의 지향점은 사회적 기본
가치들을 적어도 개인의 가치선택이나 판단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로서 충
분히 진지하게 고려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사회적 기본가치
를 진지하게 고려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본 연구자는 이러한 진지한 
고려를 두 가지 방향에서 이해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나는 사회적 기본
가치의 다원성을 인정하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사회적 기본가치를 배경으



로 자신의 가치를 정교화하는 것이다. 

① 사회적 기본가치의 다원성에 대한 이해
사회적 기본가치를 진지하게 고려한다는 것은 이러한 기본가치들이 다

원적이라는 점을 인정하는 것과 맞닿아 있다. 실상 민주주의 사회에서 기
본적인 것으로 분류할 수 있는 가치들은 무척 다양하다. 비록 우리가 논의
의 과정에서 민주주의 사회의 가치들을 존엄성, 자유, 평등, 정의, 공감, 
관용 등으로 언급하였으나 이외에도 민주주의 사회에서 중요하다고 판단
될 수 있는 사회적 또는 공적 가치는 훨씬 더 많다. 예를 들어 사회 구성
원들 사이에 요구되는 연 나 민주주의 사회의 궁극적인 목표로서 평화와 
같은 것들 역시 중요한 가치라고 할 수 있다. 더욱이 민주주의에 한 우
리의 해석이 꾸준한 실천에 의해 앞으로도 계속 확장될 수 있음을 감안한
다면 민주주의 사회에서 중요하게 여겨지는 가치는 더욱 다양해질 수 있
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사회적 기본가치 각각에 해서도 다양한 관점과 
해석이 존재한다는 점은 더욱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사실이다. 이는 가
장 기초적이고 분명한 것처럼 여겨지는 민주주의의 기본 이념으로서 인간
의 존엄성, 자유, 평등 역시 다르지 않다. 존중에 해서도 다양한 존중의 
관점이 역사적으로 존재하고 실천되어 왔으며, 그에 한 다양한 학문적 
해석이 가능하다(이상인, 2014). 자유의 개념 역시 일반적으로 알려진 소
극적 자유와 적극적 자유의 구분 외에도 공화주의적 자유와 자유주의적 
자유 사이에서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Skinner, 1998; Pettit, 1997). 평등 
역시 잣 에 따라 기회의 평등, 조건의 평등, 결과의 평등이라는 간단한 
분류가 가능하며 그 외에도 평등을 이뤄내야 할 상(currency)을 두고 
자원의 평등, 복지의 평등, 복지 기회의 평등이 립하고 있으며, 운의 평
등이냐 관계적 평등이냐의 논쟁도 존재한다(Wolff, 2007). 이러한 다양한 
관점 중 어느 하나가 반드시 옳다는 것을 증명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우리
는 민주사회의 기본가치들 역시 다원적임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이러한 민주사회의 기본가치를 적용하여 우리가 살고 만들어가야 



할 세상이 더욱 다원적이라는 점 또한 중요한 고려 상이 되어야 한다. 
인터넷을 비롯한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과 함께 사회의 변화 속도가 점점 
더 빨라지고 있고 이로 인해 동시  같은 사회 내에서, 그리고 각 부문들 
사이에서도 다양한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또한 세계화로 인해 사람과 자
원의 이동이 용이해지면서 다양한 정체성의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야 하는 
다문화 사회가 이미 도래한 상황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다원적인 현실에 
적용되어야 할 기본가치의 성격이 어떠해야 하는가? 기본가치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단순히 주류 사회의 단일한 해석을 강요한다면 이는 사회적 
기본가치를 피상적으로 고려한 것에 불과하다. 그리고 이렇게 교육되는 사
회적 기본가치는 적어도 민주주의 사회의 기본가치라고 볼 수는 없을 것
이다. 따라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현실로 존재하는 사회적 기본가치의 
다원성을 인정하는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사회적 기본가치의 중요성에 
해 진지하게 고려하고 성찰하는 태도라고 할 수 있다. 

② 사회적 기본가치를 배경으로 한 자기 가치의 정교화
사회적 기본가치에 한 진지한 고려는 그러한 가치가 우리 사회의 주

어진 배경이라는 점에 한 인정을 포함한다. 실상 우리 사회의 다양한 민
주적 가치들은 오랜 시간 동안 우리 사회 구성원들에 의해 인식되고 수용
된 것이다. 이들 가치는 우리 사회의 제도로, 사람들의 의식으로 뿌리 깊
게 자리했고 그 결과 사회적 기본가치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것이다. 이 점
에서 우리는 사회적 기본가치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현존하는 영향력을 
인정하는 가운데 나의 가치를 어떻게 실현할 수 있는지에 관해 고민해야 
한다. 즉, 단순히 나의 가치만 내세우면서 사회적 기본가치를 부정하는 태
도는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개인의 책임감 있는 태도로 보기 어렵다. 

더구나 단순히 나의 가치 실현이라는 개인적 측면에서 생각하더라도 사
회적 기본가치에 한 진지한 고려는 필요하다. 왜냐하면 사회적 기본가치
의 현존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고서는 이를 자신의 가치 실현을 위해
서 제 로 활용하는 것도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가치를 진지
하게 검토한다는 것은 그 가치의 사회적 의미를 이해하는 것과 연결된다. 



즉, 그러한 가치가 왜 사회적으로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는지, 그러한 가치
를 지키거나 어기는 것이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와 같은 것을 구
체적인 맥락에서 살펴보는 것이다. Lovin(1988: 151)은 가치교육에서 가
치 정교화(values articulation)를 주장하는데 이 때의 정교화란 개인적 
경험의 범위를 뛰어넘는 믿음 체계에 연결되는 것이라고 말한다. 그래서 
자신의 가치를 정교화하는 것은 그러한 가치를 이러한 전통과 믿음 체계 
내에 위치시키는 것이며, 이러한 더 큰 맥락이 가치가 적용되고 실천되는 
방식에 갖는 함의를 탐구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한다(Lovin, 1988: 151). 
즉, 가치에 한 진지한 검토는 바로 이런 점에서 가치 정교화와 맞닿아 
있다. 학생들은 자신이 주장이 펼쳐지게 될 사회 세계에 해 알아야 한
다. 내가 알지 못했거나 보지 않았던 다양한 사회적 상황이나 사실에 한 
주시와 관찰이 필요하며, 이러한 맥락에 해 말하는 다양한 사람들의 목
소리를 듣는 과정, 그리고 그러한 가치를 경험해보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렇게 보면 사회적 기본가치를 진지하게 고려하는 것은 긍정적인 의미
에서 개인의 변화와 성장을 가져올 것으로 기 할 수 있다. 즉, 민주주의 
사회에서 기본가치를 가르친다는 것은 단순히 이들 가치를 전달하는 것을 
뜻하지 않는다. 학생들은 이를 통해 사회를 이해하고 스스로의 가치 경험
을 확장하면서 성장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렇게 성장한 개인은 사회
적 기본가치에 한 새로운 해석을 이끌어내며 우리 사회의 변화를 가져
올 수 있다. 이것이야말로 개인의 지속적인 성장을 가능하게 하는 참된 민
주주의 사회의 모습인 것이다(Dewey, 1939: 147-171). 



Ⅲ. 가치명료화 접근에 대한 검토

가치명료화 접근10)은 1960년  말에 등장하여 1970년  큰 인기를 누
렸던 가치교육 방법이다. 가치명료화 접근의 등장은 가치교육의 역사에서 
무척 획기적인 사건이었다. 당시 가치명료화 이론의 주창자들은 학생들이 
자신의 가치에 해 잘 알지 못하고, 수많은 불확실성과 모순의 상황에 노
출되어 있다는 데 주목했다. 그래서 그들은 가치명료화를 통해 학생들이 
가치를 선택하고, 이를 소중히 여기고, 그에 따라 행동하고, 자신의 삶에 
통합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내세웠다(Rath et al., 1978). 이러한 
주장은 당시 사회 분위기와 맞물려 교육계 전반에 상당한 파장을 불러왔
다. 1970년  가치명료화 접근과 관련된 수많은 논문들이 급증했으며, 가
치명료화 이론을 학교 현장에 적용하기 위한 수많은 지침서와 교수학습자
료들이 개발되었다(Simon et al., 1972; Smith, 1977; Kinnier, 1995). 
이 장에서는 가치명료화 접근의 주장을 간략히 정리하고, 이에 한 여러 
논의를 검토함으로써 안적인 가치교육 방안에 한 규범적 함축을 이끌
어내고자 한다. 

1. 가치명료화 접근의 개요

가치명료화 접근의 주창자였던 Rath 등은 자신의 책 서문에서 가치명료
화 이론의 의도를 분명하게 기술하고 있다(Rath et al., 1978: 7). 가치명

10) 이 글에서는 다양한 가치명료화 접근 방법 중 Rath et al.(1978)을 중심으로 논의
를 전개하고자 한다. Rath 이후에도 다양한 형태의 가치명료화 접근이 제시되었으
나 Rath 등의 가치명료화 접근이 이 방법의 기본 취지와 성격을 가장 종합적으로 
다루고 있기 때문이다. 가치명료화 접근의 다양한 유형과 관련해서는 설재풍(2007) 
또는 정호범(2014)를 참고하라. 



료화라는 이름에도 드러나듯이 그들의 주된 관심은 학교 교육을 통해 학
생들이 자신의 목표와 포부, 관심과 태도, 믿음과 활동을 명료화할 수 있
도록 돕는 것이다. 이는 주로 특정 가치 내용의 전달에 관심을 쏟는 기존
의 가치교육 이론과는 큰 차이가 있다. 구체적으로 이러한 차이는 가치명
료화 접근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문제의식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안적 
방법의 측면에서 확인할 수 있다. 

1) 가치혼란의 상황에서 가치주입에 대한 반성

① 가치교육의 핵심 문제로서 가치혼란
Rath 등이 주목했던 것은 1960년 를 전후로 미국 사회에서 나타나고 

있었던 가치혼란의 문제였다. 당시 많은 사람들은 다양한 압력과 어지러운 
변화 속에서 복잡한 결정에 마주하고 있었다(Rath et al., 1978: 17). 이
런 상황이 나타난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먼저 가치혼란의 상황을 초래한 가장 직접적인 원인은 사람들이 매우 
다양한 생활양식에 노출되어 있다는 점이다. 전통 사회에서 개인이 접할 
수 있는 사회 환경이나 외부 자원은 상당한 공간적 제약 하에 놓여 있었
다. 이는 한 개인이 한 사회 내에서 단일한 가치관을 그 로 수용하고 그 
범위 내에서 생각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오늘날 교통
과 통신이 급격하게 발달하면서 다른 사회의 문화와 가치를 마주하는 것
이 평범한 일상의 한 부분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새로운 매체들의 급습
은 아이들에게 너무 많은 생활양식을 보여 주는 것”(Rath et al., 1978: 
35)이고, 더 이상 아이들은 단순히 주어진 가치관을 수용하는 상태에 머물 
수 없게 되었다. 즉, 가치혼란의 문제가 발생하게 된 것이다. 

더욱이 이러한 가치혼란은 현  사회의 빠른 변화 속도로 인해 더욱 심
화되고 있다. 즉, 현  사회에는 다양한 요소들이 섞여 있을 뿐만 아니라, 
이조차도 고정되어 있지 않고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특히 과학기술의 빠
른 발전 속도는 일상생활 영역이나 학문 영역의 많은 부분을 급격하게 변
화시키고 있다. 그 결과 과거에 진리처럼 여겨지던 필수 지식들이 오늘날



에 와서는 유용성을 상실하거나 구시 의 잘못된 이해나 편견으로 받아들
여지기도 한다. 비교적 객관적인 것처럼 여겨지는 자연과학의 영역에서도 
이론적 합의는 물론이고 그 기초가 되는 새로운 사실의 발견이나 사실 관
계의 재구성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 하물며 이러한 내용을 기초로 인
간과 사회의 결정이나 판단에 해 논의하는 인문사회 영역에서 올바른 
선택이라는 것이 언제든 바뀔 수 있다는 점은 자명하다. 이것은 “전에 옳
았던 것들이 사실 별것이 아니라는 생각”(Rath et al., 1978: 36)을 갖게 
하며 동시에 지금 옳다고 생각하는 것에 해서도 의구심을 갖게 한다.

이처럼 과거에 비해 다양한 선택지가 존재하고 심지어 선택지의 옳고 
그름이 빠르게 바뀌는 상황에서 개인의 가치 선택이 더욱 어려워질 것은 
틀림없다. 구체적으로 Rath 등은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수많은 불확실
성과 모순의 상황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이 바로 가치혼란을 초래한다고 
지적한다(Rath et al., 1978: 39-40). 특히 가치를 둘러싼 이상과 현실이 
괴리되면서 이러한 혼란은 더욱 심해진다. 즉, 오늘날 우리는 평화의 소중
함에 해 배우면서도 언제든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시 상에 직면하고 
있으며, 모든 사람의 보편적 인권을 존중하라는 도덕적 이상은 소수 집단
이나 사회적 약자들에 한 차별이 나타나는 현실과 공존하고 있다. 사회
적 협력의 중요성을 배우면서도 자신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챙겨야 한다는 
이야기를 듣는 아이들에게 가치혼란은 지극히 당연한 귀결처럼 보인다. 

문제는 이렇게 지나치게 혼란스럽고 다양한 선택지 앞에 무방비로 노출
되는 것이 아이들의 가치 함양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Rath 
등이 보기에 당시 아이들은 분명한 목적도 가지지 못했고, 스스로가 어디
로 가고 있는지, 왜 가고 있는지도 알지 못하면서 힘들어하고 있었다
(Rath et al., 1978: 29-30). 특히 아이들은 혼동된 생각 속에서 옳고 그
름에 한 생각이나 가치판단을 위한 노력을 포기하고 있었다(Rath et 
al., 1978: 35). 게다가 이런 학생들을 도와야 할 학교 역시 도덕적 논쟁
의 소용돌이에서 벗어나기 위해 이러한 도덕적, 윤리적, 미적 가치들에 관
한 교육에서 한 걸음 물러서고 있었다(Rath et al., 1978: 38). 

그래서 Rath 등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치교육이 절실하다고 



보았다. 많은 사람들이 겪고 있는 가치혼란과 이로 인해 초래된 가치선택
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것이야말로 가치교육의 핵심과제라는 것이다(Rath 
et al., 1978: 21). 

② 가치주입 및 교화에 대한 반대
그렇다면 가치혼란의 상황에서 교육은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담당해

야 하는가? 이 문제에 해 전통적인 가치교육에서는 가치주입식 교육을 
안으로 제시해왔다. 가치주입식 교육이란 말 그 로 아이들에게 올바른 

가치를 불어넣어주는 방식의 교육을 의미한다. 이 때 올바른 가치란 바로 
어른들의 가치를 말한다. 그래서 아이들은 어른들이 정해준 목표를 따르
고, 어른들과 동일한 경험과 감정, 태도를 가져야 한다. 이를 위해 어른들
은 아이들에게 모범을 보여주고, 규칙을 정하고, 특정한 행동 유형을 강요
했다. 종교적·문화적 사실에 의존하고 양심에 호소하면서 아이들에게 특정
한 가치와 그에 한 감정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노력했다. 이러한 노력은 
결국 옳은 가치를 미리 결정해 둔 상태에서 이를 학생들에게 교화, 강요, 
설득하는 것을 포함한다. 

그러나 가치명료화 이론은 가치주입 형태의 전통적인 가치교육 방법이 
가치혼란에 한 해결책이 될 수 없음을 분명히 한다. 사실상 가치명료화 
이론은 이러한 기존의 가치주입식 교육에 한 비판이자 안으로 제시된 
가치교육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Rath et al., 1978: 41-42, 63-65, 
70-71). Rath 등이 가치주입식 교육을 반 하는 근거는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가치주입식 교육은 말 그 로 가치를 주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
치혼란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치혼란을 더욱 심하게 만든다. 
앞서 지적한 것처럼 현  사회에서 개인들은 수많은 다양한 가치 속에 둘
러싸여 있으며 이는 가치혼란의 주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런 상황
에서 어른들에 의한 가치주입은 “이미 아이에게 텔레비전, 라디오, 영화, 
신문, 잡지, 교과서, 선생님, 그리고 친구들이 강요한 명령에다 더 보태고 
있는 것”(Rath et al., 1978: 41-42)에 불과하다. 사실상 중요한 것은 “아



이들의 머릿속에 이미 생긴 혼동을 아이들이 정리할 수 있도록”(Rath et 
al., 1978: 42) 돕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가치주입 그 자체는 이
러한 도움과 관련된 내용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이유로 가치명료
화 접근은 가치주입식 교육이 오늘날의 가치혼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치교육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둘째, 가치주입과 같은 전통적인 형태의 가치교육 방법은 효과적이지 않
다(Rath et al., 1978: 70-72). 실제로 어른들은 오랜 세월 동안 모범을 
보이거나, 특정한 가치를 받아들이도록 교묘하게 설득해왔다. 또한 특정한 
가치에 부합하는 감정이나 행동 유형을 강요했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을 
통해 길러진 아이들은 정작 그러한 가치를 진정으로 따르기보다는 “단지 
믿는 척하는 방법만 아는 어른이 된다.”(Rath et al., 1978: 71). 즉, 권위 
있는 상 방이 특정한 가치를 강요하는 상황에서 학생들에게 중요한 것은 
그러한 가치에 따르고 있다는 외양이다. 가치주입을 받는 학생들은 가치를 
진정으로 내면화하기보다는 겉으로만 이러한 가치를 따르고 있음을 보이
는 데 주력한다. 이런 점에서 가치주입식 교육은 가치교육으로서 효과가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셋째, 무엇보다도 가치주입식 교육의 가장 큰 문제점은 개인의 자율성을 
억압하고 사실상 개인을 존중하지 않는 방식이라는 데 있다. 가치주입이나 
교화의 바탕에는 근본적으로 어른들에 한 존경과 아이들에 한 비하의 
관점이 자리하고 있다(Rath et al., 1978: 42). 즉, 가치주입은 아이들에게 
어른들의 목표를 따르게 하고, 어른들과 같은 감정을 가지는 것이 올바른 
태도라고 말한다. 이는 가치 선택에 있어서 아이들의 자율적인 판단을 믿
지 않는 것이다. 또한 이것은 수많은 사회의 변화와 지식의 발전에도 불구
하고 어른들의 믿음은 변화되어서는 안 되며 이 믿음이 그 로 아이들에
게 전달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반영하고 있다. 이 속에서 어른들의 관점은 
절 적인 것이 되는 반면 아이들은 진정한 의미에서 독립된 인격체로 인
정받을 수 없다. “어떤 의미에서 어른들은 아이들이 사람이 아니라고 생
각”(Rath et al., 1978: 42)하는 것이다. 

 



2) 개인의 자율적 선택 과정을 중시하는 가치교육 방안

이런 이유로 가치명료화를 주장하는 이들은 가치혼란을 해결하기 위해
서는 새로운 가치를 제시하고 주입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 스스로 가치를 
검토하고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믿고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믿음과 지원은 결국 어른들이 보기에 사소한 가치라도 학생들이 
스스로의 마음에서 지지하고 실천할 수 있는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다. 여
기에는 학생들 개개인에 한 존중이 담겨 있다. 이 때 존중은 “그 사람의 
경험과, 그 사람이 가치를 위해 자신의 경험을 검사할 수 있는 권리를 존
중”(Rath et al., 1978: 57)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가치명료화 접근은 개
인이 스스로의 가치를 잘 살필 수 있도록 돕고 그에 따라 자율적으로 선
택하는 과정을 존중하고자 한다. 여기서는 이러한 가치명료화 접근에서 말
하는 가치교육 방법에 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자. 

① 개인의 삶과 경험에 기반한 가치교육
가치명료화 접근의 주장자들이 보기에 개인이 가치혼란을 겪는 것은 그

가 가치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다. 오히려 개인에게는 수많은 가치들
이 넘쳐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가치를 주입하는 것은 아이들의 머릿속
에 가치를 하나 더 추가하는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가치혼란을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오히려 스스로 기존의 가치들에 해 진지하게 성찰하
는 것이다. 이것은 가치를 개인의 외부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삶과 
경험 내에서 찾는 것이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가?

Rath 등은 가치명료화 접근이 Dewey의 『가치평가 이론(theory of 
valuation, 1939)』에 근거하고 있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Rath et al., 1978: 393). 이 책에서 Dewey는 명시적으로 개인과 무관하
게 그 자체로 본질적으로 가치 있는 것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다. 신현태
(1992: 7)는 Dewey의 주장이 그 자체로 가치 있는 것은 존재하지 않으며 

상에 해 인간이 부여하는 실제적인 중요성에 의해 가치가 평가된다는 
가치 주관론에 속한다고 설명한다. 물론 이러한 Dewey의 주장을 전적인 



가치 주관론의 입장에서 객관적인 가치판단이 존재할 수 없다는 식으로 
이해할 수는 없다.11) 다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Dewey가 개인 외부의 절

적 가치라는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설명을 배제하면서 구체적인 상황에
서 개인의 수단-목적 관계를 통해 가치를 판단하고 있다는 점이다(Dewey, 
1939: 24; Dewey, 1965: 132-134). 이런 근거에서 Rath 등은 가치판단
의 기준이 개인의 삶과 경험이라는 점을 가치명료화 접근의 네 가지 중요
한 요소를 통해 드러내고 있다(Rath et al., 1978: 17-19). 

첫째, 가치명료화 접근에서 가치는 ‘생활에 초점을 둔다.’ 이것은 이미 
사람들의 생활 속에는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것들이 존재하며 여기에 관심이
나 주의를 집중시키는 것이 가치교육의 출발점이라는 것이다. 

둘째, 가치명료화 접근에서는 일단 각 개인의 입장을 ‘있는 그 로 받아
들인다.’는 점이 중요하다. 즉, 다른 사람들의 말이나 행동에 해 아무런 
판단도 하지 않고 무비판적 태도로 이해해야 한다. 

셋째, 가치명료화 접근에서는 학생들로 하여금 가치에 해 ‘더욱 심사숙
고하게 한다.’ 즉, 단순히 받아들이는 것을 넘어서서 더 많은 사실에 입각
하여, 자신이 존중하고 애착을 갖는 것에 해 더 잘 인식하고, 선택한 것
에 해 존중하며 실천하도록 이끄는 것이다. 

넷째, 가치명료화 접근은 가치와 관련하여 ‘개인적인 능력을 증진시킨
다.’ 스스로의 가치문제를 깊이 생각하고, 그들의 선택, 존중, 행동을 잘 통
합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사려 깊은 자기 결정 능력을 증진시키는 것이
다. 

즉, 가치명료화 접근은 개인의 생활 속에서 스스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가치 있는 것이며 여기에 해 더욱 심사숙고하고 이를 존중하고 실
천하는 개인의 역량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Rath 등은 가치라는 것이 결국 
개인 경험의 산물이며 변화하는 개인의 삶 속에서 판단되어야 할 문제라

11) Dewey는 가치판단이 사회적, 상호적 현상이며, 사실 판단과는 구분되지만 충분히 
경험적으로 확인가능하다는 의미에서 객관성을 지닐 수 있다고 보았다. 이것은 어
떤 상에 한 가치판단이 개인의 수단과 목적의 관계를 통해 확인될 때 가능해
진다. 이 점에 해서는 Dewey(1939: 24) 참조. 



고 보았다(Rath et al., 1978: 56-57). 이것은 가치를 순전히 ‘개인적’ 차
원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Simpson, 1986: 272-273; 정호범, 1997a: 71
에서 재인용). 이처럼 가치를 개인적 차원에서 바라보는 것은 가치명료화 
이론에서는 매우 중요한 함의를 지니고 있다. 즉, 가치가 개인적이라는 것
은 개인이 특정 가치를 자유롭게 받아들이고 자신의 삶에서 의미 있게 생
각한다는 것을 뜻한다. 이를 존중하는 것은 결국 그 사람의 삶과 경험, 그 
경험을 검토할 수 있는 권리를 존중하는 것이다(Rath et al., 1978: 57). 

② 과정을 중시하는 가치교육
개인의 삶과 경험에서 스스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부터 가치를 

이끌어내는 것은 외부의 가치를 주입하는 것에 비해 가치혼란을 해결하는 
적절한 방법일 수 있다. 하지만 우리가 가치교육을 이렇게 개인적 차원에
서 바라볼 때 당장 몇 가지 우려가 제기될 수 있다. ‘학생들의 삶과 경험
에 기반한 많은 것들이 가치가 될 수 있는가?’, ‘학생들이 소중하다고 생
각하는 것들 중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치라고 부르기 어려운 것들이 
존재하지 않는가?’, ‘결국 학생들의 모든 것을 우리가 다 가치로 인정해줄 
수는 없지 않는가?’ 이러한 질문은 사실상 가치명료화 접근의 본질적 측
면을 겨냥한다는 점에서 가치교육의 안으로서 가치명료화 접근의 의미
를 명확히 드러내기 위해서 좀 더 상세히 논의할 필요가 있다.

Rath를 비롯한 가치명료화 접근의 주장자들은 이 점에 해 충분히 인
식하고 있다. 그들은 “분명히 모든 것이 가치가 될 수는 없으며 또한 그럴 
필요도 없다”(Rath et al., 1978: 49)라고 분명히 제시하고 있다. 학생들
의 삶과 경험 속에서 학생들이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은 아직 가치라고 부
를 수는 없는 것으로 이것은 가치징표(value indicators)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가치징표란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인가?

Rath 등은 가치징표로 8가지의 사례를 제시한다(Rath et al., 1978: 
49-52). ① 목적 또는 목표(Goals or purposes), ② 포부(Aspirations), 
③ 태도(Attitudes), ④ 이해관심(Interests), ⑤ 감정(Feelings), ⑥ 믿음과 
신념(Belief and convictions), ⑦ 활동(Activities), ⑧ 근심 걱정, 문젯거



리, 장애물(Worries, problems, obstacles)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러한 
징표는 학생들이 자기 삶 속에서 소중하게 여기는 것과 관련된다는 점에
서 가치가 될 가능성은 있지만 아직 가치라고는 말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런 가치징표가 가치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필요한가? 

이와 관련하여 기존의 이론들은 가치교육에서 학습자 중심의 입장을 취
한다고 하더라도 학생들의 삶과 경험을 단지 가치교육의 출발점으로 삼는 
것에 그치고 있다. 즉, 이런 이론들은 적어도 가치를 교육할 때 도달해야 
할 목표 지점이 분명히 제시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것은 가치
명료화 접근에서 고려할 수 있는 선택지가 될 수 없다. 왜냐하면 이처럼 
학생들의 삶과 경험 밖에 있는 어떤 목표 지점을 설정한다면 이 때 교육 
방법은 결국 그 목표 지점까지 학생들을 이끄는 것으로 가치주입이나 교
화와 다를 바가 없기 때문이다. 이에 해 Rath 등은 가치교육에서 중요
한 것은 최종적인 목표나 결과로서 나타나는 특정한 가치가 아니라 그러
한 가치를 선택하고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과정이라고 말한다
(Rath et al., 1978: 45). 

“이 책에서 내리고 있는 정의는 누구나 알 수 있는, 관행적으로 사용되
고 있는 의미가 아니라 가치화 과정(process of valuing)을 강조하고 있는 
것에 가장 가깝다.”(Rath et al., 1978: 24)

“‘그녀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나?’보다는 ‘그녀가 어떻게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을까?’라는 질문이 우리에게는 보다 더 근본적인 질문이
다.”(Rath et al., 1978: 24)

“우리는 어떤 사람이 절약하는 가치를 갖고 있다고 말하는 것에는 관심
이 없고 그가 절약하는 생각을 어디서 가져왔느냐에 관심을 더 갖고 있
다.”(Rath et al., 1978: 24)

Rath 등은 이처럼 결과로서의 가치보다는 개인이 진정한 가치를 갖게 
되기까지의 과정을 중시하고 있으며 이를 ‘가치화 과정’이라고 명명한다. 
이것은 한 개인이 스스로의 삶과 경험을 통해 소중하게 여기는 것에 한 
관심을 중요시하는 동시에 그러한 관심이 진정한 가치가 되기 위해서 필



요한 것들을 포함한다. 즉, 여기에는 “어떤 한 사람이 어떠한 가치를 획득
하든, 그 가치가 그 사람과 그 사람의 내적, 외적 세계를 만족스럽고도 이
성적인 방법으로 가능한 한 효과적으로 관련시킬 수 있어야 한다.”(Rath 
et al., 1978: 45)는 생각이 담겨 있다. 이러한 생각에 따라 가치화 과정은 
구체적으로 세 가지 단계 - 선택하기, 존중하기, 행동하기 - 의 7가지 조
건으로 제시된다(Rath et al., 1978: 45-48). 

선택하기
1) 자유로이 선택한다.
2) 여러 안들 중 선택한다.
3) 각 안의 결과를 신중히 고려한 후에 선택한다.

존중하기
4) 존중하고 소중히 여긴다.
5) 공언한다.

행동하기
6) 선택에 따라 행동한다.
7) 반복해서 행동한다.

표 1. Rath 등의 가치화 과정(1978: 45-48)

먼저 ‘선택하기’ 단계에서는 자유로이, 여러 안들 중에서, 신중히 고려
하여 선택할 것이 요청된다. 여기서 자유로운 선택은 강제성 없이 개인이 
스스로 선택한 것이어야 함을 의미한다. 마찬가지 의미에서 실제 개인이 
선택을 할 때 선택의 여지가 제한된다면 그 때의 선택은 선택으로서 의미
를 지니기 어렵다. 이 점에서 안은 충분하게 주어져야 한다. 그리고 경
솔하고 충동적인 판단은 개인의 제 로 된 선택으로 볼 수 없다는 점에서 
각 안의 결과를 살피는 신중한 고려도 요청된다. 이러한 ‘선택하기’의 
세 단계는 개인에게 있어서 가치 있는 것은 개인의 진정한 선택에서 비롯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다. 

다음으로 ‘존중하기’ 단계에서는 앞서 선택한 가치징표들을 존중하는 과
정을 거친다. 이 때 존중은 두 단계에 걸쳐 이뤄진다. 즉, 앞서 선택한 가



치징표들은 개인적 측면에 있어서는 내 스스로 소중하게 여기고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사회적 측면에 있어서는 다른 사람들 앞
에서 공언할 수 있을 정도로 자랑스러운 것이어야 한다. 개인적 측면과 사
회적 측면으로 나누어 기술했으나 이 ‘존중하기’ 단계의 의미는 결국 개인
이 이 가치징표를 진정으로 소중하고 좋은 것으로 존중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인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이것이 불가능하다면 이 가치징표는 개인
의 가치로는 부적합한 것이 된다. 

마지막으로 ‘행동하기’ 단계에서는 앞서 선택하고 존중한 가치징표를 실
천으로 옮기게 된다. 즉, 머릿속에서 이뤄지는 과정을 넘어서 행동으로 이
어질 수 있어야 진정한 가치라는 것이다. 그래서 개인은 가치징표에 따라 
실제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형태로 행동해야 하며, 이러한 행동은 여러 가
지 상황에서 지속성 있게 나타나야 한다. 이 ‘행동하기’ 단계는 직전의 ‘존
중하기’의 단계가 확장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즉, ‘선택하기’ 단계에서 
선택된 가치징표가 지속적인 행동으로 실제 생활에 나타나지 않는다면 이
를 개인의 가치로 볼 수 없다는 점에서 ‘행동하기’ 단계 역시 개인이 진정
으로 받아들이는 가치인지를 확인하는 데 가장 큰 의미가 있다. 

이러한 세 가지 단계와 7가지 조건으로 이루어진 가치화 과정은 결국 
논의되는 가치징표가 개인에게 진정으로 의미 있는 것인가라는 물음에 
한 답이라고 할 수 있다. 만약 한 개인에게 있어서 A라는 가치징표가 충
분히 고려하여 강제 없이 자유롭게 선택한 것이고, 이러한 선택에 해 개
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어떤 거리낌이 없이 소중하고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으며, 그에 따라 자신의 생활에서 계속해서 실천할 수 있다면 그 개인에
게 A는 가치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가치명료화 이론은 바로 이러한 
가치화 과정을 통해 개인에게 진정으로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계속
해서 질문하고 개인이 이러한 질문에 계속해서 답할 수 있도록 자극하
는 가치교육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2. 가치명료화 접근에 관한 논의

가치명료화 접근이 제기된 이래 많은 연구자 및 실천가들이 이 이론을 
현장에 도입하고 다양한 형태로 적용해 왔다. 물론 가치명료화 접근에 
한 경험적 효과에 해서는 평가가 상당히 엇갈리게 나타나고 있다
(Lockwood, 1978; Leming, 1981; 강용옥, 1993; Lisievici & Andronie, 
2016).12). 이는 기본적으로 보다 엄 한 경험 연구 설계는 물론이고 전반
적인 이론적 구성 자체에 한 재검토를 요구하는 것이다. 실제로 많은 연
구자들이 가치명료화 접근의 이론적 구성에 관심을 갖고 다양한 비판과 
답변을 통해 가치명료화 접근에 관한 논의 지평을 넓혀 왔다. 이 부분에서
는 기존의 논의를 검토하면서 가치명료화 접근이 가치성찰에 있어서 어떤 
의의와 한계가 있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1) 진정한 자기 탐색의 어려움

오늘날 우리 사회가 과거에 비해 더욱 민주화되었고 개인을 존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늘어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최근의 
미투(Me Too) 운동에서도 드러나듯이 여전히 우리 사회 면면을 살펴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기존의 잘못된 관행이나 실천을 반복하고 재생산하고 있
음을 알 수 있다. 이에 해서는 다양한 평가가 가능하겠지만 무엇보다도 
가치 측면에서 자신의 선택과 행동을 성찰하지 못하게 하는 구조와 이를 
맹목적으로 따르는 문화가 작동했음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굳이 ‘악의 
평범성’이라는 Arendt의 표현을 빌리지 않더라도 자신의 행동과 선택에 

12) Rath 등을 비롯하여 표적인 가치명료화 접근 이론가들의 연구들이나 국내에서 
가치명료화 접근을 도입해 그 효과를 확인했던 연구들은 부분 가치명료화 접근의 
경험적 효과에 해 긍정하고 있다. 하지만 Lockwood(1978: 344)와 
Leming(1981: 150)의 경우 가치명료화 접근의 효과를 다룬 논문들에 한 리뷰를 
통해 이들 논문들이 효과를 검증하기에 부족하다고 비판하고 있다. 다만 
Lockwood의 경우에는 가치명료화 접근이 적어도 교사들의 지각과 관찰가능한 행
동 척도의 기반에서는 학생들의 교실 행동(Classroom behavior)에 긍정적인 효과
가 있다고 주장될 수 있음을 인정한다.  



해 성찰할 수 있다면 이러한 잘못된 관행이나 실천이 개선될 수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 따라서 가치교육은 개인이 다양한 사회적 맥락 내에 위치
하더라도 스스로가 추구하는 가치와 그 의미에 해 성찰하는 자율성을 
기를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바로 이점에서 가치교육 방법으로서 가치명료화 접근의 등장은 무척 획
기적인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즉, 가치명료화 접근은 학생들의 자율적인 
선택을 존중하고 학생들 스스로 자신의 가치를 탐색하게 하는 방법이라는 
점에서 많은 사람들의 찬사를 받았다. 본 연구자 역시 가치명료화 접근이 
자신의 진정한 가치를 탐색하고 자율적인 선택을 존중하는 것을 의도했다
는 점에는 동의한다. 다만, 가치명료화 접근의 방법론적 함의가 그러한 의
도를 잘 구현하고 있는지에 관해서는 좀 더 자세한 검토가 필요하다.

① ‘공언하기’ 단계의 자율성 침해 문제
가치명료화 접근에 해 쏟아진 여러 비판들 중 하나는 Rath 등이 제시

한 가치화 과정 중에서 ‘공언하기’ 단계가 개인의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
다는 것이다. 가치화 과정에 따르면 ‘공언하기’ 단계에서 학생들은 자신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다른 사람들 앞에서 발표하게 된다. 

“... 누가 그것에 해 물어 봤을 때 그 선택을 공언하기를 바라는 경향
이 있다. 우리는 기꺼이 다른 사람에게 우리의 가치를 알린다. 그러나, 만
약에 우리가 선택한 것에 하여 부끄럽게 생각하고 아무도 그것을 전혀 
모르기를 바란다면 우리는 그것을 가치로서 긍정적으로 취급하지 않고 다
른 어떤 것으로 취급할 것이다. 다른 사람에게 공언하기를 꺼려하는 그러
한 선택들은 ‘가치’라는 용어에서 제외시키도록 한다.”(Rath et al., 1978: 
47)

그러나 많은 이들은 가치명료화 접근에서 말하는 ‘공언하기’가 학생들의 
개인적 자유는 물론이고 자율성을 침해한다는 비판을 제기했다. 즉, 가치
명료화 접근을 수행하는 교사는 가치화 과정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학생들로 하여금 가치를 공언하도록 ‘강제’해야 하며, 이로 인해 학생들은 



자신이 밝히고 싶지 않은 가치를 다른 사람들에게 공개해야 하는 ‘부담’을 
지니게 된다는 것이다. 이것은 분명 개인의 자유를 침해한다(차경수·모경
환, 2008: 320). 학생의 입장에서 스스로가 밝히고 싶지 않은 것을 다른 
사람들 앞에 공개하는 것은 명백히 개인의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
이다. 또한 자신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밝히도록 강
제하는 것 자체가 자율성에 위배된다. 더욱이 Rath 등의 주장에 따르면 
가치는 개인적인 것임에도 불구하고 가치화 과정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공
언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은 가치의 개인 중심성을 손상시킨다는 비판도 
가능하다(추정훈, 1998: 238).

이와 관련하여 본 연구자는 가치명료화 접근의 ‘공언하기’를 둘러싼 개
인적 자유 침해 주장은 가치명료화 접근의 전체 맥락을 고려하지 못하는 
다소 초점이 어긋난 비판이라고 생각한다. 그 이유는 크게 세 가지이다. 

첫째, 우선 가치명료화 접근에서 ‘공언하기’가 개인의 자유를 가장 심각
하게 침해할 수 있다고 여겨지는 경우는 개인의 사적 영역 중에서도 특히 
사생활과 관련된 부분이 가치 논의의 주제로 들어올 때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사생활 문제가 다뤄지고 개인이 자신의 민감한 부분을 드러내야 하
는 상황이 만들어진다면 가치명료화 접근에 한 우려는 충분히 이해할만
한 것이 된다. 하지만 가치명료화 접근에서 이러한 사생활과 관련된 문제
를 반드시 다루어야 할 필수적이고 급박한 이유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 점
은 가치명료화 접근의 주장자들 역시 동의하는 부분이다. 

“가치 이론이 그런 행동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첫째,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또는 저속하다고 느끼는 문제를 제기하지 않아
야 한다. 가치에 한 사고를 할 수 있는 생활상의 문제들이 얼마든지 많
이 있다.”(Rath et al., 1978: 332)

즉, Rath 등 가치명료화 접근 이론가들은 개인의 사적 영역에 해당하는 
문제를 굳이 가치교육의 장에 가져오는 것을 의도하지 않았다. 또한 그러
한 의도와는 별개로 가치명료화 접근을 취하면서도 사생활의 문제를 다루
지 않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 가치명료화 접근이 학생들의 삶과 경험을 



중시한다는 것은 가치교육이 학생들 스스로 관심을 갖고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을 자원으로 사용해야 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굳이 여기에 사
생활을 침해하는 내용을 포함할 이유는 없다. 가치명료화 접근의 초점은 
순수하게 사적인 내용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함께 논의할 가치가 있는 
것이어야 한다. 그리고 개인적 삶과 경험 내에는 이런 의미에서 가치명료
화 접근이 다룰 수 있는 자원이 충분히 풍부하다. 

둘째, 그렇다면 사적 영역이 아닌 공적 영역과 관련된 문제에서 자신의 
생각을 공언하기를 원하지 않는 학생이 있다고 가정하면 어떨까? 이러한 
가정은 순전히 상상의 산물만은 아니다. 실제 우리 주변에는 정치적 견해
를 포함하여 다양한 사회 현상에 해 굳이 자신의 의견이나 색채를 드러
내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존재한다. 그렇다면 이러한 부류에 속하
는 학생들에게 가치명료화 접근에서 스스로의 생각을 ‘공언하기’를 통해 
명료화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개인적 자유를 침해할 수 있지 않을까? 이
와 관련해서도 Rath 등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학생들이 곤란해 하거나 걱정스러워하는 신호를 보일 때는 언제나 가치
명료화 활동을 즉시 중지하도록 한다. ... 교사의 의도가 무엇이든 간에 감
정적인 반응은 필시 어떤 것이 잘못되었다는 신호이다.”(Rath et al., 
1978: 332)

즉, 가치명료화 접근은 학생 스스로가 드러내고 싶어하지 않는 가치를 
명료화하도록 강제하지 않는다. 애초에 Rath 등이 ‘공언하기’ 단계를 가치
화 과정에 포함한 것은 이러한 공언이야말로 스스로의 선택을 진정으로 
소중히 여기는 행위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Rath 등이 보기에 만약 공언
을 할 수 없다면 이는 자신의 선택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것이다. 그렇
다면 ‘공언하기’는 자신의 선택을 소중히 여긴다는 것을 스스로 확신할 수 
있는 하나의 척도라고 할 수 있다. 즉, 학생들이 다수 사람들 앞에서 공언
할 수 있을 정도로 자신의 가치에 해 자랑스러워 할 수 있어야 진정으
로 가치가 내면화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굳이 가치명료화 접
근의 관점을 취하지 않더라도 일반적으로 가치는 자신의 삶에서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며 이러한 점에서 개인의 가치판단은 그에 따른 말과 행동
으로 나타나기 마련이다. 하지만 이러한 가치에 한 생각이 개인의 말과 
행동으로 외부에 드러나지 않는다면 과연 이런 생각을 가치라고 말할 수 
있을까?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것은 Rath 등의 지적처럼 “필시 어떤 것
이 잘못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본 연구자는 이러한 ‘잘못’에는 두 가지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하
나는 개인이 자신의 생각을 사람들에게 공언할 수 있을 정도로 확신하지 
못하는 경우이다. 스스로의 생각이 아직 정리되지 않았고 충분한 고려가 
부족하여 아직 옳다는 믿음이 들지 않는 상황이라면 다수 사람들에게 자
신의 견해를 공언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는 Rath 등이 가치명료화 접근을 
고안할 때 생각했던 바로 그 지점이다. 즉, 이런 이유로 공언하지 못하는 
것이라면 아직 가치라고 여길 만큼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이렇게 가치라고 생각될 수 없는 것을 강제로 말하도록 하는 것이 가치명
료화 접근의 의도가 아니라는 것은 분명하다. 

가치명료화 접근의 취지를 고려한다면 이런 상황에서 교사에게 필요한 
것은 강제적인 공언 요구가 아니라 학생들이 스스로의 믿음을 확신할 수 
있도록 돕는 노력이다. 학생들이 어떤 가치징표를 표현했을 때 가치명료화 
접근에서 “그게 네 생각이니?”, “진정으로 네가 원하는 게 그것이니?”라
고 묻는 것은 바로 불확실한 부분에 한 스스로의 탐구를 촉진하고 지원
함으로써 자신의 생각에 한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돕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Rath 등이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학생들이 자신의 생
각에 해 확신을 갖지 못할 때 그러한 불완전한 상태를 그 로 인정하고 
공언하도록 하는 것도 가치명료화 접근에서 불가능해 보이지는 않는다. 아
직 불확실한 생각이어서 명료화되었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러한 불확실
성 자체가 자신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을 담고 있음은 분명하다. 즉, 어
떤 불확실한 생각을 가졌다는 것은 한편으로는 그 안에 자신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가 있음을 의미하고, 다른 한 편으로는 또 그 생각을 완전히 
믿지 못하게 하는 것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자신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또 



다른 요소 역시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불확실하다는 것 자
체 안에도 충분히 내가 가치를 부여할 수 있는 것들이 있으며 이를 불확
실한 그 자체로 공언하는 과정은 결국 내 가치의 명료화를 도울 것이 분
명하다. 아마 세미나와 토의토론 과정에 참여해 본 사람들이라면 아직 확
신하지 못하지만 자신에게 떠오르는 것을 있는 그 로 표현하면서 스스로
의 생각이 정리되는 경험을 한 적이 있을 것이며, 이러한 주장에도 충분히 
수긍할 수 있을 것이다. 가치명료화에서 ‘공언하기’가 의도하는 것은 바로 
이점이다. 

개인이 자신의 생각을 공언할 수 없는 ‘잘못’이 일어날 또 다른 가능성
은 개인이 아니라 개인을 둘러싼 사회에 있을 수 있다. 비록 어떤 개인이 
자신의 생각을 갖고 있으며 이를 소중히 여겨 다른 사람들과 그 생각을 
공유하기 위해 ‘공언하기’에 참가하기를 원한다 하더라도, 사회가 이를 허
용하지 않을 수 있다. 즉, 주류의 생각과 다른 개인의 생각을 허용하지 않
는 교실이나 사회 분위기, 그리고 그런 생각을 가진 개인에게 직·간접적으
로 가해질 수 있는 유·무형적 통제나 압력이 존재할 수 있는 것이다. 전체
주의 사회나 권위주의적인 사회 내에서 자유로운 사상을 추구하는 개인, 
배움의 방향이 교사에 의해 일방적으로 정해져 있는 교실 속에서 다른 가
능성을 꿈꾸는 학생 등 수많은 사례가 존재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사례들은 사실상 표현의 자유라는 민주주의 사회의 중요
한 가치를 위배한다는 점에서 가치명료화 접근의 타당성에 한 논의 수
준과 범위 자체를 넘어서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가치명료화 접근은 민주적
인 사회 분위기와 그 속에서 살아가는 개인에 한 존중에 기반하고 있다. 
따라서 사회 자체가 개인의 자유로운 생각의 공언을 막고 있는 상황이라
면 이 때 가치화 과정에서 ‘공언하기’가 개인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비판은 가치명료화가 아니라 그러한 억압적인 사회 구조를 향한 것이어야 
한다.

물론 극단적으로 억압적인 사회 구조를 떠올리지 않더라도 암묵적으로 
사상의 자유로운 공개를 가로막는 분위기가 있을 수 있다. 다수의 사람들
이 특정 가치를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상황에서 그와 다른 가치를 주장한



다는 것은 상당한 용기를 필요로 하는 일일 수 있기 때문이다. 교실 상황 
역시 다르지 않다. 교사가 어떤 입장을 확고하게 주장하고 있을 때 또는 
다수 학생들이 특정한 입장에 한 적극적인 지지를 보낼 때 이와 다른 
견해를 가진 학생으로 하여금 자신의 생각을 공개적으로 밝힐 것을 요구
하는 것은 그 학생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무리한 요구에 해당한다.

하지만 이런 상황조차도 가치명료화 접근에 한 비판의 근거가 될 수
는 없다. 앞서 Rath 등이 언급했듯이 이렇게 “학생들이 곤란해 하거나 걱
정스러워하는” 경우라면 학생들에게 강제로 공언하게끔 유도하는 것은 가
치명료화 수업을 하는 교사의 바람직한 역할이 아니기 때문이다. 오히려 
교사의 역할은 그처럼 개인에게 부당한 압력이 가해지는 교실 환경이나 
학생 분위기 등 불합리한 환경적 제약을 제거하는 것이다. 학생들로 하여
금 다른 사람의 견해에 해 공격적인 자세를 취하지 않도록 하고, 의견이 
다르다는 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며, 이러한 자세와 태도
를 교사가 모범으로 보이는 것 등이 여기에 속한다. 분명 이러한 교사의 
역할 수행은 가치명료화 접근이 이루어지기 위한 전제 조건이라고 볼 수 
있다. 

셋째, 지금까지의 논의로도 가치화 과정의 ‘공언하기’와 관련하여 가치
명료화 접근에 해 제기된 비판에 한 답변으로 충분하지만, 가치명료화 
접근의 이론가들 중에는 논란의 여지를 없애기 위해 아예 ‘공언하기’ 단계
를 생략하려는 경향도 존재한다. 즉, Rath 등의 가치명료화 접근을 수정
하고 보완한 후속 모형들에서는 ‘공언하기’ 단계를 삭제하고 있다(정호범, 
2014: 126-131). 

물론 본 연구자는 앞서 논증한 것처럼 가치명료화 접근에서 ‘공언하기’ 
단계가 그 자체로 문제가 있어서 삭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
다. Rath 등의 의도로 볼 때 가치명료화 접근은 내용과 방법을 막론하고 
개인에게 어떤 식으로든 부담을 주는 강제적인 명료화를 요구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공언하기’ 단계를 통해 Rath 등이 표현하려고 했
던 것은 그런 공언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자신의 가치를 소중히 여길 수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며, 그러한 생각이 말과 행동 등의 실천으로 이어질 



때 더욱 진정성을 가질 수 있다는 점에서 ‘공언하기’ 단계는 충분히 의미
가 있다. 다만, Rath 등의 계승자들이 ‘공언하기’ 단계를 삭제하고서도 가
치명료화 접근을 구성할 수 있다는 것은 ‘공언하기’라는 활동 그 자체가 
가치명료화 접근의 핵심적인 절차가 아니라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다. 즉, 
가치화 과정에서 실제 학생들이 자신이 생각하는 바를 소중하게 여기고 
이를 공언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표현하고 실천만 할 수 있다면 ‘공언하
기’ 자체를 생략하더라도 가치명료화 접근의 기본 취지는 충분히 살릴 수 
있다. 

정리하자면 가치명료화 접근의 가치화 과정에서 ‘공언하기’ 단계는 개인
의 자유 또는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지만 이는 올바른 
비판이라고 할 수 없다. 오히려 가치명료화 접근의 전체적인 의도와 그 속
에서 ‘공언하기’가 차지하는 위치를 생각한다면 ‘공언하기’ 단계는 진정으
로 자신이 원하는 가치를 탐색하고 확신하는 과정의 일부로 받아들여져야 
한다. 즉, 적어도 ‘공언하기’와 관련하여 가치명료화 접근은 개인의 자기 
가치탐색과 자율적인 선택을 충분히 장려하고 있다. 

② 불완전한 자기 탐색과 빈약한 선택 기반의 문제
가치명료화 접근에 한 비판에서 ‘공언하기’ 단계에 한 문제제기가 

사라지면 적어도 개인의 자율성과 관련해서 가치명료화 접근은 비교적 완
벽한 이론처럼 보일 수도 있다. 확실히 가치명료화 접근은 개인의 자유와 
자율성을 존중하기 위해 개인의 가치판단 과정에 교사를 비롯한 외부의 
개입을 배제하고 있다. 즉, 개인의 경험과 사고 과정 내에서 가치를 선택
하는 것만이 개인의 자율성을 최 한 존중하는 것이며, 이 과정에 외부 요
인이 개입하는 것은 그 자체로 자율성을 침해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자율성 개념은 교육적 상황을 염두에 둔다면 쉽게 받아
들일 수 없다. 어떤 경우에도 교육은 ‘성장’, ‘개선’, ‘발전’ 등 비록 표현
은 다르더라도 현재보다 더 나은 상태로의 지향을 함축한다. 자율성 역시 
가치교육의 중요한 목표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를 보호하는 것은 물론이고 
이를 어떻게 더 증진할 수 있는가에 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특히 



공식적으로 배움의 단계에 있는 학생들의 현 상태는 자율성이 최 한 발
휘된 상태라고 보기에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교육에서 자율성
을 존중한다는 것이 단순히 ‘현재의 나’라는 견고한 성벽을 건설하고 이에 

한 외부의 개입을 차단하는 것으로 이해되어서는 안 된다. 외부의 개입
이 그 자체로 자율성에 해가 되는 것은 아니며 때로는 개인이 자율성을 
발휘하는 데 도움을 주거나 필수적인 조건으로 작용하기도 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우리는 이상적인 학교 교육이 개인의 자율적 삶을 증진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 한다. 특히 학생들은 다양한 교과를 배우면서 자
신의 소질과 적성을 발견하게 되고 이 과정에서 만약 이러한 내용을 몰랐
더라면 시도할 수 없었던 수많은 가능성을 갖게 된다. 즉, 이러한 측면에 
초점을 맞춘다면 적어도 학교 교육이라는 개인 외부의 장치에 의한 개입
은 학생들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자율성을 더욱 증진
하는 역할을 한다. 만약 학교 교육조차도 외부적인 요인이라고 생각하여 
배제한다면 학생들은 영영 자신의 가능성을 펼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
게 될 것이다.  

이런 점에서 본 연구자는 가치교육이 자율성을 증진한다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가능하다고 본다. 하나는 개인의 자기 탐색을 돕는 것이
다. 이는 결국 자기 자신을 잘 알아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내가 진
정으로 원하는 것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자율적인 선택이나 결정을 기
할 수는 없다. 즉, 자기 탐색을 통해 자신의 욕구나 목표 등 스스로에 
해 더 잘 아는 것은 자율성을 발휘하기 위한 기본 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다른 하나는 개인의 역량을 늘리는 것이다. 이는 개인의 가능성을 더 넓히
고 개인이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를 늘리는 역할을 한다. 선택지 자체가 
극도로 제한된 상태라면 이때는 선택이라는 것 자체가 의미를 지니기 어
렵다. 즉, 우리가 자율성을 존중한다는 것은 결국 개인이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로서 여러 가지 가능성이 실존할 것을 요구한다. 그리고 이러한 가
능성에 큰 영향을 주는 것이 바로 개인의 역량이다. 

그렇다면 이런 두 가지 측면에서 가치명료화 접근은 개인의 자율성을 
증진할 수 있을까? 각각에 해 검토해 보도록 하자. 



첫째, 자기 탐색이라는 측면에서 가치명료화 접근은 다소 한계가 있다. 
이는 가치명료화 접근의 취지를 생각할 때 다소 의문스럽게 여겨질 수도 
있다. 즉, 가치명료화 접근에서 가치화 과정은 개인으로 하여금 자유롭게 
선택하고 이를 존중하며 소중히 여기게 한다는 점에서 개인의 자기 탐색
을 장려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주목해야 할 것은 가치명료
화 접근에서 개인이 자기 탐색을 할 때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이 매우 제한
적이라는 점이다. 가치명료화 접근에서 자신의 가치를 명료화하도록 장려 
받은 아이들은 단순히 자신의 감정과 필요만 이야기할 뿐 그러한 감정과 
필요의 상이 갖는 객관적 가치를 평가하지 않는다(Lipman & Sharp, 
1980: 11). 이것은 앞서 언급한 것처럼 가치명료화 접근에서는 외부의 개
입을 전적으로 배제하기 때문이다. 이때 학생이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자신의 경험과 사고 과정뿐이다. 물론 자신의 경험과 사고 과정이 자기 탐
색에 필수적인 자원이기는 하지만 단지 이것뿐이라면 이는 매우 빈약하고 
편협한 것에 불과하다.  

예를 들어 어떤 학생이 몇 번의 그리기 경험을 통해 미술에 한 자신
의 소질이나 적성에 해 판단을 내린다고 생각해 보자. 어쩌면 그는 자신
이 원하는 로 스케치를 할 수 없다는 점에, 그리고 자신이 원하는 색깔
을 표현할 수 없다는 점에 좌절감을 느낄지도 모른다. 그 결과 이 학생은 
자신이 미술에 소질이나 적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자신에게 있어서 미술 
활동이 큰 가치를 지니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행동하게 되었다. 이 경우 학
생의 결정은 자율적인 선택이기 때문에 이를 적극적으로 지지해주어야 할
까? 이 질문에 해 우리가 쉽게 ‘그렇다’라고 답하기 어려운 것은 이 
학생의 선택과 결정의 이유로 제시된 것이 자신의 불충분한 경험에서 비
롯되는 불확실한 느낌뿐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 학생의 선택과 결정에 
있어서 좀 더 많은 자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할 것이다. 즉, 나의 경험으로
만 판단했던 나의 스케치나 채색은 보다 객관적인 시각에서는 상당히 뛰
어난 것일 수 있다. 특히 미술 전문가의 눈으로 볼 때 해당 학생이 스케치
나 채색 과정에서 보여준 관찰력이나 창의력 등이 매우 훌륭한 수준이라
면 그리고 이 점을 학생이 알게 된다면 미술 활동에 한 학생의 결정은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자기를 탐색하는 과정은 성인(聖人)의 수준에 이른 사람이 

아니라면 순수하게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 많은 경우 사람들은 자신을 알기 위해 다른 사람의 경험과 판단을 
필요로 한다. 즉, 다른 사람의 경험을 보면 자신의 경험에 해 보다 객관
적인 평가가 가능하다. 또한 다른 사람의 관점에서 이루어지는 자신에 
한 평가는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나의 모습을 드러내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가치명료화 접근이 오직 개인의 경험과 사고 과정에
만 의존하여 자율적인 선택을 존중하려고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시
도라고 할 수 있다. 진정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나 자신만
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둘러싼 세계와 다른 사람들까지 함께 보아
야 한다. 진정한 나의 모습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나 자신뿐만 아니라 나를 
바라보는 다른 사람도 필요하다. 이런 타자의 존재가 전제되어야만 나의 
선택지가 보다 충실해질 수 있고 그 의미 역시 분명하게 드러날 수 있다. 
자율성이란 바로 이러한 토  위에서 가능한 것이다. 그러나 가치명료화 
접근은 이러한 타자의 존재를 결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원래의 의도와 다
르게 자율적인 선택을 증진할 수 없다. 

둘째, 가치명료화 접근의 이론적 모델은 개인의 선택지를 늘리는 데 있
어서 개인의 역량이 중요한 변수가 된다는 것을 고려하지 않는다. 가치명
료화 접근에서 주목하는 것은 단지 외부의 개입이 개인의 선택지를 줄인
다는 것이다. 물론 교사를 비롯한 외부의 개입이 학생들의 선택지를 줄일 
가능성은 분명 존재한다. 교사가 미리 특정한 결론이나 방향을 정해두고 
학생들이 그러한 결정을 내리도록 상황을 조건 짓는 것은 사실상 학생들
에게 선택지를 주지 않으면서 자율성을 행사하는 것처럼 가장하는 것에 
불과하다. 이런 점에서 가치명료화 접근이 외부의 압력을 허용하지 않음으
로써 학생들의 선택지를 제한하지 않으려는 취지 자체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반드시 외부의 압력만이 선택지를 제
한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오히려 많은 경우 선택지를 제한하는 것은 



개인의 역량이라고 할 수 있다. Griffin(1976: 197)은 가치명료화 접근의 
주장자들이 가치 변화에 관해 더욱 명확한 입장을 밝힐 필요가 있음을 강
조한다. 즉, 가치 변화는 가치화가 진행되는 바로 그 경험 기반을 확 하
고 더 풍부하게 만드는 것과 연결되어 있다. 이런 점에서 가치명료화 접근
은 개인의 자율성을 존중하되 그러한 자율성의 기반이 되는 스스로의 역
량을 확장시킬 수 있는 기반을 제시해야 한다. 

이 점에서 Sen의 역량 이론은 많은 시사점을 준다. Sen(1992)은 평등
과 관련된 논의에서 개인의 삶에 해 국가가 어떤 지원을 해야 할 것인
가와 관련하여 단순히 제공하는 자원의 양이나 결과로서의 행복 정도에 
초점을 맞추어서는 안 된다고 말한다. Sen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한 
개인이 할 수 있는 것 또는 될 수 있는 것으로서의 ‘기능’에 한 역량이
다. 그리고 이러한 역량의 개발이야말로 사실상 자유의 확 로 이해될 수 
있다(Sen, 1992: 79-106). 

가치교육에서도 이러한 역량접근법을 중요한 요소로 고려할 필요가 있
다. 즉, 우리는 많은 경우 특정한 상에 해 잘 모르기 때문에 또 능력
이 없기 때문에 그것의 가치에 해 제 로 평가하지 못한다. 음악을 제
로 들어본 경험이 없는 사람이 음악이 주는 즐거움에 해 제 로 평가하
기는 어려울 것이다. 마찬가지로 셔틀콕을 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은 
배드민턴 경기를 소중하게 생각할 수 없다. 이처럼 최소한의 학습 기회가 
주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개인의 역량이 증진되기는 어려울 것이고 바로 
그만큼 개인의 자율성이 발휘될 여지도 줄어들게 된다. 반 로 음악 감상
이나 배드민턴 경기를 즐길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사람이라면 그가 자율성
을 발휘할 수 있는 영역 즉, 선택할 수 있는 가능성은 훨씬 넓어질 것이 
틀림없다.  

이러한 역량의 문제는 가치의 영역에서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어떤 아이가 부유한 환경에서 또는 주류 문화에서 자라났다고 생각
해 보자. 만약 이 아이에게 자신과 다른 환경이나 문화를 접할 기회가 주
어지지 않는다면 이 아이는 빈곤한 환경과 소수 문화에서 자란 아이들이 
겪는 어려움을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또한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부와 문화가 갖는 가치에 해서도 제 로 평가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는 
결과적으로 빈곤함과 문화적 차별과 관련된 문제에서 이 아이의 선택지가 
사실상 제한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학생들의 선택지를 넓혀 실
질적인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의 역량을 증진하는 것이 필수
적이다. 

특히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를 결정해야 하는 상황에 있다고 하면 이러
한 역량의 문제는 더욱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된다. 진로교육은 무엇보
다도 개인이 미래에 할 수 있는 것, 될 수 있는 것에 초점을 맞출 것이다. 
이것은 결국 개인의 역량과 관련된다. 만약 진로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장
래에 내가 가질 수 있는 역량이나 가능성이 고려되지 않고 단순히 현재 
나의 욕구만이 고려된다면 과연 이것을 자율성을 충분히 존중한 결과로 
생각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즉, 바로 이 점에서 가치명료화 접근은 뚜렷한 한계를 드러낸다. 가치명
료화 접근에서 ‘현재의 나’는 절 적인 지위를 가진다. 여기에 어떤 영향
을 주려는 시도는 모두 부정적인 것으로 평가된다. 결국 미래에 내가 될 
수 있는 것, 할 수 있는 것의 의미에서 역량은 고려되지 않으며 그만큼 나
의 자율성이 발휘될 여지는 줄어들게 된다. 

정리하자면 가치명료화 접근은 가치화 과정을 오직 개인의 경험과 사고 
틀 내에 위치지음으로써 실질적으로 개인의 자율성을 증진시킬 기회를 차
단하고 있다. 이것은 적어도 자율성과 관련해서는 높게 평가되었던 가치명
료화 접근에 한 새로운 비판이라고 할 수 있다. 즉, 가치명료화 접근 하
에서 개인은 자신의 협소한 경험과 사고 과정 내에만 머무르면서 자신에 

해 보다 깊이 있게 탐색할 기회를 차단당하게 된다. 또한 개인의 다양한 
역량이 발휘되고 넓어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매
우 제한된 선택지 내에서 선택할 뿐이다. 이런 점에서 가치명료화 접근은 
개인적 측면에서 자율성을 충분히 함양하기 위한 가치교육 방안으로는 한
계가 있다. 진정으로 자율성을 존중하는 가치교육이라면 학생들이 자율적
으로 가치를 선택할 수 있는 역량을 증진시키는 데도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2) 타자와의 소통에 있어서의 제약

가치교육의 목적으로서 가치성찰의 문제는 단순히 한 개인의 문제로만 
이해될 수는 없다. 오늘날 사회에는 서로 다른 가치를 가진 수많은 사람들
이 함께 살아가고 있다. 따라서 나의 가치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가진 
가치에도 관심을 갖고 이들과 소통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만약 이러한 소
통이 제 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우리 사회는 지속적인 가치갈등을 제
로 해결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각 개인의 성장을 위한 안정적인 기반을 
제공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런 점에서 안적인 가치교육은 타자와 소통하
면서 사회적 가치갈등을 해결하고 합의로 나아갈 수 있는 이론적‧실천적 
가능성을 포함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타자와의 소통 가능성 측면에서 가치명료화 접근이 문제가 있다
는 점은 오랜 기간 지적된 사실이다. 즉, 가치명료화 접근은 개인의 자율
적인 선택을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이러한 개인들 간의 소통 측면을 제
로 고려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하여 많은 학자들은 가치명료화 접근이 갖
고 있는 상 주의적 성격을 공격했다. 특히 가치명료화 접근에 한 윤리
적 상 주의 혐의는 사실상 가치명료화 접근이 도덕적 논의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가치명료화 접근에 한 가장 표적인 비판으로 
남아 있다. 본 연구자는 이러한 기존의 논의를 좀 더 자세히 검토하면서 
타자와의 소통에 있어 가치명료화 접근이 어떤 한계가 있는지를 보다 분
명하게 제시하고자 한다. 

① 윤리적 상대주의로 인한 도덕적 논의의 불가능성 문제
이미 살펴본 것처럼 가치명료화 접근에서 개인은 자신의 생각과 관점, 

경험에 의거해 자신의 가치를 명료화하게 된다. 이 점에서 가치명료화 접
근은 본질적으로 개인적인 확증 모형이다(Fraenkel, 1977: 71). 물론 앞
서 논의에서도 지적한 것처럼 스스로의 가치탐색과 자율적인 선택을 돕는 
것은 가치교육의 중요한 역할이다. 다만 이 때 문제가 되는 것은 이러한 



가치명료화 접근의 가치화 과정이 순전히 개인적 차원의 탐색 과정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이다. 이것은 어떤 가치판단이나 가치 주장의 타
당성이 전적으로 그러한 주장을 하는 개인과 그 주장이 만들어지는 특수
한 상황에 의존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가치명료화 접근에서 가치는 
“매우 개인적인 것이며, 세상에는 어떤 ‘올바른’ 가치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Simon, 1973: 239; Boyd & Bogdan, 1984: 292에서 재인용)고 
여겨진다. Rath 등 역시 자신의 글에서 이러한 생각을 드러낸다. 

“가치란 개인적인 경험의 산물이라고 말했다. 그것들은 참이나 거짓의 
문제가 아니다.”(Rath et al., 1978: 56)

“우리는 가치를 경험으로부터 발전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상이한 경
험은 상이한 가치를 낳고, 어떤 한 사람의 가치는 경험들이 누적되고 변함
에 따라 변하리라는 것을 예상할 수 있다.”(Rath et al., 1978: 44)

“교사로서 우리는 학생들에게 너희들의 가치는 이것이어야 한다고 명령
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왜냐하면 학생들의 환경은 어떤 
것이어야 한다든지 또한 학생들은 어떤 경험을 가져야 할 것인지를 명령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Rath et al., 1978: 57)

이런 점을 근거로 다수의 학자들은 가치명료화 접근이 윤리적 상 주의
를 함축한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즉, ‘가치 있음’이 개인에 따라 달라진
다면 가치에 해 어떤 것이 옳고 나쁘다는 판단을 내리기 어렵다. 그래서 
가치명료화 접근은 구체적인 전략 면에서 윤리적 가치의 보편적 성격을 
완전히 무시하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정호범, 2014: 69), 전체적으로 윤
리적 상 주의의 입장에 서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정호범, 2014: 69; 정호
범, 1997b: 58-59). 

특히 이러한 윤리적 상 주의의 입장은 크게 보면 윤리학 내에서 이모
우티비즘(emotivism)에 한 논의와 연결되어 있다(정호범, 1997b: 
64-67). 이모우티비즘은 “논리적 실증주의(logical positivism)의 분석적인 
방법론을 윤리학 내지 가치론에 적용함으로써 생긴 메타 학설”(김태길, 
2006: 211)로서 가치나 도덕에 한 판단은 학문적으로 연구될 수 있는 



의미 있는 발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즉, “다른 사람에게 고통
을 주는 것은 잘못이다.”, “정직해야 한다.” 등의 발언은 단지 화자의 감
정을 표명하거나 청자의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역할을 할 뿐이라고 주장한
다(김태길, 2006: 211-214).

그런데 이렇게 가치명료화 접근이 윤리적 상 주의를 함축하고 이모우
티비즘의 입장을 취한다면 이는 결국 가치에 한 논의 자체를 불가능하
게 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된다. 가치라는 단어는 결국 ‘어떤 것이 더 좋
다, 옳다, 바람직하다’ 등의 평가를 담고 있는 개념이며, 따라서 가치교육
에서 더 옳은 것, 더 바람직한 것에 한 평가와 선택을 다루어야 한다는 
것은 자명해 보인다. 하지만 상 주의의 주장에 따르면 보편적인 ‘진리’나 
‘객관성’은 결국 인간의 관습의 문제에 불과한데 다양한 사회에 다양한 관
습 체계가 존재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결국 우리는 이러한 다양한 관습 체
계 중 어느 것이 더 좋은지를 비교하거나 평가할 수 없다(정호범, 1997b: 
58-59). 이것은 결국 한쪽에서는 어떤 주장이 옳다고 하면서도 다른 쪽에
서는 옳지 않다고 하는 식으로 규범적 원칙의 기본 조건인 일관성과 보편
화 가능성 자체를 무시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이모우티비즘의 입장
에 따를 때 가치에 관한 논의는 개인들이 자신의 가치를 마구잡이로 펼쳐
내는 상황에 불과하다. 분명 가치에 관한 소통이 이런 식으로 이루어진다
면 진지한 도덕적 논의는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이 점에서 윤리적 상

주의를 근거로 한 비판은 무척 공고하게 받아들여져 왔다. 
본 연구자는 가치명료화 접근이 윤리적 상 주의를 함축하며 그래서 도

덕적 논의 자체를 불가능하게 한다는 식의 비판이 다소 과장된 것이라고 
생각한다. 즉, 본 연구자가 판단하기에 가치명료화 접근은 윤리적 상 주
의를 필연적으로 함축하지 않으며, 또 극단적 상 주의를 가정하지 않을 
경우 이 접근에서 도덕적 논의 자체가 불가능한 것도 아니다. 본 연구자가 
이렇게 판단하는 근거는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가치명료화 접근이 일반적으로 윤리적 상 주의라는 혐의를 받는 
것과 달리 가치명료화 접근에서 ‘가치 있다고’ 여겨지는 여러 가지 행동이 
있다. 즉, 가치명료화 접근이 ‘가치에서 자유롭다’고 하는 것은 단지 교사



가 학생들에게 자신의 관점을 강요하지 않음을 의미할 뿐이며 실상 가치
명료화 접근은 사고, 감정, 선택, 소통, 행위를 더 잘 하는 것에 해 가치
를 부여하고 관심을 갖고 있다(Kirschenbaum, 1975: 104). 특히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무엇보다도 가치명료화 접근이 개인과 개인의 자유에 

한 존중을 중요한 가치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점이다. 이것은 가치명료화 
접근을 윤리적 상 주의와 구분 짓는 중요한 특징이 될 수 있다. Rath 등
의 다음과 같은 진술은 이에 한 분명한 증거가 된다. 

“한 사람의 삶을 존중해야 한다면, 우리는 그 사람의 경험과, 그 사람이 
가치를 위해 자신의 경험을 검사할 수 있는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 모든 
사람이 관점과 가치를 가질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생각을 교사는 당연히 
지지해야 한다고 생각된다. 이것이 자유 사회의 주춧돌이 아닐까?”(Rath 
et al., 1978: 57)

“이것은 사람은 자기 자신이 결정 내리는 것을 배울 수 있다는 민주주의 
관념에 기초를 두고 있다. 이것은 또한 인간성이라는 관념에 기초를 두고 
있는데... 또한 이것은 가치란 개인적인 것이라는 생각에 기초를 두고 있
다. 즉, 가치가 자유로이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면 결코 개인적이라고 할 수 
없으며...”(Rath et al., 1978: 60)

즉, 가치명료화 접근은 개인과 개인의 자유에 한 존중에 기초하고 있
다. 특히 가치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개인의 권리와 관점의 자유에 한 존
중, 모든 사람(관점)을 동등하게 하는 태도, 개인에 근거한 인간성의 존
중 등은 오늘날 민주주의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를 표현하는 것이기도 
하다. 만약 이러한 가치에 한 침해가 발생한다면 가치명료화 접근을 주
장하는 이들은 누구보다도 강하게 반 할 것이다. 따라서 가치명료화 접근
이 가치 일반에 해 상 주의적 태도를 취하고 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둘째, 가치명료화 접근이 반드시 상 주의적 입장을 취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즉, 굳이 상 주의적 태도를 취하지 않더라도 개인의 선택을 존중
하고자 하는 가치명료화 접근의 기본 취지는 손상되지 않을 수 있다.



“사람들은 다른 가치징표를 가질 수 있는 자유가 있어야 하며, 그들의 
입장은 존중되어야 한다. 우리는 이것을 윤리적 상 주의라고 부른다. 어떤 
의미에서는 그렇게 부르는 것이 옳다; 오늘날 이 세계에는 하나의 참인 종
교, 하나의 참인 도덕, 하나의 참인 정치 제도는 없다고 생각한다. ... 우리
는 어떠한 것이라도 하나의 믿음, 목표, 태도가 다른 믿음, 목표, 태도와 
마찬가지로 좋다고 생각하지 않는다.”(Rath et al., 1978: 머리말)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윤리적 상 주의라고 비난한다. 그들은 우리가 
어떤 가치가 다른 것과 마찬가지로 좋은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생각하
는 것 같다. 그것은 우리의 입장과는 먼 것이다. 우리는 가치를 명료화할 
수 있고, 인식과 반성적 사고를 통하여 사람들이 믿음, 감정, 활동, 목표 
등을 더 잘 통합시킬 수 있다고 믿는다.”(Rath et al., 1978: 398)

“우리는 보편적으로 절 적인 것에 관심이 없다. 그것은 기준이 존재할 
수 없다거나, 또는 ‘어떤 것이라도 다른 것들과 마찬가지로 좋다’는 생각을 
받아들인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Rath et al., 1978: 399)

Rath 등의 이러한 진술은 가치명료화 접근이 모든 가치를 다 허용하는 
윤리적 상 주의와 다르다는 것을 말해준다. 즉, 가치명료화 접근에서 개
인의 다양한 입장을 존중하는 것은 중요하나 모든 입장이 “‘마찬가지로 좋
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이는 가치명료화 접근의 목적이 가치혼란의 해
결이라는 점만 떠올려 보아도 알 수 있다. 상 주의적 결론이라면 어떤 것
이 옳은지를 스스로도 말할 수 없는 상태인데 이러한 가치혼란의 상태는 
적어도 가치명료화 접근이 해결하려고 하는 문제 상황 그 자체이기 때문
이다. 가치명료화 접근이 상 주의에 기반한다면 이런 가치교육을 통해서
는 통합된 자아라는 가치명료화의 중요한 목표가 달성되지 못할 것이 분
명하다. 

이렇게 상 주의가 아니라면 가치명료화 접근의 윤리학적 기반으로 가
능한 것은 무엇일까? 실제 극단적인 상 주의로 나아가지 않으면서도 다
양한 개인의 입장을 존중하는 형태의 윤리적 기반으로는 다원주의가 있다. 
정원규(2011: 97)는 “실질적으로 상 성을 허용하면서도 비상 주의적 입
장을 고수할 수 있는 가치교육 원리로 다원주의”를 제안한다. 상 주의는 
모든 주장의 객관적 타당성을 거부하는 반면 다원주의는 적어도 다원성 



자체를 거부하는 입장들까지는 허용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상 주의와 구
분된다고 할 수 있다. 특히 그는 이렇게 다원성을 부정하는 입장만을 배제
하는 소극적 다원주의에서 더 나아가 소수자들의 의견을 적절히 반영할 
수 있는 기본권이나 의사결정절차, 사회적 힘까지 적극적으로 포함하는 적
극적 다원주의를 주장하고 있다(정원규, 2011: 97-98). 이는 가치명료화 
접근의 기반이 극단적인 상 주의가 아니라 다원주의가 될 수 있는 가능
성을 함축한다. 다원주의 하에서도 각 개인의 다양한 입장을 존중하고 각
자의 선택에 있어서 자율성을 보장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만약 이
것이 사실이라면 즉, 다원주의에 기반해서도 가치명료화 접근의 주장들이 
이해될 수 있다면 굳이 가치명료화 접근에 윤리적 상 주의라는 꼬리표를 
달아야 할 필요는 없다. 이는 ‘허수아비 공격의 오류(straw man fallacy)’
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본 연구자는 Rath 등의 입장을 상
주의보다는 다원주의로 해석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셋째, 윤리적 상 주의를 근거로 가치명료화 접근을 비판하는 이들의 주
장과 달리 다양한 가치를 존중한다고 하더라도 도덕적 논의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즉, 본 연구자는 가치명료화 접근이 도덕적 논의를 불가능하
게 한다는 비판이 과도한 것이며 이는 가치명료화 접근의 이론적 토 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데서 비롯되는 주장이라고 판단한다. 이미 언급한 
것처럼 가치라는 단어는 결국 어떤 것이 더 ‘좋다.’, ‘옳다.’, ‘바람직하다.’ 
등의 평가를 담고 있는 개념이다. 따라서 어떤 경우든 가치교육은 더 옳은 
것, 더 바람직한 것에 한 평가와 선택에 관한 도덕적 논의를 포함할 수
밖에 없다. 그렇다면 윤리적 상 주의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가치명료화 
접근에서 가치에 한 비교 평가를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핵심적인 문
제이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것처럼 가치명료화 접근은 보편적인 가치를 설정하
지 않는데 이런 상황에서 개인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다양한 가치를 존
중하면서도 이러한 가치들에 한 비교평가를 한다는 것이 가능할까? 이 
문제에 한 Rath 등의 답은 결국 가치명료화 접근의 이론적 근거라고 
할 수 있는 Dewey의 가치평가 이론에서 찾을 수 있다. Dewey(1939)는 



가치판단에 관한 명제가 가능하며 경험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다고 주장한
다. 이는 보편적인 가치를 상정하지 않고서도 공통된 평가가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1) 사실적 사안으로서 가치판단 명제뿐 아니라 특정한 것을 좋고, 적합
하고, 적당하다고 기술하는 규칙으로서 일반화되는 가치판단 명제가 존재
한다. (2) 이 때 기술되는 존재론적 관계는 수단-목적의 관계 또는 수단-
결과의 관계이다. (3) 이들 명제는 과학적으로 보증되는 경험 명제에 의존
하며 그들 자체가 의도된 결과와 비교하여 실제로 달성된 결과의 관찰에 
의해 검증될 수 있다.” (Dewey, 1939: 24)

이처럼 Dewey는 가치판단에 관한 명제를 수단-목적의 관계 또는 수단-
결과의 관계로 이해하고 구체적 사태를 관찰함으로써 어떤 판단이 적합한
지를 검증할 수 있다고 보았다. 즉, 가치판단에 관한 논의, 더 넓게 도덕
적 논의는 다양한 개인들의 가치 지향을 존중하지만 그러한 가치 지향에
서 어떤 판단이 적합한 것인가는 구체적인 상황에서 해결하고자 하는 문
제를 두고 수단-목적 관계를 확인함으로써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렇게 수단-목적 관계를 통해 해석되는 가치 이론이라면 보편적인 가치를 
상정하지 않고서도 상 주의적 결론으로 치닫지 않을 수 있다. 이는 적어
도 이론적으로는 그 상황에 적합한, 그 개인에게 고려되는 여러 가지 상황
을 고려한 최선의 선택이라는 것이 가능할 수 있기 때문이며, 그러한 맥락 
내에서는 적어도 정당화 가능한 측면이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집이 가난하여 학교에 급식비를 내기 어려워하는 학생들이 
있다고 하고 이들이 눈치를 보지 않고 급식을 먹을 수 있게 하는 것이 당
면 문제라고 생각해 보자. 실제 이것은 무상급식을 둘러싼 논쟁으로 수년 
전 한국 사회에서 보수 진영과 진보 진영을 둘러싸고 상당히 논란을 불러
일으켰던 문제였다. 하지만 어떤 입장에 있다고 하더라도 의무교육의 취지
상 이 어려운 학생들이 급식을 먹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는 
점, 그리고 이 학생들의 어린 나이를 생각할 때 이들이 지원받는다는 부끄
러움에 노출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 이들에 한 지원이 복지제도의 일환



임을 감안할 때 부유한 계층에 한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점에 
해서는 충분히 합의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어떤 안을 택하든 이러

한 조건들을 잘 충족할 수 있는지에 해서는 충분히 정당화도 가능하고 
평가도 가능할 것이다. 

즉, Dewey식의 가치평가 이론에 따를 때 개인의 다양한 관점과 가치를 
존중하더라도 구체적인 문제 상황을 두고 수단-목적, 수단-결과의 관계를 
판단하는 과정에서는 공통된 합의가 가능할 수 있다. 이는 가치 관련 논의
가 가능할 수 있음을 함축하는 것이다. 다만, 본 연구자가 판단하기에 
Rath 등은 Dewey의 가치평가 이론이 갖는 이론적 함축을 가치명료화 접
근에 충분히 통합하지 못했다. 일단 Rath 등은 Dewey의 생각에 기초한다
고 밝히고 있지만 정작 Dewey가 가치평가 이론에서 ‘좋아하는 것’과 ‘좋
아할만한 것’을 구분하며 단순히 전자에 그치지 않는 가치평가에 도달하기 
위해 기울인 노력과 관련해서는 어떤 부분도 가치명료화 접근에 담아내고 
있지 못하다(Harrison, 1980: 185-191). 이는 적어도 가치명료화 접근이 
가치평가 명제의 당위적 성격과 관련하여 객관적으로 논의될 수 있는 부
분에 한 설명을 결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Rath 등의 한계라 할 수 있을 
것이다. 

② 타자와의 소통 부재로 인한 가치갈등 해결의 불가능
앞선 논의는 가치명료화 접근이 이론적으로 윤리적 상 주의에 기반하

여 도덕적 논의 자체를 불가능하게 한다는 점에 한 반론이었다. 즉, 본 
연구자는 이러한 주장이 과도하며 가치명료화 접근이 이론적으로 극단적
인 상 주의로 나아가지 않고 다원주의의 기반 하에서 충분히 도덕적 논
의를 전개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이것은 도덕적 논의의 가능성
에 한 논의일 뿐 실제 가치명료화 접근이 이러한 도덕적 논의, 정확하게
는 가치에 한 사회적 논의를 장려하고 있는가 하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
이다. 본 연구자는 이론적 측면에서 가치명료화 접근이 가치 논의에 타자
의 존재를 포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가치갈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고 생
각한다. 이와 관련하여 본 연구자는 크게 세 가지 문제를 제시하고자 한



다. 
첫째, 앞서 언급한 것처럼 가치명료화 접근이 가치에 관한 논의를 개인

의 경험과 사고 내에 위치시키고 있다는 것은 타자와의 소통 측면에서도 
큰 한계로 작용한다. 즉, Rath 등이 구성하고 있는 가치명료화 접근이 가
치에 한 숙고 과정을 순전히 개인 내에 위치시키는 것은 이미 살펴본 
것처럼 개인적 가치탐색은 물론이고 타자와의 소통가능성을 제한한다는 
점에서도 문제가 있다. 즉, 이것이 근본적으로 도덕적 논의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은 아니어도 장려하지 못한다는 것은 분명하다. 사실상 도덕적 논
의라는 것은 서로 다른 개인들 간의 소통 과정을 전제로 한다. 하지만 
Rath 등의 가치명료화 접근에서 개인은 가치화 과정 내에서 자신과 다른 
개인과 적극적으로 교류할 기회를 제공받지 못한다. 단적으로 가치명료화 
접근에서 가치화 과정은 개인이 자신의 가치를 명료화하는 과정일 뿐, 그 
과정 어디에서도 이렇게 가치를 명료화하는 타인을 이해하는 과정이 포함
되지 않는다. 즉, 이것은 일방적인 ‘말하기’의 과정에 주목할 뿐 ‘듣기’의 
과정에 한 언급은 나타나지 않는다. 오직 ‘듣기’의 주체는 가치교육을 
하는 교사이며, 정작 학생에게 ‘듣기’는 학생을 세심하게 배려하는 교사의 
극히 제한된 조언을 듣는 정도에 불과하다. 

즉, 가치명료화 접근에서 학생은 ‘말하는’ 입장이고, 교사는 ‘듣는’ 입장
에 서게 된다. 하지만 ‘듣기’가 갖는 교육적 효과는 무척 중요하다. 학생들
은 ‘듣기’를 통해 타자의 관점을 이해하고, 그 관점에 서볼 수 있으며, 그 
관점에서 자신의 가치 주장을 객관화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듣기’가 동
반된 ‘말하기’야말로 제 로 된 의사소통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는 점은 두
말할 나위가 없다. 이렇게 볼 때 가치명료화 접근에서는 타인의 가치 주장
을 듣고 이해할 수 있는 과정에 한 설명이 결여됨으로써 가치교육에서 
타인과의 의사소통이 갖는 의미가 간과되고 있다. 

물론 이와 관련하여 가치명료화 접근의 입장에서 다음과 같이 반박할 
수도 있다. 가령, 실제 수업에서 이루어지는 가치명료화의 모습을 떠올리
면 가치화 과정이 앞서 논의한 ‘공언하기’ 과정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언하는 개인 이외에 나머지 학생들의 ‘듣기’의 과정을 자연스럽게 포함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물론 이것은 충분히 있음직한 장면이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가치명료화 접근이 이러한 ‘듣기’의 과정을 이론 내에 중요한 
가치교육의 요소이자 과정으로 포함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다. 타인의 가치 
명료화를 들은 개인이 이를 통해서 자신의 가치를 명료화하는 과정은 적
어도 Rath 등의 가치명료화 접근에서는 명시되지 않고 있다. 이런 문제의
식에서 후속모형인 Howe&Howe 모형 등에서는 가치화 과정의 전반부에 
다른 개인과의 소통 단계를 포함하고 있다(정호범, 2014: 127). 이것은 결
국 가치명료화 접근이 애초에 순수하게 개인 내부의 과정으로 설계되어 
가치판단과 선택, 결정의 과정에서 타자와의 소통이 갖는 중요성을 충분히 
담아내고 있지 않다는 점을 잘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가치명료화 접근은 이론 내에 타자와의 의사소통을 담아내지 못하
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인 관계와 관련된 가치를 배울 수 있는 가능
성이 제한된다.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많은 가치들, 특히 그 가치들이 가치
명료화 과정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개인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라면, 
이러한 가치들은 분명 가치화 과정에서 충분히 학습될 수 있다. 하지만 이
렇게 개인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을 통해서는 배울 수 없는 가치가 존재
한다. 그것은 바로 인 관계와 관련된 가치로 공감과 배려와 같은 것이 

표적이다. 
비록 가치교육의 방법론이라는 주제 때문에 본 논문에서 배려, 감사의 

윤리, 친사회적 행동 등을 강조하는 가치교육의 흐름을 논의의 상에서 
제외하였지만(2장 참고), 특히 공감이나 배려가 내용적으로는 가치교육의 
중요한 요소이고 사회과 민주시민교육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한다는 
점에 해서는 본 연구자뿐만 아니라 많은 연구자들도 동의하는 부분이다
(Shot, 1979; Leming, 1981;  허라금, 2001; 길현주, 2005). 즉, 다른 사
람이 처해 있는 상황이나 느끼는 감정을 이해하고 이를 통해 타자의 삶의 
조건과 맥락을 존중하려는 태도는 가치교육을 통해 달성되어야 할 중요한 
목표라고 할 수 있다. 문제는 이러한 공감과 배려 등이 순전히 자기 탐색
만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종류의 가치가 아니라는 것이다. 공감과 배려는 
개인들 간의 관계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 가치는 구체적인 상황과 



맥락 속에서 학습될 수 있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가치명료화 접근은 공감과 배려 같은 인관계에 

적용되는 가치를 가르치는 데 있어서 분명한 한계를 지니고 있다. 내가 원
하는 것에 한 탐색은 그것이 아무리 풍부한 성찰이라고 하더라도 타자
가 처한 조건과 느낌에 한 탐색을 포함하지 않는다. 이는 매우 좁은 범
위에서의 공감조차 학습하기 어렵다는 것을 뜻한다. 또한 ‘내가 소중하게 
여기고 원하는 것’에 한 관심에서 비롯되는 가치화 과정은 굳이 ‘타인이 
소중하게 여기고 원하는 것’을 실현할 수 있도록 돕는 배려의 행동을 이끌
어내지 않는다. 그렇다면 공감과 배려는 적어도 가치명료화 접근을 통해 
배울 수 있는 가치는 아닌 것이다. 

셋째, 가치명료화 접근이 이론적 구상에서 개인들 간의 의사소통을 포함
하고 있지 않고, 그래서 공감이나 배려와 같은 가치를 학습할 기회를 제공
하지 않는다는 것은 사회적으로 가치갈등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가치명료
화 접근이 명백하게 한계가 있음을 말해준다. 더욱이 가치명료화 접근은 
기존의 가치갈등을 해결하기는커녕 이를 더욱 심화할 여지도 갖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즉, 가치명료화 접근에서 가치화 과정이 순수하게 개인의 사고와 경험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고려한다면 가치명료화의 결과가 각 개인이 스
스로가 소중하게 여기는 가치를 명료화한 상태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물론 
이는 가치교육이 이루어지기 전보다 바람직한 변화가 이루어진 것이며 해
당 개인의 입장에서 긍정적인 결과라고 평가할 수 있다. 문제는 이러한 가
치명료화가 사회적으로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인가에 있다. 각 개인이 서
로 다른 사고와 경험 내에 자아를 위치하고 있다는 점에서, 즉 서로 다른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각 개인이 명료화한 가치는 서로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정확히는 가치명료화가 이루어지기 전보다 그러한 차이
는 더욱 분명해지고 이로 인해 더욱 강하게 충돌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즉, 가치갈등의 가능성이 더욱 높아지는 것이다. 

하지만 가치명료화 접근은 자신의 이론적 모형 내에 이러한 가치갈등의 
문제를 전혀 담아내고 있지 못하다. 특히 앞서 언급한 것처럼 가치명료화 



접근의 가치화 과정이 의사소통 과정을 포함하고 있지 않고, 가치명료화 
접근을 통해 공감이나 배려와 같은 가치를 학습할 수 없다는 점을 감안하
면 이러한 가치갈등은 더욱 심각해질 가능성이 크다. 즉, 넓은 의미에서 
의사소통은 각자가 명료화한 가치를 서로 이해하는 것은 물론이고 이를 
통해 더 넓은 지평 위에서 공동의 근거를 마련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이 말은 의사소통을 배제하는 가치명료화를 통해서는 각자의 가치와 
주장이 공통된 기반을 마련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더욱이 가치명료화 접근의 가치화 과정에서 공감과 배려를 배울 수 없
다는 것 역시 가치갈등에서는 더욱 치명적인 요인으로 작용한다.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갈등이 단순히 다른 입장과 주장에서 비롯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다른 입장 간에 충분한 공감 없이 서로 오해하
고 적 시하는 것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목격할 수 있다. 꼭 
타자의 입장을 수용하지 않더라도 단지 타자의 입장을 들어주고 그가 갖
는 입장에 공감하는 것만으로도 해결되는 문제들이 많이 있다. 또한 약자
에 한 배려의 부족은 때에 따라서는 필요 이상의 갈등을 불러오기 마련
이다. 즉, 약자의 입장과 처지를 배려하는 태도는 설령 약자의 주장을 수
용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다양한 문제를 보다 유의미하게 해결할 수 있
는 가능성을 열어낼 수 있다. 특히 공감과 배려는 가치갈등의 당사자들에 

한 선입견을 배제하고 서로를 존중하는 맥락에 위치시킴으로써 정작 가
치갈등의 원인이 되는 핵심적인 사안에 집중하게 하는 효과를 만들어내기
도 한다. 이들은 모두 가치갈등의 심화를 예방한다는 점에서, 또 가치갈등
의 해결을 위한 기초적인 토 를 만들어낸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
지고 있다. 

이런 점에서 민주주의 사회에서 필요한 가치의 소통과 가치갈등의 조정
이라는 측면에서 가치명료화 접근의 한계는 분명하다고 할 수 있다. 사회
적으로 가치갈등이 심각하게 나타나는 상황은 개인의 입장에서 가치혼란
으로 인식될 수 있으며, 이를 해결하는 것이 가치명료화의 핵심적인 문제
의식이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에서 타자와의 의사소통 그리고 공감과 배려
가 결여된 채 이루어지는 가치명료화는 기존의 가치갈등을 해결하기는커



녕 더욱 심화시킬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이것은 전적으로 가치명료화 접
근이 가치에 관한 사회적 논의의 과정을 포함하지 않은 데서 비롯되는 한
계라고 할 수 있다. 

정리하자면 가치교육의 중요한 목적이 사회적 가치갈등을 해결할 수 있
는 역량을 기르는 것이라고 생각할 때 가치명료화 접근의 가치화 과정은 
심각한 결함을 갖고 있다. 즉, 가치명료화 접근의 가치화 과정은 개인의 
사고와 경험 내에서만 위치하고 타자와 의사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하지 않는다. 또한 가치갈등 해결에 필요한 공감과 배려라는 가치는 이러
한 가치명료화 접근을 통해서 학습할 수 없다. 그로 인해 가치명료화는 가
치갈등을 해결하기보다 가치갈등을 더 심화시킬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고려해볼 때 가치명료화 접근은 오늘날 다원주의에 기반한 민주주의 사회
에 적합한 가치교육 방안이 되기에 한계가 있다. 특히 Rath 등이 이런 가
치명료화 접근의 이론적 한계를 정확하게 드러내지 않으면서도 정작 자신
의 이론적 근거를 Dewey에게서 찾고 있는 점은 더욱 아쉬운 부분이다. 
Dewey의 경우 가치교육을 포함한 교육 일반을 사회 속에 위치시키고 개
인과 개인, 개인과 사회 사이의 끊임없는 상호작용을 통해 개인이 성장해
가는 과정을 교육이라고 이해하였다. 특히 Dewey가 생각했던 교육은 서
로 다른 가치관을 가진 개인이 소통하는 가운데 각자와 사회가 함께 성장
하고 서로에게 제기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이었고 이것이 가장 잘 일어
날 수 있는 사회가 민주주의 사회였다(Dewey, 1916: 128-155). 이 점에
서 Rath 등의 가치명료화 접근은 Dewey의 교육 이론과 가치교육을 근거
로 했다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빈약하다. 이런 점에서 Dewey의 생각을 제

로 살리기 위해서라도 가치명료화 접근에 한 수정과 방향 전환이 필
요하다. 

3) 사회적 기본가치에 대한 논의의 결여

가치교육에 관한 현재의 논의가 민주시민교육으로서 사회과교육의 범주 
내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가치교육이 우리 사회에서 함께 살



아가기 위해 필요한 기본적인 가치들을 다루어야 한다는 점은 분명하다. 
즉, 오늘날 우리 사회가 민주주의에 기반하고 있음을 고려한다면 가치교육
이 목표로 하는 시민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중요하게 여겨지는 가치들에 

해 진지하게 고찰하면서, 이 과정에서 스스로의 가치 방향을 설정하고 
결정을 내리며 자신의 선택에 해 사회적 책임을 질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바로 이 점과 관련하여 가치명료화 접근에 해 수많은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즉, 이미 강조한 것처럼 외부의 개입을 차단한 채 개인의 
사고와 경험 내에서 이루어지는 가치화 과정은 개인이 소중하게 여기는 
가치를 존중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적어도 사회적으로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들을 반드시 고려한다고 보기 어렵다. 즉, 가치명료화 접근의 결과로 
나타나는 개인이 단순히 개인으로 머물면서 내가 아닌 타자에 해, 그리
고 내가 속한 사회에 해 무관심하다면 이러한 모습은 최소한으로라도 
민주주의 사회를 유지하고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시민의 모습으로 보기 어
렵다. 적어도 시민이라면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가치는 물론이고, 사회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치에 해 진지하게 
성찰하고 고려해야 한다. 이 점과 관련하여 여기서는 기존에 가치명료화 
접근에 해 쏟아진 여러 가지 비판을 보다 면 하게 검토함으로써 사회
적 기본가치 학습에 있어서 가치명료화 접근의 한계를 분명히 하도록 하
겠다. 

① 탈도덕적 가치와 비도덕적 가치의 명료화 문제
앞서 윤리적 상 주의라는 혐의를 통해 가치명료화 접근에 가해진 비판

의 중요한 부분은 가치명료화 접근에서의 가치교육이 순수하게 개인적 차
원에서 이뤄지고 있다는 점이다. 개인적으로 소중하게 여기는 가치를 존중
해야 한다는 가치명료화 접근의 기본적인 생각은 가치화 과정에서 사회적
으로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들이 충분하게 고려되지 않을 위험을 초래한다. 
이 같은 우려는 두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좀 더 자세히 생각해 볼 수 있
다. 즉, 가치명료화  이론에 한 주된 비판 중 하나는 이 이론이 도덕적 
가치(moral value)와 탈도덕적 가치(non-moral value) 혹은 비도덕적 



가치(immoral value)를 구분하지 않는다는 것이다(정호범, 2014: 63). 이 
때 탈도덕적 가치는 개인의 취미나 기호 등 도덕과 무관한 가치를 말하고, 
비도덕적 가치는 도덕에 어긋나서 사회적으로 비난의 상이 되는 가치를 
말한다. 그렇다면 가치명료화 접근에서는 탈도덕적 가치와 비도덕적 가치
를 명료화하는 것에 해 어떻게 답할 수 있을까?

먼저 탈도덕적 가치를 명료화하는 것의 문제부터 살펴보자. 분명 가치명
료화 이론에서 명료화되는 가치는 자신과 타인을 포함하는 모든 사람의 
보편적인 이익으로서 도덕적 가치와 자신의 선호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한 
탈도덕적 가치를 모두 포함한다. 특히 가치명료화가 개인의 삶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도덕적 가치를 주로 다루는 다른 가치교육 
방법에 비해 가치화 과정에서 탈도덕적 가치가 차지하는 비중은 상 적으
로 높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이에 해 가치명료화 접근의 비판자들은 가치명료화 접근에서 개인이 
명료화하는 가치라는 것이 단순한 개인의 취향에 불과할 수 있다는 점에
서 일반적인 도덕적 가치와 구분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들에 따르면 
가치명료화 방법은 단순한 취미에 불과한 사소한 질문과 중요한 윤리적 
가치를 담은 질문을 혼동하고 있다(이병호, 1999: 249; Lickona, 1991: 
23). Hersh et al.(1980: 147-149) 또한 도덕적 가치와 도덕과 무관한 가
치 간의 구별 결여를 가치명료화 이론의 중요한 문제로 지적한다. 

이러한 비판은 탈도덕적 가치에 비해 도덕적 가치가 더 중요하다는 전
제에 기반하고 있다. 하지만 과연 이러한 전제를 가치 논의의 기반으로 수
용할 수 있을까? 예를 들어 어떤 개인이 프라모델 조립이라는 취미를 갖
고 있다고 생각해 보자. 이 개인은 프라모델 조립을 너무나도 소중하게 생
각해서 다른 도덕적 가치, 예를 들면 어려운 사람을 도와야 한다는 것을 
무시하고 타인을 도울 수 있는 돈으로 자신이 좋아하는 프라모델을 구입
하기로 선택했다. 이런 상황에서 가치명료화 접근은 이 개인의 가치 선택
을 지지할 것이 분명하다. 그리고 바로 이러한 선택에 해 비판자들은 도
덕적 가치가 탈도덕적 가치와 같은 수준에서 논의되는 것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이다. 하지만 과연 도덕적 가치는 탈도덕적 가치에 비해 반드



시 우위에 놓여야 할까? 현재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프라모델 조립과 
같은 취미활동은 제3세계 국가에서 기아로 고통 받는 어린이를 돕는 것보
다 무가치한 것일까? 본 연구자는 꼭 그렇지는 않다고 본다. 이런 식으로 
도덕적 가치를 절 적으로 우선시하는 가치 논의는 아마도 우리 삶의 많
은 부분을 도덕적인 것으로만 채워버릴 가능성이 높다. 즉, 우리는 도덕적 
가치의 중요성에 해서는 충분히 개인을 설득할 수 있지만 그것과 비교
하여 개인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탈도덕적 가치가 중요하지 않다고 설득하
기는 어려울 것이다. 

같은 맥락에서 가치교육의 과정에서 탈도덕적 가치가 많이 다뤄지는 것 
자체를 문제로 볼 수는 없다. 바람직한 삶은 도덕적인 삶의 개념보다 광범
위하며 도덕적 요소와 탈도덕적 요소를 모두 갖고 있다(Kekes, 1993: 
10-11; 정호범, 2014: 21). 또한 가치명료화 모형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결국 가치에 한 개인의 선택과 그것에 한 존중이 중요하다면 이러한 
선택과 존중의 영역은 단순히 도덕적 영역에만 국한될 이유는 없다. 교육
의 목적으로서 자율성은 도덕적 영역과 탈도덕적 영역을 포함하는 인간 
생활의 모든 측면에 걸쳐 적용되어야 한다(Dearden, 1972). 따라서 탈도
덕적 가치에 한 개인의 선택은 충분히 존중받아야 한다. 

하지만 이런 탈도덕적 가치와 달리 비도덕적 가치를 명료화하는 경우라
면 어떨까? 개인이 비도덕적 가치를 소중하게 여길 경우 이것 역시 가치
명료화 접근에서는 가치 선택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응해야 할까? 이것
은 분명 앞서 탈도덕적 가치에 한 논의와는 다른 문제이다. 우선 비도덕
적 가치라는 용어 자체의 의미가 불명료하다는 점이 지적되어야 한다. 즉, 
단순히 비도덕적이기만 한 행위의 ‘가치’란 무엇일까? 가치명료화 접근의 
취지처럼 ‘가치’의 의미를 정해진 것이 아닌 개인적인 차원에서 가치화 과
정의 소산으로 본다고 할 때 개인이 비도덕적인 것을 소중히 여기고 선택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본 연구자는 단순히 비도덕적이라는 이유만으로 어떤 행위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선택한다는 것은 일상적이지 않은 매우 특이한 경우라고 생각한
다. 거의 부분의 경우 개인이 비도덕적 행위를 선택하는 것은 단순히 그 



행위가 비도덕적이어서가 아니라 다른 방향에서의 가치를 띠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A가 B에게 거짓말을 하는 비도덕적 행위를 선택하는 경우를 생
각해보자. 이 경우 A가 거짓말하는 행위를 선택한 것은 이 행위가 비도덕
적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런 행위를 통해 다른 이익, 예를 들자면 경제적 
이익을 얻기에 유리하기 때문일 수 있다. 그렇다면 이 경우는 비도덕적 행
위를 선택하고 비도덕적 가치를 명료화한 것이 아니라 경제적 이익이라는 
탈도덕적 가치를 정직이라는 도덕적 가치보다 우위에 둔 것이다. 사람들이 
비도덕적 행위를 하는 것은 많은 부분 이렇게 해석될 때 더욱 현실적 적
합성을 띠기 마련이다. 즉, 단순히 비도덕적인 것에 ‘가치’를 부여하고 비
도덕적인 것을 진정으로 소중하게 선택하는 경우는 사이코패스나 정신분
열증 상태에 있는 사람과 같은 비정상적인 사람을 가정하지 않고는 쉽게 
상상하기 어렵다. 그리고 사실상 사이코패스가 비도덕적 행위를 저지르는 
경우에도 체로 다른 육체적·정신적 쾌락을 위한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비도덕적 가치를 그 자체로 선택하는 경우는 논의에서 배제해도 충분할 
것이다. 

그렇다면 비도덕적 가치를 명료화하여 비도덕적 행위를 선택하는 것과 
관련된 문제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개인이 탈도덕적 가치를 중시
하면서 도덕적 가치를 상 적으로 평가절하하고 그 결과 비도덕적 행위를 
선택하는 경우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런 경우라고 하더라도 결과적으
로 비도덕적 행위가 일어나는 문제 상황의 본질은 달라지지 않는다. 그리
고 비판자들이 보기에 가치명료화의 결과가 어쨌든 비도덕적 행위로 나타
난다면 이것이 올바른 가치교육이 될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Kohlberg(1981: 49-50)는 가치명료화 이론에서 학습
자가 부적절한 가치를 형성하거나 이를 정당화할 경우 어떻게 처할 것
인가에 관한 문제를 제시한다. 가치명료화 접근의 경우 교사는 어떤 것이 
더 바람직한 가치인지 제시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결국 학생들이 비도덕
적 행위를 선택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수단이 없다는 것이다. 
Damon(1990: 243-244)은 가치명료화 접근에서 교사가 부정직과 정직 중 
우선하는 가치가 무엇인지 제시하지 않을 경우 학습자는 자신의 부정직한 



선택을 정당화하거나 극심한 도덕적 상 주의에 빠질 수도 있음을 지적한
다. 즉, 이러한 지적들은 비도덕적인 행위 그 자체에 맞춰져 있다. 

이러한 문제는 분명 개인의 다양한 선택을 그 자체로 존중하고자 하는 
가치명료화 접근의 입장에서는 곤혹스러운 것이 사실이다. 개인의 비도덕
적 행위는 그 자체로 다른 개인의 입장에서 또 사회의 입장에서는 실질적
인 피해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곤혹스러움에 해 Rath 등은 다
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이것은 교사가 어떠한 종류의 행동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는 않는다. 학생들은... 미래에 그들의 발달을 제약시킬 수 있는 행동으로
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학생들은 여러 가지 법적, 사회적 제약에 의해 보호
받고 있다.... 하지만 학생들의 행동을 제한하는 것과 그들의 의견, 믿음, 
가치에 한 그들의 권리를 존중하는 것과는 서로 다르다는 것을 주장하고 
싶다.”(Rath et al., 1978: 322)

“교실에서의 행동에 있어서, 교사는 학생들에게 해가 된다고 판단되는 
행동은 가능한 한 언제나 이유를 설명하면서 곧바로 제한할 수 있으나, 교
사는 학생들의 가치에 하여 독단적이고, 비합리적이며, 또는 은 한 영향
을 주려고 해서는 안 된다.”(Rath et al., 1978: 323)

이러한 진술은 결국 가치명료화의 기본 정신은 개인의 가치 선택을 존
중하는 것이나 그러한 선택의 범위가 직접적인 위험과 관련되거나 관련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애초에 선택권을 주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
은 간섭주의(paternalism)적인 해법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어린 학생들을 

상으로 하는 교육의 특성상 학생들의 직접적인 위험을 회피해야 한다고 
판단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학생들의 직접적인 위험과 관련된 긴급한 
상황이 아니라면 학생들의 자율적인 선택을 존중해야 한다는 가치명료화 
접근의 기본 생각은 지켜져야 하는 것이다. 

정리하자면, 가치명료화 접근에서 개인이 탈도덕적 가치를 명료화할 수 
있다는 것은 그 자체로는 문제가 될 수 없다. 개인의 삶을 기준으로 할 때 
탈도덕적 가치의 중요성을 평가절하할 근거가 분명하지 않기 때문이다. 또



한 학생이 비도덕적 가치를 명료화할 수 있다는 지적은 사실상 학생들이 
탈도덕적 가치를 명료화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 그렇다면 가치명료화 
접근의 문제점은 탈도덕적 가치나 비도덕적 가치를 명료화한다는 데 있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문제는 가치화 과정에서 도덕적 가치를 포함하여 사
회적으로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기본적인 가치들에 한 고려가 충분하지 
않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우리는 사회적 기본가치에 한 진지한 성찰과 
고려를 어떻게 달성할 수 있는가라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가치명료화 
접근의 주장에 따라 학생들의 자율적인 가치 선택을 장려하는 것은 그 자
체로는 바람직하다. 하지만 이러한 선택의 과정에서 사회적으로 중요하게 
여겨지는 가치들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선택하게 된다면 여기에 해서
는 모종의 교육적 개입이 필요하지 않을까? 물론 그러한 개입이 가치명료
화 접근에서 반 하는 가치주입이나 교화까지는 아니어야 할 것이다. 이 
점에서 윤리적 상 주의에서 비롯된 가치명료화 접근에 한 비판은 결국 
가치명료화 접근이 사회적으로 중요한 가치를 어떻게 다룰 수 있는가의 
문제로 체되어야 한다. 

② 사회적 기본가치에 대한 진지한 고려의 부재
앞서 언급한 것처럼 윤리적 상 주의를 혐의로 가치명료화 접근에 쏟아

진 여러 가지 비판들 즉, 가치에 한 상 주의적 태도를 초래할 수 있다
든지, 도덕적 논의를 불가능하게 한다든지, 도덕적 가치와 비도덕적 가치
의 구별이 불가능하다는 식의 여러 비판은 궁극적으로는 가치명료화 접근
이 사회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를 다루지 못한다는 것으로 수렴된
다. 특히 민주주의 교육과 시민 교육을 담당하는 사회과교육에서는 인간존
중, 자유, 평등, 정의 등의 기본적인 가치를 핵심적인 내용으로 다루고 있
다는 점에서 이러한 가치들조차도 상 적으로 다룰 수 있다는 윤리적 상

주의의 입장은 일반적으로 상당히 위험한 것으로 여겨진다. 물론 오늘날 
타인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사회 속에서 고립되어 살아가는 개인의 모
습을 상상하기는 힘들다는 점에서 개인의 삶과 경험에 기반하는 가치 선
택의 존중을 추구하는 가치명료화 접근이 필연적으로 사회성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이론적 구성상 가치명료화 접근이 가치화 과정에서 
개인 외부에 있는 사회적 기본가치를 필연적으로 다루어야 할 이유는 존
재하지 않는다. 이것은 가치명료화 이론이 사회적 기본가치의 학습이 필요
한 상황에서는 적합하지 않다(차경수 외, 2008: 318-320)는 비판의 근거
가 된다. 

이런 맥락에서 한상욱(1983: 26)은 모든 가치가 개인적이고 상 적인 것
이 아니며 도덕의 근본원리와 기본규칙들은 누구나 준수해야 한다는 점에
서 가치명료화 이론은 새로운 도덕적 가치를 형성하게 하거나 도덕성의 
단계를 높이기에는 부적합하다고 주장한다. 같은 맥락에서 이병호(1999)는 
가치명료화를 비롯한 가치교육 이론이 개인의 자율성을 신장시키고자 하
는 자유주의에 기반하면서 공동체의 기초가 되는 중요한 가치에 한 교
육이 제 로 이뤄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공동체주의에 근거한 덕의 윤리
를 가르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최근에는 가치명료화 이론의 긍정적인 함축을 받아들이면서도 적어도 
어린 나이에 있는 학생들의 경우에는 상 주의를 피해서 사회적 기본가치
를 전수해야 한다(Halstead, 2010)는 입장으로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어 
김자영(2014: 64-65)은 Kekes(1993)의 논의를 빌려 가치를 기본적 가치와 
부차적 가치로 구분하고 주로 인간의 본성과 관련된 기본적 요구나 사회 
질서를 다루는 기본적 가치를 통해 극단적 상 주의를 피하고 도덕적 불
일치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강 현·설규주(2014)는 가
치교육에 한 종합적 접근을 주장하면서 사회적 기본가치나 태도의 실질
적인 함양을 위해 가치명료화 이론은 다른 인지적 혹은 정서 및 행동 중
심 접근으로 보완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이러한 보완의 핵심적인 
부분은 사회적 기본가치에 해서는 일정 정도 직접적인 전달 위주의 교
육을 포함하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비판과 주장은 상당한 적합성을 지니고 있다. 오늘날 민주
주의 사회가 인간의 존엄성, 자유, 평등과 같은 주요 가치에 기반하고 있
다는 것은 분명하다. 따라서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런 사회적 기본가
치들조차도 상 적으로 다룰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은 설득력을 갖기 어



렵다. 심지어 이러한 상 주의적 주장조차도 사회적 기본가치에 토 를 두
고 있는 경우가 부분이라는 점은 사회적 기본가치의 중요성을 잘 보여
주는 것이라 하겠다. 이런 상황에서 개인의 가치혼란을 막는 것을 주된 목
표로 하여 개인을 중심으로만 가치교육 논의를 제한했던 가치명료화 접근
에 한 비판은 당연한 것이다. 따라서 가치교육의 범위는 단순히 개인이 
스스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에 국한되어서는 안 된다. 바람직한 가치교육
은 개인을 둘러싼 조건으로서 사회적 환경을 포함하고 사회적으로 중요하
게 생각하는 가치에 한 고려까지도 가능하게 하는 것이어야 한다. 

하지만 본 연구자는 현재의 가치교육 논의에서 가치명료화 접근에 해 
쏟아진 일련의 비판 즉, 가치명료화 접근이 사회적 기본가치를 다루기 어
렵다는 주장에 해서는 비판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는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이뤄져야 한다. 

첫째, 가치명료화 접근을 비판하면서 사회적 기본가치의 전달을 강조한 
이들이 쉽게 가정하는 것과 달리 사회적 기본가치의 내용은 그렇게 쉽게 
전달될 수 없다. 이는 사회적 기본가치의 내용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 점은 우리가 학생들에게 사회적 기본가치를 가르쳐야 한다고 할 때 우
리가 가르치려고 하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떠올려보면 잘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우리가 가치교육을 통해 가르치고자 하는 내용이 단순히 ‘인간의 존
엄성이 중요하다.’, ‘자유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 ‘평등을 보장해야 한다.’
는 식의 추상적 언명만은 아닐 것이다. 물론 이런 단순한 수준에서 해당 
가치를 지지하는 것 또한 중요한 학습일 수 있다. 하지만 적어도 아주 기
초적인 수준의 학생들이 아니라면 중학생 수준 또는 그 이상에 있는 학생
들이 이러한 기본가치에 한 낮은 수준의 지식조차 학습하지 못했다고 
생각할 수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사회적 기본가치를 가르쳐야 
한다고 말할 때 그 내용은 앞서 언급한 단순한 언명의 암송이 아니라는 
것은 분명하다. 

이 점을 분명히 한다면 사회적 기본가치의 학습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
한 언명의 암송이 아니라 사회적 기본가치가 갖는 구체적인 의미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구체적인 상황에서 인간을 존중한다는 것이 어떤 것



인지’, ‘구체적인 상황에서 인간에게 자유가 다른 물질적 가치보다도 진정
으로 중요한 것인지’, ‘평등을 보장하지 않았을 때 이것이 어떤 사회문제
를 일으킬 것인지’와 같은 것들이다. 분명 이들은 더 다양한 구체적인 사
례들을 통해 표현될 수 있겠지만 공통적으로 사회적 기본가치의 보다 깊
은 의미와 연결되어 있다. 

문제는 사회적 기본가치들이 중요하다는 것은 모두 인정하더라도 그 가
치들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가에 해서는 여전히 의견이 나뉠 수 있다는 
점이다(김태길, 2006: 336). 비판자들은 이러한 사회적 기본가치에 해서
는 상 주의적 입장을 취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지만 이러한 기본가치 자
체에 해서도 다양한 해석이나 관점이 존재하고 있다는 점에 해서는 
자세히 언급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우리가 사회적 기본가치로서 자유를 
소중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말할 때 이 때 자유의 의미는 무엇인가? 전형
적인 자유주의적 입장에서 말하는 ‘불간섭으로서의 자유’인가 아니면 공화
주의적 입장에서 말하는 ‘비지배로서의 자유’인가? 자유주의적 입장에서의 
자유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자유 간 충돌이 발생했을 때 어떤 것을 더 우
선시해야 하는가? 이러한 질문들은 결국 사회적 기본가치에 한 해석이
나 관점이 무엇인지, 그래서 사회적 기본가치의 구체적인 의미가 무엇인지
를 묻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질문에 한 확실한 답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분명하다. 

더욱이 립과 충돌은 사회적 기본가치들 각각의 의미에 해서뿐만 아
니라 사회적 기본가치들 사이에서도 발생한다. 정작 현실적인 의견 립은 
사회적 기본가치 자체의 바람직성 여부에 한 것이라기보다는 이러한 가
치들이 양립불가능할 때 생기는 것이다(김태길, 2006: 336). 즉, 오늘날 
우리 사회의 많은 가치갈등은 자유, 평등, 인간의 존엄성을 주장하는 측과 
이를 반 하는 측 사이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논쟁의 양측은 
모두 이러한 사회적 기본가치의 일반적인 중요성을 수용한다. 문제는 구체
적인 사안에서 이러한 사회적 기본가치들이 충돌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복지 제도의 강화를 둘러싼 가치갈등은 단순하게 도식화하자면 한편으로
는 이 제도가 경제활동에 한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기 때문에 반 한다



는 입장과 다른 한편으로는 이 제도가 평등의 달성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필요하다는 입장 사이에서 일어난다. 이는 사회적 기본가치들 간의 관계 
또는 위치 설정을 요청하는 것이다. 

이처럼 각각의 사회적 기본가치의 구체적인 내용이 불확실하고, 사회적 
기본가치라고 할 수 있는 것들 사이의 관계 역시 불확실하다면 사회적 기
본가치를 전달해야 한다는 주장의 실체는 모호해질 수밖에 없다. 만약 이
런 상황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음에도 학생들에게 사회적 기본가치를 전달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면 이 주장의 함의는 둘 중 하나이다. 하나는 앞서 
언급한 것처럼 큰 의미 없이 사회적 기본가치에 한 단순한 언명을 암송
하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구체적 의미에 있어서 다양한 해석 가능성을 무
시한 채 사회적 기본가치에 한 어떤 특정한 입장을 전달하는 것이다. 이 
두 가지 모두 민주시민교육을 위한 가치교육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
은 분명하다. 

둘째, 앞선 본 연구자의 문제 제기에 해 사회적 기본가치의 전달을 강
조하는 이들, 즉 사회적 기본가치의 중요성을 근거로 가치명료화 접근에 

해 비판해왔던 이들이 취할 수 있는 입장은 어느 정도 분명한 내용의 
사회적 기본가치가 존재하며 이 내용에 관해서는 어느 정도의 주입도 허
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어느 사회에서나 사회 구성원들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기본적인 가치가 존재한다는 점을 부인할 수는 없다. 하지만 앞
서 논의한 것처럼 민주시민교육이라는 취지를 감안할 때 이러한 사회적 
기본가치를 주입하는 것을 최선의 가치교육 방법으로 볼 수는 없다. 따라
서 이러한 관점에서 제기되는 가치명료화 접근에 한 비판은 쉽게 수용
하기 어렵다. 

결국 기존에 가치명료화 접근이 사회적 기본가치를 상 화하고 이를 제
로 다루지 못한다고 비판해왔던 많은 주장들은 사회적 기본가치의 절

적 우선성에 기반하고 있다. 앞서 언급한 비판자들은 부분 이러한 올바
른 기본가치의 존재와 절 적인 우선성을 전제하면서 이러한 가치와 관련
하여 학생들의 선택을 제한해야 하며 가치 자체를 학생들에게 주입하는 
것도 정당하다고 생각한다(이병호, 1999; 김자영, 2014; 강 현·설규주, 



2014). 이처럼 사회적 기본가치의 절 적 우선성을 주장하는 것은 아무리 
완화한다고 하더라도 특정한 중요한 가치를 상정하고 이를 주입하려고 한
다는 점에서 가치명료화 이론이 계속해서 비판해왔던 바로 그 관점에 해
당한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 즉, 가치명료화 이론의 입장에서 보면 이
런 식의 비판을 쉽게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하다. 이것은 각각의 가
치교육이 지향하는 방향 자체의 차이에서 비롯되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기본가치를 이유로 가치명료화 이론 자체를 부정하기는 어
렵다. 즉, 기본가치라는 관념과 그 필요성에 해서는 충분히 동의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세부적인 의미에서 여전히 다양성이 존재한다면 여전
히 상 주의적 해석과 적용의 가능성은 남아 있는 셈이다. 오히려 이런 정
도의 상 주의까지도 비판하는 것은 사실상 이런 비판 자체가 절 주의의 
관점에 서 있다고 보아야 한다. 즉, 보편적이고 옳은 가치를 상정함으로써 
그에 한 원천적인 논의 자체를 부정하려는 것이다. 실제 가치명료화 이
론에 한 많은 비판의 원천은 특정의 본질적 가치를 최우선적으로 존중
해 온 종교계, 도덕 공동체, 보수적 집단들이었다(강희천, 2002: 102)는 
점은 이를 더욱 분명하게 말해준다. 

설령 우리 사회의 기본가치라는 것에 해 어느 정도의 내용적 합의가 
이뤄져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가치를 가르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이 주
입이나 교화인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왜냐하면 주입이나 교화라는 방식 자
체가 그것이 가르치려고 하는 사회적 기본가치 즉 자유, 평등, 존중, 정의 
등의 관념과 어긋난다는 점에서 정합적이지 않기 때문이다(정원규, 2011: 
101). 즉, 자율성을 억압하는 방식을 통해 자유의 소중함을 받아들이게 한
다는 것은 사실상 가능하지도 않을뿐더러 설령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결코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말할 수 없다. 만약 자유, 평등, 정의와 같은 민주주
의 사회의 가치를 주입하고 교화했을 때 과연 그 결과를 두고 자유, 평등, 
정의의 진정한 의미가 학습되었다고 믿을 수는 없을 것이다. 단순한 용어
의 반복이 아니라면, 이러한 가치교육은 기존 사회가 생각하는 기본가치 
관념의 재생산일 뿐, 이 재생산과정은 자유, 평등, 정의의 본질적인 관념
으로부터는 멀어지는 것이다. 또한 교육의 효과성과는 별개로 이런 교육을 



통해 기본가치에 한 충성도가 높은 시민들로만 사회가 구성될 때 그 사
회가 진정한 의미에서 민주주의 사회라고 할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 자유, 
평등, 정의에 해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반응하는 그런 사회의 모습은 
민주주의가 아니라 오히려 그와 정반 에 있는 전체주의 사회에 더 가깝
다고 볼 수 있다.

이 점에서 우리는 균형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확실히 자유, 평등, 정의 
등의 기본가치가 민주주의 사회에서 중요한 가치라는 것은 부인하기 어렵
다. 또한 시민교육을 전제하는 사회과에서 수많은 공적 가치들은 중요한 
가치교육의 소재로 기능해야 한다. 하지만 가치명료화 접근은 이처럼 사회
적으로 중요하게 생각되는 여러 가치들을 어떻게 다룰 수 있을지에 한 
방안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지 못하다. 자유, 평등, 정의 등의 기본가치
가 민주주의 사회에서 중요한 가치라면 개인의 가치탐색과 명료화 과정만
으로 과연 이러한 가치들에 한 어떤 심도 깊은 추론이 나올 수 있는가? 
혹시 이것이 가능하다고 할 경우 그 기제는 정확히 무엇인가? 개인의 자
아 탐색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사회적 가치가 도출될 수 있는가? 가치명
료화 접근은 이 질문에 답하지 못했고 그에 한 반작용으로 사회적 기본
가치를 주입하고 교화하려는 시도가 나타나게 된 것이다. 

따라서 가치명료화 접근의 한계를 넘어서는 안적 가치교육은 사회적
으로 중요하게 여겨지는 가치를 적극적으로 다룰 수 있는 방안을 포함해
야 한다. 이것은 사회적 기본가치를 절 적으로 생각하고 수용하는 것과는 
다르다. 각 개인은 가치화 과정에서 개인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가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또 사회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들에 해서도 
진지하게 성찰하고 고려할 수 있어야 한다. 



Ⅳ. 가치분석 접근에 대한 검토

가치분석 접근13)은 “개인이 특수한 가치를 선택할 때에 논리성과 이유
를 충분히 밝히고 가능하다면 증거도 제시하도록 요청함으로써 가치관 형
성을 도우려는 방법이다.”(차경수·모경환, 2008: 321). 이 방법은 학생들에
게 가치를 주입하거나 교화하는 방식에 반 한다는 점에서 가치명료화 접
근의 취지를 받아들이는 가운데 가치갈등의 상황에서 학생들이 합리적이
고 정당화되는 지적 판단을 내릴 수 있게 돕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러한 
틀에서 가치분석 접근은 가치명료화 접근에 해 쏟아졌던 여러 가지 비
판을 극복하고자 한다. 특히 가치명료화에서 말하는 가치가 단순한 개인의 
태도라는 지적에 이론적으로 동의하면서 가치교육에서 가르치고자 하는 
가치가 단순한 개인의 태도 표명을 넘어서 사회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어
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를 위해 가치분석 접근은 Hare 등의 분석윤
리학의 성과를 받아들여 가치교육 실천을 위한 이론적 근거를 마련했다. 
앞선 가치명료화 접근에 관한 논의와 마찬가지로 본 연구자는 이 부분에
서 가치분석 접근의 기본 주장을 간략히 정리하고, 가치분석 접근을 둘러
싼 여러 논점들을 살펴봄으로써 안적 가치교육의 방향에 한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13) 가치분석 접근 역시 다양한 형태가 존재한다. 이 글에서는 Metcalf, L. 
E.(ed.)(1971)을 중심으로 가치분석 접근에 해 논의할 것이다. 이 책은 NCSS의 
의뢰로 Metcalf, Coombs, Meux, Chadwick, Casper가 함께 저술한 것으로 가치
분석 접근의 교육 목표와 교수전략, 교수과정 등을 논의하고 있다. 비록 다양한 저
자들이 함께 쓰고 있으나 편집자인 Metcalf(1971)는 이 책이 “처음부터 끝까지 아
이디어의 전개에 있어서 내적 일관성이 있는 책”으로 기획되었음을 강조한다. 따라
서 이 책을 사회과교육에서 가치분석 접근에 관한 일반론으로 이해하기에는 큰 무
리가 없다. 



1. 가치분석 접근의 기본 개요

가치분석 접근은 가치명료화 접근이 제시된 이후 이를 발전시키는 과정
에서 등장한 가치교육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Metcalf, Fraenkel, 
Banks 등 여러 학자들에 의해 다소 다른 버전으로 발전되었지만 가치분
석에 담긴 기본 생각은 크게 다르지 않다. 그것은 바로 한편으로는 가치명
료화에서 주장되었던 것처럼 가치의 주입보다는 개인의 가치 선택을 존중
해야 한다는 것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그러한 개인의 가치 선택이 합리적
으로 정당화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생각은 가치분석 접근의 
문제의식과 안을 통해 보다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다. 

1) 가치갈등의 합리적 해결 추구

① 가치교육의 핵심문제로서 가치갈등
Metcalf(1971)의 『가치교육: 가치분석의 이론적 근거, 교수전략, 교수과

정』의 머리말에서 당시 미국사회과교육협의회(NCSS) 회장이었던 
Jarolimek은 가치갈등에 한 해결 방법이 수십 년 동안 거의 발전하지 
않았음을 준엄하게 비판한다. 

“인간이 수많은 세월을 통해 가치교육과 갈등해결에 기울여 왔던 그 많
은 관심에 비해 가치교육과 갈등해결의 문제에 있어서 거의 진전이 없었다
는 것은 믿기 어려운 사실이다... 달에 사람을 안전하게 보내고 귀환시킬 
수 있는 이 나라에서는 서로 두개골을 부수는 것보다 가치갈등을 좀더 받
아들일 수 있는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국민에게 가르칠 능력을 
확실하게 갖고 있어야 한다.”(Jarolimek, 1971: 5-7)

이처럼 가치분석 접근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교육의 과제는 바로 
가치갈등의 해결이다. 수많은 사람들의 다양한 가치관이 공존하고 존중받
을 수 있는 사회가 민주주의 사회라고 할 때 이러한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다양한 가치관의 경쟁이나 충돌이 생길 수밖에 없다. 하지만 가치갈등의 
발생을 당연한 것으로 이해한다는 것이 가치갈등을 그냥 내버려두어도 된
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성숙한 민주주의 사회라면 이러한 가치갈등
을 보다 민주적이고 평화적인 방식으로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납득할 
수 있는 방식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하기 마련이다. 이런 점에서 민주시민교
육에서의 가치교육은 가치갈등 문제를 건설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과정을 
경험하게 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역량을 길러낼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가치분석 접근의 이론가들이 보기에 가치갈등의 해결과 관련하
여 기존의 가치교육 방법들은 한계를 지니고 있다. 일단, 언어적 교훈주의
를 비롯한 가치주입의 방법은 사실상 가치갈등 자체를 부정한다. 즉, 가치
주입의 방법은 옳은 가치를 미리 상정하고 이를 받아들일 것을 요구한다. 
이 때 상정되는 가치는 부분 사회 주류의 가치가 되고 여기에 한 어
떤 이론(異論)이나 문제제기는 받아들여지기 어렵다. 결과적으로 가치갈등 
자체는 표면적으로 사라지고 억압될 것이며 기껏해야 주류 가치를 받아들
이는 한에서 비교적 사소한 의미의 가치갈등만이 인정될 수 있다. 이것은 
가치 면에서는 진정한 다양성을 부정하는 것으로 민주주의 사회의 시민교
육을 위한 가치교육 방법으로는 부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가치명료화 접근은 어떠한가? 앞서 살펴본 것처럼 가치명료화 
접근은 가치주입과 달리 절 적으로 옳은 가치를 미리 상정하지는 않는다. 
각 개인에게는 그가 소중히 여기는 것이 있으며 이를 존중하도록 돕고 지
원하는 것이 바로 가치명료화 접근이 추구하는 가치교육의 모습이다. 문제
는 각 개인이 스스로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명료화하게 되었을 때 사회
적 차원에서는 서로 다른 가치들이 충돌하고 갈등할 수 있다는 점이다. 하
지만 이미 살펴본 것처럼 이러한 가치갈등의 상황은 가치명료화 접근의 
주요 관심사가 아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나와 다른 가치를 소중히 여길 
때 이에 해 어떻게 반응해야 하고, 가치갈등 상황에서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와 관련하여 가치명료화 접근이 이야기하고 있는 바는 거의 없다. 
이 점에서 가치명료화 접근 역시 가치갈등에 한 바람직한 교육적 응 
방안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가치분석 접근은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가치갈등 문제에 해 진지하게 
접근하고자 한다. Meux(1971: 209-213)는 가치분석 접근을 통해 비록 서
로 다른 입장을 가진 사람들이 동일한 가치판단에 동의하지 못한다고 하
더라도 다른 입장들 간의 의견 차이를 줄이고, 이후에 일어날 타협이나 흥
정, 교섭과 관련하여 더 나은 해결을 지향하며, 갈등 해결을 위한 과정에
서 다른 사람에 한 이해와 존경을 이끌어낼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목표는 충분히 수긍할만한 것이다. 즉, 민주주의 사회에서 가치교육은 수
많은 개인들의 다양한 가치관을 존중하는 것과 함께 이러한 가치들이 충
돌하게 되었을 때 이를 조정하고 해결하기 위한 학생들의 역량을 길러주
는 것이어야 한다. 특히 보수와 진보라는 이념은 물론, 빈부, 세 , 지역 
등 다양한 차원의 사회적 가치갈등이 늘어가는 우리 사회에서 가치분석 
접근이 주장하는 것처럼 가치갈등 해결은 여전히 가치교육의 중요한 목표
라고 할 수 있다. 

② 가치판단의 정당화를 통한 합리적인 해결
민주주의 사회의 시민교육에서 가치교육이 지향할 목표가 가치갈등의 

해결이라고 할 때 중요한 것은 이를 위한 교육의 방법이다. 이미 살펴본 
것처럼 가치주입의 방식이나 가치명료화 접근의 방식은 가치갈등을 다루
고 해결하기 위한 교육방법으로는 부적절하다. 그렇다면 가치분석 접근은 
가치갈등 문제에 해 어떻게 접근하고 있는가? Coombs(1971: 24-27; 
41-49)는 가치분석 교육의 정당한 목표는 학생들에게 특정한 가치결론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로 하여금 가장 합리적이고 정당화될 수 있
는 가치판단을 하도록 하고, 이를 위한 능력과 성향을 습득하도록 하는 것
이라고 말한다. 이러한 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합리적이고 정당화 가능한 
가치판단에 도달한다면 이것은 결과적으로 가치갈등을 줄일 수 있는 효과
적인 방안으로 기능할 수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정당화 가능한 가치판
단이 무엇인가 하는 점이다. 

이와 관련하여 Coombs(1971: 21-24)는 가치와 가치판단의 의미를 분
명히 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 그에 따르면 가치분석 이론과 관련하여 



가치란 결국 가치판단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것이다. 이 가치판단은 어떤 
상에 해 긍정적⸱부정적⸱중립적 평가를 내리되, 그 평가가 다소 불명확

하다 하더라도 평가한다는 자체로 평가 상에 해 무언가를 말하고 있
다는 것, 즉 다양한 관점 또는 종합적인 판단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가치판단은 사실판단과 같은 방식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
(Coombs, 1971: 27-31). 일반적으로 사실판단은 관찰진술이거나 연역논
증의 결론이거나 일반화를 표현하는 진술 중 하나에 해당하기 때문에 경
험을 통한 확인이나 논리적 추론을 통해 검증될 수 있다. 이와 달리 가치
판단은 사실판단을 검증하는 어떤 방법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먼저 가
치주장은 관찰진술처럼 사실의 경험적 확인을 통해 검증될 수 없다. 예를 
들어 어떤 차가 좋은 차라는 것은 단순히 그 차를 관찰하는 것으로 검증
될 수 없다. 이는 기초적으로 관찰가능한 조건에 관한 진술에 의해 일반화
를 이끌어내는 세 번째 방법도 불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가치
주장은 연역논증의 결론으로서 사실진술로부터 연역될 수 있는 것이 아니
다. 사실로부터 가치주장이 연역될 수 없다는 것은 잘 알려진 ‘자연주의의 
오류’로 설명가능하다. 즉, 가치주장은 가치주장으로부터 나올 뿐 사실에
서 가치가 도출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가치판단은 사실판단
과 다르다. 가치판단은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는 당위의 문제를 다
루고 있으며 사실판단 자체는 이러한 기능을 하지 않는다. 이런 점에서 가
치판단은 사실판단과 다르며, 사실판단과 같은 방식으로 가치판단을 정당
화할 수 없다. 이러한 맥락에서 논리실증주의자들의 일부로 이모우티비즘
의 입장에 있는 이들은 가치판단은 그러한 진술을 한 사람의 태도나 감정
을 단순히 표현할 뿐이라고 주장한다. 가치판단은 개인의 태도나 감정의 
표출에 불과하며, 상 방 역시 같은 태도나 감정을 가지도록 종용하는 역
할을 할 수 있을 뿐 이를 정당화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Coombs(1971: 31-39)는 이러한 이모우티비즘에 반 하며 가치
판단에 나타난 태도는 이유를 통해 정당화할 수 있다고 본다. 예를 들어 
‘어떤 차가 좋다.’라는 판단을 내리는 것은 단순히 차에 한 나의 태도나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태도에 한 동의를 구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동의를 구하는 것은 단순한 종용과 달리 이러한 판단이 정
당화될 수 있다는 것을 함축하고 있다. 그래서 일상적인 의미에서 우리의 
가치판단은 보통 정당화될 수 있다. 우리는 가치판단을 내리고 이를 정당
화하는 이유를 댈 수 있고 또 제시하기도 한다. 이것은 단순히 내가 그러
한 태도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태도를 받아
들일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정당화하는 이유를 제시하
는 것은 단순히 내 입장을 받아들이도록 종용하는 부당한 시도와는 다르
다. 우리는 가치판단을 내리고 가치를 결정할 때 제시되는 이유가 정당하
고 관련성이 있는지를 따져본다. 이런 점에서 우리의 가치판단 즉, 평가적 
판단은 태도의 표현과 상 방도 받아들였으면 하는 마음과 더불어 그것을 
정당화하는 이유를 포함하는 것이다. 

요약하자면 가치분석 접근에서는 가치판단이 사실판단과는 다르지만 이
모우티비즘에서 말하는 것처럼 개인의 단순한 태도나 감정의 표현을 넘어
서는 의미를 갖고 있다고 본다. 그리고 이러한 표현 과정에서 우리는 그러
한 태도나 감정의 이유를 제시함으로써 가치판단을 상 방에게 정당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이 때 제시되는 이유나 근거는 개인의 합리적 가
치판단을 가능하게 할 뿐만 아니라 서로 다른 견해를 가진 개인들 간의 
가치갈등을 해결하는 데도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다른 가치교육 
방법과 달리 가치분석 접근은 학생들로 하여금 정당화 가능한 가치판단을 
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2) 논리적 정당화 과정의 중시

① 정당화 가능한 평가적 추론의 의미
지금까지 논의한 것처럼 가치분석 접근에서는 가치갈등을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상 방에게 정당화될 수 있는 가치판단의 이유가 제시될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이유를 통해 가치판단이 정당화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가치판단 명제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볼 필



요가 있다. 
Coombs(1971: 34-39)는 Hare와 같은 일상 언어 중심의 윤리학자들의 

주장에 따라 가치판단은 크게 가치원리와 사실이라는 두 가지 요소로 구
성된다고 말한다. 이 두 가지 요소를 Coombs의 설명에 비추어 살펴보도
록 하자.  

첫째로, 가치원리(value-principle)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가치준거
(value-criterion)부터 이해할 필요가 있다. 가치준거는  ‘다른 외부적 고려
사항이 없는 한’에서 특정한 조건에 내려지는 일정한 평가를 의미한다. 예
를 들어 우리는 일반적으로 정직해야 하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이와 같은 수많은 평가틀을 갖고 있는데 이것
이 바로 가치준거이다. 가치준거는 개별 사실들에 적용되어 그 사실들을 긍
정적으로 또는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역할을 한다. 이를 가치분석 접근에서
는 값(valence)를 부여한다고 설명한다. 즉, ‘정직해야 한다’는 가치준거는 
다른 사람을 속인 사실적 행위에 해 부정적인 값을 부여할 것이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어서는 안 된다’는 가치준거는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
으려는 노력에 해 긍정적인 값을 부여할 것이다. 물론 이러한 가치준거에 
따른 평가가 항상 그 로 적용될 수는 없다. 왜냐하면 하나의 구체적인 상
황에는 다양한 가치준거가 개입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다른 사람
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거짓말을 해야 하는 상황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점
에서 ‘다른 외부적 고려사항이 없다’는 가치준거의 조건은 바로 다양한 가
치준거가 개입하여 특정 가치준거에 따른 평가가 옳지 않을 수 있음을 함축
하는 것이다. 따라서 가치준거는 하나의 추상적인 원칙이며 구체적인 상황
에 그 로 적용될 수 없다. 바로 이점에서 가치원리가 요청된다. 

가치준거가 추상적인 원칙으로 구체적인 상황에서의 평가에 개입되는 
하나의 요소라면, 가치원리는 그러한 가치준거들을 종합하여 가치결정을 
내리는 평가틀이라고 할 수 있다. 

“가치원리는 가치결정의 결과로서 나타난다. 가치결정이 내려지고 그것
에 한 이유가 주어진 후에 우리는 어떤 가치원리가 그 판단에 함축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가치판단에는 여러 개의 다양하고 상충되는 준거



들이 작용하나, 어떠한 가치판단에도 가치원리는 단 하나만이 함축되어 있
다.”(Coombs, 1971: 39)

즉, 가치원리는 구체적인 상황에 적용되는 다양한 가치준거를 종합하여 
평가 상을 전체로서 평가하는 근거가 된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살인
을 막기 위해 거짓말하는 것을 선택하는 가치판단을 내렸다면, 이러한 가
치판단에 함축된 가치원리는 ‘거짓말을 하더라도 사람의 목숨을 구하는 것
이 옳다.’라는 것이 된다. 이런 점에서 우리가 가치판단을 위해 고심하는 
과정에는 다양한 가치준거들이 개입하지만 우리가 가치판단을 내린다면 
여기에는 단 하나의 가치원리만이 작용한다. 

둘째로, 우리가 내리는 가치판단에는 가치원리 외에도 이러한 가치원리
가 적용되기 위한 구체적인 사실이 존재한다. 앞서 가치원리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먼저 개별 사실에 값을 부여하는 가치준거가 존재해야 한다는 
점을 언급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가치준거들을 종합한 결과로서 가치원리
는 다양한 사실들의 값을 고려하여 적용될 수 있는 하나의 원칙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어쨌든 이 가치원리가 하나의 가치판단으로 내려지기 위
해서는 가치원리를 적용하기 위한 구체적인 사실이 확정되어야 한다. 즉, 
가치원리가 있고 이것이 적용되는 구체적인 사실이 확정될 때 가치판단이 
내려질 수 있다. 이 점에서 우리가 내리는 가치판단이란 이러한 가치원리
를 전제로 하고, 이와 관련된 사실을 소전제로 하여 내리는 연역추론으
로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우리는 영희를 때린 철수의 행위가 잘못이라는 가치판단을 
내릴 수 있다. 우리가 이러한 결론을 내린 것은 “자신의 방어를 위해서가 
아니라면 폭력을 쓰는 것은 잘못이다.”라는 가치원리와 “철수의 행위가 자
신을 방어하려는 것이 아니며 영희에게 폭력을 썼다.”는 사실을 확인한 결
과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가치원리와 사실이라는 전제로부터 가치
판단에 이르는 연역추론은 논리적 정당성을 획득하게 된다. 즉, 가치분석
에서 말하는 합리적 가치판단이란 인지적으로는 사실들에 관한 지식을 확
인하고 이를 검증하는 능력을 통해서 보장될 수 있으며, 정의적으로는 감
정, 태도, 선호를 포함하지만 이와 더불어 보편화될 수 있는 가치언명으로



서 가치준거와 그에 기반한 가치원리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이다. 

② 가치분석의 과정 중시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가치분석 접근은 학생들로 하여금 정당화될 수 

있는 가치판단을 내리고 이를 통해 가치갈등을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
도록 돕고자 한다. 이를 위해 가치분석 접근에서 중요시되어야 하는 것은 
가치판단의 결과가 아니라 가치판단에 이르게 되는 가치분석의 과정이라
고 할 수 있다. 이는 바로 앞서 살펴본 가치명료화 접근의 문제의식과 크
게 다르지 않다. 즉, 가치명료화 접근과 마찬가지로 가치분석 접근 역시 
외부에 있는 특정한 결과에 학생을 이끌어 오는 것은 민주시민을 기르기 
위한 가치교육 방법으로 부적합하다고 생각한다. 다만 가치명료화 접근이 
개인이 진정한 가치에 도달하도록 자신의 관심을 명료화하는 과정을 중시
하는 것과 달리, 가치분석 접근은 자신이 갖고 있는 가치원리를 보다 정교
하게 만들고 이를 구체적인 사실과 결합하여 논리적으로 가치판단을 내리
도록 하는 과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가치분석 접근은 기본적으로 다음 여섯 가지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Coombs & Meux, 1971: 53). 이 과정들은 개인이 자신의 
가치판단을 내리는 것뿐만 아니라 서로 다른 가치판단들 간의 가치갈등을 
해결하는 데도 활용된다. 본 연구자는 가치분석 접근의 과정이 갖는 특징
을 보다 분명히 하기 위해 이 여섯 가지 과정을 크게 세 단계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그것은 가치문제의 명료화, 사실의 수집 및 검토, 가치
결정 및 가치원리 검사로 구분될 수 있다. 



첫째, 가치분석의 과정에서 가장 먼저 수행해야 할 단계는 가치문제의 
명료화이다. 우리는 가치판단을 내리기에 앞서 특정한 상황이나 문제가 가
치문제와 관련되어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문제를 문제라고 인식하는 것이 
전제되지 않고서는 가치분석은 물론이고 문제 해결을 위한 제반 단계가 
진행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가치분석 접근의 주장자들은 일
단 문제 자체는 먼저 인식된다고 본다. 즉, 특정한 개인은 가치문제에 직
면한다. 이것은 개인적 차원에서의 선택 문제일 수도 있고, 나와 생각이 
다른 타자와의 만남을 통한 사회적 갈등의 문제일 수도 있다. 이미 문제에 
직면했다는 전제 하에서 Coombs와 Meux가 말하는 “가치문제의 확인 및 
명료화”는 이 문제에 한 혼동이나 논점을 분명히 하는 작업에 주력하고 
있다. 

“문제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분명하지 않다. 그러한 가치문제는 평가
상을 어떤 관점에서 판단해야 하는지의 관점에 있어서 분명하지 않을 수 
있다.... 또한 판단해야 할 평가 상을 명료하게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가치문제가 분명하지 않을 때가 있다.”(Coombs & Meux, 1971: 55)

즉, 가치문제의 명료화 단계에서는 이미 개인에게 발생한 혼동의 원인을 
분명히 하는 데 초점을 둔다. 그 원인은 크게 두 가지이다. 하나는 가치판

Coombs&Meux의 가치분석 과정 본 연구자의 구분
① 가치문제의 확인 및 명료화 ① 가치문제의 명료화
② 가능적 사실들의 수집

② 사실의 수집 및 검토
③ 가능적 사실들의 참을 평가하기
④ 사실들의 관련성을 명료화하기

③ 합리적 가치결정 및 가치원리 검사⑤ 잠정적 가치결정을 내리기
⑥ 가치결정에 함축되어 있는 가치원

리를 검사하기

표 2. 가치분석의 과정(Coombs & Meux, 1971: 53)



단을 내리는 관점이 불명확한 경우이다. 예컨  제안된 행동에 한 평가
를 내리는 관점이 도덕적 관점인지, 경제적 관점인지 등이 불명확한 것에
서 혼동이 비롯될 수 있다. 다른 하나는 가치판단의 상이 분명하게 상술
되지 않은 경우이다. 이것은 주로 그 상을 지칭하는 용어의 의미와 관련
된다. 교육에 한 가치논의에서 한 쪽에서는 고등학교 교육을 말하고, 다
른 쪽에서는 유치원 교육을 말하고 있다면 적절한 결론에 도달하기는 어
려울 것이다. 이런 점에서 교사들은 학생들로 하여금 가치문제를 명료화하
도록 적절한 관점(예를 들면 경제적 관점)과 적절한 의미(고등학교 교육)를 
정해줌으로써 이후의 가치논의가 생산적으로 진행되는 것을 도와야 한다. 

둘째, 가치분석의 두 번째 단계는 사실의 수집 및 검토 단계라고 할 수 
있다. 앞서 첫 번째 단계에서 이미 발생한 가치문제에 해 상의 의미와 
그것을 평가하는 관점이 명료화되었다. 그렇다면 이제 필요한 것은 그러한 
관점에 따라 상을 평가하기 위한 자료로서의 사실을 수집하는 것이 된
다. 이 점에서 Coombs와 Meux가 말하고 있는 ‘주장된 사실들을 모으
기’, ‘주장된 사실들의 진위를 평가하기’는 관점에 한 검토가 아니라 관
점에 부합하는 사실을 수집하는 과정이다. 즉, 이미 관점은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 이 단계에서는 그러한 관점에서 긍정적인 또는 부정적인 값을 유
발할 수 있는 참인 사실을 수집하는 것이 중요하다. 

Coombs와 Meux(1971: 62-74)에 따르면 ‘② 가능적 사실들의 수집’ 과
정에서 중요한 것은 사실과 주장을 구분하는 것이며, 가치판단과 관련된 
사실을 광범위하게 수집하고, 이를 관점, 긍정적 평가-부정적 평가, 일반
성-특수성 등에 따라 조직화하고 분류해야 한다. 그 이후에 ‘③ 가능적 사
실들의 참을 평가하기’ 과정에서는 제시된 사실들의 참/거짓 여부를 판단
해야 한다. 이미 제시된 사실들은 특수한 사실, 일반적 사실, 조건적 사실
로 구분될 수 있으나 각각은 모두 직접적인 관찰이나 발견, 또는 공식기록
이나 증인설명, 전문가의 증언과 같은 공신력 있는 출처를 통해 지지되거
나 논박될 수 있다. 

즉, 이 단계에서 학생들은 가치판단으로 나아가기 전에 근거가 되는 참
인 사실들을 확보하게 된다. 교사는 학생들이 사실적 진술과 평가적 진술



을 혼동하지 않도록 지도하며, 다양한 자료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한다. 또
한 사실의 참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과학적 방법이나 증거에 관한 
규칙을 다르게 적용함으로써 혼동을 겪지 않도록 돕는 것이 중요하다. 본 
연구자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러한 사실의 수집 및 검토 과정이 이미 
가치준거를 전제로 하고 있으며, 그 결과 수집된 사실들은 이미 전제된 가
치준거에 구속된다는 점이다. 이런 점에서 가치분석 접근의 사실은 정확히 
이러한 가치준거를 뒷받침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셋째, 가치분석의 마지막 단계는 가치결정 및 가치원리 검사이다. 앞서 
다루어야 할 가치문제를 명료화하는 과정에서 상과 그에 한 관점이 
분명해졌고, 그 관점에 따라 판단하기 위한 자료인 사실들을 확인하였다. 
이제 가치판단을 위해 필요한 것들은 모두 갖추어진 것이다. 우리는 주어
진 것들을 갖고 합리적으로 가치결정을 내리기만 하면 된다. 즉, 이 단계
에서 중요한 것은 가치결정을 합리적으로 내리는 것이다. Coombs와 
Meux는 ‘사실들의 관련성을 명료화하기’, ‘잠정적인 가치결정을 내리기’, 
‘원리수용성 검사’를 제시하고 있는데 이러한 과정들은 모두 최종적인 가
치판단의 합리성을 확보하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 

Coombs와 Meux(1971: 74-82)는 ‘④ 사실의 관련성을 명료화하기’ 단
계에서 말 그 로 지금까지 제시된 사실들이 가치결정과 관련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들에 따르면 “보통 일어나는 실수는 결정해야 
할 판단의 관점에서 아무런 값도 없는 사실을 고려에 넣는 일이
다.”(Coombs & Meux, 1971: 74) 그러나 저자의 강조와 달리 이것은 말
그 로 ‘실수’이다. 앞서 구체적인 관점이 뚜렷하고 그 관점에 따라 사실
들을 확인했다면 사실상 관련성을 확인하는 단계는 불필요하다. 본 연구자
가 판단하기에 가치분석 접근의 주장자들이 굳이 현 시점에 이 단계를 포
함시킨 것은 가치결정을 내리기에 앞서 최종적으로 가치준거와 사실들을 
논리적이고 유기적으로 배열하기 위함이다. 이것은 Coombs와 
Meux(1971: 78-79)가 이 단계에서 구체적인 방안으로 제시하는 ‘증거카
드’를 통해 분명히 확인할 수 있다. 



“증거카드의 주목적은 학생들이 사실의 관련성을 명료화하는 데 관련이 
있는 다음과 같은 가치분석의 측면들을 요약하고 조직하는 것이다. 가치판
단, 결정해야 할 가치판단의 관점, 준거, 그 준거를 믿는 근거들, 그 준거
를 믿지 않는 근거들, 그리고 사실의 관련성을 명료화하기 위한 지지증거
로서 제공되는 특수한 또는 특정한 사실들.”(Coombs & Meux, 1971: 78)

가치판단: 구호사업은 도덕적으로 옳지 않다. 
사실: 구호사업은 돈을 벌지 않는 사람에게 돈을 준다. 
준거: 돈을 벌지 않는 사람에게 돈을 주는 관행은 도덕적으로 옳지 않다. 

표 3. 증거카드의 단순형(Coombs & Meux, 1971: 79)

제시된 증거카드는 가치판단, 사실, 준거 사이의 관련성을 분명하게 드
러내는 역할을 하고 사실상 가치분석의 구조를 잘 보여준다. 물론 이것은 
증거카드의 단순형으로 가치판단, 사실, 준거 사이의 논리적 상호관계나 
각각에 적용되는 관점, 각각을 뒷받침하는 지지증거와 반 증거, 이를 믿
거나 믿지 않는 이유에 이르기까지 좀 더 복합적인 형태의 증거카드가 구
성될 수 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이러한 증거카드가 보여주는 것은 가치
판단, 사실, 준거 사이의 논리적인 구조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논리적으로 구성된 증거카드들을 종합하면 ‘⑤ 잠정적인 가치결
정을 내리기’ 단계로 넘어가게 된다. Coombs와 Meux(1971: 82)가 언급
하는 것처럼 잠정적인 가치결정은 “전혀 특별한 일이 아니”며, 앞의 단계
의 “결론적 단계”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이미 앞 단계(④ 사실의 관련
성을 명료화하기)에서 가치판단에 이르는 논리적인 관계가 완성되었기 때
문이다. 그래서 판단을 내리는 개인은 다양한 증거카드들을 두고 각각의 
판단에 가중치를 부여하여 스스로 결정을 내리면 된다. 

그리고 가치분석의 마지막 단계로서 ‘원리수용성 검사’에서는 이러한 가
치결정이 스스로가 생각하기에 받아들일 수 있는 합리적인 것인지를 재확
인하게 된다. 다양한 사실과 가치준거들을 종합한 결과로서 어떤 가치결정



을 내리게 되었다면 여기에는 반드시 하나의 가치원리가 함축되어 있다
(Coombs, 1971: 39). 그래서 이 가치원리를 평가자가 진정으로 받아들일
만한 합리적인 것인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다른 사례의 경우라도 이 가치
원리를 적용할 수 있는지(새로운 사례검사), 이 가치원리가 보다 일반적인 
가치원리의 예가 되는지(포섭검사), 다른 사람과 입장을 바꾸어도 가치원
리를 계속 받아들일 수 있는지(역할교환 검사), 모든 사람이 이 가치원리
에 따르더라도 그 결과를 받아들일 수 있는지(보편적 결과 검사)를 확인하
는 것이 표적인 원리수용성 검사라고 할 수 있다. 

정리하자면 가치분석 접근의 마지막 단계로서 ‘가치결정 및 가치원리 검
사’는 가치분석 접근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합리성에 의거한 가치결정
을 내리는 단계이다. 전체적으로 이것은 연역추론의 전형적인 형태라고 할 
수 있는 삼단논법의 구조를 분명하게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전
제로 가치원리가 제시되고, 소전제가 개별적인 사실들, 그리고 결론이 가
치판단에 해당한다. 각각의 전제들이 참이고 이들 간의 관계가 논리적이라
면 이에 따르는 결론으로서 가치판단은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 

2. 가치분석 접근에 관한 논의

가치분석 접근은 시민교육을 위한 사회과의 핵심적인 가치교육 모형으
로서의 위상을 지니고 있다. 학문적 내용을 가르치기보다는 의사결정을 가
르쳐야 한다는 논의 속에서 자신의 가치 선택에 해 합리적 근거를 제시
하는 가치분석의 과정은 중요한 요소로 받아들여졌다. 이러한 가치분석 접
근에 한 지지는 다양한 실험 연구와 그에 따른 교육적 효과로 이어졌다. 
하지만 20세기 후반 인성교육으로 회귀하는 사회적 분위기와 함께 인지중
심적인 가치교육에 한 강한 비판이 제기되었고 이 과정에서 가치분석 
접근 역시 많은 비판을 받게 되었다. 특히 가치분석 접근은 기본적으로 앞
서 살펴본 가치명료화 접근과 마찬가지로 특정한 가치를 주입하려는 생각



에 반 하며 개인의 가치판단을 존중하려는 생각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가치명료화 접근에 해 쏟아진 많은 비판을 공유하고 있다. 

논의의 초점을 흐리지 않기 위해 이 부분에서는 이러한 공통된 비판을 
논외로 하고 가치분석 접근에 고유하게 적용되는 유력한 비판들을 자세히 
검토하도록 하겠다. 물론 이러한 검토는 가치분석 접근에 한 비판을 그

로 수용하는 것을 뜻하지는 않는다. 즉, 가치분석 접근에 한 논의는 
물론이고 그 비판에 한 논의까지 함께 검토함으로써 본 논문의 문제의
식이라고 할 수 있는 가치성찰에 있어서 가치분석 접근의 의의와 한계를 
검토할 것이다. 이는 가치명료화 접근에 한 논의와 마찬가지로 안적인 
가치교육을 논의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함의를 제공해 줄 것이다. 

1) 개인의 진정성 있는 가치탐색의 부재

가치교육 방법으로서 가치분석 접근에 쏟아진 찬사의 부분은 이 방법
이 개인의 자율적인 가치탐색을 가능하게 하면서도 동시에 합리성이라는 
사회과의 중요한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실제 
Coombs가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가치분석의 목표는 바로 “합리적이
고 정당화될 수 있는 가치판단”(Coombs, 1971: 24)이다. 가치판단이 주
관적으로 흐를 수 있는 것을 방지하는 중요한 수단이 바로 합리성인 것이
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이러한 가치분석 접근에 한 비판은 이 방법이 지
나치게 합리성만 강조한다는 점에 맞추어져 있다. 즉, 가치분석 접근의 비
판자들은 가치분석 접근이 합리성, 논리적 사고라고 지칭할 수 있는 영역
에만 초점을 맞춤으로써 그 외 가치교육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서적인 부분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지적한다. 비판자들이 보기에 
이러한 정서적 측면은 가치교육에 있어서 매우 핵심적인 부분이며 특히 
정서적 부분을 포함하지 않는 가치교육은 실제 개인의 가치 있는 행동을 
유발할 수 없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본 연구자는 가치분석에 한 이러
한 비판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① 정의적/행동적 측면을 근거로 한 비판의 부적절성
가치분석 접근이 합리성과 논리적 사고를 강조하고 있다는 것은 매우 

익숙한 사실이다. 이에 해 많은 비판자들은 가치분석 접근이 합리성을 
지나치게 강조하면서 정서적 측면을 무시하는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한다. 
즉, 비판자들의 중요한 포인트는 합리성에 기반한 가치분석 접근은 가치화 
과정에서 정서적 측면을 충분하게 고려하지 못함으로써 학생들로 하여금 
가치를 내면화하고 행동하도록 이끌지 못한다는 것이다(차경수·모경환, 
2008: 324-325). 이에 해 한상욱(1983: 26-29)은 가치분석 접근의 합리
성은 개인의 이기심이 전제되는 한 사회적인 측면에서 올바른 가치판단과 
행동을 이끌어낼 수 없다고 지적한다. 즉, 가치분석 접근은 가치 있는 행
동을 유발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가치교육으로서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본 
연구자는 가치분석에 한 이러한 비판이 안적인 가치교육 방안을 고려
하는 데 있어서 분명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 비판이 보다 유
의미하게 수용되기 위해서는 비판의 초점을 정확히 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즉, 본 연구자는 가치분석 접근에 한 현재의 비판이 잘못 해석될 가능성
이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먼저 이러한 오해의 가능성부터 차단하고자 
한다. 

첫째, 가치분석 접근이 정서적 측면을 충분하게 고려하지 못한다는 비판
은 가치분석 접근이 이성적 측면만 강조하여 정작 가치 있는 선택과 행동
을 이끌어내지 못한다는 식으로 이해되어서는 안 된다. 즉, 정서적 측면의 
중요성에 해 이야기하는 것은 그 자체로 의미가 있으나 이것이 가치교
육에 있어서 합리적·논리적 판단과 같은 부분의 중요성을 평가절하하는 것
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 이는 매우 상식적인 수준에서도 알 수 있다. 기
본적인 산수를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1+1=2’라는 것에서 
‘100+100=200’이라는 논리적 추론을 받아들이고 그에 따라 행동할 것이
다. 이 논리적 추론과 사실을 부정하는 것이 더 어렵다는 것은 분명하다. 
이는 가치분석 접근이 이성적이고 논리적 측면만을 강조하더라도 우리의 
가치 선택과 가치 행동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뜻한다. 



아마 비판자들이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은 가치분석의 과정을 통해서 학
생들이 어떤 특정한 결과를 도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그 결과에 
따른 가치 행동을 선택하지 않는 모습일 것이다. 이것은 도출된 가치가 학
생들이 진정으로 받아들이는 가치가 아니라는 것을 뜻한다. 따라서 이것은 
정확히 이 논문의 문제의식인 가치성찰의 부재로 인해 가치에 한 진정
한 존중이 없는 모습을 가리키고 있다. 하지만 이렇게 가치에 한 참된 
존중을 하지 못하는 학생들의 모습은 많은 경우 정서적 측면을 도외시한 
결과가 아니다. 오히려 학생들은 겉으로 드러나는 가치분석의 과정과 별개
로 마음속에서 또 다른 합리적·논리적 과정을 수행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
다. 예를 들어 어떤 학생이 가치분석 접근에서 요구하는 것처럼 ‘거짓말하
는 것이 나쁘다.’는 여러 가지 사회적 근거를 제시했다고 생각해보자. 가
치분석의 결과로 이 학생은 거짓말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을 정당화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학생이 거짓말을 했다면 그 이
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아마도 앞의 정당화 과정과 별개로 적어도 특정 
상황에서는 거짓말을 하는 것이 더 낫다는 이성적‧논리적 판단이 자신에게 
더 와닿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앞의 정당화 과정에서 학생의 가치분석은 
스스로를 탐색한 결과가 아니라는 것이 분명해진다. 

이런 점에서 가치분석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가치 있는 행동을 하지 
않았을 때 그 원인을 순전히 정서적 측면의 탓으로 돌리는 것은 문제가 
있다. 최근 가치교육 분야에서 공감을 강조하고, 사고보다 습관이나 행동
을 강조하는 이들은 흔히 가치명료화와 가치분석과 같은 가치교육 방안이 
정서적 측면을 주로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심각한 결함으로 받아들
인다. 물론 가치교육에서 정서적‧행동적 측면은 중요하며, 이 정서적‧행동
적 측면이 어떻게 포함되어야 하는지와 관련해서는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
하다. 다만 본 연구자가 보기에 가치분석 접근이 정서적‧행동적 측면을 포
함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가치 있는 행동을 이끌어내는 데 한계가 있다
고 비판하는 것은 다소 과도하며 초점을 빗나간 것이라 할 수 있다. 

둘째, 가치분석 접근은 분명 합리적·논리적 측면을 강조하고 있지만 그
렇다고 하여 정서적 요소를 전적으로 배제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앞서 언



급한 것처럼 정서적 요소를 ‘충분히’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며, 이 때 
충분함이 어떤 것인지에 해서는 좀 더 세 한 검토가 필요하다. 엄 히 
말하자면 정서적 요소를 전적으로 배제한 가치교육이라는 것 자체가 가능
한지도 의문이다. 실제 Coombs(1971: 49)는 학생들의 합리적 판단을 돕
는다는 가치분석의 목표에 해 다음과 같이 부연하여 설명한다. 

“합리적인 가치판단에 도달하는 데는 한 사람의 정신구조에서 인지적, 
정의적 측면이 모두 작용한다. 합리적 가치판단에는 사실들에 한 지식과 
그것을 검사하는 능력이 요구되기 때문에 평가자의 인지구조가 필요하다. 
가치판단은 감정, 태도, 선호를 나타내고 있는 가치준거와 가치원리를 언명
하는 것에 달려 있기 때문에 가치판단에는 평가자의 정의적 구조가 필요하
다.”(Coombs, 1971: 49)

이러한 진술은 가치분석 접근이 정서적인 측면을 배제하고 있다는 점에 
해 다시 생각해보게 한다. 즉, Coombs 등은 가치준거와 가치원리의 언

명에 이미 평가자의 감정, 태도, 선호와 같은 정의적 측면이 반영되어 있
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Coombs 등이 이 부분을 상세히 설명하고 
있지는 않다. 본 연구자는 가치분석의 과정이 정서적 측면을 포함하고 있
다는 것을 적어도 두 가지 측면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먼저, 이미 본 연구자가 앞서 지적한 것처럼, 가치분석의 첫 단계인 가
치문제의 명료화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특정한 문제 상황이 가치문제로 받
아들여져야 한다. 이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이 이미 특정한 가치준
거를 통해 사태를 해석하고 있어야 한다. 즉, 학생들은 자신의 감정, 태도, 
선호를 포함하는 전반적인 가치태도를 바탕으로 특정한 상황을 바라보았
고 그 과정에서 문제의식을 갖게 된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가치문제라는 
것은 애초에 발생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다음으로, 가치분석의 마지막 단계인 가치결정 및 원리수용성 검사에서 
가치결정이 어떻게 내려졌는지를 생각해보자. 이 단계에 앞서 다양한 가치
준거와 이에 따라 긍정적‧부정적 값을 갖는 다양한 사실들이 제시되었고, 
방법적으로 보면 ‘가치준거-사실-가치판단’을 조합한 수많은 증거카드를 



두고 이제 가치결정을 내려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특정한 가치준거에 
해 가중치를 부여하는 작업이 필수적이다. 그리고 이렇게 특정한 가치준거
를 다른 가치준거에 비해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 이것은 바로 판단하는 
개인의 주관적 선택이며, 여기에는 개인의 감정, 선호, 태도가 반영되어 
있음이 분명하다. 

이런 두 가지 측면은 가치분석의 과정이 실질적으로 수행되기 위해서는 
합리적·논리적 과정뿐만 아니라 정서적 측면이 개입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다. 따라서 가치분석이 정서적 측면을 배제하고 있다는 것은 
‘실제’ 사실이 아니다. 정서적 측면이 결여되었다면 사실상 가치분석 자체
가 불가능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셋째, 결국 가치분석 접근에 한 비판은 이 방법이 가치 있는 행동을 
이끌어 내지 못한다는 것인데 이 점이 가치분석 접근에 한 중요한 비판
점이 될 수 있는지도 다시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학습자가 가치 있는 행동
을 하면 가치교육의 목표가 달성된 것으로 볼 수 있을까? 여기에도 역시 
몇 가지 의문이 뒤따른다. 

먼저, 가치교육이 가치 있는 행동을 유발할 가능성이 낮다는 것은 사실
상 가치분석만이 아니라 거의 모든 가치교육 방법에 공히 적용될 수 있는 
비판이다. 실상 학생들의 실제 가치 있는 행동을 효과적으로 유발하는 가
치교육 방법을 단정하기는 쉽지 않다. 이것은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의 불일
치 문제로 실제 가치 있는 행동을 불러일으키는 효과를 경험적으로 확인
하고 증명하는 것은 무척 어려운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다양한 가치교육 
방법을 둘러싼 수많은 논쟁의 역사는 어떤 면에서는 가치교육의 방법에 

한 불만의 역사라고도 할 수 있다. 사실상 가치의 형성과 관련해서 진정
성 있는 가치 수용을 이론적으로 경험적으로 확증하는 이론은 아직까지 
제시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옳다. 특히 가치 있는 행동의 유발이라는 것
이 가치교육에 있어서 거의 최종적인 목표라고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러
한 목표는 기존의 가치교육 방법은 물론이고 앞으로 제시될 어떤 가치교
육 방법이든 달성하기가 쉽지 않을 것임을 예상할 수 있다. 그렇다면 가치
분석 접근이 가치 있는 행동 유발이라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다고 비판



하는 것은 다소 지나치고 가혹한 평가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목표는 모
든 가치교육 이론들이 아직까지 달성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앞으로 도달해
야 할 지속적인 목표이고 이상이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가치분석 접근의 비판자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교육의 
정의적 측면과 가치 있는 행동의 유발이 지향하는 바에 해서도 비판적
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도 체 이 때 말하는 정서적 반응과 가치 있는 
행동이란 누구의 관점에서 정의된 것인가? 본 연구자가 보기에 이러한 정
의적 측면과 가치 있는 행동을 강조하는 것이 자칫 특정한 가치를 수용하
고 그 가치에 따른 행동할 것을 강조하는 매우 억압적인 형태의 가치교육
을 함축할 수 있다. 즉, 정의적 측면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은 학생들이 
특정한 가치문제 상황에서 동일한 문제의식을 갖고, 동일한 감정을 가지
며, 동일하게 반응할 것을 기 하는 것으로 귀결될 수 있다. 가치 있는 행
동이라는 것이 특정한 가치를 수용하고 그 가치에 따라 행동하는 결과로 
해석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분명 가치분석 접근의 취지와 맞지 않는
다. 왜냐하면 가치분석 접근 역시 앞서 논의한 가치명료화 접근과 마찬가
지로 어떤 특정한 가치를 절 적으로 우선시하고 이러한 가치를 수용할 
것을 요구하는 입장에 해서는 강력하게 반 할 것이기 때문이다. 
Coombs(1971: 24-27)는 학생들에게 어떤 평가 상에 해 특정한 평가
를 하도록 가르치는 것은 정당한 근거가 없다고 분명하게 말한다. 이런 점
에서 가치 있는 행동의 유발 자체는 가치교육의 중요한 목표이나 그러한 
가치 있는 행동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이를 학생들이 행하도록 하는 것
은 가치주입이나 교화의 방식을 거부하는 가치분석 접근에서는 받아들이
기 어렵다. 

마지막으로, 가치분석 접근이 가치 있는 행동을 유발하는지 그렇지 않은
지는 사실상 경험 연구를 통한 확인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실제 
Chadwick과 Meux(1971: 155-158)는 가치분석의 교수과정에 관해 논의
하는 부분에서 가치분석 접근이 정의적 측면에서 학생의 반응을 불러오는 
효과에 해 언급하고 있다.



“다음 두 개의 ‘정의적’ 결과가 특이하다. (1) 가치분석 과정에 한 학
습동기 수준은 높다... (2) 가치분석 과정은 환경오염, 범죄, 시민권, 월남
전, 성교육과 같은 문제에 하여 학생들의 열정-흥분하기까지 함-을 크게 
불러일으켰다.”(Chadwick & Meux, 1971: 156)

즉, 가치분석 접근은 충분히 학생의 정의적 반응과 가치 있는 행동을 불
러올 수 있다. 이러한 진술 외에도 가치교육에 있어서 합리적 접근을 다룬 
수많은 경험 연구들을 통해 가치분석 접근의 방식의 교육적 효과는 어느 
정도 인정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부정하고 가치분석이 가치 있는 행동을 
유발하지 못한다고 단정하는 것은 성급하다. 물론 이를 반박하는 다른 경
험 연구 역시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엇갈리는 주장이 가
능하다는 것 자체가 바로 가치 있는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요
인이 존재한다는 것을 뜻한다. 따라서 정의적 반응과 가치 있는 행동을 기
준으로 가치분석의 교육적 효과를 부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정리하자면 가치분석 접근이 정의적 측면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그래
서 가치 있는 행동을 유발하지 못한다는 비판은 그 의미를 보다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가치분석 접근에서 합리적·논리적 측면을 강조하는 것은 
가치 있는 행동을 이끌어내는 데 한계가 될 수 없다. 또한 가치분석 접근
이 정의적 측면을 전적으로 배제하고 있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정의적 측
면을 지나치게 강조하며 가치 있는 행동을 강조하는 것은 지나친 가치주
입 형태의 교육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면 도 체 가치분석 접
근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정서적 측면이나 가치 있는 행동 등을 통해 가
치분석 접근을 비판할 때 그 초점은 무엇이어야 하는가? 

② 자기 탐색의 결여와 자기 납득의 부족 문제
이에 해 본 연구자는 기존의 문제 제기를 좀 더 넓은 시각에서 해석

하고자 한다. 기존의 비판자들은 단순히 정서적 측면에만 주목했다. 하지
만 사실상 가치분석의 문제는 정서적 측면과 인지적 측면을 막론하고 학
습자가 자신의 입장에 해 제 로 탐색하지 않는다는 데 있다. 이러한 자
기 탐색의 부재는 결국 자신이 진정으로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에 해 알



지 못하고 가치문제에 해 피상적으로 접근하게 되는 주요 원인이 된다. 
그 결과 가치분석은 정작 자기 스스로도 납득시키지 못하고 따라서 자신
이 도출한 가치에 따르는 행동 또한 유발하지 못하는 것이다. 

이것은 이미 살펴본 가치명료화 접근과 가치분석 접근의 결정적인 차이
점이기도 하다. 가치명료화 접근은 끊임없이 개인으로 하여금 자신이 소중
하게 생각하는 것에 해 성찰할 것을 요구한다. 물론 이런 요구의 결과가 
진정 자신이 원하는 것이 아닐 수 있음은 앞서 언급하였다. 하지만 적어도 
가치명료화를 통해 개인은 자신이 원하는 것에 해 착각은 할 수 있을지
언정 그렇게 선택한 가치에 해 헌신할 것이라는 점은 부인하기 어렵다. 
하지만 가치분석 접근은 이와 큰 차이가 있다. 가치분석 접근에서 강조하
는 것은 개인이 자신의 가치 선택에 해 이유와 근거를 제시하는 것이다. 
그래서 타자에게 자신의 선택을 ‘정당화’한다. 문제는 이러한 선택이 타자
에게 정당화되는 것과 달리 진정으로 자신이 원하는 것은 아닐 수 있다는 
점이다. 이 경우 가치에 한 헌신과 행동이 보장되기 어렵다는 것은 충분
히 예상가능하다. 결국 가치분석 접근이 가치명료화 접근과 크게 다른 점
은 바로 자기 탐색 자체가 부재하다는 점이다. 

이것은 정서적 측면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다는 기존의 비판에서 주요
하게 다루어져야 할 핵심이 무엇인지를 잘 설명해준다. 즉, 정서적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단순히 개인의 마음을 잘 어르고 달래어서 특정
한 가치 입장을 수용하도록 그리고 특정 가치 행동을 유발하는 것으로 이
해되어서는 곤란하다. 사실상 정서적 측면을 고려하지 못했다는 것은 개인
이 스스로의 마음이 향하는, 진정으로 자신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을 직
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결국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에 한 성찰과 
탐색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가치분석 접근의 과정 중 개인이 
자신의 가치 입장에 해 성찰할 기회는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이 점
은 앞서 가치분석 접근이 정서적 측면을 포함한다고 했던 장면에서도 마
찬가지라고 할 수 있다. 가치분석 접근의 첫 단계에서 학생들은 애초에 특
정한 가치준거를 통해 사태를 해석함으로써 가치문제를 인식하게 된다. 또
한 가치분석의 마지막 단계인 가치결정 및 원리수용성 검사에서 특정한 



가치준거를 우선시하는 선택을 통해 결정을 내린다. 하지만 어느 과정에서
도 학생들은 자신들의 선택 기준이 되는 가치준거가 진정으로 자신이 소
중하게 생각하는 것인지를 진지하게 탐색하지 않는다. 오히려 가치분석 접
근의 전반적인 과정을 고려한다면 가치준거의 선택에서 자신의 진정성보
다는 이 가치준거가 다른 사람들에게 잘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것인가에 
한 ‘정당화’의 고려가 더욱 크게 기능할 것임을 예상하게 한다. 따라서 정
서적 측면과 관련하여 가치분석 접근이 보완해야 할 것은 단순히 정서적 
측면에 한 고려 여부의 문제가 아니다. 더 중요한 것은 각 개인이 어떤 
감정, 욕구를 갖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관점을 취하고 있는지를 스스로 분
명히 하는 것이다. 자신의 가치입장을 직시하지 않은 채 이루어지는 가치 
선택들은 타자에게 정당화될지 몰라도 정작 스스로를 납득시키지는 못한
다. 그리고 스스로 납득하지 못하는 가치 선택은 진정성 있는 가치 행동으
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다. 

가치분석 접근에서 이러한 자기 탐색의 부재와 그로 인한 자기 납득의 
어려움은 정서적 측면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 개인이 진정으로 자신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을 탐색하지 않는다는 것은 정서적 측면뿐만 아니라 
가치분석 접근의 장점이라고 이해되었던 이성적·논리적 측면과도 관련된
다. 즉, 가치분석 접근은 더 많은 사실을 알고, 더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추론을 하는 것이 나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 그래서 나의 행동에 어떤 지
향성을 주는지에 한 설명을 결여하고 있다. 이것은 가치분석 접근이 가
치교육 이론으로서 갖는 의미를 상당히 약화시킨다. 본 연구자는 바로 이 
점에서 가치분석 접근이 보다 명확한 입장과 설명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고 생각한다. 구체적으로 가치분석 접근의 주장자들은 다음 두 질문 모두 
또는 적어도 하나에 해 답할 수 있어야 한다. 

첫째, 가치분석 접근의 과정에서 강조되는 ‘사실’은 어떻게 가치의 변화
를 불러올 수 있는가? 가치분석의 과정을 보면 이미 가치준거가 주어진 
상태에서 학생들은 그 가치준거에 따라 긍정적 또는 부정적 값을 갖는 사
실들을 수집한다. 물론 이미 갖고 있는 가치준거들 간의 조합의 결과에 따
라 다양한 결론이 도출될 수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더 큰 범위에서 



보면 결국 학생들은 자신들이 갖고 있는 가치준거의 틀 내에서 움직이고 
있을 뿐 그것을 검토하거나 넘어서는 가치변화로는 나아갈 수 없지 않은
가? 그렇다면 이런 구조 내에서 사실이 할 수 있는 역할은 무척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둘째, 가치분석 접근에서 강조하는 다른 요소인 ‘논리적 구조’는 가치의 
변화를 불러올 수 있는가? 가치분석 접근은 가치원리에서 가치결론에 이
르는 연역적인 논증과정을 중시하고 있다. 이러한 논리가 자신의 가치 주
장을 정당화하는 근거를 제시한다는 점은 분명하다. 하지만 이러한 ‘객관
적 정당화의 맥락’은 ‘주관적 수용의 맥락’과 차이가 있다. 즉, 우리가 어
떤 가치 행동이나 가치 결론에 해 정당화한다고 해서 늘 그러한 가치를 
진정성 있게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다. 사실상 가치분석 접근이 합리성에 
치중했다는 기존의 비판들은 바로 가치분석 접근이 정당화의 맥락에서는 
기능하지만 이것이 반드시 가치에 한 진정성 있는 수용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지적한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사실상 이러한 정당화는 단순한 논리성의 확인 그 이상이 되기 어려운 
측면이 분명 존재한다. 즉, 가치원리에서 가치결론에 이르는 3단 논법 형
태의 정당화가 다루는 내용은 반드시 가치일 필요가 없다. 즉, 가치와 무
관한 사실적 내용만으로도 일반적인 법칙에서 결론에 이르는 정당화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논리적 훈련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다. 그렇다면 가치를 
3단 논법의 소재로 활용함으로써 우리가 더 얻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가치결론에 이르는 과정을 좀 더 세련화하고 정교화할 수는 있겠지만 사
실상 우리가 이런 가치를 받아들인 것은 그러한 세련화와 정교화를 넘어
서는 것일 가능성이 많다. 따라서 가치교육이 단순히 가치결론에 이르는 
논리적 과정을 강조하는 것만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 분명 주관적 수용의 
관점을 녹여내는 가치교육 이론이 필요한 것이다. 

본 연구자가 제기하는 이 두 가지 질문은 정서적 측면과 관련하여 가치
분석 접근에 가해진 비판의 핵심적인 부분이다. 가치분석 접근이 가치교육 
방법으로서 보다 유의미하게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가치분석의 과정이 
어떻게 개인의 가치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지를 이론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가치분석의 과정이 단순히 자기의 견해에 맞는 사실들만을 
수집하는 확증편향에 머물거나 가치를 논리적으로 다루는 것에 불과하다
면 가치교육 방법으로서 가치분석 접근에 한 문제제기는 앞으로도 계속
될 수밖에 없다. 

정리하자면 개인적 측면에서 가치분석 접근의 문제점은 스스로가 진정
으로 소중하게 여기는 것에 한 성찰의 부족 그리고 이로 인해 진정성 
있는 가치 선택과 행동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점이다. 자기 탐색의 부족은 
스스로가 납득할 수 있는 가치 결론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장애가 된다. 
결국 안적인 가치교육 방안은 자기 탐색의 강화와 자기 납득을 통해 보
다 진정성 있는 가치 선택을 장려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2) 가치갈등 해결의 어려움

가치분석 접근의 기본적인 문제의식이 바로 가치갈등의 합리적 해결이
라는 점은 이미 언급하였다. 민주주의 사회의 시민들은 다양한 이익과 가
치관에서 비롯된 갈등을 민주적이고 평화로운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어야 한다. 따라서 민주시민교육을 위한 가치교육이라면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가치를 타인과 어떻게 소통할 것인지, 그리고 나와 다
른 가치를 갖고 있는 개인과 가치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어떻게 합의를 만
들어 갈 것인지에 한 아이디어를 포함해야 할 것이다. 이 점에서 가치분
석 접근의 장점은 뚜렷한 것으로 알려져 왔다. 즉, 가치분석 접근은 서로 
다른 입장들 간의 의견 차이를 줄이고, 더 나은 해결을 지향하며, 타인에 

한 이해와 존중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것이다(Meux, 1971: 209-213). 
이 때 가치갈등 해결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바로 정당화 가능한 평가적 
추론이다. 이것은 가치원리를 전제로 하고, 이와 관련된 사실을 소전제
로 하여 도출되는 연역추론으로 구성된다. 따라서 가치판단은 정당화될 수 
있고, 이는 곧 가치갈등을 일으키는 문제에 해 합의가능한 부분이 늘어
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이러한 가치분석 접근의 장점은 가치명료화 접근과 비교할 때 



상 적인 장점일 뿐 사실상 가치갈등의 해결이라는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서 가치분석 접근이 효과적인 가치교육 방안인지는 의문이다. 가치명
료화 접근이 순수하게 개인의 경험과 사고 내에서 스스로의 가치 선택을 
공고화하는 데에만 주력했다면, 이와 달리 가치분석 접근은 그러한 개인의 
가치판단이 타자에게 정당화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 있다. 내용적으로
는 가치준거와 관련된 사실, 형식적으로는 추론적 논증이 바로 그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정당화 기제가 타자와의 가치갈등을 해결하는 한 가지 필
요조건일 뿐 가치갈등의 해결에는 여전히 수많은 난관이 남아 있다는 점
이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가치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요소
는 나와 다른 가치를 가진 타자에 한 존중에 기반한 이해와 공감이라고 
할 수 있다. 타자에 한 이해와 공감의 부족은 가치갈등을 해결하기는커
녕 더욱 심화시킬 수 있으며, 가장 어려운 문제라고 할 수 있는 근본적인 
가치갈등의 경우 더욱 해결이 요원할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가치분석 
접근의 과정은 타자에 한 이해와 공감이라는 바로 이 측면에서 심각한 
결점을 갖고 있다. 본 연구자는 바로 이 점을 중심으로 가치갈등 해결에 
있어서 가치분석 접근의 한계를 좀 더 상세히 밝히도록 하겠다. 

① 자기 가치에 대한 확신과 타자의 가치에 대한 무관심
가치분석 접근은 정작 이 방법이 해결하고자 했던 가치갈등 문제를 해

결하지 못하고 이 글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교육의 목표로서 가치성
찰을 이끌어내는 데 부정적으로 기능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가치분석 접
근이 가치명료화 접근과 달리 가치갈등의 해결을 명시적인 목표로 내세웠
고 특히 정당화의 과정을 통한 ‘합리적 해결’을 지향한 것으로 알려져 있
기 때문에 이러한 지적은 다소 생소하게 여겨질 수 있다. 가치갈등 해결에 
있어서 가치분석 접근의 문제점을 분명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가치분석
이 내세우는 목표보다 그것의 절차와 방법이 함축하는 실질적인 내용에 
주목해야 한다. 본 연구자는 크게 두 가지 점에 주목하고자 한다.

첫째, 가치분석 접근에서는 당사자의 가치관심이 오직 자기 논리의 정당
화만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가치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타자와의 소



통이나 타자의 가치에 한 공감이 작용하기 어렵다. 즉, 가치분석 접근에
서의 정당화하는 상으로서 타자는 정확히 말해 내 앞에 있는 구체적인 
타자가 아니다. 이것은 보편적인 논리와 이성을 지닌 보편적 자아로서의 
타자에 호소한다. 물론 이러한 호소는 합리성을 확보한다는 점에서 가치교
육의 중요한 요소임에 틀림없다. 다만, 가치분석 접근이 이렇게 보편적인 
논리와 이성만을 강조하게 될 때 정작 내가 마주하고 있는 타자에 해서
는 무관심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것은 곧 타자에 한 존중의 
부재를 뜻하기도 한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가치분석 접근에서 당사자는 이미 갖고 있는 가
치준거를 통해 사실들을 모으고 확인한 다음 이를 통해 가치판단을 내린
다. 그리고 이 가치판단에 담겨 있는 가치원리를 도출하고, 도출된 가치원
리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가치 수용성 검사를 수행한다. 이것은 결국 
한 개인이 도출한 가치원리가 다양한 상황에서 일관되게 수용될 수 있는
가를 스스로의 관점에서 검사하는 것이다. 결국 이러한 과정은 가치원리가 
개인에게 있어서 내적으로 일관성 있는 원리라는 것을 확인하는 과정이다. 
그리고 이 시험만 통과한다면 가치판단은 정당화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가치분석 접근에서의 가치판단은 기본적으로 자기 논리 내에서 가치에 
한 자기 확신을 강화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이것은 개인적인 측면에서의 가치분석 모형에 한 설명이다. 사회
적인 측면에서 가치분석 접근은 다르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관해
서 Meux(1971: 161-216)는 가치분석 접근을 활용하여 가치갈등을 해결하
기 위한 전략을 상세하게 설명한다. 



1. 가치문제의 해석에서 의견차이를 줄이기
2. 수집된 가능적 사실들에서 의견차이를 줄이기
3. 가능적 사실들의 참을 평가할 때 의견차이를 줄이기
4. 사실들의 관련성에서 의견차이를 줄이기
5. 잠정적 가치판단에서 의견차이를 줄이기
6. 가치원리의 수용성 검사에서 의견차이를 줄이기

표 4. 가치분석 접근에서 가치갈등의 해결(Meux, 1971: 164-196)

이렇게 제시된 전략들은 굳이 세부적인 내용을 확인하지 않더라도 원래 
가치분석 접근의 기본 절차와 동일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가치갈등
을 다루는 가치분석은 원래 가치분석 접근의 기본절차를 동일하게 진행하
되 각 단계에서 가치갈등을 겪는 당사자들 간의 차이를 줄이는 것이다. 물
론 이처럼 각 단계에서 차이를 줄이는 과정은 가치갈등의 해결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 때 놓치지 않아야 할 것은 
가치분석 접근의 과정에서 학생들이 서로의 차이에 주목하는 과정이 잘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정작 이 차이에 주목하게 만드는 주체는 가치
분석 접근의 외부적 요인이라고 할 수 있는 교사이다. 실제 Meux(1971: 
161-216)의 설명에서 교사는 각 단계에서 갈등 당사자 간의 차이를 직접
적으로 지적하거나 표현하고 있다. 즉, 가치분석에서 당사자들의 차이에 
주목하게 하는 것은 가치분석의 기능이 아니라 바로 교사의 역할이다. 

이것은 어떤 면에서는 새로운 발견이라기보다는 당연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앞서 가치분석 접근이 정서적 측면을 포함하여 자신의 가치를 제
로 탐색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이 점을 염두에 둔다면 가치관심
의 방향이 자신을 향하면서도 스스로의 가치를 충분히 탐색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타자의 가치를 탐색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타자의 가치가 나와 어떤 점에서 다른가에 주목하기 위해서는 타
자가 왜 그러한 선택을 하게 되었는지, 그 가치가 그에게 어떤 의미가 있
는지를 살펴야 한다. 이러한 탐색 과정에서 타자에 한 이해와 공감이 나



타나는 것이고, 이해와 공감이 뒷받침될 때라야 당사자들 간의 소통도 가
능해진다. 그러나 가치분석 접근에서 타자와 그가 가진 가치에 한 탐색
의 과정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이것은 가치분석 접근이 가치갈등 해결
이라는 목표를 달성하는데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둘째, 가치분석 접근에서 분석의 상은 가치의 내용이 아니라 가치판단
의 형식적 논리라고 할 수 있다. 이미 언급한 것처럼 가치교육에서 합리성
이나 논리를 강조하는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니다. 합리성이나 논리성 역시 
가치교육의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가치분석 접근이 이러한 형
식적 요소 외에 정작 가치의 내용을 다루지 않는다는 점이다. 사실상 가치
원리에서 가치판단에 이르는 논리적 과정에만 초점을 맞춘다면 굳이 이것
을 가치교육이라고 말할 이유는 없다. 일반적인 사실이나 개념 학습에서도 
충분히 이러한 논리적 과정은 활용될 수 있다. 가치교육에서 논리적 과정
이 활용될 필요가 있다면 그것은 이 논리적 과정이 가치내용에 한 관심
과 직접적으로 연결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가치내용에 한 관심이 결여된 
상태에서 형식적 논리에만 관심을 갖는 것이라면 이는 가치교육으로서 본
연의 기능을 수행한다고 보기 어렵다. 특히 타자의 가치주장이 담고 있는 
내용에 관심을 갖지 않고 타자의 가치주장이 어떤 형식적 논리를 띠고 있
는지에만 관심을 가지는 것은 사실상 논리싸움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이렇게 논리로만 갈등이 해결되는 경우는 극히 제한적일 것이다. 

본 연구자는 이 문제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소위 학교 현장의 각종 
‘토론 회’라고 생각한다(옹진환, 2012: 147). 토론 회에서 학생들은 자신
들의 진정한 생각과는 관계없이 절차에 따라 주어지는 임의의 입장에서 
상 방과 토론하고, 이 과정에서 누가 정당화되는 근거를 더 유려하게 많
이 제시하는가를 두고 경쟁한다. 이러한 ‘시합’에서 제기되는 가치주장은 
실상 숙고에서 비롯된 자신의 진정성 있는 입장이 아니다. 또한 상 방이 
추구하는 가치에 해서도 마찬가지로 진정성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중요한 것은 가치의 내용이 아니라 가치주장이 어떻게 정당화될 수 있는
가 하는 점이다. 심지어 토론 회를 통해 학생들은 소위 말만 잘 하면 어
떤 가치 논쟁이든지 승리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되기도 한다. 이것은 



가치 내용 그 자체에 해서는 근본적으로 평가절하하고 무관심하게 되는 
계기가 된다. 특히 나와 다른 가치를 주장하는 상 방의 가치내용에 해
서는 관심을 가질 이유가 더더욱 줄어들게 될 것이다. 

정리하자면 가치분석 접근은 가치 선택에 한 자기 확신만을 강화함으
로써 정작 가치갈등의 상황에 있는 타자의 가치에 주목하고 이를 탐색하
려는 과정을 포함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가치분석 접근에서는 형식적 
논리만이 타자의 가치 선택을 판단하는 유일한 기준이 됨으로써 정작 타
자가 선택한 가치의 내용에 해서는 무관심한 결과가 나타나게 된다. 이
런 상황에서 소통이나 공감이 자리 잡을 여지는 없으며 본질적인 의미에
서 가치갈등이 해결될 것으로 기 하기도 어렵다. 

② 근본적 가치 충돌의 상황에서의 한계
이와 더불어 가치분석 접근이 우려스러운 것은 심각한 가치갈등의 상황 

즉, 근본적인 관점의 차이에서 나타나는 가치갈등의 상황에서 더 큰 갈등
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이다. 물론 이러한 근본적인 관점의 차이에서 오는 
가치갈등을 해결하는 것은 쉬운 문제가 아니며 다른 가치교육 방법들 역
시 확실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하지만 가
치분석의 이론적 구성은 타자에 한 이해와 공감을 포함하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갈등 당사자들 간의 차이와 거리를 더욱 벌려 놓고 가치갈등 당
사자들 사이의 더욱 철저한 무관심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가치분석의 
과정에서 실제 갈등 당사자들 간의 거리를 좁힐 수 있는 것은 구체적인 
상황과 개별적인 사실에 한 이해와 공감이다. 하지만 가치분석 접근은 
평가적 추론의 전제인 가치원리를 더욱 중시하는 경향을 보인다는 점에
서 가치갈등의 해결을 더욱 어렵게 한다. 여기서는 이 점에 해 좀 더 자
세히 살펴보도록 하겠다. 

앞서 가치분석 접근의 전체적인 구조에서 설명한 것처럼 가치분석 접근
에서 개인은 매우 추상적인 차원에서 제시되는 가치준거들을 바탕으로 가
치원리를 구성하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가치원리에 따라 가치판단을 내리
게 되면 정상적인 가치분석이 수행되었다고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어떤 



개인이 ‘자유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 ‘사람들을 동등하게 우해야 한다.’
와 같은 가치준거를 받아들이고 있다고 생각해보자. 이 개인은 구체적인 
상황에서 이 두 가지 가치준거가 충돌할 때 ‘사람들을 동등하게 우하기 
위해서 개인의 자유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와 같은 가치원리를 자신의 가
치판단의 원칙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문제는 이러한 가치원리와 다른 가
치원리를 가진 개인 즉, ‘사람들을 동등하게 우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자
유를 침해할 수 있다.’라는 가치원리를 수용하는 개인이 만났을 때 초래되
는 가치갈등이다. 이러한 가치갈등은, 단적으로 ‘자유냐 평등이냐’를 선택
하는 갈등처럼, 사실상 근본적인 관점의 차이에서 비롯되는 가치갈등이라
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때 가치분석 접근은 근본적인 가치갈등의 해
결을 위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

가치갈등의 당사자들은 자신의 가치원리에 따라 자신이 보고 싶은 사실
에 주목하며 자신의 가치판단을 정당화할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서로 다
른 가치원리를 가진 개인들 사이의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 있어서는 아무
런 기능을 하지 못한다. 사실상 가치분석 접근에서 가치갈등은 갈등하는 
당사자 중 어느 한쪽 또는 양쪽의 가치원리를 수정하거나 더 높은 수준의 
맥락에서 새로운 가치원리를 제시할 수 있을 때라야 해결될 수 있다. 하지
만 가치분석의 이론틀 내에서 상 방의 가치원리에 의해 나의 가치원리가 
어떻게 수정될 수 있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개인에게 있어서 이미 성립된 
가치원리는 가치수용성 검사를 통해 내적 일관성만 유지된다면 굳이 바꾸
어야 할 필요성이 없다. 즉, 우리는 각자의 입장이 각각 논리적으로 정당
화되고 팽팽하게 립하는 상황을 떠올릴 수 있다. 한 쪽은 자유를, 다른 
한 쪽은 평등을 중시하면서 양측 입장은 평행선을 달리는 것이다. 이런 상
황에서 논리적 정당화는 가치갈등의 해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것
이다. 

이는 역시 학교 현장에서 흔히 벌어지는 토론 수업의 장면을 떠올리게 
한다. 토론의 논제로 제시되는 것들은 보통 근본적인 가치관의 차이와 관
련되는 것들인 경우가 많다. ‘교복을 금지해야 하는가?’, ‘맞춤 아기를 허
용할 것인가?’, ‘사형제도가 존재해야 하는가?’, ‘동물 실험을 금지해야 하



는가?’ 등 많은 주제들은 사실상 토론의 전개 과정에서 결국 근본적인 관
점의 차이로 나아가게 된다. 그리고 바로 여기에서 토론은 끝날 수밖에 없
다. 의견을 좁히려는 노력은 더 이상 이어지기 힘들고, 각자의 관점을 확
인한 채 양쪽 입장 모두 의미가 있다는 식으로 또는 어느 입장에서 더 설
득력 있게 이야기했는가라는 쪽으로 논의가 정리되게 된다. 어느 쪽이든 
가치갈등이 해결되었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뒤에서 언급하겠지만 가치갈등의 당사자들이 근본적인 가치갈등의 상황
에 놓였을 때 이를 가치분석의 과정을 통해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치원리
보다는 오히려 특수하고도 개별적인 상황에 주목해야 한다. 기본적으로 가
치원리는 개별적인 상황에 한 가치관심이 보다 추상적인 원칙으로 정립
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추상적인 원칙은 폭넓게 적용된다는 점에
서 개인이 행동을 하는 지침으로서는 유용하지만 이러한 원칙을 받아들이
지 않는 사람과의 갈등 해결에서는 오히려 방해가 되기 마련이다. 애초 같
은 가치관심에서 출발하지 않았기 때문에 한 쪽의 가치원리를 다른 쪽에
서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럴 때 중요한 것은 내가 이러한 
가치원리를 수용하게 된 구체적인 배경이나 과정을 상 방에게 설명하는 
것이다. 물론 가치분석은 정당화에만 관심을 기울이면서 정작 자신이 이 
가치를 왜 소중하게 생각하게 되었는가에 관심을 가지기 어렵다는 점에서 
이를 타자에게 설명하는 것도 쉽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이렇게 자신의 가
치원리의 밑바닥에 있는 초기의 가치관심, 즉 매우 특수하고도 개별적인 
상황에서 자신이 겪었던 경험이 제시될 때라야 비로소 타자가 나의 가치
판단을 이해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공감은 바로 이렇게 구체적인 맥락과 
상황에서의 가치경험에 주목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공감이 전
제될 때라야 우리는 서로 다른 주체들 간의 소통을 기 할 수 있으며 비
로소 서로의 가치입장 차이를 좁힐 수 있는 가능성을 기 할 수 있다. 이
런 점에서 추상적인 가치원리가 아니라 구체적인 상황과 개별적인 사실에 

한 이해와 공감이야말로 근본적인 가치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단초라고 
하겠다. 



3) 사회적 기본가치의 주입 가능성

가치분석 접근에 한 일반적인 비판 중 하나는 가치분석 접근이 가치
교육의 내용으로서 사회적 기본가치에 한 학습의 필요성을 간과하고 있
다는 것이다. 오늘날과 같은 다원주의 사회에서 가치분석 접근이 강조하는 
합리적 사고라든지 의사결정과정에 한 강조가 사람들의 폭넓은 지지를 
받을 수 있었던 반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가르쳐야 하는가에 한 합
의는 사실상 도달하기 쉽지 않다. 그래서 이 때 강조되는 가치는 주로 인
간의 존엄성, 자유, 평등, 정의, 관용 등과 같은 민주주의 사회의 핵심적인 
가치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가치분석 접근을 비판하는 이들은 가
치명료화 접근은 물론이고 가치분석 접근처럼 개인의 자율적 선택을 존중
하는 의사결정을 통해서는 이러한 핵심적인 가치에 도달하지 못할 것임을 
지적한다. 이들에 따르면 학교에서의 가치교육은 학생들이 사회적 기본가
치를 내면화할 수 있도록 직접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자가 보기에 이처럼 사회적 기본가치의 측면에서 가치분
석 접근을 비판하는 것은 가치분석 접근에 한 피상적인 이해에서 비롯
된 것으로 사실상 적절한 비판이라고 할 수 없다. 왜냐하면 가치분석 접근
은 이론적으로 강조하고 있지 않을 뿐 이미 그 이론 내에 사회적 기본가
치를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본 연구자가 보기에 가치분석 접근
의 기본적인 구조는 오히려 세련된 형태의 가치주입이나 교화를 지향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사회적 기본가치를 강조하며 가치분석 접근을 비판하
는 것은 앞서 가치명료화 접근에 한 비판과 마찬가지로 사실상 가치주
입이나 교화를 긍정하는 것이 될 수 있다. 이 부분에 해서는 먼저 가치
분석 접근에 사회적 기본가치가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지 살펴보고, 기존의 
비판과는 다른 방향에서 가치분석 접근이 세련된 가치주입과 교화로 나아
갈 수 있는 가능성에 관해 본 연구자의 주장을 제시하도록 하겠다. 

① 사회적 기본가치를 다룰 수 없다는 비판의 부적절성
비록 윤리적 상 주의라는 혐의까지 제시되었던 가치명료화 접근만큼은 



아니지만 가치분석 접근 역시 명시적으로는 가치의 주입이나 교화를 반
하면서 사회의 기본가치조차도 일방적으로 전달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
을 취한다. 실제 가치분석 접근은 정당화될 수 있는 가치판단에 이르는 논
리적 과정을 중시하기 때문에 가치결론의 최종 내용에 해 큰 비중을 두
지 않는다. Coombs(1971: 41)는 가치분석에서 “학생들에게 어떤 평가 
상을 어떤 특정한 방식으로 평가하도록 가르치는 것”은 교육목표로 정당
화될 수 없다는 것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이것은 가치판단의 두 가지 특징에서 유래한다. 첫째, 적합한지 그렇지 
않은지를 판단할 수 있는 것은 단지 평가적 추론의 과정이지 평가적 추론
의 결론이 아니다. 둘째, 합리성의 기준들은 무엇보다도 평가적 결정을 내
리는 데 있어서 가치준거들 속에 포함되어 있는 평가자 자신의 태도와 선
호를 사실들과 결부시키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준다.”(Coombs, 
1971: 41-42)

즉, 가치분석 접근에서 특정한 가치결론 그 자체는 평가의 상이 아니
다. 중요한 것은 그러한 결론에 이르는 과정인 것이다. 그리고 이 점은 사
회적 기본가치를 중시하는 특히 이런 가치의 경우 주입이나 교화까지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로부터 끊임없는 비판의 상이 되었다. 이러
한 비판자들에게 사회적 기본가치를 내면화하는 것은 가치교육에서 반드
시 도달해야 할 목표이자 결과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앞서 가치명료화 접근에서 논의한 것처럼 사회적 기본가치에 
해서도 다양한 해석이 존재할 수 있다는 점에서 특정한 가치 결론에 도달
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가치교육을 바람직한 것으로 전제하는 것이 타당한
지는 의문이다. 특정한 해석을 바탕으로 내려진 가치 결론을 목표로 하는 
것은 결국 가치주입에 불과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가치교육에서 중요
한 것은 단순히 사회적 기본가치의 절 성을 받아들이게 하는 것이 아니
다. 우리는 사회적 기본가치를 가치교육의 내용으로 다루되 이를 받아들일 
것을 종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중요성에 해 진지하게 고려해 볼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물론 가치분석 접근이 가치명료화 접근에 비해 사회적 기본가치를 다루
는 데 있어서 큰 장점을 갖고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왜냐하면 가
치명료화 접근이 순수하게 개인의 태도와 경험에 의존하는 것과 달리 가
치분석 접근은 사회적 정당화의 맥락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크게 두 
가지 점에서 분명하다. 

첫째, 원칙적으로 가치분석 접근에서는 사회적 기본가치를 가치교육의 
중요한 소재로 활용하는 것이 차단되어 있지 않다. 이것은 가치분석의 과
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최초의 가치준거가 갖는 특징에서 비롯된다. 
즉, 가치분석의 과정에서 최초에 확립하는 가치준거들의 상당수는 우리의 
개인적 성찰의 결과라기보다 외부에서 주어진 것일 가능성이 크다. 
Coombs(1971: 36)는 가치준거에 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우리는 매우 어려서부터 가치준거를 받아들이거나 확립한다. 따라서 초
등학교에 들어갈 무렵에는 상당히 많은 가치준거를 갖게 된다. ... 속이고,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것은 나쁘다. 약속을 지키
는 것, 은혜를 갚는 것, 건강한 것은 좋다.”(Coombs, 1971: 36)

이러한 가치준거들은 가치명료화 접근에서 말하는 가치화 과정의 산물
일 수도 있다. 하지만 위에서 언급되는 것처럼 아주 이른 시기부터 우리가 
많은 가치준거를 갖고 있다는 것은 가치준거의 많은 부분이 성찰되기 이
전에 개인의 외부에서 주어졌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이다. 즉, 어린 개인
이 제시하는 다수의 가치준거는 사실상 우리 사회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기본가치일 것이 분명하다. 이는 Coombs가 언급하는 사례들에서도 분명
하게 드러난다. 

그래서 가치분석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가치준거에는 상당
히 많은 사회적 기본가치가 반영되어 있을 것이다. 그리고 각 개인은 이러
한 가치준거를 바탕으로 사실을 조직화하고 가치원리를 구성하는 과정에
서 사회적 기본가치를 다루게 될 것이다. 

둘째, 가치화 과정을 순수하게 개인의 사고틀 내에 위치지었던 가치명료
화 접근과 달리 가치분석 접근은 가치분석의 과정에 이미 사회적 상황을 



전제하고 있다. 즉, 가치분석에서는 가치판단을 정당화하고 가치갈등을 해
결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것은 비록 논리적인 측면에 국한되지만 어쨌
든 가치판단을 하는 상 방이라는 존재가 가치분석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다는 것을 의미한다. 

설령 어떤 개인이 제시하는 가치준거에서 특정 사회적 기본가치가 빠져 
있다고 하더라도 가치갈등의 해결을 위해 상 방과 가치준거를 비교하는 
과정을 떠올린다면 그 빠져 있는 사회적 기본가치가 논의에 포함될 가능
성은 더욱 높아진다. 게다가 더 중요한 것은 정당화 과정이다. 상 방에게
도 중요하게 여겨지고, 사실에 해 동등한 값을 가짐으로써 쉽게 합의되
고 정당화될 수 있는 가치준거란 어떤 것일까? 비록 가치분석의 주장자들
은 특정한 결론보다 결론에 이르는 과정의 논리성과 합리성이 그 기준이
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러한 과정을 통해 합의되는 것은 결국 사회적
으로 공유하고 있는 가치일 가능성이 크다. 이런 점에서 가치분석 접근이 
사회적 기본가치를 무시한다는 비판은 적절하지 않다. 

② 세련된 가치주입의 가능성
본 연구자는 가치분석 접근이 이 방법에 해 쏟아지는 일반적인 비판

과 달리 오히려 상당한 범위에서 가치주입을 허용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
하고자 한다. 앞서 가치분석 접근에 한 많은 비판은 가치분석 접근이 합
리적인 사고와 의사결정만을 강조하면서 정작 사회적으로 중요한 가치의 
학습이 제 로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점을 지적한다. 이런 점에서 본 연구
자의 주장은 상당히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다. 이런 논지를 잘 이해하기 
위해 가치분석의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제시되는 가치판단의 논리구조, 그
리고 이를 뒷받침하는 가치원리와 가치준거의 성격을 보다 자세히 검토해 
보도록 하자. 

가치분석 과정에서 개인은 자신이 가진 가치준거와 이에 호응하는 여러 
가지 사실들을 두고 가치판단을 내리게 된다. 이러한 과정의 타당성은 가
치판단에 내재된 가치원리를 검토함으로써 확인될 수 있다. 즉, 가치분석
은 가치원리를 전제로 하고, 이에 적합한 사실을 소전제로 하여, 가치결



론을 이끌어내는 삼단 논법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 삼단 논법이 논리적 과
정에서 큰 문제가 없다고 가정한다면 이러한 연역추론 결과의 타당성은 
바로 전제의 타당성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즉, 전제인 가치원리와 소전
제인 사실들이 참이어야 한다. 이 때 소전제인 사실들이 경험적으로 확인 
가능한 것이라면 결과적으로 전체 가치판단의 타당성은 전제인 가치원
리의 타당성에 달려 있다. 이와 관련하여 가치분석에서는 가치판단을 내리
는 개인이 비슷한 사례에서 기존의 가치원리를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는
가에 한 타당성 검사를 수행한다. 이러한 가치원리의 수용성 검사는 분
명 유의미하다. 하지만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하는 것은 가치원리 자체가 
결국 구체적인 가치상황에 적용되는 다양한 가치준거들을 조정한 결과라
는 점이다. 그렇다면 가치원리의 도출이나 가치원리의 수용성 검사에서 가
장 결정적으로 작용하는 것은 결국 가치준거의 타당성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가치준거의 기원은 무엇일까? 앞서 본 연구자는 가치
준거가 많은 부분 사회를 통해 개인에게 주어지는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이것은 가치준거 자체가 개인의 주관적 성찰과는 무관하게 이미 사회를 
통해 개인에게 주입된 것일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이다. 이는 다음 진술을 
통해 간접적으로 드러난다.

가치준거들을 가르치는 것에 한 정당성 여부는 쉽게 결정되는 것이 아
니다. 어떠한 가치준거도 가르치지 말아야 한다는 것에 한 설득력 있는 
논쟁은 없다. 각 준거는 하나씩 따로따로 자세히 검토해야 한다. 어떤 가치
준거들은 가르치는 것에 한 정당한 근거가 있지만, 어떤 가치준거들은 
가르칠 정당한 근거가 없다고 생각한다.(Coombs, 1971: 42)

가치분석 접근이 가치주입과 교화를 반 했다는 점을 기억한다면 이 진
술은 분명 다음과 같은 질문으로 이어지기 마련이다. 즉, 도 체 정당한 
가치준거와 그렇지 않은 가치준거를 나누는 기준은 무엇인가? 그리고 정
당한 가치준거라면 가르칠 수 있고 또 가르쳐야 한다는 생각은 결과적으
로 어느 정도의 가치주입을 허용하는 것 아닌가? 특히 Coombs는 가치준
거에 한 찬성과 반  논쟁에 관하여 Peters의 『윤리학과 교육』을 참고



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Coombs, 1971: 42). 그런데 잘 알려진 것처럼 
Peters(1966)는 교육을 미성숙한 아동들이 사회적으로 확립된 지식의 형
식에 입문하는 것으로 설명했다. 즉, 가치분석 접근이 가치주입과 교화에 
반 한다는 점에 해 그 구체적인 의미에 해 다시 생각해볼 필요가 있
다. 사실상 가치분석 접근은 사회의 기본가치라고 하는 것들에 해서는 
학생들에게 수용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그러한 기본가치의 틀 내에서 학생
들의 자율적인 선택을 보장하는 정도로 가치주입과 교화의 비난을 피해가
고자 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이 기본가치는 Meux & Coombs(1978)에게는 보편화 가능
한 원리로 표현되고 있어서 그 함의가 분명하지는 않으나, 사회과에서 가
치분석 접근을 받아들여 의사결정모형에 활용했던 Banks(1999: 435-463)
는 자유와 평등이라는 가치로 제시하고 있다. 특히 그는 자유와 평등 같은 
미국의 신조를 학생들에게 심어주는 것이 가치분석의 궁극적인 목표라는 
것을 보다 공공연하게 언급하고 있다(Banks, 1999:: 443). 이는 가치분석 
접근이 근본적인 의미에서는 사회적 기본가치에 한 기본적인 수용을 강
조하면서, 그러한 기본가치를 받아들이는 한도 내에서 개인의 자율적인 선
택을 조장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

이런 이해에 기반할 때 가치분석 접근의 과정은 새롭게 파악될 수 있다. 
즉, 가치분석 접근에서 개인이 내리는 가치판단을 정당화하는 것은 가치원
리이며 이 가치원리의 타당성은 가치준거의 타당성에 의존하고 있다. 그리
고 이 가치준거는 결국 사회적 기본가치에 다름 아니다. 그래서 가치분석 
접근의 주장자들은 표면적으로는 가치내용과 무관한 합리성과 절차만을 
강조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사회적 기본가치의 중요성을 전제하
고 있는 것이다. 즉, 민주주의 사회의 중요한 가치라고 할 수 있는 자유, 
평등, 정의, 존중, 관용 등은 기본적인 것으로 받아들이고 가치분석의 과
정은 이러한 기본적인 가치준거에 기반하여 가치원리를 설정하여 구체적
인 상황에 적용하는 것이다. 이 과정을 통해서 학생들은 인지적 측면에서
는 합리적 사고 능력을 배우게 될 것이고, 정의적 측면에서는 사회적 기본
가치를 수용하게 된다. 



많은 사람들은 가치분석 접근이 인지중심적인 가치교육이라고 비판했지
만 사실상 가치분석 접근의 이론적 틀 내에서 합리성과 사고는 사회적 기
본가치를 수용하는 범위 내에서만 작동하고 있다. 사회적 기본가치 그 자
체에 해서는 합리적 사고나 개인의 자율성이 개입하기 어려운 것이다. 
가치분석 접근 이론가들은 형식적으로는 논리적 추론과정을 중시하나 그
러한 추론이 목표로 하는 결과와 종착점은 결국에는 사회적 기본가치의 
수용이다. 결국 가치분석은 자신의 선택을 이런 기본가치와의 관련성 속에
서 정당화하는 것일 뿐이다. 

이것은 사회적 기본가치를 언급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뜻은 아니다. 
사회적 기본가치는 가치교육에서 다뤄져야 할 중요한 주제이다. 하지만 
‘교화(indoctrination)’는 결국 제시되는 가치나 관점 등 어떤 도덕적 믿음
에 해서든 합리적 분석과 비판을 가로막는 힘이 있을 때 일어나게 된다
(Macklin, 1980; Huss & Patterson, 1993: 239). 따라서 만약 가치분석 
접근이 진정으로 가치주입이나 교화에서 벗어나려고 했다면 그러한 기본
가치에 해서도 비판적 검토를 할 수 있는 환경을 이론적 틀 내에서 제
공했어야 했다. 하지만 가치분석 접근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담아내지 못했
고, 바로 이 점에서 본 연구자는 가치분석 접근이 궁극적으로는 언어적 교
훈주의의 발전된 형태에 불과하다고 평가하는 것이다. 

우리는 이 점에서 다시 가치명료화 접근에서 비판했던 부분으로 되돌아
가게 된다. 즉, 자유, 평등과 같은 사회적 기본가치는 물론 중요하다. 하지
만 오늘날 가치갈등의 많은 부분은 이러한 기본가치들 사이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각각의 기본가치들에 해서도 수많은 해석이 경쟁하고 갈등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가치분석 접근은 개인으로 하여금 사회적 기본가치를 
담고 있는 가치준거 그 자체에 해 성찰하게 하지 않는다. 단지 가치준거
는 이미 주어져 있고 이를 바탕으로 합리적 추론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가
치분석 접근을 통한 교육과정에서 학생들은 자율성을 배울 수 있지만 적
어도 가치준거 그 자체는 단순히 수용하고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다. 바로 
이 지점이야말로 가치명료화에서 가치분석으로 이어지는 가치교육에 한 
중요한 신념, 즉 가치는 주입되어서는 안 되며 학생의 자율적인 판단에 기



반해야 한다는 바로 그 생각과 어긋나는 지점이다. 가치분석 접근에서 사
회적 기본가치는 학생들에게 자율적인 판단의 상이 아니며 주입하고 교
화해야 할 내용이기 때문이다. 물론 이것은 처음에 가치분석 접근을 도입
한 이들의 의도가 아니었을 지도 모른다. 하지만 가치분석 접근의 논리구
조는 결국 이러한 귀결을 피하기 어렵다. 이런 점에서 본 연구자의 논의는 
가치분석 접근에 해 상당한 수정을 요청하지 않을 수 없다. 



Ⅴ. ‘가치사실’ 중심 접근

기존의 가치교육 방법으로서 가치명료화 접근과 가치분석 접근은 나름
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이론상의 한계가 분명하다. 특히 서론에서 제시한 
것처럼 오늘날 가치에 한 진정한 존중을 가능하게 하는 가치성찰이 부
족한 상황에서 이 두 가치교육 방안은 안이 되기 어렵다. 이런 점에서 
본 연구자는 기존의 가치교육 방법들의 성과와 한계를 고려하여 ‘가치사
실’ 중심 접근을 제안하고자 한다. 아래에서는 구체적으로 ‘가치사실’의 의
미와 유형을 제시하고, ‘가치사실’의 이론적 함축에 한 논증을 바탕으로 
이를 실천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방안에 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1. ‘가치사실’의 의미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가치에 한 진지한 고려와 참된 존중을 이끌
어내기 위해 가치성찰이 필요하다는 점에는 많은 사람들이 동의할 수 있
다. 가치교육을 통해 각 개인은 스스로의 가치입장에 관심을 갖고 이를 진
지하게 성찰하는 것은 물론이고, 타자의 가치를 존중하는 가운데 개인들 
간의 가치갈등을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우리 사
회의 기본가치를 진지하게 고려하고 책임 있는 행동을 할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이미 살펴본 것처럼 가치명료화 접근과 가치분석 접근은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는 데 분명 한계가 있다. 하지만 안적 가치교육 방안 역시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넓게 보면 가
치성찰이라는 목표가 서로 충돌할 수 있는 이상들을 담고 있다는 점과 관
련되어 있다. 예를 들어 각 개인의 가치추구를 존중하는 다원주의를 받아
들이면서 개인들 간 가치갈등의 해결가능성을 늘리고자 하는 것은 상호 



모순적으로 보일 수 있다. 또한 사회적 기본가치를 다루고자 하는 것은 결
국 넓은 의미에서 가치주입의 형태로 귀결될 가능성이 있는데 이는 개인
의 진정성 있는 가치 선택과는 충돌할 가능성이 높다. 본 연구자는 ‘가치
사실’이라는 개념을 통해 이러한 충돌을 해소하고 안적 가치교육 방안의 

략적 모습을 제안하고자 한다. 여기서는 먼저 ‘가치사실’이 무엇인지를 
세 가지 측면에서 구체화하겠다. 

1) ‘가치사실’은 주장이 아니라 사실이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안적 가치교육 방안에서 핵심은 바로 ‘가치사
실’이라는 개념이다. ‘가치사실’이라는 용어 자체는 가치와 사실의 이분법
에 문제를 제기하는 현  분석철학자들의 논의를 빌어 본 연구자가 제시
하는 개념이다. 특히 Putnam은 가치용어 내에 경험적으로 확인할 수 있
는 사실적 요소가 있으며, 사실의 관찰에는 관점이 개입될 수밖에 없음을 
주장한다(Putnam, 1981; Putnam, 2002). 특히 그들은 가치의 인식가능
성을 주장하면서 이를 함축하는 용어로 ‘가치사실’이라는 용어를 언급한다
(Putnam, 2002: 174). 본 연구자는 기본적으로 이러한 문제의식에 동의
하지만 본 논문에서 ‘가치사실’이라는 용어는 보다 폭넓게 정의된다. 즉, 
기존의 분석철학자들이 말하는 ‘가치사실’은 분석의 상으로서 개별적인 
가치용어 내에서 사실로 확인할 수 있는 요소에 국한된다. 하지만 본 연구
에서 ‘가치사실’은 하나의 가치판단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사
실 전반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이것은 분석철학자들이 말하는 가치용어는 
물론이고 가치판단의 당사자인 개인과 그를 둘러싼 사회현상까지 경험적 
확인의 상으로 탐색하고자 하는 시도에서 비롯된 것이다. 

일단 ‘가치사실’이라는 용어가 생소하게 여겨지는 것은 상호 모순적인 
것처럼 보이는 두 단어가 조합되어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라고 할 수 
있다. 흔히 가치는 사실과는 비되는 것으로서 주장이나 태도로 간주되는 
경우가 많다. 즉, 가치라는 것이 ‘어떤 것을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 상태’와 
연결될 때는 태도가 될 것이며, ‘어떤 것을 존중해야 한다는 당위’와 연결



될 때는 주장이 될 것이다. 두 경우 모두 가치가 객관적인 사실과 다른 어
떤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 이런 점에서 본 연구자는 
‘가치사실’이라는 표현을 통해 가치를 주장이나 태도가 아니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실로 접근하고자 한다. 예를 들면 가치교육은 “거짓말을 
하지 않아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거짓말을 하지 않아야 한
다.’라는 주장이 있다.”라는 사실을 제시하는 것이어야 한다. 이처럼 우리
가 ‘가치사실’을 중심으로 가치교육을 한다는 것은 가치를 다룸에 있어서 
특정한 태도나 주장을 내려놓고 이와 관련된 다양한 사실들을 있는 그
로 인정하고 진지하게 고려하는 것을 의미한다.

‘가치사실’을 강조하는 것은 가치교육이 특정한 가치 방향을 전제하고 
이를 추구하는 가치주입 형태의 교육에서 벗어나려는 데 일차적인 목적이 
있다. 즉, 가치교육에서 가르쳐야 할 내용으로서 가치가 태도나 주장으로
만 이해되고 접근된다면 가치교육은 항상 특정한 가치 방향을 전제하고 
이를 추구하는 교육이 될 가능성이 높다. 예를 들어 한국의 학교에서 공부
하고 있는 한 이슬람 출신의 학생이 라마단 기간에 자신의 종교적 지향으
로 인해 등교를 할 것인지, 하지 않을 것인지에 해 고민하고 있는 상황
을 가정해 보자. 이 경우 ‘종교적 믿음에 따라야 한다.’, ‘학교에 등교해야 
한다.’ 등의 진술은 가치선택 상황에서 제시될 수 있는 가치주장이나 가치
판단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주장이나 판단을 직접적으로 제시
하는 것은 특정한 입장을 옹호하거나 학생들의 자율적인 가치선택을 가로
막는다는 부담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하지만 동일한 가치문제 상황에서 우리는 가치선택에 관한 주장이 아니
라 그러한 선택을 둘러싼 여러 가지 사실을 제시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내
가 라마단에 참여하지 않을 때 나는 어떤 불이익을 받게 되는지, 현재 한
국에서 학교에 다니는 이슬람 학생들 중 라마단에 참여하지 않는 학생은 
얼마나 되는지, 라마단에 참여함으로써 학교에 오지 않았을 때 학교생활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등은 분명 주장이나 태도가 아니라 사실의 문제
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가치를 사실로 접근하게 될 때의 장점은 뚜렷하
다. 즉, ‘가치사실’은 가치판단과 관련되지만 현상에 한 기술이라는 점에



서 조사와 관찰을 통해 경험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이다. ‘가치사실’ 
자체는 누군가의 관점이나 생각을 특정한 방향으로 이끌려는 의도와 직접
적인 관련성이 없다. 이는 ‘가치사실’ 중심으로 이뤄지는 가치교육이 상
적으로 가치주입이나 교화라는 비판에서 벗어나는 데 유리하다는 것을 말
해준다. 

2) ‘가치사실’은 가치와 관련된 사실이다. 

이렇게 ‘가치사실’을 주장이나 태도가 아니라 사실이라고 규정한다면 새
로운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즉, ‘가치사실’이라는 용어는 새롭지만 그것
이 단지 사실이라면 기존에 가치교육에서 다루었던 사실과 구별될만한 차
이점이 무엇인가 하는 점이다. 사실상 기존에도 가치선택이나 가치판단을 
내릴 때 사실 확인을 가치교육의 중요한 과정으로 포함시켜 왔다. 특히 가
치분석 접근에서는 가치판단에 앞서 다양한 사실들을 살펴보았고, 가치판
단을 정당화하는 과정에서 사실을 삼단 논법의 소전제로 활용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앞서 사례에서 제시한 사실들 역시 기존의 가치교육에서 다
루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가치사실’ 개념이 일반적으
로 기존의 가치교육에서 사용되는 사실과 어떤 점에서 구분될 수 있는지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연구자는 크게 두 가지 측면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가치사실’은 가치판단과 관련된 폭넓은 사실이다. 앞서 ‘가치사
실’이 하나의 가치판단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실 전반을 포
함한다는 점을 언급하였다. 여기서 특히 주목할 것은 ‘가치사실’에는 가치
판단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실까지 포함된다는 점이다. 

이것은 가치분석 접근에서 가치판단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사실을 
중심으로 논의한다는 점과 비하여 생각하면 훨씬 용이하게 이해할 수 
있다. 가치분석 접근에서 수집하고 고려하는 사실은 가치준거에 따라 특정
한 방향성과 값(valence)을 갖는 것들이다. 앞서 라마단 사례에 비추어 본
다면 ‘종교적 믿음을 가진 사람은 주요 종교 행사에 충실하게 참여해야 한



다.’라는 가치준거가 전제될 때 ‘라마단은 이슬람교의 중요 행사이다.’라는 
사실이 적극적으로 고려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학생이 라마단에 참여
해야 한다.’라는 주장의 직접적인 근거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가치사실’은 특정한 가치준거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사실까
지도 고려 상에 포함할 수 있다. 여기에는 나를 포함한 사람들이 상에 

해 어떤 인식과 감정, 관점을 지니고 있는지,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어
떤 사례들이 있는지 등이 포함된다. 예를 들어 ‘나는 라마단에 해 부정
적인 감정을 갖고 있다.’, ‘한국 사람들은 학교를 빠지는 것에 해 부정적
으로 생각한다.’, ‘현재 한국에서 학교에 다니는 이슬람 학생 중 라마단에 
참여하지 않는 학생이 소수 존재한다.’ 등과 같은 사실이 ‘가치사실’에 포
함될 수 있다. 분명 이러한 사실은 ‘라마단에 참여해야 한다.’ 또는 ‘학교
에 등교해야 한다.’라는 주장의 직접적인 근거로 작용하지 않는다. 하지만 
이러한 사실들에 한 확인은 해당 가치에 한 이해를 풍부하게 하여 결
과적으로 더 수준 높은 결정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즉, ‘가치사실’은 가치
판단에 간접적으로 참고할 수 있는 사실들을 포함하여 그 가치에 한 보
다 풍부한 이해를 돕는다. 

둘째, ‘가치사실’은 가치준거 그 자체에 관한 사실이다. 이 때 중요한 것
은 ‘그 자체에 관한’이 의미하는 내용이다. 앞서 본 연구자는 가치분석을 
수행하는 개인이 특정한 가치준거를 전제하면서 사실을 간접적인 참고사
항으로만 다룬다는 것을 지적하였다. 하지만 ‘가치사실’은 기본적으로 특
정한 가치준거가 옳다는 것을 미리 받아들이지 않고 이를 성찰하기 위한 
자원이라고 할 수 있다. 즉, ‘가치사실’을 통해 나는 새로운 가치준거를 도
출할 수도 있다. 따라서 ‘가치사실’이 가치준거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준다
는 것은 가치분석에서 다루는 사실과의 결정적인 차이라고 할 수 있다.

이미 살펴본 것처럼 가치분석 접근의 가장 큰 문제점은 가치준거를 주
어져 있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이것에 한 깊이 있는 성찰로 나아가지 않
는다는 데 있다. 즉, 가치분석의 과정에서 사실을 수집하는 과정이 가치판
단 이전에 위치하고는 있으나 실제 사실을 수집하기 위해서는 특정한 관
점 또는 가치준거가 전제될 수밖에 없다. 물론 가치분석 접근은 다양한 가



치준거를 바탕으로 사실을 수집하는 것을 장려하며 이를 바탕으로 최종적
으로 개인이 가치를 선택하고 가치판단을 내릴 것을 요구한다. 이러한 가
치판단은 앞서 제시된 가치준거와 이를 뒷받침하는 사실에 의해 정당화된
다. 그렇다면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가치준거의 정당성 그 자체는 의문
시되지 않는다는 점이 분명하게 드러난다. 이처럼 가치분석 접근이 개인의 
가치 자율성에 있어서 한계를 지닌다는 것은 바로 기존의 가치준거에 
한 검토 가능성이 제한되어 있는 데서 비롯된다. 

이에 반해 ‘가치사실’ 중심 접근에서 ‘가치사실’은 특정한 가치준거를 전
제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기존의 가치준거에서 자유로울 뿐만 아니라 나의 
입장에서 기존의 가치준거를 성찰하고 수정하는 것까지 가능하게 한다. 예
를 들어 학생들은 ‘라마단에 참여하지 않는 이슬람 학생들이 존재한다.’라
는 사실을 통해 ‘종교적 믿음을 가진 사람은 주요 종교 행사에 충실하게 
참여해야 한다.’라는 가치준거 자체를 재검토할 수도 있다. 이 과정에서 
학생들은 새로운 가치준거를 도출할 수도 있다. 이를 가치분석에서의 삼단
논법과 비교해 보면 ‘가치사실’은 단지 소전제로만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전제 자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준다. 즉, ‘가치사실’ 중심의 접근에서 
‘가치사실’은 가치분석 접근에서의 사실보다 훨씬 더 강력한 지위를 갖는
다. 이는 곧 ‘가치사실’ 중심의 접근에서 가치에 한 학생들의 자율성이 
훨씬 더 늘어난다는 점을 의미한다. 

3) ‘가치사실’은 행위인도적 특성을 지닌 사실이다.

‘가치사실’은 주장이 아니라 경험적으로 확인될 수 있는 사실이며, 가치
와 관련된 전반적인 사실을 포함하여 기존의 가치준거에 구속되지 않고 
가치준거의 수정까지도 가능하게 한다. ‘가치사실’의 이러한 특징은 ‘가치
사실’ 중심의 가치교육이 가치주입의 형태를 띠지 않고 다원주의를 인정하
는 가운데 학생들의 자율성을 존중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제 남은 문제
는 이러한 접근에서 가치에 한 진지한 존중을 가능하게 하는 가치성찰
이 어떻게 가능한가 하는 점이다. 제 로 된 가치교육을 받은 학생들이라



면 가치를 피상적으로 하지 않고 이를 진정으로 소중하게 생각하고 자
신의 가치선택과 행동에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앞선 논의에 따라 
‘가치사실’이 단순히 사실적인 요소로만 이해된다면 이것이 어떻게 가치를 
진지하게 고려하도록 만들고 그 결과 가치 있는 행동을 유발할 수 있는지
는 여전히 불분명하다. 특히 사회적 기본가치에 한 진정한 존중을 어떻
게 가능하게 할 것인가는 가치교육의 주된 관심사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가치사실’ 중심의 접근은 중립적으로 보이는 ‘가치사실’을 통해 가치에 
한 성찰은 물론이고 궁극적으로는 가치지향적인 행위를 어떻게 이끌어낼 
수 있는지를 설명할 필요가 있다. 

이 점에 있어서는 ‘가치사실’이 행위인도적(action-guiding) 속성을 가
진다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도덕이 행위인도적 특
성을 가진다.’14)는 것은 널리 받아들여지는 생각이다(정원규, 1994: 119). 
도덕에 한 진정한 인식은 도덕적 행위를 이끄는 힘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사람들은 ‘A라는 행위가 옳다.’라는 도덕적 주장을 수용한다
면 A라는 행위를 실천하기 마련이다. 이것은 가치교육이 직접적으로 도덕
적 행위나 가치 있는 행동을 요구하지 않고 가치에 한 진지한 고려로서 
성찰 그 자체를 일차적인 목표로 해야 한다는 생각을 설명해주는 것이기
도 하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서는 도덕이 아니라 사실도 행위인도적 속성을 지니
는가라는 의문이 자연스럽게 제기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도덕의 행위인도
적 속성에 해서는 큰 이견이 없다고 하더라도 현재 논의의 상인 ‘가치
사실’은 도덕이 아니라 사실이다. 그렇다면 사실이 행위인도적 속성을 가
지고 있다는 점이 추가적으로 설명될 필요가 있다. ‘가치사실’ 중심 접근
이 가치주입을 막기 위해 중립적인 성격의 사실을 제시하는데 주력했다면 

14) 이 진술의 반례는 무도덕주의자(amoralist)이다. 이론적으로 또 현실적으로 무도
덕주의자의 존재가능성에 해서는 충분히 논쟁의 여지가 있으나 본 연구의 논의와
는 거리가 있기에 논외로 하도록 하겠다. 다만, 앞서 밝힌 것처럼 무도덕주의자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실제 그 수와 영향력은 크지 않을 것이다. 이런 점에서 본 연
구자는 오늘날 다수의 도덕적 문제는 사람들에게 도덕이라는 개념 자체가 부재하
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갖가지 도덕적 요구를 진지하게 받아들
이지 않는 데서 비롯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가치성찰이 중요한 것이다. 



과연 이러한 사실의 인식이 학생들의 가치 있는 행동을 이끄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가? 본 연구자는 이에 해 크게 세 가지 근거를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일반적으로 도덕에 비해서는 약하지만 사실 역시 행위인도적 속성
을 지니고 있다. 이는 가치 관련 여부와 무관하게 인간의 일반적인 행동이 
사실의 인식에 기반하고 있다는 것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인간은 본인의 
욕구와 감정, 그리고 이에 기반한 의도를 실현하기 위해 행위를 선택한다. 
이러한 의도적 행동은 반드시 문제를 둘러싼 사실로서 사태와 상황의 파
악에 의존하기 마련이다. 바로 이 점에서 사실은 우리의 행위를 부분적으
로 조건 짓는 기능을 한다. 예를 들어 인간은 누구나 스스로의 안전에 
한 욕구와 그에 따라 자신을 보호하려는 의도를 갖고 행위한다. 이런 상황
에서 앞에 차가 달려오고 있다는 사실에 한 인식은 차를 피하려는 행동
을 이끌기 마련이다. 이것은 사실의 인식이 행위를 유발하고 수정할 수 있
다는 것을 보여준다. 물론 이런 의미에서 사실의 행위인도적 속성은 직접
적으로 행위의 방향까지 설정해주는 도덕에 비해서는 매우 제한적인 것이
다. 차가 달려오고 있다는 사실은 내가 어느 방향으로 피해야 하는가를 결
정해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하지만 비록 약한 의미라고 하더라도 사
실의 인식이 행위 선택에 일정한 제약을 가한다는 점은 부인하기 어렵다. 
특히 더 넓은 시각에서 바라보면 개인이 어떤 행위의 사회적 영향과 결과
를 하나의 객관적 사태이자 조건으로 인식할 때 이것은 개인의 행위 선택
에 있어서 중요한 변인이 될 것임을 예상할 수 있다. 

둘째, ‘가치사실’은 가치와 관련되어 있으면서 동시에 객관적인 사실적 
성격을 띤다는 점에서 가치 있는 행동을 이끌어낼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 
즉, 도덕과 관련하여 사실적인 부분이 존재할 경우 이것이 평가적 판단이
나 행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은 비교적 명확하다. ‘도덕적 사실’이라
는 것이 과연 존재론적으로나 인식론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지(도덕적 실재
론을 둘러싼 논쟁), 도덕의 행위인도적 속성이 도덕의 본성에서 비롯되는
지 아니면 도덕 외적 요인에서 비롯되는지(내재주의/외재주의 논쟁)는 메
타윤리학에서 여전히 논쟁적이다(정원규, 1994: 99-102). 하지만 어떤 입



장을 취하든 ‘가치사실’이 행위인도적 속성을 지닌다는 점에 해서는 반
박하기가 쉽지 않다. 즉, 도덕적 실재론을 반 하는 입장에서는 도덕이 하
나의 사실로 존재한다는 점을 부정할 수 있으나 이 점에서 ‘가치사실’은 
가치가 아니라 사실이기 때문에 이것이 사실로 존재한다는 점을 문제 삼
기는 어렵다. 또한 도덕의 행위인도적 특성이 도덕 그 자체에 존재하든(내
재주의적 입장), 도덕 바깥에 존재하든(외재주의적 입장) 간에 도덕과 관련
되어 있는 객관적인 사실로 존재하는 ‘가치사실’은 가치 있는 행동을 판단
하고 실천하는데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셋째, ‘가치사실’에는 한 사회의 토 를 이루는 관습이나 규범 등 사회
문화적 사실들이 포함되며, 이러한 제도적 사실은 개인의 가치 있는 행위
를 유발하는데 영향을 준다. 어느 사회나 그 사회의 제도는 그 사회 구성
원들의 역사적 경험을 통해 축적된 가치지향을 반영하고 있기 마련이다. 
비록 역사적 상황의 특수성이라는 것이 존재하기 때문에 사회적인 가치지
향이나 제도가 그 자체로 옳다고 말할 수는 없다. 다만, 개인이 사회에 속
해 있는 이상 사회 제도가 그 개인을 포함한 사회구성원들에게 현실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은 엄연한 사실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특히 개
인의 행동 하나하나가 사회적 가치지향이나 제도에 의해 새롭게 규정되고 
있고 그러한 규정의 영향 하에서 다른 구성원들에게 이해되고 있다는 것
도 역시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것은 개인의 가치선택과 행동이 갖는 
사회적 의미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해주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가치사
실’을 확인하는 것은 나의 행동이 사회적으로 어떻게 해석되고, 다른 사람
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며, 어떤 사회적 결과를 불러올 것인지에 한 사실 
확인을 의미한다. 이러한 사실의 인식은 사회적 가치를 받아들이는가 여부
와 무관하게 최소한 두 가지 측면에서 개인의 행위를 이끌어낼 수 있다. 
한 편으로 개인은 사회적 제도와 그에 담긴 함축을 자신의 의도에 맞게 
도구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개인은 자신의 의도를 실현하기 위해 자기주
장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주장이 다른 사람에게 이해될 수 있도록, 사
회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개인이 사
회적인 제도에 어긋나는 행동을 선택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행동은 명확



한 사실 인식 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사실을 인식하기 이전에 이루어진 행
위에 비해 훨씬 더 책임감 있는 행동이라고 평가하는 것이 마땅하다. 사회
적으로 잘못된 행동을 한 개인에게는 당연히 사회적 제재가 주어지게 되
며, 그 개인 역시 사회적 제재를 충분히 감수하게 된다. 이것은 그 개인을 
진정성 있는 가치선택을 할 수 있는 존재이자 자신의 선택에 해 스스로 
책임질 수 있는 존재로 존중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2. ‘가치사실’의 유형

앞서 ‘가치사실’의 의미에서 살펴본 것처럼 ‘가치사실’은 주장이 아니라 
사실이며, 가치와 관련되어 있는 제반 사실로서, 개인의 진정성 있는 가치
선택과 행동에 영향을 주는 사실이다. 하지만 이러한 ‘가치사실’의 의미에
도 불구하고 구체적으로 가치교육의 장면에서 어떤 ‘가치사실’이 제시되어
야 하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특히 가치와 관련되는 다양한 사실이 존재할 
것이라는 점에서 본 논문의 문제의식처럼 가치교육의 장면에서 가치에 
한 진정한 존중을 이끌어낼 수 있는 ‘가치사실’의 구체적인 내용을 더 명
확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다. 이런 점에서 본 연구자는 가치교육에서 제시
될 수 있는 ‘가치사실’을 크게 자신의 가치에 관한 것, 타자의 가치에 관
한 것, 그리고 사회의 가치에 관한 것으로 분류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1) 자신의 가치에 관한 사실

어떤 교육에서든 특정한 내용이 학습되었다는 것은 그 내용이 개인의 
삶에 있어서 유의미한 기제로 활용되었다는 것을 뜻한다. 마찬가지로 우리
가 어떤 가치를 학습했다는 것은 그 가치가 나의 삶에서 중요한 기준이 
된다는 것을 뜻한다. 즉, 개인적 차원에서 볼 때 가치교육의 성과는 바로 
나에게 의미가 있는, 나의 가치로 나타나야 한다. 이것은 가치교육이 ‘나’ 
자신으로부터 출발해야 한다는 점을 말해준다. 이런 점에서 가치교육 과정



에서 학습자는 무엇보다도 먼저 자신이 어떤 가치입장에 서있는가를 확인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은 정확히 가치명료화 접근의 문제의식이라고 할 수 있다. 가치판단
의 정당화에 주력하는 가치분석 접근과 달리 가치명료화 접근은 자신이 
진정으로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을 찾아내는 과정에 주된 관심을 갖고 있
다. 본 연구자는 가치명료화 접근의 가치화 과정에서 ‘가치사실’이 핵심적
인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즉, 각 개인은 ‘가치사실’을 통해 
자신의 가치입장을 분명하게 확인하고 성찰할 수 있다. 더욱이 이 때 자기 
이해를 위한 자원으로서 ‘가치사실’은 내가 인식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인식하지 못하는 외부의 사실까지도 포함한다. 이것은 가치명료화 접근이 
단지 개인의 사고와 경험만을 참조했던 것과 달리 ‘가치사실’ 중심의 접근
은 자기이해와 탐색에 있어서 훨씬 더 풍부한 자원을 활용할 수 있음을 
뜻한다. 이런 점에서 ‘가치사실’ 중심의 접근은 가치주입으로 나아가지 않
으면서도 자신의 가치를 확인하고 성찰하게 한다는 점에서 가치명료화 접
근의 근본 취지를 더욱 잘 살릴 수 있다. 

① 자신의 인식 범위 내에 있는 ‘가치사실’
일반적으로 자신의 가치에 관한 사실 정보를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것은 다름 아닌 바로 ‘나’ 자신이다. ‘나’는 가치상황에 한 판단과 해석, 
그것에 따른 행동 선택 등에서 자신의 가치가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가를 
가장 가까이에서 직시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렇게 내가 인식할 수 
있다는 것이 실제 인식하는 행동으로 늘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사실상 우
리 일상의 많은 부분은 철저하게 의식되고 계획되기보다는 다소 무의식적
이고 습관적으로 반복되는 행동으로 채워져 있다. 뿐만 아니라 때로는 사
회적인 비난이나 그로 인한 수치심, 죄책감 등을 이유로 자신의 가치입장
에 직면하기를 거부하고 이를 애써 회피하기도 한다. 따라서 우리는 먼저 
내가 인식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는 ‘가치사실’부터 직시하고 이를 성찰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가치사실’의 하나는 나의 가치입장 그 자체이며, 
다른 하나는 나의 가치입장을 둘러싼 배경이다. 



첫째, 내가 인식할 수 있는 ‘가치사실’로 가장 먼저 주목해야 할 것은 
나의 가치입장 바로 그 자체이다. 즉, 나는 내가 헌신하고 있는 나의 가치
입장이 무엇인가를 하나의 ‘가치사실’로 확인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인간
은 특정한 관점과 그에 따른 인식에 기반하여 특정한 사태를 해석하고 자
신의 행동을 선택한다. 따라서 가치와 관련해서도 개인이 특정 상황을 가
치문제로 인식하거나 가치행동을 하고 있는 이상 개인의 특정한 가치입장
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의 사실로 받아들일 수 있다. 이러한 자신의 
가치입장을 보여주는 사실은 개인의 직접적인 행동과 의식 두 차원에서 
검토될 수 있다. 

먼저 나는 내가 헌신하고 있는 나의 가치입장이 무엇인가를, 나 자신의 
드러난 행동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즉, 개인의 행동이야말로 자기 자신
의 가치입장을 가장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가치사실’이다. Ryle(1984: 30)
에 따르면 사람의 마음의 특성은 “마음속에 숨겨진 사건들을 지칭하는 것
이 아니라 우리 눈에 드러난 행위나 발언들 그 자체를 지칭하고”(Ryle, 
1984: 30)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이러한 주장은 주로 ‘앎’이라는 인지적 
측면을 위주로 한 논의에서 비롯된 것이나 인간의 가치·도덕적 측면에서도 
그 함의는 크게 다르지 않다. 예를 들어 자유에 한 나의 가치입장은 내 
마음 속 어딘가에 숨겨져 있는 확인할 수 없는 실체로 존재하는 것이 아
니다. 오히려 이것은 자유를 보장하거나 침해하는, 자유와 관련된 다양한 
사태에서 나의 행동으로 직접적으로 표현된다. 

다음으로 나의 가치입장이 무엇인가는 자신의 가치입장에 한 나의 생
각과 판단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이것은 “나는 ‘~이 중요하다.’고 생각한
다.”라는 진술로 표현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가치사실’이다. 이 때 
‘나’라는 1인칭 주어가 ‘~고 생각한다.’의 형식으로 진술되고 있음에 주목
해야 한다. 보통 가치토론의 장면에서는 ‘~이 중요하다.’, ‘~해야 한다.’, 
‘~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형식의 가치주장이 더욱 일반적이다. 하지만 
이것은 내가 아닌 일반인을 주어로 하는 것으로 정작 ‘나’의 입장을 가리
기도 한다는 점에서 주의가 필요하다. 가치교육에서는 일반적인 사람들에
게 해당되는 당위에 앞서 먼저 ‘나’의 입장에 한 사실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나는 ‘~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라는 진술은 나의 입
장을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신의 입장을 기술하는 것을 뜻한다. 
이것은 스스로의 가치 또는 입장을 자신과 분리하여 바라보고 기술하는 
것으로 자신의 가치입장에 한 일종의 메타인지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메타인지 속에서 내가 바라보는 나의 가치입장은 하나의 ‘가치사
실’로 기술된다. 

둘째, 나는 나의 가치입장 그 자체와 더불어 이러한 가치입장이 어떻게 
형성되었는가를 중요한 ‘가치사실’로 확인할 수 있다. 이것은 내 가치입장
의 배경으로 현재의 가치입장에 서기까지 내 삶의 궤적이자 개인사(個人
史)라고 할 수 있다. 동일한 가치입장을 지니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가치입장이 어떤 배경에서 형성되었는가에 따라 각각의 가치입장이 갖는 
무게나 의미는 충분히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어 동일하게 자유를 중시하
는 가치입장에 있다고 하더라도 처음부터 자유를 중시하는 환경에서 자란 
사람과 자유가 억압되는 현실을 바꾸기 위해 투쟁한 사람, 또는 자유가 없
는 사회에서 태어나 자유를 얻기 위해 망명한 사람의 가치입장을 단순히 
동일한 것으로 이해할 수 없다. 따라서 내 가치입장의 배경을 살피는 것은 
나의 가치입장을 더 구체적이고 입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한 방편이라고 할 
수 있다. 더욱이 이것은 현재 나의 가치입장을 수정할 수 있는 기회를 제
공한다는 점에서도 중요한 의미가 있다. 즉, 가치입장에 한 삶의 궤적을 
살피는 것은 이 속에서 나의 가치선택을 되짚어 보면서 다른 선택의 가능
성에 해 탐색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만약 내 가치입장의 배경을 검토
하지 않고 앞으로의 가치선택에만 관심을 가진다면 현재 자신의 가치입장
을 수정할 수 있는 기회는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이것은 현재 자신
의 가치입장을 맹목적으로 받아들이는 태도로 귀결될 수 있다. 이런 점에
서 가치교육의 과정에서 자신의 가치입장이 어떻게 형성되었는가에 한 
‘가치사실’을 확인하는 작업은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내 가치입장의 배경을 살피는 데 있어서 유의할 것은 내 가치입
장의 ‘원인(cause)’과 ‘이유(reason)’를 구분하는 작업이다. 흔히 이 둘은 
비슷한 의미로 사용되지만 중요한 차이가 있다. 사전상의 의미로 원인은 



‘어떤 사물이나 상태를 변화시키거나 일으키게 하는 근본이 된 일이나 사
건’을 뜻한다. 이에 반해 이유는 ‘어떠한 결론이나 결과에 이른 까닭이나 
근거’를 뜻한다. 즉, 이유가 특정한 결론이나 결과를 정당화하는 근거임에 
반해 원인은 내가 특정한 가치입장에 서게 된 근본적이고 직접적인 일이
나 사건을 뜻한다. 예를 들어 내가 ‘최저임금 상승에 찬성한다.’는 가치입
장을 지니고 있다고 생각해 보자. 이 때 이러한 입장을 정당화할 수 있는 
이유는 다양하게 제시될 수 있다. 현재의 최저임금이 비슷한 수준의 다른 
나라에 비해 낮다는 것, 현재의 최저임금은 노동자들이 기본적인 생활문화 
수준을 향유하는 데 부족하다는 것, 최저임금이 높아져 소비가 늘어나면 
기업의 매출도 더 늘어난다는 것 등이 바로 그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이유
들은 최저임금을 올려야 한다는 주장의 근거일 뿐 실제 내가 이러한 가치
입장에 서게 된 원인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가령 내가 최저임금을 올
려야 한다고 생각하게 된 원인은 과거 아르바이트할 때의 어려웠던 우연
한 경험일 수 있다. 물론 이것은 이유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뜻하지는 
않는다. 다만 이유와 근거가 나를 포함하는 일반 중에 한 정당화를 위
한 것인 반면 원인은 내 가치입장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원인은 나의 가치입장을 깊이 있게 이해하는 데 더욱 핵심적인 역
할을 할 수 있다. 

② 자신의 인식 범위를 넘어서 있는 ‘가치사실’
스스로의 가치입장에 한 최고의 관찰자가 나 자신이라는 점이 분명하

다고 해서 자신에 한 관찰자가 오직 ‘나’ 자신뿐인 것은 아니다. 나의 
가치입장은 나뿐만 아니라 타자에게도 드러난다. 더욱이 내가 보지 못하는 
나의 가치입장이 타자에게 더욱 분명하게 인식되는 경우도 많이 있다. 이
런 점에서 타자에 의해 인식되고 기술되는 다양한 사실 역시 자신의 가치
를 탐색하기 위한 중요한 자원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점에서 가치명료화 
접근처럼 자신의 경험과 사고에만 의존하여 자기를 탐색하는 것은 진정한 
자기 이해로 나아가는 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우리는 자신의 가치에 한 
사실로 나의 인식 범위를 넘어서는 것까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나의 인식 



범위를 넘어서 타자에 의해 제시될 수 있는 ‘가치사실’은 크게 세 가지가 
있다. 

첫째, 우리는 타자가 관찰하고 기술하는 자신의 말과 행동을 ‘가치사실’
로 확인할 수 있다. 분명 나의 행동이 타자에 의해 더 잘 인식되고 판단되
는 경우들이 존재한다. 우리가 주변 사람들과 나누는 화와 상담은 이를 
잘 보여주는 표적인 사례이다. 우리는 주변 사람들과의 화를 통해 내
가 미처 인식하지 못했거나 기억하지 못하는 나의 행동을 발견하게 된다. 
이는 내가 인식할 수 있는 사실 그 자체를 확장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
다. 뿐만 아니라 타자의 시각에서 기술되는 나의 행동은 나의 가치입장에 

한 보다 입체적인 이해를 가능하게 한다. 흔히 상담을 통해 피상담자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이다. 즉, 스스로의 가치와 이
를 보여주는 자신의 행동에 해서는 자기 자신이 더 잘 알고 있지만 자
신에 해 타자의 시선에서 기술된 가치사실을 통해 나 자신에 한 더 
충실하고 객관적인 해석이 가능해진다. 

둘째, 타자를 통해 나의 가치입장을 지지하지 않거나 이를 정면에서 반
박하는 사실이 제시될 수 있다. 내가 가치판단을 내리는 과정에서 참조했
던 나의 사고와 경험이 항상 완벽할 수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내가 미처 
고려하지 못해서 빠뜨린 사실, 나의 편견이나 착각으로 인해 오해했거나 
잘못 판단한 사실들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가치교육의 과정에서는 이러
한 나의 가치판단의 오류와 한계를 드러내는 사실들이 제시되어야 한다. 
우리는 이러한 ‘가치사실’을 통해 스스로의 가치입장을 수정하고 더 나은 
방향으로 성장할 수 있다. 가령 어떤 사람이 자신의 경험에서 비롯된 인종
차별적 편견으로 인해 ‘흑인은 지저분하기 때문에 멀리해야 한다.’는 가치
판단을 내리고 있다고 생각해 보자. 이 경우 당장 필요한 것은 기존의 가
치판단과 부합되지 않는 사실에 한 확인이라고 할 수 있다. 청결과 관련
하여 인종 간 차이를 보여주는 실증적인 자료, 지저분하지 않은 흑인들에 
관한 사례 등이 바로 그런 ‘가치사실’이 될 수 있다. 즉, 편견을 가진 개인
에게 어떤 주장을 하는 것보다도 이런 ‘가치사실’을 제시하는 것이 기존의 
가치판단을 수정하는 데 더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다.



셋째, 나의 가치입장을 더 충실하게 하는 ‘가치사실’에는 여러 면에서 
나의 가치입장을 지지하거나 보완해줄 수 있는 것들도 포함된다. 나의 가
치입장은 나의 독특한 사고와 경험에서 비롯된 것이지만 나와 비슷한 가
치입장을 지닌 사람들이 과거 혹은 현재, 우리 사회나 다른 사회의 어느 
곳에 충분히 존재할 수 있다. 그렇다면 그런 사람들에 관한 수많은 사실들
은 나의 가치입장을 더욱 충실하게 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즉, 나와 
비슷한 가치입장을 가졌던 사람들의 사례를 통해 나의 가치입장이 갖는 
강점이나 약점, 그것에 한 기존의 유력한 평가나 비판들이 사실로 제시
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가치입장을 택함으로써 나타났던 역사적 경험 또
한 중요한 ‘가치사실’이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모병제를 실시해야 한
다.’는 가치판단을 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이러한 입장의 강점이나 약점, 
이 입장에 한 기존의 평가와 비판, 과거 또는 현재 모병제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의 사례들이 사실로 제시될 수 있다. 이러한 사실들은 현재 나의 
가치입장을 보완하여 더욱 충실하게 하는 자원으로 기능할 수 있다. 

2) 타자의 가치에 관한 사실

이미 살펴본 것처럼 가치교육에서 자신의 가치에 관한 사실은 각 개인
이 자신의 가치입장을 확인하고 스스로의 가치역량을 확장할 수 있는 기
반이 된다. 이것은 순수하게 개인 자신에게 가치교육이 어떤 의미를 지니
는지와 관련되어 있다. 하지만 우리의 논의가 민주시민교육을 염두에 두고 
있음을 감안한다면 가치교육 논의는 나 자신에게만 의미가 있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내가 나의 가치입장을 가진 것과 마찬가지로 타자 역시 그 
자신의 가치입장을 갖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타자는 나와 함께 가치논의
를 해나가는 상 로서 공동의 문제에 해 공동의 결정을 내리는 존재이
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타자가 나와 동등하게 존중받아야 하는 존재라는 
사실에 직면할 것을 요청한다. 즉, 민주주의 사회에서 ‘타자가 나와 마찬
가지로 존중받아야 한다.’는 것은 하나의 주장이 아니라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사회적인 사실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점에서 민주시민교육을 위한 가



치교육은 기본적으로 타자에 한 존중을 전제로 타자의 가치에 관한 다
양한 사실을 확인할 것을 요청한다. 

이러한 타자에 한 존중은 기존의 가치명료화 접근이나 가치분석 접근
에서도 중요한 전제라고 할 수 있다. 이미 살펴본 것처럼 두 가치교육 방
안 모두 직접적인 가치주입에 반 하며 개인의 자율적인 판단을 지지한다. 
이것은 나를 포함하는 보편적인 개인에 한 존중을 함축하는 것으로 큰 
맥락에서는 타자에 한 존중을 배제하지 않는다. 하지만 문제는 이러한 
존중에 한 노력이 일반적인 언명에 그치면서 구체적인 타자에 한 존
중으로 나타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즉, 이 두 접근은 타자의 가치에 관
한 다양한 사실을 고려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가치명료화 접근의 경우 자
신의 가치에 한 자기 확신의 과정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타자의 가치에 
관한 사실은 직접적인 고려의 상이 되지 않는다. 가치분석 접근은 자신
이 선택한 가치에 한 보편적 정당화 과정을 중시하기 때문에 타자가 제
시하거나 그와 관련된 사실들도 일부 고려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사실
들은 나의 가치선택이나 가치입장의 정당화에 도움이 되는 한에서 고려될 
뿐 타자에 한 직접적인 존중과는 큰 관련이 없다. 따라서 나의 가치를 
정당화하는 것과 무관한 타자의 감정이나 욕구, 그의 가치입장을 둘러싼 
배경 등의 사실은 고려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이런 점에서 ‘가치사실’ 
중심의 접근에서는 타자에 한 존중의 바탕에서 타자의 가치에 한 사
실을 보다 폭넓게 고려한다. 특히 이러한 사실은 타자에 한 이해와 공감
을 위한 주요 자원이라는 점에서 가치분석 접근이 목표로 하는 가치갈등
의 해결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① 타자의 가치입장과 그 배경에 관한 ‘가치사실’
가장 단순한 의미에서 보더라도 타자가 나와 동등하게 존중받아야 할 

존재라는 사실은 타자의 가치입장 역시 나의 가치입장과 동등한 지위에 
있음을 함축한다. 따라서 타자의 가치에 관한 사실로 확인해야 할 것들은 
기본적으로 자신의 가치에 관한 사실과 내용 면에서 동일하다. 즉, 타자가 
나와 동등하게 존중받아야 할 존재라는 점을 하나의 사실로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타자의 가치입장 그 자체와 그러한 가치입장을 둘러싼 배경이 무
엇인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타자의 가치에 관해 확인해야 할 ‘가치사실’은 타자에 한 존중이 의미
하는 바를 통해 더 분명하게 드러난다. 이상인(2014: 106)은 다원 민주 사
회에 필요한 인간 존중의 관점에 해 논의하면서 기존의 존중관들이 
상에 한 평가에 기반하고 있음을 문제로 지적한다. 즉, 인간의 특성을 
평가하는 존중관에 의해서는 특정한 기준에 따라 인간의 가치를 규정할 
수밖에 없으며 이를 통해서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있는 그 로의 타자를 
존중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타자를 평가
하는 것이 아니라 타자라는 존재를 그 자체로 존중할 필요가 있다(이상인, 
2014: 105-135). 이것은 ‘가치사실’ 중심의 접근에서 타자를 하는 태도
와도 동일하다. 즉, 가치교육에서 타자의 삶과 그의 가치입장은 기본적으
로 나의 관점에서 평가되어야 할 상이 아니다. ‘가치사실’ 중심의 접근
에서는 타자의 가치입장을 포함하는 타자의 삶을 하나의 사실로서 받아들
이고 나와 우리의 가치판단에 있어서 중요한 자원으로 고려한다. 이처럼 
타자를 존재 그 자체로 바라보는 존중의 의미는 타자의 가치에 관해 고려
해야 할 추가적인 ‘가치사실’의 의미를 드러낸다. 즉, 존재를 그 자체로 바
라본다는 것은 사람들을 “복합적인 정체성을 가진 존재”로 바라보고, “그
들 나름 로 독특한 삶의 이야기를 가진 존재”로 바라보는 것이다(이상인, 
2014: 108). 이것은 정확히 앞서 자신의 가치에 관해 살펴보았던 사실의 
내용과 일치한다. 

먼저 타자를 복합적인 정체성을 가진 존재로 바라보는 것이 존중이라는 
점에서 우리가 타자에 한 ‘가치사실’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타자가 갖고 
있는 가치입장의 복합적인 측면이라고 할 수 있다. 흔히 우리는 타자의 단
편적 행동 하나하나로 타자의 입장을 규정하고 그를 이해하거나 오해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일상생활에서 나타나는 우리 자신의 모습에서도 확인
할 수 있듯이 인간은 다양한 성향을 갖고 있으며 항상 일관되게 행동하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우리는 타자의 가치입장을 섣부르게 평가하지 않아야 
한다. 우리는 타자를 “공통된 인간성의 토 가 되는 자율성과 사회·문화적 



조건에서 형성되는 사회적 정체성”이 엮여 있는 존재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이상인, 2014: 108-109). 이런 점에서 우리는 한편으로는 그의 자율
성을 존중한다는 점에서 그 자신으로 하여금 스스로의 행동과 그에 한 
판단을 기술하도록 함으로써 이를 하나의 사실로 고려해야 한다. 다른 한
편으로는 그의 사회적 정체성을 존중한다는 점에서 그가 속해 있는 문화
나 사회적 조건을 사실로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가치사실’들은 나와 타
자가 공동의 가치문제를 함께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상호주관적으로 공
유된 가치 지평”(Honneth, 2011: 234)을 찾아가기 위한 최소한의 기반으
로 기능할 수 있다.

다음으로 타자를 그들 나름 로 독특한 삶의 이야기를 가진 존재로 바
라보는 것 역시 타자에 한 ‘가치사실’의 확인에서 중요한 함의를 준다. 
사람들 각자가 가진 사연은 그 사람의 정체성은 물론이고 존재 그 자체를 
표현한다(이상인, 2014: 110). 이런 의미에서 앞서 자신의 가치입장에 
해서와 마찬가지로 타자의 가치입장에 해서도 그 배경이 되는 사실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즉, 타자가 현재의 가치입장을 지니기까지 어떤 
삶의 궤적을 겪었는지, 그 과정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가 특정한 가
치입장을 지니게 된 원인은 무엇인지 등이 사실로 확인될 수 있다. 특히 
이러한 사실들이 타자의 삶의 맥락 속에서 타자의 이야기로 서술된다는 
점 또한 중요하다. 이것은 타자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임으로써 내가 타자
의 가치입장을 더욱 충실하게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다는 것을 뜻한다. 타
자에 해 더 많이 이해하고 공감할수록 우리가 타자를 적 시할 가능성
은 줄어든다(Palmer, 2011: 37). 즉, 타자의 가치입장과 그 배경에 관한 
‘가치사실’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가치갈등의 해결가능성을 더욱 높
일 수 있다. 

② 타자의 시각을 이해함으로써 드러나는 ‘가치사실’
우리는 타자의 가치입장과 그 배경을 ‘가치사실’로 확인함으로써 타자에 
해 더 많이 이해하고 공감하면서 타자를 존재 그 자체로 존중할 수 있

다. 하지만 이러한 이해와 공감은 단지 나의 시각에서 타자에 한 사실을 



더 많이 확인하는 의미 이상의 것을 함축한다. 즉, 타자의 가치에 관한 사
실을 확인함으로써 나는 타자의 가치입장을 이해하고 타자의 시각을 통해 
세상을 바라볼 수 있다. 이것은 자연스럽게 타자의 시각에서 확인할 수 있
는 다양한 ‘가치사실’을 드러나게 한다. 크게 세 가지 ‘가치사실’들을 확인
할 수 있다. 

첫째, 우리는 타자의 시각을 이해함으로써 타자가 내게 제공할 수 있는 
다양한 사실들을 확인할 수 있다. 앞서 우리는 자신의 가치에 관한 사실을 
논의하면서 나의 인식 범위를 넘어서 있는 다양한 사실들이 타자에 의해 
제시될 수 있음을 설명하였다. 그렇다면 타자의 시각을 이해함으로써 우리
는 굳이 타자의 직접적인 언급에 의존하지 않고서도 다양한 ‘가치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즉, 나는 타자의 시각을 통해 그 이전까지 미처 보지 못
했던 나의 말과 행동에 주목할 수 있다. 또한 타자의 시각을 통해 세계를 
바라봄으로써 나의 가치입장을 반박하는 사실이나 나의 가치입장을 보완
해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타자의 시각을 이해한다는 것
은 곧 타자가 내게 제공해줄 수 있는 ‘가치사실’을 확인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낼 수 있다. 

둘째, 타자의 시각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가치사실’은 단지 원래 타자
가 내게 제공할 수 있는 것에 국한되지 않는다. 표적으로 내가 타자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다는 점에서 타자와 세상에 해 더 많이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은 곧 자기 자신에 한 이해 역시 한층 더 풍부해진
다는 것을 뜻한다. 이 때 주의해야 할 것은 이러한 자기이해는 타자가 내
게 제시해줄 수 있는 것과 다른 성격을 띤다는 점이다. 이미 확인한 것처
럼 타자는 내가 보지 못하는 나에 관한 다양한 사실을 제시함으로써 나의 
자기이해를 넓혀줄 수 있다. 하지만 내가 타자와 타자의 시각을 이해함으
로써 얻게 되는 자기이해는 타자가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에 의
해 파악될 수 있는 것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Dilthey는 “이해란 ‘너’ 
안에서 ‘나’를 재발견하는 것이다.”(Dilthey, 1979: 17)이라고 표현한다. 
이것은 궁극적인 ‘이해’는 결국 타자에 한 앎이 아니라 자신에 한 앎
을 지향한다는 것을 말해준다. 즉, 내가 타자를 이해한다는 것은 나에게는 



낯선 타자의 삶의 맥락 내에서 새로운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는 것이다. 이
것은 타자에 한 새로운 사실의 발견이 아니라 자신에 한 새로운 사실
의 발견이다. 

셋째, 타자의 시각에 한 이해는 나의 가치입장이 상 방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질 것인가에 관한 사실을 드러나게 한다. 이러한 사실은 타자와 
내가 공동의 결정을 내려야 하는 가치 논의의 상황에서 특히 중요하다. 흔
히 토의토론을 지켜보는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장면 중 하나는 
토의토론의 당사자들이 자신의 가치입장에 심취해서 자신의 감정이나 욕
구를 표출하는 이야기만을 반복하는 모습이다. 토의토론의 기본 목적이 타
자의 이해와 동의를 얻는 것임을 감안한다면 나의 가치입장이 상 방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질 것인가라는 사실을 고려하지 않는 것은 무책임할 뿐만 
아니라 사실상 무의미하다. 따라서 가치갈등을 원활하게 해결하고 나의 가
치입장에서 더 좋은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타자의 관점에서 
나의 가치입장이 어떻게 받아들여질 것인가와 관련하여 추가적인 사실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먼저, 나의 발언 내용이나 표현이 상 에게 특정한 영향을 준다는 사실
을 고려해야 한다. 어른에 한 공경을 중요한 가치로 생각하는 상 에게 
노인에 한 비하 표현은 다른 맥락과 무관하게 그 자체로 불쾌감을 줄 
가능성이 크다. 또한 집단 따돌림을 당해 본 경험이 있는 상 에게 친구 
관계에 한 의미는 부정적인 감정을 소환하는 것일 수 있다. 체로 우리
는 일반적인 화 상황에서 이렇게 상 를 자극하는 표현이나 소재를 피
하려고 한다. 그리고 이것은 상 에 한 공감과 배려에서 비롯된 행동이
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타자와의 가치갈등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이를 논
의하는 과정 자체를 부드럽게 만들어준다. 수많은 화나 토론 상황에서 
사소한 표현을 두고서 감정이 격해지고 그 결과 갈등이 오히려 심화되어 
제 로 된 합의로 나아가지 못하는 사례들을 볼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불
필요한 갈등에 빠져들지 않고 필요한 논의에 집중할 수 있도록 타자의 가
치입장에서 나의 말하기가 어떻게 받아들여질 것인가를 고려하는 것은 매
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상 방이 나의 발언 중 어떤 부분을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인가
에 한 사실을 고려하는 것도 중요하다. 물론 이러한 사실의 고려는 어느 
정도 상 방이 받아들일 수 있는 이야기를 우선적으로 다루어야 한다는 
생각을 담고 있다. 이것은 우리의 가치교육 논의가 개인적인 가치탐색의 
과정을 넘어 사회적인 가치논의의 장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점에서 진지
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 즉, 상 방이 있는 말하기에서 중요한 것은 ‘내
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 ‘내가 무슨 말을 했는가?’보다 ‘타자가 나
의 입장에 해 어떻게 생각했는가?’, ‘타자가 나의 말을 어떻게 이해했는
가?’ 하는 점이다. 순수하게 전략적인 측면을 위주로 생각하더라도 가치토
론에 임하는 개인이 상 방이 받아들이지 않을 이야기를 반복하는 것은 
가치논의를 한 발짝도 진전시키지 못한다는 점에서 효과적이지 않은 말하
기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정치적인 협상 과정을 보면 상 가 받아들일 수 
없는 이야기만이 오가는 가운데 서로에 한 적개심만 늘어나면서 논의의 
장 자체가 무산되는 경우도 많이 볼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상 가 받아들
일 수 있는 이야기가 무엇인지, 납득하고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
에 관한 사실이 분명하다면 이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더욱 생산적인 가치
논의를 이끌 수 있다. 물론 이것은 상 에게 받아들여질 내용만이 논의에
서 언급되어야 한다는 것을 뜻하지는 않는다. 상 와 합의할 수 있는 부분
을 확인한 이후에도 가치갈등이 일어날 수 있다. 하지만 이때의 가치갈등
은 적어도 가치논의의 장을 무산시키지는 않을 것이며 서로에 한 공감
에 기반하여 더 깊이 있는 논의가 가능해질 것이다. 

3) 사회의 가치에 관한 사실

지금까지 가치교육에서 자신과 타자와 관련하여 어떤 ‘가치사실’을 고려
해야 하는지를 살펴보았다. 즉, 스스로의 가치입장에 관한 스스로의 가치
입장을 확인하기 위해 자신의 가치에 관한 사실을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타자의 가치에 관한 사실을 통해 타자에 한 존중을 실현할 수 있다. 하
지만 가치교육에서 다루어야 할 가치는 나와 타자라는 개개인의 차원을 



넘어 하나의 집합적 단위로서 공동체의 차원을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다. 
특히 현  사회계약론적 설명의 함축과 무관하게 적어도 현재 사회에서 
살아가는 개인의 입장에서 볼 때 개인에 앞서 사회가 존재한다는 것은 분
명한 사실이다. 이런 점에서 사회적 측면에서 가치교육은 나와 타자가 속
해 있고 함께 살아가는 공간으로서 사회와 이 사회가 추구하는 기본가치
를 중요한 사실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해 기존의 가치교육 논의에서는 민주사회의 기본가치로서 자
유, 평등 등을 우리 사회의 개인이 당연히 받아들여야 하는 가치주장으로 
이해해왔다. 이러한 관점에서는 가치의 일방적 수용보다 개인의 자율성을 
강조하는 가치명료화 접근이나 가치분석 접근이 비판받을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사회적 기본가치를 개인이 반드시 수용해야 할 가치주장이 아니라 
개인이 발 딛고 있는 현재 사회에 관한 ‘가치사실’로 이해한다면 이들 가
치교육 방법에 한 이해는 달라질 수 있다. 즉, 사회적 기본가치를 ‘가치
사실’로 다루는 것은 사회적 기본가치에 한 진지한 고려를 가능하게 하
면서도 개인의 자율성을 훼손하지 않는다. 오히려 개인이 자율성을 잘 발
휘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속한 사회가 어떤 가치상황에 놓여 있는가에 
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 이런 점에서 ‘가치사실’은 가치명료화 접근에
서 강조하는 개인의 진정한 가치에 한 탐색과 선택은 물론이고, 가치분
석 접근에서 목표로 하는 가치갈등의 해결에 있어서도 중요한 자원으로 
기능할 수 있다. 

① 사회적 제도로 존재하는 기본가치
우리 사회의 가치 상황과 관련하여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가치사실’은 

바로 우리 사회가 어떤 기본가치에 기반하고 있는가 하는 점이다. 이것은 
‘우리 사회의 기본가치가 무엇인가’에 한 사실을 의미한다. 구체적으로 
이러한 ‘가치사실’을 가장 직접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 우리 사회의 법
과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우리 사회가 추구하는 기본 이념과 가
치를 가장 직접적으로 명시하는 헌법은 물론이고, 형법이나 민법 등 다양
한 법률은 사회구성원들이 해야 할 것과 하지 않아야 할 것들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다양한 사회제도들은 각각 그것이 실현하고자 하는 목적이나 
가치를 전제하고 있다. 이 점에서 우리 사회의 법과 제도는 현재 우리 사
회의 기본가치를 확인하기 위한 기초적인 자원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우리 사회가 추구하는 기본가치가 무엇인가 하는 점은 매우 기초
적인 사실의 확인처럼 여겨질 수 있다. 예를 들어 한민국이 민주주의 국
가로서 인간존중, 자유, 평등과 같은 기본 이념을 추구하고 있다는 사실은 
학생들이 중학교에 들어오기 이전부터 배우는 매우 기초적인 지식임에 분
명하다. 그래서 많은 학생들은 인간존중, 자유, 평등의 기본 정의에 해 
알고 있으며 우리 사회가 이러한 가치를 추구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간과하지 않아야 할 것은 이러한 지식이 기초적이면서 동
시에 매우 추상적인 언명에 불과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지식이 단순
한 언명의 암기 이상으로 의미를 지니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의 기본가치
가 일상적인 삶에 어떻게 구현되고 있는지에 한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 

이것은 한편으로는 그러한 기본가치를 반영하고 있는 구체적인 법과 제
도가 운영되고 있는 실제적인 모습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우
리 사회가 자유를 소중하게 생각한다.’라는 앎은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범죄에 해 어떤 형벌이 가해지는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어떤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지를 살펴봄으로써 확인되어야 한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러한 법과 제도의 한계를 보여주는 사례나 다른 제도
와의 관계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개인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고 하면
서 이러한 자유가 제한되는 사례를 살피는 것은 우리 사회에서 보장하는 
자유의 의미를 분명하게 하는 동시에 우리 사회에서 보장할 수 없는 자유
가 어떤 것인지를 분명하게 한다. 또한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다양한 법
규를 통해 상황과 맥락에 따라 자유보다 더 우선시되는 가치가 무엇인지
를 확인할 수 있다. 가치라는 것이 결국 무언가를 소중하게 여기는 생각이
라는 점에서 가치에 한 이해는 이처럼 다른 가치와의 비교평가를 통해
서 보다 분명하게 이해될 것이다. 

이처럼 우리 사회의 법과 제도를 통해 우리 사회의 기본가치를 확인하
는 것은 이런 제도 속에서 나의 가치선택이 갖는 의미와 결과를 확인한다



는 점에서도 중요한 의미가 있다. 즉, ‘다른 사람을 인간으로서 존중해야 
한다.’는 단순한 사실 이상으로 ‘인터넷 상으로 타자에게 부정적 표현을 
하여 모욕한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된다.’는 사실의 확인은 더 구체적으
로 나의 가치선택에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다. 즉, 나는 ‘타자에게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가?’라는 선택의 상황에서 구체적인 법과 제도의 
확인은 나의 행동을 통해 내가 감수해야 할 결과를 분명하게 해준다. 그리
고 이러한 결과의 확인을 통해 내가 특정한 행동을 선택함으로써 추구하
려는 행동의 가치 역시 명확하게 드러난다. 결국 이러한 확인은 나의 행동
에 미치는 제도적 영향을 분명하게 함으로써 나의 가치선택이 갖는 의미
를 보다 분명하게 하고, 이를 통해 가치선택의 당사자로서 나의 책임을 분
명하게 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② 기본가치의 배경으로서 사회의 역사
이미 살펴본 것처럼 우리 사회의 기본가치는 현재의 법과 제도에 반영

되어 있다. 하지만 현재의 법과 제도를 통해 우리 사회가 어떤 가치를 추
구한다는 점이 명확해지더라도 아직까지는 그러한 가치를 정확하게 이해
하고 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우리는 개인의 가치입장을 이해하기 위해 
각각의 가치입장이 형성된 원인이나 형성된 과정을 살펴보았다. 이것은 사
회 역시 다르지 않다. 어느 사회나 그 사회의 기본가치라는 것은 역사적 
맥락 속에서 형성되기 마련이다. 한 사회 내에서 사회 구성원들은 동일한 
역사적 사건을 겪으면서 특정한 감정과 욕구를 공유해왔다. 그리고 이러한 
감정과 욕구는 사회적 기본가치라는 것이 성립된 중요한 원인이자 동기이
며, 현재의 수많은 법과 제도는 물론이고 다양한 관습의 배경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사회적 기본가치를 둘러싼 역사적 맥락을 이해하지 않
고서는 사회의 기본가치를 제 로 이해했다고 보기 어렵다. 

특히 우리가 보편적인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생각하기 쉬운 민주주의 
사회의 기본가치 역시 그 사회의 역사적 맥락에 따라 다양한 함축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자유’는 민주주의 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가
치 중 하나이지만 다소 분명해 보이는 명목상의 의미와 달리 그 실질적인 



의미는 같은 민주주의 국가라고 하더라도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즉, 미국
에서 ‘자유’가 갖는 의미는 독립선언서와 미국독립전쟁을 통해 미국이라는 
나라가 성립될 때부터 이후 27차례에 걸친 수정헌법이 추가되기까지의 과
정 속에서 부단히 변화해 왔음을 부인할 수 없다. 마찬가지로 해방 이후 
한국전쟁과 분단의 경험을 통해 립하고 있는 한반도의 상황, 암울했던 
군부독재 시절과 그에 한 저항의 경험, 국가 경제 발전이라는 의를 위
해 자발적으로 희생하고 또 강제적으로 동원되었던 산업화의 경험 등을 
통해 형성된 한국 사회의 ‘자유’ 개념은 독특할 수밖에 없다. 

이는 사회적 기본가치라는 것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단순히 그것의 기
본적인 정의만을 다루는 것이 얼마나 피상적이고 협소한 이해에 불과한 
것인지를 잘 말해준다. 사실상 기본가치의 형성과 관련된 역사적 경험을 
사실로서 확인하는 것은 개인에게서와 마찬가지로 그러한 가치의 의미를 
더욱 풍부하고 실질적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그리고 각 개인은 이
를 바탕으로 사회를 상 로 자신의 가치입장을 주장할 수 있는 중요한 근
거이자 자원을 확보할 수 있다. 

③ 기본가치를 둘러싼 사회적 논쟁
우리 사회의 법과 제도에 반영되어 있는 기본가치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이 어떤 배경에서 성립되었는지를 살펴봄으로써 우리는 현재 우리 사
회의 기본가치를 더 깊고 풍부하게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여전히 이런 
이해조차도 완벽하다고 볼 수 없다. 왜냐하면 현재 우리 사회의 기본가치
가 갖는 의미 역시 최종적으로 완성된 것이 아니라 끊임없는 논쟁과 립 
속에서 변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이미 언급한 것처럼 사회적 기본가치 
각각에 한 수많은 해석이 경쟁하고 있으며, 이러한 기본가치들 사이에서
도 수많은 가치갈등이 벌어지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논쟁과 갈등을 통해 
사회적 기본가치의 의미가 계속해서 재구성되고 있음은 분명하다. 

실제 사회과의 주제로서 자유, 평등, 정의 등 사회적 기본가치라고 부를 
수 있는 개념들의 상당수는 사실상 ‘본질적으로 논쟁적인 개념(essentially 
contested concepts)’이라고 할 수 있다(오지혜, 2009: 11-15). 이들은 



그 개념의 의미는 물론이고 이를 적용하거나 사용하기 위한 사례 등이 모
두 논쟁적이다. 따라서 사회적 기본가치를 배우기 위해서는 이러한 기본가
치 개념을 둘러싼 우리 사회의 논쟁을 하나의 사실로서 마주하는 것이 필
요하다. 즉, 사회적 기본가치의 학습에서 사회적 기본가치를 둘러싼 논쟁
은 핵심적인 ‘가치사실’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현재 우리 사회에서 나타나는 실질적인 논쟁을 살펴보는 
것은 그러한 논쟁의 근원이라고 할 수 있는 가치에 한 보다 풍부한 이
해를 가능하게 한다. 예를 들어 역사교과서에 나타나는 표현을 두고 ‘민주
주의가 옳으냐, 자유민주주의가 옳으냐?’에 관한 논쟁은 우리 사회에서 자
유 및 자유민주주의에 한 사람들의 인식과 비판에 한 파악을 필요로 
한다. 또한 한 때 사회의 많은 관심을 받았던 무상급식을 둘러싼 논쟁 역
시 평등이 우리 사회에서 어느 정도로 추구될만한 가치가 있는가에 한 
사람들의 인식과 주요 근거를 확인할 것을 요청한다. 만약 이렇게 현실적
으로 나타나는 논쟁을 배제한 채 자유에 한 교육이나 평등에 한 교육
이 이뤄지고 있다면 이 때 학습하는 내용은 사실상 무미건조하고 피상적
인 단편적 정의에 불과하게 될 것이다. 

더욱이 가치를 둘러싼 논쟁과 문제에 한 ‘가치사실’의 확인은 때로는 
사회에서 동떨어져 관망하는 개인으로 하여금 자신의 가치입장을 보다 명
료하게 하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 즉, 이러한 ‘가치사실’의 확인은 사회적 
논쟁 양상 속에서 나의 가치입장을 위치 짓는 역할을 하게 된다. 예를 들
어 우리 사회에 진보와 보수라는 큰 틀에서 이념갈등이 존재한다고 하면 
그러한 가치입장을 둘러싼 논쟁의 양상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나의 가치입
장이 이 스펙트럼의 어딘가에 위치하게 된다는 점이 분명해질 수 있다. 그
리고 이렇게 사회 전체의 가치 지도 위에서 내 위치를 바라볼 수 있게 된
다면 비로소 내 가치입장이 갖는 의의가 분명해지며, 더욱 책임 있는 선택
과 실천도 가능해진다. 



3. ‘가치사실’의 이론적 함축

앞서 ‘가치사실’이 무엇인지 그리고 ‘가치사실’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를 살펴보았다. 이것은 가치교육의 장면에서 가르쳐야 할 ‘가치사실’을 보
다 분명하게 해주는 역할을 한다. 하지만 이러한 ‘가치사실’이 정확히 가
치교육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 이론적 함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좀 
더 깊이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본 연구자는 안적 가치교육 방안에서 
‘가치사실’이 개인의 가치입장을 명료화하고, 가치에 한 더욱 깊이 있는 
탐색을 가능하게 하며, 가치에 한 진정한 존중을 이끌어내는 기능을 한
다고 생각한다. 이 부분에서는 이러한 ‘가치사실’의 이론적 함축을 
Weber, Putnam, Dewey의 가치 관련 이론을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1) 객관적 사실 인식을 통한 자기 가치의 명료화

앞서 ‘가치사실’의 의미와 관련하여 가치교육에 있어서 가치를 다룸에 
있어서 특정한 방향성을 배제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가치를 ‘사실’로서 
다루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설명하였다. 즉, 가치를 다룸에 있어서 태도
나 주장을 내려놓고 이와 구분되지만 가치와 관련된 사실들을 다루는 것
이다. 

이런 의미에서 본 연구자는 가치와 관련된 사실로서 ‘가치사실’의 이론
적 근거를 Weber에서 찾고자 한다. Weber는 직접적으로 가치교육에 관
한 논의를 하지는 않았지만, 잘 알려진 것처럼 그가 생존했던 당시 사회학
과 경제학의 학문적 체계를 정초하는 과정에서 가치중립성에 관한 논의를 
전개하였다. 본 연구자는 가치와 사실을 구분하려고 했던 Weber의 취지
가 바로 가치 주장과 ‘가치사실’을 구분하고자 하는 ‘가치사실’ 중심 접근
에 큰 시사점을 준다고 생각한다. 

① 가치 주장과 ‘가치사실’의 분리
흔히 Weber는 근현  사회의 성립에 많은 이론적 기초를 제공한 학자



로 알려져 있다. 합리성과 근 성에 관한 논의를 필두로 하여 사회학, 경
제학, 법학, 정치학 등의 학문의 핵심적인 주제와 이들 학문을 다루는 방
법론적 논의에 이르기까지 Weber의 논의는 우리 사회의 많은 부분에 영
향을 미쳤고 지금도 큰 범위에서는 이 체계가 작동하고 있음을 우리 주변
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이러한 Weber의 수많은 기여들 중에서 이 글
의 논의와 관련하여 주목할 것은 바로 Weber의 ‘가치중립성’ 논의이다. 
Weber(1917)는 우리가 학문적으로 세계를 탐구함에 있어서 철저히 가치
중립적 태도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래서 Weber(1917: 126)는 사
회학 및 경제학에서의 가치중립의 의미를 밝히면서 논리적, 경험적 사실의 
영역과 실천적, 윤리적인 가치의 영역을 구분해야 한다고 말한다. 즉, 사
실판단과 가치판단을 구분해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Weber는 우리 세계가 실제 가치함축적이고 가치연관적으로 존재
한다는 점을 부정하지도 않았고 이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 특히 이러
한 세계를 탐구하는 학자의 입장에서 연구에 나서는 동기나 연구의 최종
적 의의를 제시하는 데 있어서는 자신의 견해나 주장이 개입되는 것이 불
가피하다. 하지만 Weber는 적어도 그러한 연구의 진행과정 및 탐구과정
에는 가치가 개입되어서는 안 되며 있는 그 로의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고 주장하였다. 이렇게 사실과 가치를 구분할 때라야 우리는 부인할 수 없
는 사실을 바탕으로 더 나은 결론으로 나아갈 수 있고 이를 바탕으로 우
리의 가치주장 역시 진정성을 띨 수 있다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이러한 사실과 가치의 구분은 교육에서도 이어진다. 즉, 교
육적 의미에서 Weber는 학의 강단을 배경으로 하여 교수자가 학생들에
게 자신의 가치입장을 풀어내고 설득하는 입장에 서지 않아야 한다고 주
장한다. 이는 교수자가 가진 권위와 힘을 바탕으로 학생들의 진리 탐구를 
가로막는 것이기 때문이다. 즉, 가치판단에 있어서 옳고 그름은 밝혀질 수 
없으며 이 점에서 교수자는 학생에게 자신의 가치판단을 강요하지 않아야 
하며, 불가피하게 가치판단을 언급할 때조차 이것이 하나의 의견이며 사실
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말한다. 

이러한 가치중립성에 관한 Weber의 생각은 오늘날 가치교육 및 가치논



의에서 가장 기본적인 아이디어로 기능해왔다. 즉, 이미 살펴본 것처럼 가
치명료화 접근이나 가치분석의 접근은 기본적으로는 교수자가 학습자에게 
특정한 가치를 옳은 것으로 전달하는 형태의 가치주입 및 교화 형태의 가
치교육에 해 반발하는 과정에서 등장한 가치교육 방법이다. 교육은 개인
의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는 가치중립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기본 전제는 
분명 Weber의 아이디어와 일치한다. 

하지만 Weber가 주장과 사실을 구분한 것은 가치주입과 교화를 반 하
는 것 이상으로 가치교육에 중요한 함의를 지니고 있다. Weber는 가치와 
사실을 구분함으로써 주어진 문제 상황에서 우리가 수용할 수밖에 없는 
사실부터 확인하고자 했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과의 면은 우리 내면의 
관점을 드러내고 이 사태를 해석하여 어떤 부분이 문제인지를 드러낸다. 
이것은 바로 이 ‘가치사실’이 우리를 가치문제로 끌어당기는 촉매의 역할
을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연구의 가치중립성을 주장했던 Weber는 적어
도 문제를 발견하고 가설을 형성해가는 맥락에서 가치연관이 불가피함을 
지적한다(김용학·장덕진, 1995). 즉, 사실 자체는 가치중립적이지만 그러한 
사실을 직면할 때 각 개인이 갖게 되는 의미는 가치함축적이다. 이는 가치
성찰의 문제를 해결할 단초를 보여준다. 즉, 우리는 굳이 가치주장을 제시
하지 않더라도 다양한 가치 관련 사실들을 학생들에게 제시함으로써 그 
사실에 한 학생들의 참된 가치입장을 이끌어낼 수 있다. 이것은 가치 상
황에 한 학생들의 진정성 있는 초기 입장으로서 가치 논의를 시작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다. 

② 가치판단의 사회적 조건으로서의 ‘가치사실’
Weber의 주장을 통해 가치 주장과 ‘가치사실’이 분리되며 이 점에서 

‘가치사실’이 가치 주장과는 다른 사실의 영역에 속한다는 점은 분명해졌
다. 이러한 ‘가치사실’은 우리가 특정한 입장을 선택할 때 고려해야 할 객
관적인 사실이다(Weber, 1917: 139). 그래서 이러한 ‘가치사실’은 가치문
제를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 사실로서 우리가 가치판단을 내릴 때 우리
의 선택을 제약하는 조건으로 작용한다. 



이러한 ‘가치사실’의 의미는 Weber의 가치합리적 행위를 통해 잘 드러
난다. Weber는 가치합리적 행위에 해 “궁극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데 
있어서 이러한 가치를 추구하는 자기에 한 의식이 분명해야 하며, 궁극
적 가치에 도달하기까지의 과정에 해 일관성 있고 계획성 있는 정향을 
가져야 한다”(Elster, 2000: 55)고 말한다. 하지만 이렇게 가치지향성이 분
명함에도 불구하고 Weber가 말하는 가치합리적 행위는 일반적으로 생각
되는 정서적인 행동 즉, 감정적인 행위와 다르다. 즉, 감정에 따르는 물불
가리지 않는 행위는 가치합리적 행위가 될 수 없다. 가치합리적 행위에서 
강조되어야 할 것은 가치지향성이 아니라 이러한 가치를 추구하는 과정에
서 고려해야 할 객관적인 조건에 한 충실한 검토라고 할 수 있다. 감정
적인 개인은 문자 그 로 그 순간의 열정에 사로잡혀 위험한 행위가 초래
하는 비용을 무시할 지도 모르지만, 가치합리적인 개인은 그 비용을 완전
히 알고 있는 상태에서 그러한 열정이 자신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게 내버
려두지는 않는다(Elster, 2000: 55). 이 점에서 Weber가 가치 선택을 둘
러싸고 그 가치 선택에 앞서 존재하는 다양한 사회적 조건은 물론, 그러한 
가치 선택에 수반되는 다양한 비용과 결과들을 객관적인 사실로서 직시하
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Weber가 말하는 사회적 조건에는 우리 사회의 제도를 구성하고 
있는 기본 이념이나 가치 토 까지 포함된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가장 본질적인 특징에 국한해서 말하면 이들 저술에서 베버의 입장은 
우리가 경험하는 세계는 다른, 심지어는 극단적으로 반 되는 “삶의 질서” 
또는 “가치 영역”들로 분열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삶의 질서나 가치 
영역들은 그들 나름의 내적 원칙에 따라 구성되었고, 법칙적인 성격을 띠
며, 자율적인 원칙에 따라 작동하는 것이다. ... 우리는 그러한 질서와 영역
이 우리에게 자율적인 목적과 분명한 수단을 부과하고 있으며, 이러한 요
구조건에 의해 우리 자신이 구속받고 있음을 알게 된다. 우리는 또한 우리 
자신이 그 질서들 사이에서 선택을 강요받고 있음을 알게 된다.”(Scaff, 
2000: 163). 



예를 들어 우리 사회가 민주주의의 이념에 기반하고 있으며 이를 지향
하고 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에 따라 우리 사회에서 자
유와 평등이 소중하게 여겨지고 있으며 이를 무시하는 행동에 해서는 
여러 가지 법적, 사회적 제재가 행해진다. 이런 것들은 모두 중요한 사회
적 조건으로서 ‘가치사실’에 해당한다. 이처럼 이념을 비롯한 우리 사회의 
여러 객관적 조건을 무시한 채 우리가 어떤 가치판단을 내리고 있다면 이
러한 가치판단은 적어도 Weber적 의미에서는 합리적이라고 말할 수 없
다. 

실제 Weber는 이렇게 사회적 조건으로서 객관적 사실을 직시하는 가운
데 가치판단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스스로의 글을 통해 모범적으로 보여준
다. Turner(2000: 24-29)는 Weber의 두 직업 논문(직업으로서의 정치와 
직업으로서의 학문)을 표적인 사례로 제시한다. 즉, 두 논문에서 Weber
는 정치와 학문의 윤리적 의의를 논의하기에 앞서 그러한 행위를 둘러싼 
역사적 배경과 사회적 제약 등을 상세하게 다룬다. 그리고 이렇게 현실적
인 부분을 확고하게 난 이후에야 바로 가치선택지로서 진지한 안에 
해 논의한다. Weber가 보기에 정치와 학문을 둘러싼 다양한 가치 주장을 
펼치는 것은 개인의 자유이지만 이러한 가치 주장이 학문적으로나 사회적
으로 의미가 있기 위해서는 먼저 이를 둘러싼 다양한 사회적 조건과 제약
에 해 이야기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 펼쳐지는 가치 주장들은 객관적인 
조건을 외면하는 공상이나 상상에 불과한 것으로 가치판단으로서의 의미
를 지닐 수 없다. 

이처럼 Weber가 가치판단의 사회적 조건으로서 ‘가치사실’이 갖는 중요
성을 강조하는 것은 현재의 가치교육 논의에도 큰 시사점을 준다. 즉, 지
금까지 가치교육 논의에서 많은 사람들이 가르쳐야 한다고 강조했던 자유, 
평등, 인간 존중과 같은 사회적 기본가치들은 부분 사실이라기보다는 가
치로 생각되었다. 이것은 가치교육의 장에서 벌어지는 가치논의들의 결론
을 미리 정해놓은 것으로 가치논의 자체를 협소화시킬 뿐 아니라 정작 그
러한 기본가치들에 한 진정한 존중도 이끌어내기 어렵다는 점에서 문제
가 있다. 반면 ‘가치사실’ 중심 접근은 이러한 기본가치나 우리 사회의 지



향을 우리가 도달할 가치가 아니라 하나의 사회적 조건이라는 점에서 사
실로 다루고 이해한다. 이것은 우리 사회가 어떤 가치 토  위에 서있는
지, 그러한 가치에 한 우리 사회의 헌신이 어떠한지에 한 사실을 의미
한다. 예를 들어 자유와 평등과 같은 가치가 헌법을 비롯한 제도 속에 어
떻게 구현되어 있는지, 자유와 평등에 한 헌신이 어떤 사회적, 역사적 
맥락 속에서 형성되어 왔는가 하는 사실이다. 이러한 사실에 한 이해는 
각 개인이 자신이 추구하는 가치를 사회 속에서 실현하기 위한 실질적인 
토 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즉, 각 개인은 사회적 기본가치를 
있는 그 로 수용할 것을 강요받지는 않는다. 하지만 사회적 기본가치를 
둘러싼 일반적인 사실을 이해함으로써 자신의 생각이 사회적으로 어떤 평
가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하게 된다. 이것은 적어도 개인의 가치 주
장이 사회적으로는 공적 정당화의 맥락에서 이뤄질 것임을 예상하게 한다. 
또한 이런 사실을 인지한 개인은 자신의 가치판단을 바꾸지는 않더라도 
적어도 공적으로 드러나는 가치행동은 변화시키려고 노력할 수 있다. 이는 
그가 시민으로서 갖는 최소한의 책임에 해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
한다. 

③ 가치판단을 내리는 관점으로서의 ‘가치사실’
우리가 가치판단을 내리는 데 있어서 사회적 조건으로서 ‘가치사실’을 

고려하는 것은 분명 중요하다. 하지만 결국에 그러한 조건을 통해서 우리
가 가치결정을 내리는 결정적 순간에 필요한 것은 결국 가치에 한 우리
의 관점이라고 할 수 있다. ‘가치사실’에 주목하자는 논의는 이러한 관점
의 중요성을 무시하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다. 왜냐하면 흔히 우리의 다양
한 관점은 가치를 함축하는 주장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관점들 역시 사실의 차원에서 ‘가치사실’로 접근
할 수 있다. 즉, ‘가치사실’에는 다양한 평가와 관점에 관한 사실들이 포함
된다. 

보다 자세히 말하자면 우리 사회에 사람들의 다양한 평가와 관점이 존
재한다는 것은 엄연한 사실이다. 일단 무엇보다도 각 개인은 자신이 취하



고 있는 관점을 사실적 측면에서 확인할 필요가 있다. Weber에 따르면 
우리가 가치문제에 직면하여 어떤 판단을 내리거나 어떤 입장을 표명할 
때 이러한 특정한 판단이나 입장에 해서는 궁극적으로는 학문적 정당화
가 불가능하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우리는 가치에 관련된 논의를 이어
갈 수 있는데 그 중요한 측면이 바로 내가 내리고 있는 가치판단이나 가
치입장의 궁극적인 의미를 밝혀내는 것이다. 사실 미숙한 학생들뿐만 아니
라 많은 사회적 논쟁에서도 진영논리나 감정적인 판단과 같은 이유로 인
해 자신의 주장이 정확히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어떤 가치를 함축하고 있
는지를 정확히 알지 못하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 있다. 즉, 
Weber는 가치와 관련된 이러한 논의에서 개별 가치주장들이 갖고 있는 
의미를 더 명확하게 밝혀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한 것이다. 

다양한 개인은 다양한 가치함축적 관점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관점에
서는 내가 보지 못하는 세상의 새로운 면들이 인식되고 있다. 즉, 가치토
론과 같은 형태를 통해 우리는 사회에 존재하는 다양한 관점에 한 사실, 
그러한 관점에서 바라볼 때 문제와 안이 어떻게 이해되고 평가될 수 있
는가에 한 사실을 다루게 된다. 이것은 실제 우리 사회 구성원들의 가치 
지도를 그리고, 그 지도 위에 내 입장을 위치시키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
다. 이러한 작업은 실제 나의 관점을 더욱 명료하게 만드는 데도 도움을 
준다. 

이처럼 ‘가치사실’ 중심 접근에서 우리 사회에 다양한 관점이 존재한다
는 사실을 고려하는 것, 그리고 그러한 다양한 관점과의 조우를 통해 자신
의 관점을 더욱 명료하게 하는 것은 앞서 논의한 가치명료화 접근이나 가
치분석 접근과 분명하게 다른 부분이다. 가치명료화에서 학생들은 스스로
의 가치 입장을 명료하게 하기 위해 자신의 내면을 탐색했다. 가치분석에
서 학생들은 가치준거에 의존하는 가치원리에 따라 자신의 가치 입장과 
판단을 일치시키기 위해 노력한다. 이런 것들은 Weber의 입장에서 보더
라도 자신의 가치 입장을 찾아내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이 두 가지 가치교육 방안은 Weber가 말하는 가치토론의 측면
을 결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즉, 가치와 관련된 입장이나 판



단을 내림에 있어서 우리는 그러한 입장이나 판단이 함축하고 있는 궁극
적인 측면으로 나아가기 위해 더 많은 작업이 필요하다. Weber가 제시하
는 하나의 방안은 바로 다른 가치 입장과의 토론이다. Weber는 경험과학
에서 실천적 문제에 한 각자의 궁극적 입장을 밝혀내는데 가치에 관한 
토론이 도움이 될 수 있음을 지적한다. Weber는 가치토론의 본래 목적이 
자신의 입장과는 다른 상 방의 진정한 가치판단의 입장이 무엇인지를 규
명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한다(Weber, 1917: 144). 즉, 가치토론을 통해 정
확히 자신과 상 방이 추구하는 목적이 어떻게 다른지 그 의미를 이해하
고 이를 더 분명하게 표명하고 드러내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즉, 가치명료화 접근처럼 단순히 내 자신의 내면만을 탐색하는 것으로는 
자신의 가치 입장이 갖는 더 깊은 의미를 완전하게 파악하기 어렵다. 특히 
자신의 선입견이나 오해가 자신이 보는 것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를 알 수 없을 것이다(Thelen, 1987: 215). 또한 가치분석 접근처럼 가치
원리에 따른 논리적 결론을 도출하는 것은 내적 타당성만을 확보할 뿐이
다. 즉, 나와 다른 가치원리에 기반한 타자에게 나의 가치 입장을 설명하
고 타당성을 주장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외적 타당성을 확보할 
수 없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나와 다른 입장을 가진 사람과의 토론을 통해 
그 사람의 주장이 함축하는 바를 이해하게 된다. 하지만 그 이상으로 나와 
다른 주장과의 조우는 내 주장이 갖고 있는 함축을 더욱 분명하게 해준다. 
Weber는 바로 이 지점을 지적하는 것이다. 

2) 가치와 사실의 엮임을 통한 심화된 가치탐구 지향

Weber의 논의를 통해 드러난 ‘가치사실’의 의미는 분명 가치교육에 있
어서 가치논의를 발전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다. 특히 가치의 문제와 사실
의 문제를 엄격히 구별하고, 가치 선택을 제약하는 사회적 조건을 분명히 
하여 각자의 관점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것만으로도 개인의 진정성 있는 
가치 선택과 결단을 도울 수 있는 가치교육이 가능할 수 있다. 하지만 
Weber가 말하는 ‘가치사실’은 우리가 안적 가치교육 방안에 관해 논의



하면서 필요로 하는 또다른 요소 즉, 서로 다른 가치 입장을 지닌 사람들 
간의 가치갈등 문제에 관해서는 적절한 해결책이 되기 어렵다. 이미 언급
한 것처럼 안적 가치교육에서는 바로 이러한 가치갈등을 해결할 수 있
는 개개인의 역량을 기르는 것 역시 중요한 요소이다. 하지만 Weber가 
말한 ‘가치사실’을 통해 각자의 관점이 명료화되었을 때 만약 이러한 관점
이 근본적인 갈등 관계에 놓여 있다면 이러한 갈등 해결을 위한 요소는 
적어도 Weber의 이론 내에서는 찾기 힘들다. 사실상 Weber는 가치갈등
의 문제에 해서 객관적으로 옳은 해결이 불가능하다고 믿었다. 특히 사
회에서 일어나는 가치갈등에 해 Weber는 공중들의 논의를 통해 이러한 
가치갈등을 해결하고 올바른 방향을 결정할 수 있는 가능성에 해서도 
회의적이었다. 이것은 결국 Weber가 민주주의에 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지 않은 이유와도 관련된다. 

이런 점에서 ‘가치사실’ 중심 접근은 ‘가치사실’의 의미에 Weber의 아이
디어를 담아내면서도 여기에서 더 나아가 서로 다른 가치입장들 간의 가
치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은 사실과 
가치의 특징에 한 이해와 그것이 구속하는 조건에 한 철저한 이해는 
수용하되 그러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가치갈등에 있어서 Weber와 같이 회
의적인 태도를 취하지 않을 수 있는 가능성을 말한다. 이것은 가치문제에 

하여 근본적인 가치의 충돌이라는 말을 통해 가치갈등의 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르다고만 보이는 두 입장 사이에
서 더 깊은 의미에서 공유할 수 있는 부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부
분, 그래서 합의할 수 있는 부분을 늘려가는 작업을 말한다. 즉, 가치문제
를 둘러싼 더 깊고 넓은 논의의 가능성을 제시하는 것, 우리는 이 어려운 
작업에 한 해결의 단초를 현  분석철학의 논의에서 사실과 가치의 문
제를 다루는 Putnam 등의 저작을 통해 발견할 수 있다.

① 사실과 가치의 관련성
앞서 가치명료화 접근과 가치분석의 접근에 한 논의 과정에서도 드러

난 것처럼 가치교육에 관한 기존의 논의는 사실과 가치의 문제를 다루는 



분석철학의 논의와 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Putnam(2002: 37-47)에 따
르면 논리실증주의로 변되는 분석철학의 논의는 사실상 ‘사실에서 당위
가 추론될 수 없다.’는 흄의 논의를 출발점으로 하고 있다. 즉, 이러한 흄
의 명제를 바탕으로 가치에 관한 객관적 논의의 가능성 자체를 부정했던 
이모우티비즘은 사실상 가치명료화 접근과 같은 가치교육을 함축하고 있
었다. 한편 이러한 이모우티비즘과 달리 가치원리를 중심으로 사실을 근거
로 하여 합리화 가능한 가치주장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Hare의 입장은 
가치교육에서는 가치분석 접근으로 이어졌다. 하지만 이 두 입장 모두 사
실과 가치가 근본적으로 구분되고, 가치문제에 한 논의 과정에서 각각이 
별개로 다루어져야 한다는 전제에 기반하고 있다는 점은 동일하다(길병휘, 
1996: 178). 즉, 이 두 입장 역시 크게 보면 앞서 Weber의 사실/가치 구
분에서 크게 벗어나 있지 않은 것이다. 

하지만 현 에 이르러 분석철학에 한 다양한 비판들이 쏟아지면서 사
실과 가치의 구분, 사실과 가치의 이분법을 문제시하는 여러 가지 주장들
이 제시되고 있다. 이들의 기본적인 입장은 기존에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
는 것과 달리 사실과 가치는 그렇게 간단히 구분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가
치와 사실은 실제로 많은 면에서 얽혀 있으며 각각은 서로를 전제한다. 만
약 이러한 주장이 사실이라면 기존에 가치와 관련된 논의는 물론이고 가
치교육에 한 접근은 많은 부분 새롭게 정립되는 것이 불가피하다. 왜냐
하면 그동안 우리의 논의가 가치의 문제와 사실의 문제를 분리하고, 각 영
역의 특수성에 국한하여 논의를 진행해왔다면 새로운 주장은 가치와 사실
의 연결가능성에 주목하고 서로의 관점에서 각각에 한 더 폭넓고 깊이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먼
저 사실과 가치가 얽혀 있다는 주장의 성립 가능성에 해 검토해볼 필요
가 있다. 이러한 검토는 두 가지 측면에서 이뤄진다. 하나는 사실의 측면
에서 가치의 연루에 해서 검토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가치의 측면에
서 사실의 연루에 해 검토하는 것이다. 

② 사실의 가치함축성



먼저 사실의 측면에서 말하자면 사실은 가치함축적이다. 이는 사실 판단
에 가치판단이 전제되어 있음을 뜻한다. 사실상 이러한 주장은 아주 새로
운 것은 아니다. 가치가 사실에 영향을 준다는 것, 즉, 특정한 가치 입장
을 가진다는 것이 사실의 인식이나 객관적인 결과의 도출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생각은 비교적 오랜 연원을 가지고 있으며, 정도의 차이가 있을지
언정 널리 인정되는 부분이기도 하다. 어떤 면에서 보면 앞서 사실과 가치
를 엄격하게 구분하면서 연구자의 가치 입장이 연구 결과로서의 사실에 
미치는 영향을 차단하고자 했던 Weber의 노력은 오히려 가치가 사실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 또한 
Weber 역시 적어도 연구문제를 선택하는 과정에서 연구자의 가치 입장이 
필연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말하고 있다는 점은 의미심장하다. 예를 
들어 평등주의적 신념을 가진 사람이라면 다른 사람에 비해 사회 불평등
의 문제를 탐구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넓게 보면 학문의 
가치중립성을 주장하고 연구자의 가치입장이 연구결과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Weber의 생각은 정확히 특정한 가치 입장을 전제하는 것이다. 
즉, Weber는 넓은 의미에서 볼 때 과학자는 과학적 진리에 헌신해야 하
며, 결과를 왜곡해서는 안 된다는 가치입장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즉, 
Weber의 모습이 잘 보여주듯이 우리가 가장 실증주의적 입장을 취한다고 
하더라도 가치가 사실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부인하기는 어렵다
(Putnam, 2002: 113).

더욱이 Williams, Putnam 등을 비롯한 현  분석철학의 논의에서 볼 
때 사실이 가치함축적이라는 주장은 Weber의 논의 수준을 넘어선다. 즉, 
가치판단이 사실 판단에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은 보다 근본적인 수준에서 
이해될 필요가 있다. 이것은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첫째, 우리의 문화나 가치는 그 속에서 형성되는 개념을 통해 사실의 지
각이나 판단에 영향을 준다. 즉, 사실상 모든 지각에는 개념이 개입하고 
있으며, 이러한 개념이 우리의 문화나 가치에 영향을 받고 있다는 점은 사
실의 가치의존성에 한 강력한 증거가 된다. 일반적으로 우리의 지각이 
개념의존적이라는 것은 널리 인정되고 있다. 예를 들어 빨간색이나 노란색



과 같은 색상의 지각조차도 단순히 눈이라는 기관의 감각 전달로만 이뤄
지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정보를 통해 색깔을 구분해낼 수 있는 색상에 

한 개념이 전제되어야 한다. 즉, 개념은 사실상 우리가 어떤 상을 지
각할 때 그에 선행하여 작동하고 있으며 이는 사실에 한 파악이 우리가 
갖고 있는 개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 때 개념은 많은 부
분 사회와 문화의 영향을 받는다. 즉, 우리는 문화에 따라 다른 사실에 주
목하고, 그래서 동일한 사태에 해서도 다르게 기술한다. 예를 들어 가구
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 문화에 사는 사람들이 기술하는 실내의 모습과 
가구가 존재하는 문화권에 사는 사람들이 기술하는 실내의 모습은 전혀 
다를 것이다(Putnam, 1981: 231). 

이처럼 문화나 가치가 개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은 가치관이 다
른 입장들 사이에서 동일한 어휘가 다르게 이해될 수 있다는 점으로도 이
해할 수 있다. Putnam은 극단적 벤담주의자의 사례를 통해 일반적인 윤
리적 견해를 가진 사람들과 그들의 차이가 단순히 가치관의 차이만을 의
미하지 않는다는 것을 지적한다(Putnam, 1981: 236). 즉, 최  다수의 최

 만족을 위해 때로는 거짓말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하는 극단적인 
벤담주의자들에게 있어서 ‘정직하지 못함’의 의미는 일반적인 견해에서 경
멸적으로 바라보는 ‘정직하지 못함’의 의미와 다를 것이다. 시간이 흐를수
록 그러한 의미의 차이는 커질 것이고, 동일한 현상을 기술할 때 근거로 
삼는 기술적 원천이 달라지게 될 것이다. 결과적으로 그들과 우리는 다른 
언어를 사용하게 될 것이고 그들이 사는 세계와 우리가 사는 세계는 전혀 
이질적인 것이 될 수 있다. 즉, 인간에 관계되는 거의 모든 상황에서 사실
에 한 우리의 기술이 그들의 것과 상이해질 것이다. 이는 보다 근본적인 
수준에서 가치판단이 사실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잘 보여준다. 

둘째, 이처럼 개념 그 자체가 문화의존적이고 가치의존적이라고 한다면 
Weber가 말하듯이 연구자가 취하는 가치 입장이 연구 결과에 영향을 주
지 않도록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즉, 가장 실증주의적인 의미에서 
과학적 탐구 절차를 따르는 연구라고 하더라도 그 안에는 연구할 개념이
나 유형의 분류가 포함되기 마련이고, 이러한 개념이 가치함축적이라면 이



를 통해 도출된 결론 역시 가치와 무관하다고 말할 수 없기 때문이다. 
Gorski(2013: 546-547)는 Weber 자신의 연구를 예를 들어 이 점을 설명
한다. 즉, Weber의 4가지 행위 유형은 결국 동기나 성향보다는 ‘행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 그리고 전통적이거나 습관적인 행위보다는 가치 
목적을 추구하고 그에 이르는 효과적인 수단을 중시하는 것 등은 이러한 
유형 도식이 Kant 윤리에 기반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한다. 그리고 
이러한 철학적 관점 자체는 결국 특정한 결과를 발견하는 쪽으로 영향을 
주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Weber는 개신교가 가톨릭보다 합리적이라는 결
론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다. 

셋째, Popper에서 Kuhn을 거쳐 Feyerabend에 이르는 현  과학철학
에서의 논의는 엄 하고 객관적이라고 여겨지는 과학적 사실이나 진리조
차도 사회제도나 문화의 하나일 뿐임을 잘 보여준다(Hughes & 
Sharrock, 1999: 143). 역사 속에서 수많은 과학적 사실이나 진리는 사
실상 그 공동체에 근거한 사회제도나 문화의 영향에 따라 결정되어 왔다. 
즉, 과학적 이론의 수용이나 유지, 기각은 결국 그 사회의 사회적, 정치적, 
도덕적 태도에 의해 결정되어 왔다. 특히 잘 알려진 것처럼 어떤 과학 이
론의 채택은 근본적으로 세계의 사실들에 의해 결정되지 않는다. 즉, 현재 
드러난 세계의 사실들을 설명하는 둘 이상의 경쟁하는 이론들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과학자들은 선택에 직면하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선택의 상황에
서 체로 어떤 다른 ‘기준’에 호소할 수밖에 없다. 그것은 바로 합리적 
수용가능성에 한 우리의 기준일 것이다. 이러한 기준은 보통 정합성, 기
능적 단순성과 같은 ‘인식적 가치’인데 문제는 어떤 것이 더 인식적으로 
가치 있는가에 한 합의는 존재하지 않는다. 결국 그것은 근본적 가치가 
함축된 가정에서 비롯된 선호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객관적이라고 
여겨지는 과학적 탐구의 결과조차도 이론함축적이고 가치함축적이라는 것
이 드러난다.  

③ 가치의 사실함축성
다음으로 가치의 측면에서 보면 가치 역시 사실함축적이다. 이것은 우리



가 일반적으로 받아들이는 ‘가치’ 개념 역시 사실과 엄격하게 구분되는 것
은 아니며 다양한 양상과 측면, 수준에서 사실과 엮여 있음을 의미한다. 
이 때 사실은 객관적인 확인가능성과 연결되어 있다. 즉, Putnam에게 가
치가 사실함축적이라는 것은 모든 가치판단에는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
는 부분이 있으며, 그래서 어떤 가치판단을 단순히 주관적인 것으로, 객관
적인 근거가 없는 것으로 배척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것은 Putnam 본인
이 강하게 비판하고 있는 Rorty와의 결정적인 차이점이다. 즉, Rorty는 
물자체나 본유적 본성과 같은 전통적인 형이상학적 개념을 거부하면서 객
관성 개념 자체를 포기한다. 하지만 Putnam은 형이상학적 토 를 전제하
지 않고서도 우리의 가치평가에서 보증되는 부분, 즉 객관적인 부분이 존
재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한 Putnam의 근거는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의 가치판단이 객관적이고 사실적인 것에 영향을 받는다는 점
은 우리의 가장 일상적인 사적 경험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즉, 우리
가 가진 가치판단의 많은 부분이 우리의 경험에 기원하는 것임을 감안할 
때 사실의 변경이 우리의 가치판단에 변화를 주게 된다는 것은 지극히 상
식적인 일이다. 즉,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다양한 새로운 사실을 마주하
면서 기존에 자신이 갖고 있던 가치관을 수정해야 할 필요성에 직면하기
도 하고 숙고를 통해 새로운 가치를 향해 나아가는 지속적인 경험을 하고 
있다. 즉, 우리의 가치판단은 우리를 둘러싼 세계에 한 객관적인 이해에 
근거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Putnam은 Dewey를 인용하면서 어떤 것이 가치 있다는 판단은 
단순히 한 개인이 주관적으로 좋다고 느끼는 경험만을 요구하는 것이 아
니라 ‘비판’, ‘감정’이라는 활동을 요구한다고 지적한다. 이러한 비판과 감
정은 지적 반성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증되는 판단을 보장한다(Putnam, 
2002: 165-187). 즉, 탐구 일반에 유효한 몇 가지 특성 예를 들어 질문이
나 반론을 금지하지 않는 것, 가설에 한 비판을 가로막지 않는 것, 실험
이나 면 한 분석과 관찰을 수행하는 것과 같은 것이 있으며 이를 통해 
가치판단에도 객관적이라는 속성을 부여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런 속성을 
충족시키지 못할 때 우리는 그러한 가치판단을 신뢰하지 않을 수 있다. 



즉, 지적 반성을 둘러싼 객관적인 요소는 가치판단의 중요한 구성 요소인 
것이다. 

둘째, 사실/가치 이분법의 반례로서 가치와 사실이 엮여 있고 다양한 가
치용어에 사실적인 측면이 있음을 잘 보여주는 것은 바로 두터운 윤리적 
개념(thick ethical concept)이다(Putnam, 2002: pp 69-84). 윤리학에서
는 다양한 가치평가 용어를 사실적 내용 확인과의 관련성 정도에 따라 그
러한 관련성이 큰 것을 두터운(thick) 윤리적 개념으로, 관련성이 작은 것
을 엷은(thin) 윤리적 개념으로 구분한다. 예를 들어 ‘옳다(right)’라는 개
념은 어떤 사실적인 확인과 큰 관련성이 없는 추상적 가치판단에 가깝다
는 점에서 엷은 윤리적 개념으로 볼 수 있는 반면 ‘잔인한’, ‘용감한’, ‘관

한’, ‘냉정한’ 등과 같은 개념들은 분명 옳고 그름 또는 좋고 나쁨에 
한 관념을 담고 있으면서도 특정한 내용을 기술한다는 점에서 사실적 요
소를 담고 있다. 바로 이러한 개념들이 두터운 윤리적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Putnam의 예를 따른다면(Putnam, 2002: 70) ‘잔인한’이라는 표현
은 분명 그 용어가 지시하는 상에 한 어떤 부정적인 평가를 표현한다
는 점에서 가치진술로서의 성격을 지니지만 여기에는 이 용어(나 동의어)
가 아니면 말하기 어려운 기술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이처럼 두터운 윤
리적 개념은 사실상 많은 가치용어와 이를 사용한 가치판단에 사실적인 
요소가 엮여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특히 우리 주변에서 이뤄지는 다수의 
가치판단이 엷은 개념보다는 두터운 개념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사실상 우리의 가치판단은 경험적으로 확인하고 조사될 수 있는 것이
다. 

정리하자면 Weber 이래로 가치와 사실의 엄격한 구분은 사실상 두 영
역에 한 보다 자세한 검토를 불가능하게 기능해왔다. 한편으로 우리는 
사실의 문제가 가치와 별개의 것으로 생각하고 사실 자체에만 주목함으로
써 현실의 문제에 한 해결책을 내릴 수 있다고 생각했다. 다른 한편으로 
우리는 가치의 문제는 결국 개인의 결단의 문제일 뿐이기 때문에 여기에 

해서는 어떤 공적 논의나 깊이 있는 탐구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다. 즉, 
Putnam의 논의는 결국 이러한 생각들이 사실과 가치 양 쪽의 왜곡을 가



져왔음을 지적하는 것이다. 그래서 사실과 가치가 엮여 있음을 밝히는 것
은 이러한 가치와 사실의 엄격한 분리에서 비롯되는 교착관계를 깨뜨리는 
동시에 현재의 ‘가치사실’의 의미에 있어서 중요한 통찰을 제공해준다. 

즉, 우리는 가치와 사실 양 측에서 모두 ‘가치사실’에 해당하는 것들에 
해 더 조사할 수 있다. 즉, 우리가 개인적 판단의 영역이라고 방치했던 

가치의 영역 속에는 충분히 공적으로 확인될 수 있는 사실의 요소들이 존
재한다. 예를 들어 순수하게 개인적인 가치판단이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판
단이 그 개인에게 갖는 진정한 의미는 사용하는 가치용어의 뜻, 그러한 용
어와 연결된 개인적 맥락 등에 비추어 판단되어야 한다. 이러한 것은 분명 
하나의 ‘가치사실’로 확인될 수 있는 것이며 이를 통해 그 개인의 가치판
단이 타자에게 이해될 수 있는 가능성이 넓어진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사
실의 영역이라고 생각했던 것 속에도 다양한 가치적 요소들이 개입되어 
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어떤 가치판단을 내리는 데 있어서 특정한 사실을 
근거로 들었다고 하면 우리는 먼저 그러한 사실에 주목하게 된 원인부터 
살펴보아야 한다. 사실의 선택에는 이미 우리의 관점이 반영되어 있을 가
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러한 관점은 분명 하나의 ‘가치사실’로 
존재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관점으로서 ‘가치사실’이 함께 제시될 때 
우리가 어떤 가치판단을 주장하는 의미는 보다 분명하고 풍부하게 이해될 
수 있다. 

이러한 이해는 우리가 근본적인 가치관의 충돌이라고 부르는 가치갈등
의 상황에 해 희망을 갖게 한다. 실상 앞서 가치분석 접근의 기반이 되
었던 Hare 등의 논의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으로 가치갈등이나 가치불일치
에 해서는 해결할 수 없다는 회의주의는 우리 사회에 뿌리 깊게 남아 
있다. 즉, 사회적 논의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가치 입장이 다를 경우 가
치갈등은 결국 서로의 차이만 확인할 뿐 둘 사이의 어떤 합의도 불가능하
다는 것이다. 하지만 Putnam의 논의를 따른다면, 우리는 현상적으로 갈
등하는 것으로 보이는 각자의 가치주장과 각자의 주장을 정당화하기 위해 
제시하는 사실 근거를 앞에 두고 더 깊이 있는 탐구로 나아갈 수 있다. 그
러한 탐구는 더 많은 ‘가치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며 이를 통



해 우리가 합의할 수 있는 가능성은 더 커지게 된다. 

3) 문제 발생의 계기 및 문제 해결의 실용적 근거 제공

지금까지의 논의를 통해 ‘가치사실’은 일반적인 주장과 구분되는 사회적 
조건으로서 나의 관점을 명료화시킬 수 있다. 또한 나와 타자가 갖고 있는 
가치와 사실 각각에 해 보다 깊이 있는 탐구를 가능하게 하여 더 넓은 
공통의 기반을 찾도록 한다. 하지만 이러한 논의를 통해서도 우리는 여전
히 ‘가치사실’ 중심의 접근이 궁극적으로 가치성찰 문제에 한 해결책이 
될 수 있는가에 한 의구심을 가질 수 있다. 특히 기존에 수많은 논자들
은 가치명료화 접근이나 가치분석 접근을 인지중심적 가치교육으로 규정
하면서 이러한 접근이 사실상 가치교육으로서 효과적이지 않다는 비판을 
제기해왔다. 물론 그러한 비판이 가치의 주입이나 교화의 형태로 이어지는 
보수적인 형태의 인성교육으로 귀결되었음은 이미 설명하였다. 하지만 같
은 맥락에서 ‘가치사실’이라는 것이 단지 사실이라면 이것이 어떻게 가치
에 한 참된 존중을 갖게 하는 계기가 될 수 있는가에 한 문제는 여전
히 해결되지 않고 남아 있다. 본 연구자는 이러한 가치성찰을 위한 ‘가치
사실’의 기능을 Dewey의 문제 해결 과정을 통해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
한다. 

Dewey는 사회 전 방면에 걸쳐 방 하고도 깊이 있는 저술을 남겼지만 
잘 알려진 것처럼 그의 가장 큰 관심은 바로 교육에 있었다. 그는 오늘날
처럼 다원화된 사회에서 진정한 민주주의가 어떻게 가능할 수 있을지에 

해 고민했고, 이러한 민주주의를 가능하게 하는 공중의 형성을 위해 교
육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에 해 많은 아이디어를 제공했다. 특히 
Dewey는 교육을 개인의 이해관심의 확장을 통한 성장이자 문제 해결의 
과정으로 보았는데, 이는 현재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가치성찰에 있어서 
‘가치사실’의 내용과 역할이 어떤 것이어야 하는가에 해 중요한 시사점
을 줄 수 있다. 



① 개인의 이해관심을 불러일으키는 환경으로서 ‘가치사실’
Dewey의 교육을 개인의 성장으로 이해할 때 매우 중요한 개념 중 하나

가 바로 이해관심(interest)이라는 개념이다. 사실상 Dewey 이론가들은 
Dewey의 이해관심에 한 일반적인 오해를 바로잡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러한 노력의 핵심 중 하나는 이해관심(interest)이라는 개
념이 단순히 좁은 범위에서 개인의 즉흥적인 감각적 필요나 물질적인 이
익의 추구로만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었다. 이해관심
이라는 단어는 어원상으로도 ‘사이에 있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개인과 
사회, 개인과 환경 사이에 있는 것으로 이 둘을 연결시켜주는 개념이다. 
이해관심은 학생 내부에 내재된 본능이나 경향성 등의 힘을 교사가 목적
으로 하는 사회적 가치와 이어준다. 그리고 이때의 이어줌은 앞서 언어적 
교훈주의나 주입식 교육에서와 같은 강제적인 연결이 아니다. 당연한 이야
기지만 개인이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라는 점을 감안하면 개인의 욕
구 추구는 사회적 환경을 토 로 이뤄지기 마련이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개인은 자신이 원하는 바를 보다 잘 실현하기 위한 방법에 해 고민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이해관심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사실상 이해관심이라는 개념은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가치성찰
의 부족과 정반 에 있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교육에 있어서 학생들이 
교수자가 가르치고자 하는 개념이나 가치에 이미 이해관심을 갖고 있다면 
교육의 많은 어려움이 사라지리라는 것은 분명하다. 특히 우리가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여러 가치에 해 학생들이 이해관심을 갖고 
있다고 하면 가치에 한 참된 존중으로서 가치성찰을 이끌어내는 것은 
크게 어렵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우리의 핵심적인 문제는 학생들이 도
체 어떻게 이해관심을 가질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특히 개인이 자신의 
삶에서 쉽게 발견할 수 없고 그래서 말 그 로 무관심할 수 있는 다양한 
사회적 가치들에 해 어떻게 진지하게 고려하도록 할 수 있을까? 

Dewey(1916: 40-68)는 이해관심이라는 것을 개인의 내부에 있는 어떤 
본질적인 것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고 말한다. 물론 개인 내부에는 어떤 
본성이나 성향이 존재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본성이나 성향 자체는 이



해관심과는 다르다. 이것은 개인을 둘러싼 다양한 환경적 요인과 만나면서 
문제 사태의 발생으로 기술될 수 있으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는 과정
으로 들어가면서 비로소 이해관심이 된다. 그렇다면 결국 가치성찰의 부족 
상태에서 벗어나 최초의 이해관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개인
의 본성이나 성향을 조작하거나 아니면 환경을 조작해야 한다. 지금까지의 
논의는 분명 전자가 아니라 후자가 안적 가치교육의 선택지가 될 것임
을 함축한다. 즉, 개인의 본성이나 성향을 조작하는 것이 가치주입이나 교
화의 방식이라면 바로 환경을 조작하는 것이 ‘가치사실’을 통한 접근이라
고 할 수 있다. 

즉, 이해관심에 한 Dewey의 설명은 적어도 교육의 상황에서 학생들
을 상 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학습자를 둘러싼 환경의 조작이라는 
것을 알려준다. 그리고 이것의 목표는 바로 학생들로 하여금 문제 사태를 
인식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것은 그 자체로 ‘가치사실’의 중요한 내용으로 
이해될 필요가 있다. 즉, 우리가 가치성찰의 부족으로 부르는 많은 현상들
은 사실상 학생들의 문제의식 없음에서 비롯된다. 어떤 이유로든 지적인 
사고 없이 단순한 행동을 반복하는 과정에서 문제의식이라는 것은 생기기 
힘들다. 그리고 그러한 행위가 개인에게 익숙하고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편안한 것이라면 이 속에서 새로운 관심이나 그로 인한 변화는 나타나기 
힘들다. 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학생들에게 문제 사태로 인식될 수 
있는 환경적 조건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것은 어떤 면에서 학생들에게 익
숙하지 않은 사태이며, 때로는 불편한 사실이 될 것이다. 

예를 들어 주류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불편함 없이 살아가는 사람에게 
다양한 유형의 문화적 소수자의 삶의 행태와 이들이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제시한다고 생각해보자. 물론 이것은 하나의 ‘가치사실’로 제시
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소수자에 한 어떤 가치지향을 직접적으로 의도
하는 것은 아니어야 한다. 다만 이러한 ‘가치사실’을 통해 우리가 의도하
는 것은 이것을 보는 학생들이 자신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까지 인식
의 범위를 확장시키고 이를 자신의 가치틀 내에서 해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물론 이렇게 제시된 ‘가치사실’은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때로 불편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불편함은 적어도 평온한 익숙함을 깬
다는 의미에서, 그리고 각자가 갖고 있는 가치틀 내에서 하나의 문제로 인
식되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되어야 한다. 

이런 점에서 ‘가치사실’은 학생들에게 문제 사태를 인식하게 하는 다양
한 사태들을 포함한다. 이것은 개인이 익숙하게 경험해온 것들을 다른 관
점에서 인식하게 하는 것일 수도 있으며, 나와 전혀 다른 사람의 관점에 
직면하게 하는 것일 수도 있다. 또는 앞서 예로 든 것처럼 내가 인식하지 
못했던 다양한 문제 사태의 제시일 수도 있다. 이러한 제시 없이 단순히 
학생들이 가치에 한 이해관심을 만들 것이라고 내버려두는 것을 교육이
라고 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가치교육의 적극적인 역할은 학생들을 
특정한 가치 입장에 서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현재의 가치 입장을 
되돌아볼 수 있게 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환경 조성
의 많은 부분은 ‘가치사실’이 담당하게 될 것이다. 

② 문제 해결의 실용적 근거로서 ‘가치사실’
앞서 가치성찰의 부족이 가치갈등과 연결되어 있으며 가치성찰을 이끌

어내는 안적 가치교육은 이러한 가치갈등을 줄여나갈 수 있는 가능성을 
담보해야 한다는 것을 언급하였다. 물론 이미 우리는 Weber적 접근을 통
해 가치와 사실을 구분하였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사회적 조건을 인정
하는 가운데 스스로의 진정한 가치명료화로 나아갈 수 있었다. 또한 
Putnam의 논의는 우리가 인식하는 가치와 사실 각각에 한 더 깊이 있
는 탐구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가치에 해 논의할 수 있는 더 넓은 기반
을 제공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의 결과 서로 다른 개인이 궁극적인 가
치갈등의 상황에 마주하게 되었다면 이 때 가치교육은 어떤 것을 할 수 
있을까? 이와 관련하여 Dewey의 실용주의적 접근은 ‘가치사실’의 또다른 
요소를 잘 보여준다. 

가치와 관련하여 Dewey는 기본적으로 가치실재론을 거부한다. 이것은 
앞서 Dewey의 가치론이 가치명료화 접근의 토 가 되었던 배경이기도 했
다. 즉, Dewey에게 있어서 그 자체로 가치있는 것, 본래적으로 가치 있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Dewey(1939: 20-28)에게 가치란 그 자체로 가치 
있는 것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주체가 가치 있다고 판단하는 것에서부
터 가치가 생긴다. 즉, 다소 투박하게 표현하자면 Dewey에게 가치는 주관
적인 것이고, 그래서 주체인 개인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이다. 하지만 이렇
게 가치를 단순히 주관적인 것으로만 해석하게 되면 이것은 앞서 제기되
었던 상 주의에 한 수많은 반발을 피할 수 없고, 사회적으로 중요하게 
여겨지는 가치에 한 진지한 고려로 나아가기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Dewey는 가치실재론뿐만 아니라 가치를 전적으로 상 적인 것으로 보려
는 시도에도 반 했다. 먼저 Dewey는 개인이 좋다고 느낀다고 해서 그것
이 가치있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을 분명히 했다. 즉, 개인의 단순한 감
정 상태는 가치의 기준이 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정확히 가치있다는 것은 
무엇인가? Dewey는 앞서 언급한 문제 상황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
을 주는 것이 가치 있다고 보았다. 

이러한 Dewey의 접근은 잘 알려진 것처럼 정확히 실용주의적 접근이라
고 할 수 있다. 실용주의적 접근에서는 어떤 절 적인 가치를 상정하는 것
이 아니라 문제상황의 해결에 도움이 되는 수단이나 도구를 가치 있는 것
이라고 생각한다. 이것은 바로 가치교육을 가치라는 하나의 목적의 차원이 
아니라 ‘가치사실’이라는 수단이나 도구에 한 문제로 바라볼 수 있게 하
는 기반이 된다. 실상 우리는 기존의 가치교육의 과정에서 가치에 한 논
의를 목적에 한 것으로만 생각하여 수단에 한 고려를 등한시한 경향
이 있다. 그래서 가치에 한 이해만 이뤄지면 그것을 향한 나아감만이 중
요하다고 여겨지기도 한다. 이것은 사실상 개인 외부에 있는 어떤 목적으
로서의 가치 그 자체를 중요한 것으로 여기고 이에 한 수단의 선택을 
테크니컬한 문제로 보는 시각에서 비롯된다. 하지만 이것은 Dewey의 생
각과 전적으로 어긋난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Dewey에게는 외부의 절
적 목적이나 가치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 모든 것은 개인의 입장에서 
판단된다. 이 때 개인의 입장에서 판단된다는 것은 경제학적 표현을 빌리
면 개인이 그러한 목적을 추구할 때 포기하게 되는 것(비용)과 얻게 되는 
것(편익)의 비교에 의존한다. Dewey에게는 어떤 목적이든 그것을 달성하



기 위해 사용되어야 하는 수단의 관점에서 평가되어야 하고, 어떤 수단이
든 목적의 달성이라는 과정에서 그것의 효율성 측면에서 평가되어야 한다. 

이것은 우리가 근본적인 가치갈등이라고 칭했던 것에 해서도 새로운 
접근을 요청한다. 즉, 우리가 가치갈등을 목적의 수준에서 근본적인 관점
의 차이로 바라볼 때 이것은 사실상 해결이 요원하다. 아마도 이러한 접근 
방식의 표적인 사례가 바로 우리 사회의 이념 갈등일 것이다. 하지만 우
리가 Dewey식으로 접근하게 되면 가치갈등은 수단의 수준에서 우리가 확
인할 수 있는 다양한 비용과 조건의 문제가 된다. 예를 들어 어떤 문제를 
자유와 평등이라는 목적 차원의 가치의 갈등으로 바라보게 되었을 때 이 
문제의 해결은 거의 불가능하다. 이는 가치분석 접근이 궁극적으로 가치갈
등을 해결할 수 없다는 앞선 설명과도 연결되는 부분이다. 하지만 만약 우
리가 동일한 문제를 자유를 선택했을 때의 수단(비용)과 평등을 선택했을 
때의 수단(비용)으로 접근하게 되었을 때 적어도 전자보다는 훨씬 더 각각
의 입장을 조율하는 것이 용이해질 것이다. 또한 이렇게 목적 자체가 가치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목적을 수단을 통해 살펴보는 것은 결국 우리가 
추구하는 목적에 한 재검토의 의미를 지니기도 한다. 즉, 이것은 우리가 
목표를 수정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근본적 가치갈등이 해
결이 어려운 것은 갈등의 당사자들이 자신이 정한 목표를 절 적인 것으
로 생각하고 어떤 경우에도 수정할 수 없는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하
지만 이에 해 Dewey는 어떤 비용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절 적인 가치라는 것이 존재하는가라는 의문을 제기한다. 그리고 이 의문
은 우리가 가치갈등 상황에서 우리의 가치 자체에 해 더 겸손한 자세로 
접근할 것을 요구하게 된다. 

정리하자면 Dewey의 관점에 따라 우리가 가치를 근본적인 목적으로 바
라보지 않고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이해할 때 우리는 ‘가치사실’
에 포함될 수 있는 또 하나의 요소로 수단과 비용이라는 것을 포함할 수 
있다. 이것은 근본적인 가치갈등이라고 불릴 수 있는 교착관계를 보다 수
월하게 해결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한다. 즉, 그렇게 각각의 입장에서 추
구되는 가치들의 절 성을 내려놓고 우리는 현재의 문제 상황을 각각의 



가치를 추구하지 못했을 때 나타나는 결과와 이를 추구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의 차원에서 해석하게 된다. 이것은 근본적인 가치갈등으로 불렸던 것
을 보다 구체적인 수준에서 합의할 수 있는 사안으로 전환시킨다. 또한 이 
과정에서 개인들은 각자가 갖고 있던 가치에 한 절 적 지지에서 한 걸
음 물러나서 그러한 가치를 재검토하고 수정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 

4. ‘가치사실’의 실천적 적용

현재까지의 논의를 통해 안적 가치교육 방안으로서 ‘가치사실’ 중심 
접근이 어떤 방향을 취해야할 것인지에 관해 살펴보았다. 특히 ‘가치사실’ 
중심 접근에서 핵심이 될 ‘가치사실’의 의미를 살피는 과정에서 안적 가
치교육의 초점이 분명해졌을 것으로 기 한다. 즉, 현재까지의 논의는 굳
이 분류하자면 이론적 논의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가치사실’이라는 중
립적 개념을 통해 오늘날 가치교육에 필요한 과제로서 특히 가치성찰의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주된 목표로 한다. 이 점에서 ‘가치사실’은 다
양한 가치교육의 과정과 방법에 활용될 수 있다. 그렇게 보면 ‘가치사실’ 
중심 접근의 구체적인 방법론은 현재 논의에서는 부수적이며 오히려 현장
에서 교사들의 지속적인 적용 과정을 통해 개발되고 보완되어야 할 부분
이다. 실상 우리가 살펴보았던 가치명료화 접근이나 가치분석 접근 역시 
원칙적으로는 이러한 이론적 논의를 바탕으로 부단한 현장 적용 과정에서 
발전되어왔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점을 염두에 두고 본 연구자는 이 부분
에서 간략히 ‘가치사실’ 중심의 접근이 어떤 식으로 진행될 수 있는지를 
간단히 소개하고자 한다. 이것은 ‘가치사실’ 중심의 접근을 취함에 있어서 
필수적으로 지켜야 할 절차라기보다는 안적 가치교육 방안의 전반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틀이라고 할 수 있다. 



1) 1단계: 문제 사태의 발견

‘가치사실’ 중심 접근의 첫 번째 단계는 문제 사태를 발견하는 것이다. 
여기서는 ‘발견’이라는 용어가 중요하다. 앞서 살펴본 가치명료화 접근에
서는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에서, 그리고 가치분석 접근에서는 ‘가치문제
를 확인하고 명료화하기’에서 시작한다. 이것은 모두 이미 가치가 개입되
는 문제 사태가 주어져 있다는 전제 하에 시작된다. 하지만 가치성찰 부족
의 가장 큰 배경은 바로 어떤 사태를 가치문제라고 규정할 수 있는 인식
을 갖지 못하는 데서 비롯된다. 즉, 성찰적 가치교육의 출발점은 바로 문
제 사태를 발견하는 것이어야 한다. 

하지만 이미 우리의 논의가 전제하고 있는 것처럼 학습자가 스스로 문
제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을 외부에서 강제하여 학습자가 문제로 받아들이
게끔 하는 것은 자율성을 존중하는 가치교육방법이 될 수 없다. 어떤 경우
에도 이해관심은 스스로로부터 이끌어져 나와야 하며, 문제 사태의 발견 
역시 스스로가 해야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문제 사태의 발견은 어
떻게 이뤄져야 하는가?

우리는 여러 가지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들을 하나의 ‘가치사실’로 학
생들에게 제시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학교 교육에서 교육과정이나 교과서
가 하는 역할이 바로 이 부분이다. 이러한 ‘가치사실’은 특정한 관점을 담
고 있는 주장이 아니라 우리 사회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모습을 담아내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이것은 특정한 문제의식이나 가치 주장을 수용하
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사실을 계기로 하여 이후 단계에서 자신의 
관점을 이끌어내는 역할을 하게 된다. 

이를 위해 제시될 수 있는 ‘가치사실’들은 학습자의 경험을 확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보통은 학습자가 평소 생각해보지 
못했거나 경험해보지 못했던 다양한 사회적 사실들이 이 단계에서 제시될 
수 있는 표적 ‘가치사실’이라고 할 수 있다. 교육 현장에서 저소득층을 
돕자는 단순한 가치 주장을 반복하는 것보다 (비록 다큐멘터리와 같은 간



접 경험을 통해서라도) 저소득층의 삶을 직접 볼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
이 적어도 저소득층에 한 문제에 있어서 학생들의 관점을 이끌어내는 
더 효과적인 계기가 될 수 있다. 

또한 자신의 경험을 다른 관점이나 각도에서 되짚어볼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는 것도 이 단계의 중요한 ‘가치사실’이 될 수 있다. 학생들이 특정
한 주제와 관련하여 자신의 일상적 경험을 기술하는 가운데 별 생각 없이 
지나쳤던 자신의 경험을 되돌아보는 계기를 가질 수도 있다. 학생들에게 
특정한 행동을 ‘해야 한다.’ 또는 ‘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하는 것보다 
학생 자신의 행위를 있는 그 로 보여주는 것이 가치문제에 해 더 깊이 
있는 문제의식을 갖게 할 수 있다. 

2) 2단계: 초기 관점의 기술

‘가치사실’ 중심 접근의 두 번째 단계는 앞서 문제 사태를 발견한 이후
에 이 사태에 한 자신과 다른 사람의 초기 관점을 서술하는 일이다. 앞
서 특정한 상황이 문제로서 학생에게 어떤 반응을 불러온다면 이러한 반
응에는 항상 특정한 관점이 포함되어 있기 마련이다. 하지만 많은 경우 각
자가 이러한 관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사장되고 그 상황에서 객관적으
로 강조되는 것이 ‘마땅한’ 주장만이 남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이렇게 당
연해보이는 주장 속에서 실제 자신의 관점은 사라지게 된다. 이것은 가치
성찰 부족의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이 단계에서 중요한 
것은 자신의 관점을 정당화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관점을 있는 그 로 
‘기술’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기술이야말로 이후 훨씬 더 강력한 나
의 진정한 입장으로 가기 위한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는 자신의 관점을 기술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하지만 특
정 사태에 해 문제의식이 잘 와닿지 않는다면 기술된 타자의 관점에 
한 반응으로서 자신의 관점을 기술할 수도 있을 것이다. 중요한 것은 어쨌
든 제시된 특정한 상황에 해 자신에게 떠오르는 생각이 기술되어야 한
다는 점이다. 이것은 어떤 면에서 브레인스토밍과 같은 것일 수 있다. 즉, 



특정 사태와 관련하여 자신에게 떠오르는 것들을 기술하도록 장려할 수 
있다. 기술되는 것에는 특정한 관점뿐만 아니라 개별적인 사실들도 포함될 
것이다. 하지만 그러한 개별적인 사실조차도 가치문제에 연루된 것이기에 
그 안에 개인의 관점을 드러낼 씨앗이 담겨 있다고 보아야 한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관점을 잘 드러내도록 하는 일이다. 

물론 관점의 기술은 단순히 입장이나 주장을 단편적으로 제시하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된다. 이러한 기술에서 추가적으로 제시되어야 할 것은 자신
의 가치판단의 원인이자 배경이다. 일단 원인에 한 이해가 중요하다. 우
리가 어떤 가치판단을 내리게 된 데는 개인적으로 그러한 판단을 내리게 
된 중요한 계기가 있는데 이를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이유와는 
다르다. 이유는 나의 가치판단을 정당화하기 위한 근거인 반면 원인은 나
의 가치판단을 일으킨 직접적인 계기이다. 이런 점에서 ‘가치사실’ 중심 
접근에서 중요한 것은 이유가 아니라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원인의 
기술을 통해 개인이 왜 그런 판단을 내리게 되었는가가 분명해진다. 이렇
게 가치판단의 원인이 기술되었다면 더 나아가 이러한 가치판단이 내려진 
개인사적 배경을 기술하는 것도 필요하다. 원인의 기술만으로는 그러한 가
치판단이 한 개인의 전체적 맥락에서 어떤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지를 이
해하기 어려울 수 있다. 배경의 기술이란 바로 가치판단을 개인의 전체적 
맥락에 위치시키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타자 각자의 관점이 ‘가치사실’로서 기술되고 나면 이것은 
서로 다른 입장들을(비록 같은 입장이라고 하더라도) 더 깊이 있게 파악하
는 계기가 된다. 우리가 공감이라고 추상적으로 표현했던 것은 상호 관점
에 한 깊이 있는 기술과 이해의 과정 속에서 더욱 구체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이를 통해 우리의 초기 가치판단은 어떤 형태로든 변화와 발전에 
접어들게 된다. 

3) 3단계: 사실과 가치에 대한 탐구

두 번째 단계까지 우리의 초기 가치판단의 관점을 정확하게 기술했다면 



이제 그러한 관점을 검토해야 한다. 이를 위해 세 번째 단계에서는 이렇게 
관점이 담겨 있는 자신의 생각을 보다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앞서 문
제 사태에 해 떠올린 우리의 생각은 매우 복합적인 요소로 구성되어 있
을 수 있다. 따라서 이 단계에서 중요한 것은 한편으로는 가치의 영역과 
사실의 영역을 혼동하지 않고 명확히 구분함으로써 각각에 해 명확하게 
사고하는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이렇게 구분된 가치의 영역과 사실의 
영역 각각에 전제되어 있는 것들을 탐색하는 것이다. 이러한 전제에는 다
양한 관점과 추가적인 사실들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다. 

먼저 우리가 해야 할 작업은 문제 사태에 한 자신의 가치관련 서술에
서 사실적 요소와 가치(주장)적 요소를 구분하고 탐구하는 것이다. 이러한 
구분의 일차적인 목적은 각 영역이 서로에 개입하면서 우리의 가치판단을 
왜곡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흔히 사실의 문제와 가치의 문제를 구분
하지 못함으로써, 특히 현실적인 조건과 스스로의 바람을 구분하지 못함으
로써 스스로가 택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을 택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학생들이 제시한 진술은 어디까지가 주어진 사실인지 그리고 어느 
부분이 본인의 주장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 때의 분리가 단편적으로 이뤄져서 더 깊은 탐구를 가로막는 형
태로 진행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즉, 탐구 과정에서 어
떤 내용이 가치라고 생각되었을 때 이것은 더 이상의 논의가 불가능한 것
으로 여겨질 수 있으며, 반 로 사실로서 생각되었을 때 이것은 당연히 받
아들여야 하는 것으로 역시 더 이상의 탐구가 불가능하다고 생각될 수 있
다. 하지만 이런 것들은 모두 ‘가치사실’ 중심 접근이 Putnam의 이론에 
기반하고 있음을 잘 이해하지 못한 것이다. 우리가 어떤 내용을 사실로 구
분했다고 할 때 이 내용이 사실로 받아들여지는 맥락이 있는 것은 아닌지, 
그리고 이 내용에 주목했다는 점에서 스스로에게 어떤 관점이 담겨 있지
는 않은지 검토해 보아야 한다. 또한 우리가 어떤 내용을 가치나 주장으로 
구분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주장이나 당위가 성립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
으로 전제되어야 할 사실들에 한 확인은 주장의 의미를 더욱 분명하게 
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은 기존의 가치분석 접근에서 주로 사실과 관련된 탐구 과
정과 유사한 측면이 있다. ‘가치사실’ 중심 접근에서 가치와 사실을 구분
하고 각 영역에 해 깊이 있게 탐구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가치분석 접
근에서 사실의 수집이나 사실의 평가, 사실의 관련성을 명료화하는 작업을 
더욱 풍부하게 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 하지만 가치분석 접근에서 사실
탐구는 단지 이미 정해진 가치주장을 위한 자료 수집 과정에 불과하다. 이
에 반해 ‘가치사실’ 중심 접근에서의 탐구는 가치와 사실에 해 논의하는 
과정에서 ‘가치사실’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을 명확히 함으로써 궁극적으
로는 나의 가치 관점의 의미가 명료해지게 되며 경우에 따라서는 그러한 
가치 관점이 수정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다. 

4) 4단계: 사회적 조건의 확인

3단계에서 가치와 사실에 한 탐구가 주로 개인이 제시한 가치 관점과 
배경으로서 사실의 탐구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이제 4단계에서는 개인을 
포함하는 사회적 조건에 한 파악이 필요하다. 이것은 Weber가 강조한 
것처럼 가치판단으로 나아가기 이전에 이러한 가치판단을 둘러싼 객관적
인 사실로서 사회적 조건을 확인하는 작업이다. 이러한 사회적 조건에는 
우리 사회의 기본적인 가치 체계와 이에 기반한 여러 가지 제도 및 문화 
등이 포함된다. 가치교육에 관한 많은 논의들이 사회적 기본가치의 교육과 
관련하여 제기되어왔던 만큼 이러한 사회적 조건을 ‘가치사실’로서 어떻게 
다루느냐 하는 것은 ‘가치사실’ 중심 접근에 한 이해를 돕는 데 매우 중
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많은 경우 우리는 민주주의 사회의 기본적인 가치로서 자유, 평등, 인간
존중 등을 하나의 가치 주장으로서 당연히 받아들여야 한다는 관점에서 
가치교육을 진행해왔다. 하지만 이것이 가치주입이나 교화와 크게 다르지 
않고, 민주주의적 가치의 본질에도 맞지 않으며, 효과적일 수도 없다는 등
의 문제점에 해서는 이미 밝힌 바와 같다. 하지만 이러한 가치를 단순히 
주입하고 교화하는 것은 아니더라도 이러한 가치를 다루는 것은 무척 중



요하다. 특히 시민교육으로서 가치교육은 이러한 사회적 기본가치에 해 
진지하게 고려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이 점에서 ‘가치사실’로
서 접근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일단 우리가 학생들에게 분명하게 제시해야 할 ‘가치사실’은 우리 사회
가 자유와 평등을 중시하는 민주주의 사회라는 점이다. 하지만 이러한 서
술 자체는 매우 추상적이고 단편적인 의미를 지닐 뿐이다. ‘가치사실’로 
제시된다는 것이 이러한 수준에 머무른다면 이는 교화나 주입만 아닐 뿐 
효과성에 있어서는 기존의 교육과 다를 바가 없다. 실상 기존의 학교 현장
에서 다수의 사회적 가치에 한 교육이 형식적으로 흘렀던 것은 실제 이
런 가치에 한 교육이 피상적인 수준에서밖에 이뤄지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런 피상적인 의미는 적어도 중등학교 정도에 이른 학생들이라면 
충분히 알고 있는 내용이다. 이런 상황에서 학생들이 뻔하게 아는 내용을 
다시 단편적인 수준에서 언급하는 것으로는 제 로 된 교육의 효과를 기

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사회적 기본가치를 ‘가치사실’로 다룰 때 필
요한 것은 우리가 제시하는 사실이 학생들의 풍부하고 깊은 이해를 자극
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는 점이다. 사회적 기본가치와 관련하여 수업에
서 다루어야 할 것은 단순히 이러한 가치가 중요하다는 추상적 진술이 아
니라 이러한 추상적 용어에 생기를 불어넣는 일이어야 한다. 

이런 점에서 ‘가치사실’ 중심 접근에서는 사회적 기본가치를 다룰 때 이
러한 가치를 둘러싼 풍부한 맥락과 깊은 의미를 드러낼 수 있는 사실을 
제시해야 한다. 이것은 Dewey가 설명하는 지적인 이해라고 할 수 있다. 
Dewey는 사회적 환경에 의한 통제에 관해 설명하면서 이러한 통제는 직
접적인 것이 아니라 그 의미 파악을 통해 간접적으로 이뤄진다고 말한다. 
즉, 이것은 단순한 사회적 사실로서 즉, 언어로만 존재하는 사회적 가치를 
주입하거나 암송하는 것과는 다르다. 이것은 사회적 환경이 가진 그 본연
의 의미를 깨닫는 것을 의미한다. Dewey의 표현에 따르면 이 때 본연의 
‘의미’란 그것이 갖고 있는 특정한 성질로 말미암아 특정한 용도에 사용되
고 있다는 것을 말한다. 즉, 사회적 가치에 한 우리의 논의와 연결한다
면 이것은 사회적 가치가 우리 사회에서 어떻게 자리잡고 있으며, 사람들



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한 포괄적 이해를 뜻한다. 
예를 들어 민주 사회의 기본가치 중 하나인 자유에 해 교육을 한다고 

생각해보자. 우리는 자유라는 사상의 본질적인 의미가 무엇인지, 이러한 
사상이나 생각이 세계적으로 또는 우리 사회에서 어떤 역사적 배경에서 
형성되어 왔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또한 현재 자유에 한 우리 사회 구
성원들의 생각은 어떠한지, 만약 생각에 차이가 있다면 각 입장을 가진 사
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과 그 배경은 무엇인지, 그래서 사회적으로 
이러한 입장 차이가 어떤 립이나 갈등 양상을 띠고 있는지 등을 살펴볼 
수 있다. 그리고 이 각각의 내용에 해서도 보다 구체적인 삶의 현실과 
그 입장에 있던 사람들의 증언, 그들이 느낀 감정에 한 확인이 이뤄져야 
한다. 

물론 이러한 내용은 상당히 광범위하며 당장 이를 수업에서 다 다룰 수 
있을 것인지에 한 의문이 들 수 있다. 하지만 이렇게 다룰 수 있는 내용
의 범위는 학습자의 인지적 발달 단계에 따라 충분히 조정 가능하다. 우리
가 주목해야 할 것은 가치교육에 있어서 이렇게 풍부한 내용을 다룬다는 
것이 갖는 의미라고 할 수 있다. 특히 기존의 많은 현장 교육자들이 적어
도 가치와 관련된 부분을 다룸에 있어서 호소했던 어려움은 무엇을 가르
쳐야할 것인지에 한 막막함이었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기존의 
가치교육이 가치와 관련해서는 학생들이 이미 다 알고 있는 단순히 피상
적인 내용만이 교육과정의 내용인 상황에서 결국 이 부분을 진지하게 다
루는 것은 이런 가치를 잘 실천하지 않는 것에 한 반성과 훈화에 불과
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점에서 사회적 조건에 한 풍부하고 폭넓은 
이해를 가능하게 하는 다양한 유형의 ‘가치사실’들을 학습자의 발달단계에 
따라 적극적으로 구성하여 다룰 필요가 있다. 

이렇게 ‘가치사실’로서 사회적 기본가치를 비롯한 사회적 조건을 다루는 
것은 가치주입이나 교화는 아니지만 사회적 기본가치에 한 진지한 고려
를 가능하게 하며 Dewey의 의미에 따른다면 개인의 행동에 한 통제와 
지도의 기능을 한다. Dewey에 따르면 개인은 자신의 이익이나 이해관심
을 추구하지만 이러한 이해관심의 추구는 결국 사회적 가치나 관심에 의



해 통제된다. 물론 이러한 통제는 강제나 강압과 다르다. Dewey는 이러한 
지도력 또는 통제력이 인관계에 의한 것이 아니라 지적이해에 의한 것
이라고 말한다. 즉, 개인은 자신의 이해관심을 실현하기 위해서 반드시 지
적인 이해의 과정을 필요로 한다. 스스로의 이해관심을 실현하는 것이 개
인의 자연스러운 경향임을 감안한다면 이 과정에서 지적인 이해는 이러한 
이해관심의 실현을 지도하는 힘, 통제하는 힘으로 작용할 수 있다. ‘가치
사실’을 통한 사회적 기본가치의 교육은 바로 이런 의미에서 지적인 이해
를 통한 간접적인 통제를 지향한다. 

5) 5단계: 가치명료화 및 가치선택

지금까지의 과정을 통해 학생들은 문제 사태와 관련하여 스스로의 관점
과 타자의 관점을 충실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스스로의 가치 
선택을 둘러싼 사회적 제도나 가치를 비롯한 객관적인 사회적 조건에 
해서도 이해하게 되었다. 이러한 ‘가치사실’을 바탕으로 이제는 스스로가 
추구하는 가치를 명료화해야 하는 시점에 도달하게 되었다. 물론 이것은 
가치명료화 접근에서 말하는 가치화 과정과 유사한 측면이 있다. 자신에 

한 탐색을 통해 스스로가 갖고 있는 가치를 소중하게 여기고 이를 내면
화하는 것은 ‘가치사실’ 중심 접근에서도 분명 중요하다. 하지만 ‘가치사
실’ 중심 접근에서 말하는 가치명료화와 가치선택은 가치명료화 접근의 가
치화 과정보다 훨씬 더 풍부한 의미를 담고 있다. 이미 언급한 ‘가치사실’
들은 사회적 상황을 염두에 두고 타자의 관점까지도 포함한다는 점에서 
보다 풍부한 가치명료화를 가능하게 한다. 

Weber에 따르면 우리가 가치선택을 둘러싼 내적 외적 조건에 해 탐
색한 것은 궁극적으로 개인으로 하여금 선택할 수밖에 없고 회피할 수 없
는 상황에 직면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즉, 사회적 조건에 한 피상적인 
인식, 자기 입맛에 맞는 사실들만을 갖고 합리화하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
는 가치 논의는 진정한 선택 상황에 한 회피와 다르지 않다는 점에 주
목해야 한다.



가장 본래적인 의미에서의 일상이 가진, 우리를 천박하게 하는 힘은 다
음과 같은 사실에 근거하는 것이다. 즉, 성찰없이 일상 속에서 그냥 살아가
는 인간은 서로 철천지 원수지간인 가치들이, 심리적인 또는 현실적인 조
건들 때문에 상호 혼합되어 있음을 의식하지 못할 뿐 아니라, 더 나아가 
의식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사실, 오히려 그는 신과 악마 간의 선택을 회피
하며 그리고 서로 충돌하는 가치들 중 어느 것이 신에 의해서, 그리고 어
느 것이 악마에 의해서 지배되고 있는지에 한 자기 자신의 결단 역시 회
피하고 있다는 사실에 근거한다(Weber, 1917: 151). 

결과적으로 이러한 진정한 선택 상황에 직면하여 비로소 개인은 가치판
단을 내리고 선택을 하게 된다. 이러한 선택과 헌신의 과정은 우리가 흔히 
‘가치사실’과 같은 객관적인 조건에 한 인식과 이해를 강조하는 소위 
‘인지중심적 접근’이라고 불리우는 가치교육에 한 새로운 이해를 요청한
다. 객관적인 조건을 정확하게 파악한 이후에야 개인의 선택이 가능하다고 
했던 Weber는 냉철한 합리성의 이미지와 함께 뜨거운 감성을 가진 인물
이었다. Weber는 개인의 열정어린 선택과 결단을 중시했다. 그리고 이러
한 선택과 가치야말로 우리의 삶에 의미와 의의를 부여해준다고 생각했다. 

사람들에게 이러한 가치판단이 중요한 것은 이러한 가치판단이 스스로의 
삶에서 흘러나오는 것으로 이해하기 때문이며, 그들은 이러한 가치판단을 
삶의 역경을 헤쳐나오면서 형성해온 것이기 때문이다. 한 인격체의 존엄성
은 이 인격체가 자신의 삶의 준거점으로 삼는 가치들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에 놓여 있다(Weber, 1904: 39). 

실제 Weber는 객관적인 사실을 강조하고 가치중립적인 태도를 강조하
면서도 적극적으로 가치를 추구하는 열정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한 
구절의 이해를 위해 인생을 바치는 학자”, “균형감각과 열정을 바탕으로 
서서히 널빤지를 뚫기 위해 노력하는 정치인”은 두 직업 논문에서 Weber
가 추구했던 모습이었다. 이러한 Weber의 사례는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가치사실’을 강조하는 것이 적극적으로 가치를 추구하는 모습과 공존할 



수 있음을 잘 보여준다. 이것은 가치명료화 접근에서 말하는 진정한 자기 
선택의 의미와 그에 이르는 과정에 한 보다 직접적인 설명이라고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가치사실’ 중심 접근에서 가치명료화 및 가치선택
은 결과의 수용과 책임의 측면까지 담보한다는 점에서 순수하게 개인적 
선택 이상의 의미를 지니지 못했던 가치명료화 접근과 큰 차이가 있다. 

직업으로서 정치에서 베버는 루터의 “내가 여기 서 있나니 달리 할 바가 
없다.”라는 말을 언급하면서 우리에게 특히 감동을 주는 것은 다름이 아니
라 패배를 받아들이지만 자신이 선택한 가치를 타협하길 거부하고 그에 
해 책임지는 성숙한 개인이라고 말한다. 궁극적인 목적의 윤리와 책임의 
윤리가 서로를 보완하는 개인이야말로 참다운 인간이며 그래서 정치라는 
직업을 수행할 수 있는 것이다(Turner. 2000: 28). 

즉, 가치문제를 둘러싼 다양한 ‘가치사실’을 충분하게 고려한 가운데 개
인이 선택과 결단을 내리게 되었다면 이러한 선택의 결과에 해서는 개
인이 충분히 받아들여야 하고 그에 해 책임을 져야 한다. 예를 들어 이
러한 ‘가치사실’ 중심 접근을 통해 개인이 내린 선택과 결단의 내용이 반
드시 사회적인 가치 지향과 일치하지는 않을 수 있다. 때로 개인은 그러한 
사회적 지향에 어긋나더라도 자신이 원하는 바를 실현하려고 할 수도 있
다. 하지만 단지 이러한 결과만으로 그 개인의 선택과정이 비난받아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그는 우리 모두가 공유하고 있는 ‘가치사실’을 충분히 
공유했고 그에 해 충분한 숙고를 거쳤기 때문이다. 이러한 의미에서의 
선택과 결단은 존중받아야 한다. 다만 그 개인이 이러한 숙고에도 불구하
고 반사회적 행동을 선택했다면 사실상 그 개인에게 있어서 ‘반사회적 행
동’이 갖는 의미는 다른 요소에 비해 중요한 문제로 인식되지 않았기 때문
이다. 이러한 판단은 존중되어야 한다. 

하지만 이러한 존중이 그러한 행동을 사회적으로 내버려둘 수 있다는 
뜻은 아니다. 법이나 규범에서 정한 사회적 제재 등은 가능하고 또 내려져
야 한다. 아마 그 개인은 이러한 제재를 감수하는 것까지 고려해서 선택을 



했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앞서의 과정을 통해 진정한 자기 선택을 
가능하게 도왔다면 그는 스스로의 선택에 해 결과를 수용하고 책임을 
질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선택에 해 우리가 안타깝다고 해서 그의 행
동을 강제적으로 돌릴 수는 없다. 이것은 그를 한 명의 동등한 인간으로 
존중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다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의 판단
에서 고려되지 못한 부분은 없는지, 우리의 판단과 그의 판단을 차이나게 
하는 사실적 요소에 해 그가 빠뜨린 부분은 없는지 그가 탐색하는 것을 
도와줄 ‘가치사실’을 제시할 수 있을 뿐이다. 이렇게 ‘가치사실’의 탐구가 
학생들이 자신의 선택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조건과 상황을 만들어주는 활
동으로 이해될 때 단순히 학생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것이 아니라 학생
들이 책임을 질 수 있는 성숙한 시민으로 자라나게 하는 교육이 가능할 
것이다. 

6) 6단계: 공동의 기반에 대한 확인

다섯 번째 단계까지 개인적 차원에서 가치명료화와 가치 선택에 관해서
는 충분히 논의되었다. 이제는 이러한 개인적 차원의 가치 선택을 사회적 
차원으로 넓히는 작업이 필요하다. 즉, 현재의 가치교육 논의가 민주주의 
사회에서의 시민교육으로서 의미를 지니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서로 다
른 가치관을 가진 개인들이 어떻게 사회 속에서 공동의 결정을 내릴 수 
있는가에 한 설명이 필요하다. 이것은 개인적 차원에서의 가치 선택 이
상의 어려운 과제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앞서의 과정이 개인의 진정성 있
는 가치 선택을 장려하는 것이었다면 이는 사회적 차원에서 보면 다양한 
가치들의 진정한 충돌과 갈등의 장이 만들어진 것이나 다름없다. 이러한 
가치갈등이 어떻게 해결될 수 있는가에 한 설명 없이 막연히 개인의 가
치를 이상적으로 존중하는 것은 가치교육의 안이 될 수 없다. 즉, ‘가치
사실’ 중심 접근은 서로 다른 입장을 취하는 개인들이 각자의 입장을 주장
하면서도 서로의 입장을 존중하고 결과적으로 평화로운 사회를 유지할 수 
있는 가능성을 늘리기 위한 작업을 수행해야 한다. 



이러한 목표는 가치명료화 접근과 가치분석 접근에서 간과되었던 부분
이라고 할 수 있다. 개인이 자신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가치를 분명하게 만
드는 것에 초점을 두었던 가치명료화 접근은 그러한 가치가 다른 사람과 
충돌할 때, 사회적으로 문제가 될 때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해 이야기
하지 않는다. 반 로 가치분석 접근은 사회적 기본가치와 논리적 추론 과
정이라는 통약가능한(commensurable) 근거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
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일견 이 문제를 해결하는 듯 보인다. 하지만 만약 
서로 다른 입장이 다른 사회적 기본가치에 의존하고 있으며 논리적 추론 
과정에서도 문제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 예를 들어 자유를 근거로 조세 
부과를 반 하는 개인과 평등을 근거로 조세 부과를 찬성하는 개인 간에
는 어떤 합의가 가능할까? 이 경우 서로 다른 기본가치를 지향하는 이들
의 합의 가능성은 적어도 가치분석 접근 내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안적 
가치교육은 가치갈등이 추상적인 이념 논쟁으로 그치지 않고 실질적으로 
합의가능한 안을 만들어가도록 이끄는 가치교육이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한 출발점은 바로 각자의 선택을 있는 그 로 내어놓고 상 방
의 선택에 마주하는 과정이다. 5단계까지 각 개인이 가치명료화를 하고 
가치 선택을 내리게 된 과정을 하나의 ‘가치사실’로서 제시함으로써 우리
는 상 방의 입장에 마주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다양한 개인이 다
양한 가치함축적 관점을 가지고 있음을 알게 되고, 나와 다른 관점을 통해 
내가 보지 못하는 세상의 새로운 면들을 파악하게 된다. 즉, 이 단계에서 
우리는 사회에 존재하는 다양한 관점에 한 사실, 그러한 관점에서 바라
볼 때 문제와 안이 어떻게 이해되고 평가될 수 있는가에 한 사실을 
다루게 된다. 이것은 실제 우리 사회 구성원들의 가치 지도를 그리고, 그 
지도 위에 내 입장을 위치시키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지도 위에서 
학생들이 자신의 가치 선택을 직접적으로 바꿀 이유는 없다. 하지만 가치
에 관한 사회의 지도 속에서 자신의 가치가 서있는 위치를 파악하는 것은 
그 사회에 속한 시민으로서 책임감 있는 결정에 참여할 수 있게 돕는 역
할을 한다. 특히 우리가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더 많이 알면 알수록 상
방을 적으로 바라볼 가능성은 점점 줄어들게 되고(Palmer, 2011: 37), 극



단적인 이념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은 늘어난다. 

7) 7단계: 잠정적 결정

‘가치사실’ 중심 접근의 마지막 단계는 가치 관련 문제에 한 구성원들 
간의 합의 및 공동의 결정이다. 앞서 각자의 진정한 선택을 펼쳐놓고 소통
하는 과정에서 공동의 기반이 넓어졌다면 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의 합의
도 수월할 수 있다. 하지만 그런 소통에도 불구하고 해결책을 찾지 못하는 
문제들이 분명 있을 수 있다. 즉, 우리가 각자의 지평을 융합하고 공동의 
기반 위에 선다고 하더라도 소위 근본적인 가치갈등이라고 불리는 것이 
존재한다면 특정 문제에 한 입장들 간의 립은 심각할 수 있다. 앞서 
6단계에서의 논의가 이런 립하는 입장이라고 하더라도 최 한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가운데 적 시하지 않고 공동의 기반을 마련하
는 것이었다면 이제 일곱 번째 단계에서는 어쨌든 결론을 내려야 한다. 

이러한 심각한 가치갈등 상황이 벌어졌을 때, 예를 들면 소위 우리 사회
의 진보와 보수라는 이념 갈등 같은 것이 심각할 때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완벽한 처방이라는 것이 존재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이러
한 갈등을 그냥 내버려두는 것은 서로와 서로가 지향하는 가치에 한 무
관심을 늘리고 결국에는 힘의 논리에 의해 결정되도록 함으로써 진영 간
의 극단적인 증오를 불러올 위험이 있다. 특히 우리가 민주주의 사회에서 
시민을 위한 가치교육에 해 논의하고 있음을 감안한다면 ‘가치사실’ 중
심 접근에서의 집단 내 의사결정은 보다 민주적이면서도 현실성 있는 
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즉, 아무리 심각한 가치갈등의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공동체의 지속적 평화와 발전을 위해 필요한 것들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앞서 ‘가치사실’의 의미에 관해 논의하면서 이러한 가치갈등의 상황에서 
Dewey의 실용주의적 접근이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음을 설명하였
다. 즉, 사실상 이러한 가치 관련 문제를 우리가 근본적인 가치관의 충돌
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볼 경우 강한 쪽이 승리하고 약한 쪽이 패배하는 힘



의 논리에 의한 해결 외에 민주주의라는 측면에서 더 이상의 진전은 불가
능하다. 이에 Dewey는 하나의 가치를 본질적인 목적이 아니라 이를 이루
기 위한 수단과 비용으로 이해한다. 예를 들어 우리는 어떤 하나의 문제에 

해 자유냐 평등이냐 하는 근본적 가치의 충돌 차원에서 가치갈등에 접
근해서는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 우리는 그 문제에 있어서 자유 또는 평
등을 추구하기 위해 우리가 사용해야 하는 수단이 무엇이며 그에 얼마만
큼의 비용이 드는지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 또한 여기에 덧붙여서 그러한 
선택을 통해 우리가 기 하는 효과를 경험적으로 기술할 수 있다. 이러한 
실용주의적 접근은 기존의 근본적인 가치갈등의 문제를 보다 합의하기 쉬
운 기반에 놓이게 한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그리고 이러한 단계를 거치고서도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부분에 
해서는 결국 다수결과 같은 미리 정해 놓은 의사결정절차에 따라 문제

에 한 결정을 내리게 될 것이다. 하지만 이 때도 중요한 것은 이렇게 내
린 공동의 의사결정내용이 사회 구성원들에게 제시되는 하나의 ‘가치사실’
로 받아들여져야 한다는 것이다. 즉, 결정된 내용은 그것이 옳다는 가치 
주장이 아니다. 불가피한 사회적 상황 속에서 내려진 하나의 잠정적 결정
이며 이 점에서 그러한 결정에 해서는 초기에 내가 어떤 입장이었든지 
간에 다시 그 사실을 두고 해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만약 가치갈등에서 
승리하여 주장을 관철한 쪽이라면 이러한 결정의 내용이 자신의 반 쪽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 것인지에 한 사실에 노출되어야 한다. 반 로 자신
의 주장을 관철하지 못한 쪽이라면 왜 자신의 입장이 다수의 사람들을 설
득하지 못했는가에 한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러한 여러 사실
들이 지속적으로 스스로에게 의미가 있다는 전제 하에서 우리는 이후 그 
결정을 수정 또는 발전시키기 위해 여러 가지 활동들을 펼쳐나갈 수 있다. 



단계 다루어야 할 ‘가치사실’ 교수 과정의 주안점

1. 문제 사태의 
발견

다양한 사회적 사건
나와 타자의 일상적 삶과 선택

쉽게 지나쳤던 것에 한 성찰
의 기회 부여

2. 초기 관점의 
기술

문제 사태에 한 생각
나와 타자가 취하고 있는 관점
관점을 갖게 된 원인과 배경

자기와 타자의 관점에 한 풍
부한 기술

3. 사실과 가치
의 탐구

사실과 가치의 구분
사실의 전제인 규범적 맥락
가치주장의 사실적 전제

관점을 고정시키지 않고 의미 
이해를 통해 확장 및 수정

4. 사회적 조건
의 확인

사회의 가치 체계와 제도
자유, 평등 등 사회적 기본가치
사회의 전통과 문화, 인식

사회적 조건의 인정 및 자기  
주장의 객관화

5. 가치명료화 
및 선택

진정한 선택 상황에의 직면
선택으로 인한 결과의 수용
자기 선택에 한 책임

진정한 선택에 한 장려 및 
가치판단에 한 존중

6. 공동의 기반
에 한 확인

타자의 관점 및 선택과 직면
타자의 선택이 갖는 의미
나의 선택이 갖는 사회적 위치

타자의 입장과 선택에 한 공
감과 의미 지평의 융합

7. 잠정적 결정
결정의 수단/비용/결과
결정이 당사자에게 미치는 영향
결정의 수정가능성

가치갈등의 실용주의적 해결과 
평화로운 공존을 위한 노력

표 5 . ‘가치사실’ 중심 접근의 교수 단계 예



Ⅵ. 요약 및 제언

가치교육의 역사는 인류의 역사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인간이 사
회를 이루고 함께 살아가는 존재인 이상 그런 사회를 유지 발전시키기 위
한 교육은 필수적인 수단이었고 여기에 가치에 관한 교육이 중요한 부분
을 차지했으리라는 것은 충분히 예상가능하다. 그래서 어느 시 나 가치교
육에 관한 관심은 높았고 이러한 관심에 부응하여 수많은 가치교육 이론
들이 제시되었다. 하지만 우리가 인정해야 할 것은 이러한 가치교육 이론
보다 가치교육을 실천해 온 역사가 더 길다는 것이다. 이 점에서 수많은 
가치교육 이론들은 실제 가치교육의 수많은 경험 속에서 현재 사회에 요
청되는 가치교육의 방향에 따라 그 영향력이 부각되기도 하고 또 실추되
기도 했던 것이 사실이다. 이는 이 글에서 논의했던 가치명료화 접근이나 
가치분석 접근, 그리고 이 글의 주장인 ‘가치사실’ 중심 접근 역시 다르지 
않을 것이다. 

중요한 것은 오늘날의 시 적·사회적 상황이 가치교육에 요청하는 문제
의식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는 것이다. 본 연구자는 오늘날 가치교육의 핵심
적인 문제를 가치성찰의 부족으로 파악하였다. 인공지능과 로봇 등 4차 
산업혁명에 한 이야기가 오가는 시 에 사람들의 관심은 오히려 가치교
육이라는 무척 전통적인 주제로 향하고 있다. 이는 가치성찰 부족에서 비
롯되는 가치문제의 심각성에 해 사람들이 공감하고 있기 때문이다. 어떤 
진정한 가치 선택도 무의미한 것처럼 생각하는 무도덕적(amoral) 모습, 
사회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에 한 무시, 타자의 가
치에 한 무관심과 그로 인한 갈등과 불신 등은 많은 사람들에게 심각한 
가치 위기로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연구자는 성찰적 가치교
육을 위해 기존의 가치교육 방안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안적 가치교육 
방안으로 ‘가치사실’ 중심 접근을 제안하였다. 구체적으로 이러한 논의 과
정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1. 요약

기존의 가치교육과 관련된 논의의 역사는 결국 사회적으로 중요하게 생
각하는 가치를 학생에게 전달하려는 입장과 가치에 한 학생의 자율적인 
선택과 사고, 판단을 중시하는 두 입장 사이를 오가는 모습을 보여 왔다. 
이런 가운데 최근에는 다양한 사회문제에 한 높은 위기의식과 우리 사
회의 다양한 여건이 결합하면서 가치교육에 있어서 주입과 교화까지도 인
정하는 인성교육에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하지만 이것은 민주시민의 
양성이라는 사회과교육의 목표와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 이 점에서 우리
는 가치교육의 새로운 이론적 토 를 탐색할 필요가 있다. 

물론 민주 사회에 요구되는 수많은 가치가 존재하며 이들 가치 각각에 
한 다양한 입장과 해석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가치교육의 근거에 한 

합의는 무척이나 어려운 과제이다. 이 점에서 본 연구자는 가치교육에 관
한 논의 범위를 민주시민의 양성을 목표로 하는 사회과교육 내에서 민주
주의의 전제로서 다원주의에 바탕하는 가치교육 이론으로 제한하였다. 이
러한 전제를 충족하면서 안적 가치교육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비교 
상으로 가치명료화 접근과 가치분석 접근을 선택하였다. 

우선적으로 본 연구자가 검토한 것은 가치명료화 접근이다. 이것은 가치
교육의 핵심 문제를 가치혼란으로 이해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가치교육 
방법은 가치주입이나 교화가 아니라 개인의 자율적인 선택을 존중하고 지
원하는 방식이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를 위해 가치명료화 접근은 개인의 
삶과 경험 속에서 가치를 찾아내고 이를 개인적으로 탐색하고 수용하는 
가치화 과정을 중시한다. 가치명료화 접근에 한 기존의 다양한 논의를 
검토하면서 본 연구자는 가치명료화 접근이 개인의 자율성을 존중하려는 
의도에도 불구하고 자기탐색에 있어서 한계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특
히 개인을 넘어서 타자와 소통하는 기회를 제공하지 않고 사회적 기본가
치를 논의할 수 없다는 점에서 가치성찰의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
치교육 방안으로서는 이론적 한계가 있다고 보았다.  

가치명료화 접근에 한 계승과 반성 과정에서 나타난 가치분석 접근은 



가치교육의 핵심문제를 가치갈등으로 설정하였다. 가치분석 접근에 따르면 
이러한 가치갈등을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 구성원들에게 정
당화 가능한 가치판단을 내릴 수 있는 역량이 필요하다. 이에 가치분석의 
이론가들은 개인들이 가치준거에서 비롯된 가치원리를 만들어낼 수 있도
록 도우려고 노력했다. 가치원리와 사실에 근거하여 내려지는 가치판단은 
각각이 참이라면 정당화될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가치분석 
접근에 해서도 기존에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이를 검토하면서 본 
연구자는 가치분석 접근이 개인의 진정성 있는 가치탐색을 이끌어내지 못
하고 원래 목표로 했던 가치갈등의 해결에 있어서도 한계가 있음을 지적
하였다. 특히 일반적인 평가와 달리 가치분석 접근은 가치준거에 한 비
판적 검토과정을 포함하지 않으면서 사실상 세련된 교화와 가치주입으로 
기능하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가치분석 접근 역시 가치성찰을 이끌어내기 
위한 가치교육 방안으로는 한계가 있다. 

이에 본 연구자는 ‘가치사실’ 중심의 접근을 안적 가치교육 방안으로 
제시하였다. ‘가치사실’ 중심의 접근은 가치성찰의 부족에서 비롯되는 다
양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즉, 가치교육은 스
스로의 가치에 한 관심을 통해 개인의 진정성 있는 가치 선택을 지향하
면서 동시에 상 방의 가치에 관심을 갖고 이해와 공감을 통해 가치갈등
을 민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가치교육
을 통해 학생들은 우리가 발 딛고 있는 우리 사회의 기본적인 가치들에 

해서도 나의 가치판단 과정의 한 요소로서 진지하게 고려해볼 수 있어
야 한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이 논문에서는 ‘가치사실’이라는 개념을 통해 기존
의 가치교육 방안에 한 안을 제시하였다. ‘가치사실’은 하나의 가치판
단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실 전반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즉, ‘가치사실’은 가치에 관한 주장이나 태도가 아니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이며, 주어진 가치준거에 종속되지 않고 가치준거 자체에 영
향을 줄 수 있는 사실이다. 그리고 이러한 ‘가치사실’은 행위인도적 특성
을 지님으로써 개인의 가치 있는 행동을 이끌어낼 수 있다. 구체적으로 이



러한 ‘가치사실’은 자신의 가치에 관한 것, 타자의 가치에 관한 것, 사회의 
가치에 관한 것으로 구분될 수 있으며 각각을 확인함으로써 기존의 가치
명료화 접근이나 가치분석 접근을 수정하고 보완하는 기능을 할 수 있다. 

특히 본 연구자는 Weber와 Putnam, Dewey의 이론적 논의에 기반하여 
‘가치사실’의 이론적 함축을 크게 세 가지로 제시하였다. 첫째, Weber의 
논의를 따라 ‘가치사실’을 확인하는 것은 가치논의에서 주장과 사실을 구
분하고 각각의 의미를 명확히 하는 것과 관련된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객
관적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회적 조건으로서 사실을 인식하게 되고 
이러한 인식의 기반에서 자신의 관점을 파악하고 진정한 선택으로 나아갈 
수 있다. 둘째, Putnam의 논의는 ‘가치사실’을 확인하는 것이 가치와 사
실 각각에 한 더 깊은 탐구를 통해 가치문제에 한 더욱 풍부한 논의
를 가능하게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즉, 기존에 가치와 사실의 구분은 가
치 논의를 더욱 단편화시키는 경향이 있었으나 Putnam을 중심으로 한 현

 분석철학의 논의는 사실과 가치의 엮임을 통해 가치 논의에 있어서 추
가적인 ‘가치사실’의 검토가 가능함을 보여준다. 즉, 우리는 사실의 관찰에 
있어서 전제되어 있는 관점을 살펴볼 수 있으며, 가치에 해서도 단순히 
의견으로 제쳐두지 않고 그 안에서 경험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을 살
펴볼 수 있다. 셋째, Dewey에 근거할 때 ‘가치사실’은 학생들에게 문제 
사태로 제시되어 이해관심을 촉발하는 계기가 되는 동시에 최종적인 가치
갈등의 해결에서 실용적 근거로 기능할 수 있다. 우리가 특정한 가치관심
을 강제할 수 없다고 할 때 학생들의 이해관심을 이끌어낼 수 있는 수단
으로서 ‘가치사실’은 학생들의 경험을 확장할 수 있는 문제 사태여야 한
다. 이것은 학생들이 경험하지 못한 사회적 사실이나 학생들의 일상적 경
험에 한 새로운 관점의 직면 등을 통해 이뤄질 수 있다. 또한 우리는 근
본적인 가치갈등이라고 불리는 상황에서도 근본적인 가치의 문제를 수단
과 비용, 결과라는 측면에서 ‘가치사실’로 접근할 때 보다 수월한 합의에 
도달할 수 있다. 

이러한 ‘가치사실’의 함의를 반영하여 본 연구자는 ‘가치사실’ 중심의 교
수방안을 7단계에 걸쳐서 제시하였다. 1단계에서는 학생들이 문제 사태로



서의 ‘가치사실’에 직면하여 문제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2단
계에서는 문제 사태에 한 자신과 타자의 기본적인 생각과 관점을 서술
하게 된다. 특히 가치판단의 원인과 배경에 주목함으로써 가치에 한 관
점을 풍부하게 서술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3단계에서는 사실과 가치 
각각에 해 더 깊이 있는 탐구로 나아가게 된다. 즉, 가치의 영역과 사실
의 영역을 구분하면서 동시에 우리가 쉽게 가치와 사실이라고 받아들인 
것에 전제되어 있는 것을 탐색한다. 4단계에서는 개인의 가치판단을 둘러
싼 사회적 조건을 확인한다. 이 과정에서 우리 사회의 기본적인 가치체계
와 제도, 문화 등이 ‘가치사실’로 다뤄진다. 이것은 개인의 가치 선택에 앞
서 우리 사회의 기본적인 가치들을 진지하게 고려하는 기회가 된다. 5단
계에서는 진정으로 자신이 원하는 가치 선택에 이르게 된다. 이는 앞서 가
치선택을 둘러싼 조건을 회피하지 않고 직시하게 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개인은 진정성 있는 선택을 하고 선택의 결과에 해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에서 성숙한 시민으로 존중받을 수 있다. 그리고 개인의 
선택을 넘어 사회적인 가치갈등 문제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6단계에서는 
나와 같은 방식으로 진정한 선택을 내린 타자와 마주하게 된다. 각자가 선
택하게 된 과정과 결과에 해 깊이 있게 이해하고 공감하는 가운데 우리
는 더 넓은 의미의 지평을 발견해야 한다. 이는 분명 어려운 과제이나 우
리가 타자에 해 더 많이 이해할수록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공동의 기
반은 더욱 넓어진다. 마지막 7단계에서는 공동의 결정을 내리게 된다. 이
것은 앞서 마련된 공동의 기반 내에서 합의를 추구하는 방식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나 공동의 기반이 마련되지 않은 가치갈등과 립의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사회적인 결정이 내려져야 한다는 점에서 보다 민주적이고 현실
적인 근거가 필요하다. 이 때 우리는 Dewey의 실용주의적 근거에서 가치
갈등을 보다 수월하게 해결할 수 있는 희망을 찾게 된다. 또한 결정이 내
려진 이후에도 이 결정이 하나의 ‘가치사실’로서 각자에게 갖는 의미를 생
각함으로써 이후 이 결정을 수정하거나 발전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담보
할 수 있다. 



2. 제언

지금까지의 논의는 주로 안적 가치교육 방안에 관한 이론적 논의라고 
할 수 있다. 현장에서 가치교육을 수행하고 실천하는 이들의 입장에서는 
이론이 갖는 필연적인 한계가 더 직접적으로 인식될 것이 분명하다. 특히 
본 연구자 역시 가치교육을 현장에서 수행하는 한 사람으로서 기존의 어
떤 가치교육 이론보다도 가치교육의 현실이 더욱 풍부하다는 점에 동의한
다. 앞서 가치교육의 역사가 인류의 역사만큼이나 오래되었다는 점에서도 
알 수 있듯이 실제 가치교육의 현장에는 이론으로 다 담아내지 못하는 다
양한 요소들이 잠재해 있다. 본 연구자는 가치교육에 한 이론은 이렇게 
실제 가치교육의 현장에 잠재해 있는 다양한 긍정적인 요소들을 잘 고르
고 발견해내서 가치교육을 실천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
다고 생각한다. 이런 점에서 ‘가치사실’ 중심 접근은 이론적 접근이면서도 
현장에서 이뤄졌던 다양한 가치교육의 사례를 포함하고자 했다. 특히 ‘‘가
치사실’이라는 개념은 새로운 개념이지만 충분히 현장에 적용될 수 있는 
것으로 학생의 가치성찰을 이끌어내기 위한 안적 가치교육의 논의에 있
어서 중요한 기준점이 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논의가 실제 가치교육에서 
적실성 있게 자리 잡기 위해서는 현재의 논의가 갖는 제한점과 가능성을 
분명히 하는 것도 중요하다. 본 연구자는 이 글에서 이뤄진 ‘가치사실’ 중
심 접근에 해 다음과 같은 점에 유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첫째, 본 연구자의 ‘가치사실’ 중심 접근에 한 논증 과정은 최근까지
도 주목받았던 인성교육에 한 논의를 상세하게 포함하지 않았다. 이는 
무엇보다도 민주시민교육의 입장에서 개인의 자율성을 존중하지 않는 가
치주입이나 교화의 방식을 우선적으로 배제하고 논의를 진행할 필요가 있
었기 때문이다. 또한 ‘가치사실’ 중심 접근을 가치명료화 접근, 가치분석 
접근과 집중적으로 비교하는 것이 비교적 인지중심적이라고 평가받는 이
론들 내에서 ‘가치사실’이 갖는 차별적 의미를 더욱 분명히 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가치교육에 관한 논의가 꼭 시민교육의 차원에서만 이뤄져야 하



는 것은 아니다. 즉, 흔히 도덕교육과 시민교육의 관계에 관한 논쟁 측면
에서 보자면 이 둘은 가치교육이라는 더 큰 범주의 하위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Torney-Purta, 1996). 이런 점에서 본 연구자는 현재 
인성교육의 취지나 방향에 여러 가지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이 아닌 한 명의 개인의 입장에서 다루어야 할 가치와 가치
교육의 측면이 존재한다고 생각한다. 특히 현장에서 이뤄지는 가치교육이
라는 것이 매우 복합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가치주입과 
교화의 형태로 진행된 인성교육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모두 폐기해야 하는 
것은 아닐 수 있다. 그러한 실천 속에서도 더 나은 가치교육을 위한 유의
미한 부분들이 분명 존재하고 있다. 물론 본 연구자는 이런 측면들 역시 
‘가치사실’의 관점에서 재정리하고 다시 조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런 점에서 추후 연구에서는 인성교육에 한 보다 상세한 검토를 바탕
으로 ‘가치사실’ 중심 접근에 한 더 심화된 논의가 이어질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자의 가치교육 논의가 이론적 접근이라는 점은 그 자체로 
의미가 있지만 추후에 다양한 실천을 통해 검토되고 발전될 필요가 있음
을 말해준다. 이는 ‘가치사실’ 중심 접근에 앞서 검토했던 가치명료화 접
근이나 가치분석 접근의 발전 역사만 보아도 잘 알 수 있다. Rath 등이 
가치명료화 접근을 제시한 이래 이와 관련된 수많은 실천이 이어졌고 본 
연구자가 참고했던 Rath 등의 책 2판에는 다양한 실제 사례들이 언급되어 
있다. 가치분석 접근 역시 미국 사회과에서 적극적으로 장려되고 다양한 
연구와 현장의 실천이 이어지면서 다양한 형태로 발전할 수 있었다. 동일
한 노력이 ‘가치사실’ 중심 접근에도 필요하다는 것은 분명하다. 

이 점에서 본 연구자는 ‘가치사실’ 중심 접근의 이론적 취지에 공감한다
는 전제 하에 다양한 형태의 이론적 실천적 논의가 이어져야 한다고 생각
한다. 무엇보다도 ‘가치사실’ 중심의 교수 과정으로 제시했던 것이 실제 
교실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교사들이 적용하고 그 과정에 한 연구자들
의 분석이 필요하다. 이것은 ‘가치사실’ 중심 접근의 이론을 더욱 발전시
키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가치사실’로 활용될 수 있는 구체
적인 교수학습 자료의 개발도 필요하다. 다양한 가치교육 방안들이 실제 



수업에서 이뤄지려면 교사들의 접근 장벽을 낮추기 위한 지침서가 필수적
이다. 특히 학생의 발달단계에 맞는 ‘가치사실’들을 선별해내고 이에 한 
현장의 구체적인 피드백이 이어질 때 ‘가치사실’ 중심 접근의 교육적 효과
에 해 보다 정확한 평가가 가능할 것이다. 

셋째, ‘가치사실’ 중심 접근에 한 본 연구자의 논의는 가치교육에 한
정되어 있다. 이는 이 글의 취지가 안적 가치교육의 방향에 한 함축을 
의도한다는 점에서 어떤 면에서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가치사
실’ 중심 접근의 논의과정에서 제시된 다양한 전제와 지향은 가치교육의 
차원을 넘어 교육 전반에 광범위하게 기여할 수 있는 주제가 될 수 있다. 

본 연구자는 이러한 기여를 크게 인식론적, 존재론적, 가치론적, 방법론
적 차원에서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먼저 존재론적으로 ‘가치사실’ 중심 
접근은 사실이라는 것이 단독으로 존재하기보다는 가치와 엮여 있다는 점
을 강조하였다. 이는 인식론 차원에서도 이러한 엮임에 해 분명하게 파
악하고 단순한 사실의 탐구라도 스스로의 관점을 분명히 하는 것이 선행
되어야 함을 말해준다. 또한 사실에 한 풍부한 이해가 실천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보여준 것은 이후에 가치가 아닌 사실의 교육이 어떤 차
원에서 이뤄져야 하는가에 해서도 중요한 시사점을 줄 수 있다고 생각
한다. 이와 더불어 가치론적으로도 ‘가치사실’ 중심 접근은 무엇보다도 학
습자인 개인을 존중하고 이렇게 존중받는 개인들의 다양한 가치에 기반한 
다원주의적인 민주사회의 모습을 지향하고 있다. 이러한 가치지향은 민주
시민교육의 내용과 방식에 관한 논의에서도 활용될 여지가 많다. 이와 더
불어 교육계가 다양한 방법론 차원에 특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가치사실’ 중심 접근은 기존의 교수학습방법을 개선하는 데도 
기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당장 토론수업만 하더라도 ‘가치사실’이 갖는 
함의는 기존의 수업의 한계를 분명히 함으로써 토론 수업을 구체적인 수
업 설계 단계에서부터 개선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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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is expected generally that value education will enable students 
not only to value their own values but also to seriously consider 
others’s values and social values. However, the value-related 
issues in the media make us feel skeptical about whether true 
respect for value is disappearing. In many extreme crimes, 
violence against the weak and people's indifference and cynicism 



for them, we are faced with the uncomfortable reality that the 
minimum values   that must be adhered to are not truly respected. 

These problems can be perceived as a phenomenon stemming 
from the lack of value-reflection. In this paper, value-reflection 
means taking the value seriously and considering it as an 
important factor in choosing an action. The lack of 
value-reflection has a negative impact on individuals themselves, 
others, and society. When there is the lack of value-reflection, 
the individuals may lack authenticity about their own values and 
tend to disregard others and disrespect them. It also weakens 
support and trust in the community without seriously considering 
the basic values of society. 

In this regard, this paper attempts to theoretically explore 
alternative value education methods. Although there are many 
approaches to value education, the scope of discussion in this 
study focuses on value-clarification and value-analysis, excluding 
value-inculcation, indoctrination(including character eduction). 
For the former emphasizes the autonomous choosing and 
decision-making of the individual, while the latter disregards 
those of the individual. From the discussions on 
value-clarification and value-analysis, I intend to draw a 
normative implication on alternative value education for 
value-reflection.

First, the value-clarification approach emphasizes the process 
of autonomous choosing in order to solve the individual's value 
confusion. But this does not lead to sincere respect for the 
values of others and society, restricting resources for exploring 
their values   to only the individual thoughts and experiences. 
Next, the value-analysis approach focuses on developing 



students' ability to make a justifiable judgment aimed at solving 
value conflicts. However, this lacks reflection on value criteria 
which are the basis of the personal values and social values. As 
a result, these two value education methods have limitations in 
solving the problem of lack of value-reflection.

In this sense, the alternative value education approach should 
help students explore and choose their authentic value, and 
democratically resolve value conflicts based on respect for the 
others. It should also provide an opportunity to seriously 
consider the basic values   of our society. To this end, I suggest 
the notion of 'value-fact' and argue that value education should 
be focused on it. 'Value-fact' is not specific attitude or assertion 
about value, but objectively identifiable fact. This makes it 
possible to reflect on existing values   with a wide range of facts 
related to value judgment. In addition, 'value-fact' has an 
action-guiding characteristic that can lead to the behavior that 
individual values. The idea that 'value-fact' can perform this 
function is revealed through the following theoretical discussion.

1. According to Weber's argument, the notion of 'value-fact' 
makes it possible to accept the basic values of our society as 
already given social conditions or facts. An objective perception 
of these facts helps us to identify our own point of view and 
choose our authentic value. 

2. According to Putnam's argument, by understanding the 
meaning of 'value-fact' we can recognize the connection of value  
 and fact and move on to a deeper exploration of each. This 
allows us to capture the various views that are presupposed in 
the observation of facts and to search for empirically identifiable 



information in a conflict situation due to opposing viewpoints.
3. According to Dewey's argument, 'value-fact' is presented as 

a problem that draws students' interest, and can help individuals 
grow without imposing specific values. In addition, 'value-fact' 
can serve as a practical basis for understanding the problem of 
fundamental value conflict as a means-object relation in concrete 
situation and drawing consensus.

I focus on the implication of these 'value-fact' and present the 
teaching methods in seven stages to use 'value-fact' practically 
in the process of value education. This is not an independent 
value education model but rather a further subdivision of the 
stages of existing value education measures and serves to 
illustrate the normative implications and functions of 'value-fact' 
therein. In this way, 'value-fact' can help to derive individual 
value-reflection by revising and complementing existing 
limitations of value-clarification or value-analysis approach. 

keywords : value education, value-reflection, value-fact, 
value-clarification, value-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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