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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버트런드 러셀 교육론 연구

조 미 서

본 연구는 Russell 교육론을 고찰하고 그의 교육론이 갖는 인성교육적 함의를 도

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Russell 교육론의 사상

적 배경을 살펴보고 그의 교육론을 분석한 후, 이를 토대로 인성교육적 함의를 제

시하고자 하였다.

그의 교육론은 교육에 대한 자신만의 뚜렷한 견해 및 통찰력을 담고 있다는 평가

와 과학적인 입증이 부족해 가설로만 받아들여져야 한다는 상반된 평가를 동시에

받고 있다. 본 연구는 전자의 관점을 온건하게 취하고 있으며, 그의 교육론을 분석

함에 있어 이론의 학문적 근거를 마련하는 작업과 교육적 당위와 가치를 담은 그의

주장을 해석하고 새롭게 제안하는 작업을 동시에 진행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자는 먼저 Russell 교육론의 사상적 배경을 분석하였다. 그의 교

육론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Russell의 자유주의 사상과 교육에서 다루어지는 자유

개념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자유 개념을 분석하기 위하여 특히

아동중심교육과 자유교육에서 의미하는 자유 개념을 비교하여 제시하였다. 한편 세

계대전의 시대를 관통했던 Russell은 교육을 인류의 평화를 달성하기 위한 필수적

인 조건으로 보았다. 그의 교육론이 탄생하게 된 배경과 교육목적의 설정에 평화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기에 그가 주장했던 평화주의 사상과 평화교육의 개념을

고찰하고자 하였다.

본론에서는 Russell의 교육론을 교육목적 및 원리, 인성교육의 측면으로 나누어 논

하였다. 그는 교육의 목적을 학생들이 행복하고 자유로운 사회를 구성하는 시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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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기 위해 필요한 이상적인 성격요소인 덕목을 함양하는 데 있다고 보았다. 네 가

지 덕목인 활력, 용기, 감수성, 지성은 학생들이 자유로운 지성을 가진 행복한 시민

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바탕이 된다. 이어서 교육목적을 분석함으로써 그가 의미하는

교육일반이 인성교육을 전제하고 있음을 밝혔다. Russell의 교육론을 관통하는 핵심

적인 세 가지 원리인 자유 존중의 원리, 무조건적 애정의 원리, 본능 개발의 원리를

도출하고 이에 대해 논하였다.

한편, 인성교육과 관련하여 그가 논의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는 구체적인 교육영

역으로는 평화교육, 성교육, 지식교육이 있다. 위의 교육영역들 안에서 자유 존중의

원리가 공통적으로 적용되며, 애정의 원리와 본능 개발의 원리도 함께 포함되어 있

음을 확인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 도출한 Russell 교육론의 인성교육적 함의는 목표 설

정 차원, 내용 구성 차원, 방법 설정 차원으로 제시되었다. 우선 목표 설정 차원으

로는 덕교육적 접근과 활력 덕목을 강조하였다. 특히 그가 제시한 요소 중 활력은

앞으로 중요성이 더 강조되어야 할 덕목임을 논하였다.

다음으로 내용 구성 차원으로는 인성교육에서 성교육 비중의 확대를 주장하였다.

다시 말해, Russell 교육론을 바탕으로 인성교육 담론에서 성교육의 필요성과 의의

가 점차 증대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마지막으로 방법 설정 차원으로는 첫째, 인성교육 방법에서 자유와 훈육간의 바람

직한 관계를 설정하고자 하였다. 그의 교육론은 자유와 훈육을 대립이 아닌 조화로

운 교육방법으로 설정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둘째, 교사의 애정과 교육적 기술의

역할을 강화하였다. 특히 그가 제시하는 여러 가지 교육적 기술의 습득은 강조되어

야 할 교사의 자질임을 밝혔다. 셋째, 교과교육과 인성교육의 연결성을 강화하고자

하였다. 그의 교육론은 인성교육의 체계적․지속적인 실현을 위해 필요한 교과교육

의 원리를 제공하고 있음을 밝혔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Russell 교육론이 갖는 인성교육적 함의를 도출하여 인성교

육의 실현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 노력을 통해 인성교육의 새로운 관점

이 제시되고, 그 중요성에 비해 주목받지 못했던 내용 및 철학들이 앞으로 더욱 강

조되고 연구될 수 있기를 바란다. 그 결과 Russell의 주장처럼 학생들이 사랑으로

격려되고 지식으로 인도되는 교육으로서 인성교육이 실현되기를 기대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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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On Education(Education and the Good Life)』은 20세기 대표적인 사상가인 Russell

의 교육에 대한 철학과 견해를 다룬 문헌이다. Russell은 평화롭고 행복한 세계는

오직 교육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강력하게 주장한 철학자였다(정해창, 1987: 297).

그는 모든 인간은 도덕을 향할 수 있는 본능을 갖고 있으며, 이 본능은 교육에 의

해 가꾸어나갈 수 있다고 믿었다(한은정, 2012: 91). “교육은 새로운 세상을 여는 열

쇠(the key to the new world)”라는 말에서 교육에 대한 그의 믿음을 확인할 수 있

다(Russell, B, 1926: 67).

Russell 교육론은 교육에 대한 그만의 뚜렷한 견해 및 통찰력을 담고 있다는 평가

와 과학적인 입증이 부족해 가설로만 받아들여져야 한다는 상반된 평가를 동시에

받고 있다. Russell 교육론에 관한 저서를 집필한 Joe Park(1964)의 경우 교육에 대

한 그의 발상들은 박식한 인물이 표현한 가설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는

Russell 교육론에 대해 과학적인 조사를 통한 입증 과정이 아직 남아있다고 평가하

였다(Park, J, 1964: 129). 반면 William Hare(1987)의 경우 Joe의 이러한 견해는 교

육적인 이상들에 관한 Russell의 개념적 논의들을 모두 묵살하는 처사라고 본다. 그

는 Russell이 교육에 대한 설명 및 정당화를 위한 전통적인 철학적 과업을 수행하

였다고 주장한다. 그는 Russell의 분석들은 여전히 적절하며, 교육의 이상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증진시키고 있다고 평가하였다(Hare, W, 1987: 41).

본 연구자는 위와 같이 논쟁의 여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Russell 교육론이 현재

에도 유의미한 가치를 지님을 밝히고자 한다. 왜냐하면 그의 교육론은 교육에서 근

본적으로 고찰해야 할 만한 문제들을 철학적 기반으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그의

교육론은 “인간의 자유와 그 자유를 지킬 수 있는 용기와 인내심, 그리고 지성에 대

한 정열, 사랑으로 인도되는 지식의 수용”(Russell, B, 1926: 6)과 같이 교육에서 다

뤄야할 근본적인 문제들에 대하여 깊이 있는 논의를 제공한다. 구체적인 예를 들자

면 교육의 목적은 무엇인지, 교육이 추구해야하는 인간상은 어떠한 것인지, 교육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지켜야할 원칙이나 원리는 무엇인지 등에 대한 논의를 다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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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의 교육론은 그만의 뚜렷한 교육철학과 일관된 교육원리를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현대 인성교육에 여러 함의를 제공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Russell 교육론 연구는 도덕교육 및 인성교육에서 덕교육적 접근의

필요성 및 그 한계의 극복방안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Russell은 교육의

목적이 이상적인 성격을 획득함에 있다고 규정하고, 이상적인 성격의 특질로 네 가

지 덕목을 제시하였다. 덕목들을 획득하는 방법으로는 습관화를 강조하였다. 이는

현재 도덕과 교육과정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덕교육적 접근과 동일하다. 그의

교육이론에 대한 고찰은 현재 도덕교육 및 인성교육의 주요접근법인 덕교육의 필요

성과 한계의 극복방안을 새로운 관점으로 파악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Russell 교육론 연구는 현대 교육문제의 해결을 위한 대안을 탐색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그의 교육론을 분석하다보면 당시 교육 현상에 대한 Russell의

진단이 현재 우리사회의 교육현상에도 적용되는 모습들을 관찰할 수 있다(김현정,

2005: 180). 그는 당시 사회가 그자체로 의미 있는 교육이 아닌 경쟁에 이기기 위한

교육을 요구하고 있다고 보았다(Russell, B, 1924: 175). 그는 교육이 부모나 교사의

명예를 높이는 수단으로 전락하는 일을 경계했으며, 학생들이 늘 목적으로 대우받

기를 원했다. 이러한 현상들은 오늘날 교육 현장에서도 충분히 관찰가능하기에, 이

에 대한 그의 주장과 대안을 살펴보고 현대교육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작업 또

한 의미가 있을 것이다.

연구자는 Russell의 이론이 인간존엄성을 바탕으로 일관된 교육원리를 제시하고

있으며 인성함양을 교육의 최종 목적으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의 인성교육에

철학적 토대를 제공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이를 밝히는 일을 논문의 목적으로 삼았

다. Russell의 교육론이 갖는 가치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연구는 교육의 목적에

대한 논의 혹은 평화교육론, 아동교육론의 측면으로 편향된 측면이 있다.1) 그의 교

1) 현재까지 진행된 국내학술지 연구를 살펴보았을 때 Russell의 교육론에 대한 연구는 교

육목적에 대한 논의, 평화교육론, 아동교육론에 치중되어 있다. 이와 관련된 연구들로는

김선양. (1968). B.Russell의 敎育思想:平和를 위한 敎育을 中心으로, 硏究論文集, 1(-),

155-167; 유재순. (1979). 버어바트란트 러셀의 宗敎觀과 敎育思想硏究, 교육연구, -(48),

131-145; 도광순. (1983). B. Russell의 平和思想과 敎育, 아카데미論叢, 11(1), 122-135; 이

항재. (1987). 버어틀란드 러셀의 兒童敎育論, 사학, 43(-), 42-28; 이항재. (1995). 러셀의

평화교육 사상 연구, 미래유아교육학회지, 1(1), 127-144; 김현정. (2005). 유년기 인성 형

성에 관한 러셀 견해 고찰, 교육과학연구, 36(1), 179-197; 등이 있다. 한편 기존 연구와는

달리 Russell의 지식교육론과 그 적용을 연구한 최연희․권동택. (2014). B. Russell의 아

동교육이 지식교육에 주는 함의, 초등교육학연구, 155-182;이 발표되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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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론에서 교육원리를 도출하고 인성교육적 시사점을 제시하는 연구의 경우 찾아보

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연구는 그의 교육론을 고찰하여 교육원리

를 도출하고, 그의 교육론이 갖는 인성교육적 함의를 규명하는 작업을 수행해 기존

연구와 차이를 만들고자 한다.

위와 같은 연구 필요성 및 목적을 바탕으로 세부적인 연구목적을 구분하여 기술하

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교육론의 사상적 배경이 되는 자유와 평화 개념을 고찰한다.

자유는 Russell 사상 전반에서 중요한 가치를 지니는 개념이며 그의 교육론에서도

핵심원리로 작용한다. 그의 교육이론에서 자유는 교육의 목적이면서 얻어지는 결과

이며, 동시에 그 과정에서도 반드시 추구되어야 하는 원리이다. 한편 그의 사상에서

평화는 교육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상태이며, 반대로 교육은 근본적인 평화

를 이룰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됨을 확인할 것이다. 자유와 평화의 개념을 고찰함

으로써 그의 교육론이 갖는 사상적 배경을 확인하고 교육론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한다.

둘째, 교육목적을 분석하고 핵심적인 교육원리를 도출한다. 그의 교육론은 뚜렷한

교육목적과 함께 일관된 교육원리를 적용하고 있기에 이러한 원리를 도출하여 밝히

는 과정이 필요하다. 기존의 연구들은 교육목적이나 아동교육론, 평화교육론에 대한

논의 등 한정된 차원에만 머무르는 경향이 강했기에, 연구자는 Russell 교육론의 핵

심이 되는 원리들을 도출하여 밝히고자 한다. 이에 따라 연구자는 그의 교육론에서

는 자유 존중의 원리, 무조건적 애정의 원리, 본능 개발의 원리라는 세 가지 원리를

도출하고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할 것이다. 이러한 작업은 바로 다음 목적인

그의 핵심적인 교육원리들이 인성교육 영역에 적용되고 구현되는 지점들을 논의하

는 일에 기반이 될 것이다.

셋째, Russell이 추구하는 인성교육을 평화교육, 성교육, 지식교육의 차례로 논하고

자 한다. 각 영역별 인성교육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서 앞서 도출한 세 가지 교육

원리들이 구현되는 지점을 살펴볼 것이다. 그의 인성교육은 교육영역에 따라 세부

적인 내용은 다를 수 있으나, 공통적으로 앞서 살펴본 교육원리에 따라 올바른 인

성함양을 지향하고 있음을 확인하고자 한다.

넷째, 인성교육적 함의를 제시한다. 자유 및 인간존엄의 원칙을 바탕으로 한 그의

교육론은 분명 현재 한국의 인성교육에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 이는 인성교육의

목표 설정 차원에서 덕교육 접근의 필요성에 대한 근거가 될 수 있으며, 그가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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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덕목 중 활력 덕목은 앞으로 강조될 필요가 있음을 살펴볼 것이다. 다음으로 그

의 교육론이 내용 구성 차원에서 성교육 비중 확대의 근거가 될 수 있음을 확인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방법 설정 차원에서 그의 교육론은 자유와 훈육의 조화로운 방

법을 제시하고 있으며 또한 그가 강조한 교사의 애정과 교육적 기술은 현재 인성교

육에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음을 설명하고자 한다. 이어서 그의 교육론이 인성교

육과 교과교육의 연계성 강화를 통하여 인성함양을 지향하고 있음을 확인할 것이

다.

한편 Russell 교육론은 상세한 논의들이 기준에 따라 체계적으로 진행되기 보다는

나열식으로 전개된다는 한계를 가진다. 이러한 측면은 그의 이론을 가설로 받아들

여야 한다는 견해를 뒷받침하기도 한다. 그의 교육론은 1부 “교육의 이상”, 2부 “인

성교육”, 3부 “지식교육”으로 구성된다. 대략적으로 살펴보면 1부에서는 “근대교육

이론의 전제조건”과 “교육의 목적”에 대해 논한다. 2부에서는 그가 인성교육에 해당

한다고 본 “생후 첫해”, “공포”, “놀이와 공상”, “이기심과 소유 본능”, “성교육”, “유

아원” 등에 대해 다룬다. 3부에서는 지식교육의 “일반원리”와 초등교육과정, 대학교

육, “결론” 등이 포함된다.2) 이처럼 그의 교육론은 논의에 있어 기준에 따른 체계적

인 분류가 부재하다. 동시에 그의 교육론은 교육적 가치관과 학문적 사실, 일상의

경험 등을 혼합하여 제시하고 있어 이에 대한 논증이 부족하기에 비판의 여지가 존

재한다.

분석 대상이 갖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학술가치가 있는 연구가 되기 위해서는

학문적으로 논의가 가능한 항목들을 추출하고 이를 논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연

구자는 그의 논의 중 학술적으로 논증이 가능하고 학문적으로 논의할 가치가 있는

2) 본 논문의 주요 분석 대상인 Russell의 《On Education》(1926)은 총 3부로 이루어져있

다. 1부는 “교육의 이상(Educational Ideals)”으로 “근대교육 이론의 전제조건(Postulates

of Modern Educational Theory)”과 “교육의 목적(The Aims of Education)”에 대해 다룬

다. 2부는 “인성교육(Character Education)”으로 “생후 첫해(The First Year)”, “공포

(Fear)”, “놀이와 공상(Play and Fancy)”, “건설적인 것(Constructiveness)”, “이기심과 소

유 본능(Selfishness and Property)”, “진정성(Truthfulness)”, “벌(Punishment)”, “다른 아

이들의 중요성(Importance of Other Children)”, “애정과 동정(Affection and Sympathy)”,

“성교육(Sex Education)”, “유아원(The Nursery School)”으로 이루어져 있다. 3부는 “지

식교육(Intellectual Education)”으로 “일반원리(General Principles)”, “14세 이전의 교육과

정(The School Curriculum Before Fourteen)”, “마지막 학년(Last School Years)”, “통학

학교와 기숙학교(Day Schools and Boarding Schools)”, “대학(The University)”, “결론

(Conclusion)”으로 구성된다. 세 개의 주제로 구분하여 논하고 있지만, 세부 항목들이 구

체적인 기준이나 체계가 없으며 그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요소들의 나열로 논의되고 있

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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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초․중등 교육에서 적용가능한지, 그리고 현재 국내 교육에 대입할 필요성과 시

의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기준으로 분석 대상을 추출하여 논의하고자 하였다.

본 논문의 목적은 새로운 관점으로 Russell의 교육이론을 톺아보고 그 가치를 재

조명하는 데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인성교육의 철학적 토대를 정립하고 인성교육

현실의 개선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있다.

2. 연구 방법 및 범위

본 논문의 목적은 Russell 교육론의 사상적 배경을 바탕으로, 그의 이론을 체계적

으로 분석하고 인성교육적 함의를 밝히는 데 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본 연구

를 탐색적 연구(exploratory research) 방법을 통해 진행하였다. 탐색적 연구는 기본

적 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연구에 적합하며 연구문제를 형성하거나 가설을 개발하기

위해 주로 사용한다. 이는 일반적으로 새로운 문제나 쟁점을 제기하고 해답을 찾아

갈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는 연구 방법이다(김구, 2008: 58-59). 논문은 Russell 교

육론의 인성교육적 함의를 탐색하는 연구이므로, 지금까지 제시된 이론들과 연구들

을 톺아보고 앞으로의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탐색적 연구가 적합하고 할 수 있다.

이를 수행하기 위한 구체적 방법으로는 문헌연구방법(literature review)을 활용하였

다.

논문은 서론과 결론을 포함하여 총 다섯 부로 구성되어 있다. 본론에서는 Russell

교육론의 사상적 배경과 그의 교육론 분석, 인성교육적 함의를 다뤘다.

본론의 첫 번째인 Ⅱ부에서는 Russell 교육론에 대한 사상적 배경을 전반적으로

살펴보았다. 먼저 그가 자유를 강조했던 만큼 그의 자유주의 사상 전반을 고찰하였

다. 다음으로 교육이론에서 다루는 자유 개념을 알아보기 위하여 Rousseau와

Dewey의 아동중심교육에 대해 분석하고, 이어서 인간만의 고유한 활동인 앎을 통

해 진정한 자유에 이르고자 하는 자유교육에 대해서 분석하였다. Russell 교육론에

서 의미하는 평화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 그가 평화주의를 주장하게 된 배경과 구체

적인 그의 평화사상을 살펴보고, 평화교육의 개념에 대해 분석하였다.

Ⅲ부에서는 Russell 교육론의 목적과 원리를 분석하고 Ⅳ부에서는 그가 제시한 인

성교육을 영역별로 살펴보았다. 이 과정에서 두 가지 작업을 동시에 진행하였다.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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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 Russell이 당시 심리학의 발전수준에 따라 실증하지 못한 주장들을 다룬 현대의

연구들을 제시하여 그 증명을 대신하는 작업이다. 그가 교육론을 집필할 당시인

1920년대 초반은 심리학이 태동하고 얼마 지나지 않은 시기기에 근거로 제시할 수

있는 연구가 거의 없었다. Joe Park(1964)이 지적했듯, 그의 견해는 과학적으로 입

증되기 어려웠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기에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연구에서 이 작업을 대신하여 그의 견해를 실증적으로 파악

하고자 하였다.

다른 하나는 교육적 당위와 가치를 담은 그의 주장을 제안하는 작업이다. William

Hare(1987)의 주장처럼 교육에 대한 Russell의 논의는 전통적인 철학적 토대를 구

축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는 교육철학에서 불확실한 위치에 놓여 있다고 여

겨지기도 하지만, Dewey나 Neill과 견주어 비교될 만큼 그 또한 자신만의 뚜렷한

견해를 제시하였다고 평가받는 것도 사실이다. 학문적 실증의 측면과 더불어 당위

의 관점에서 그의 주장을 함께 살펴보았다.

Ⅲ부와 Ⅳ부의 문헌 범위는 우선 Russell의 교육 철학과 관련된 저서 및 연구 논

문, 학술지 논문이 주로 해당된다. 특히 국내의 완역본인 『러셀의 교육론』(안인희

옮김, 2011)의 도움을 받아 Russell의 원저인 《On Education-Especially in Early

Childhood(Education and the Good Life)》(1926)을 집중적으로 분석하고 고찰하였

다. 뿐만 아니라 교육과 관련하여 그가 기고했던 다양한 저술활동들(1924, 1935) 모

두 주요 연구 대상으로 삼았다. 이들을 참고로 하여 그의 교육철학 및 이론들을 상

세히 분석하고자 하였다.

마지막 Ⅴ부에서는 그의 교육론이 갖는 인성교육적 함의를 도출하였다. 이는 인성

교육의 목표 설정 차원, 내용 구성 차원, 방법 설정 차원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그의 교육론이 갖는 인성교육적 함의를 고찰하고 그 가치를 논증하고자 하였다. 이

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문헌 범위는 현행 인성교육과 관련된 논문들로 설정하

고 분석에 다수 참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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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러셀 교육론의 사상적 배경

Russell은 사상 전반에서 자유와 평화라는 가치를 중시하였으며 이는 그의 교육론

에서도 반영되어 있다. 그는 학생들이 평화로운 사회에서 행복하고 자유로운 시민

으로 성장하기 위하여 이상적인 성격을 함양시키는 일을 교육의 목적으로 삼았다.

그의 이론에 따르면 교육의 과정에 있어 학생의 자유를 최대한 존중해야하며 교육

의 결과에 있어서도 자유가 성취되어야 한다. 자유는 그의 교육론에서 핵심적인 교

육원리로 작용하고 있는 만큼 중요한 개념이라 할 수 있다.

평화는 그에게 올바른 교육을 통해서만 이룰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며, 반대로 교

육은 평화를 이루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수단이 된다. 그는 평화로운 세계를 위해

교육의 역할을 강조하였으며 교육을 통해서만 근본적인 평화가 가능하다고 보았다.

그의 교육론이 갖는 사상적 배경을 고찰하는 작업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교육론을

이해하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한다. 우선 그의 일반적인 자유주의 사상에 대해 분석

하고, 교육에서 논하는 자유에 대한 두 가지 입장을 통해 자유 개념을 살펴보고자

한다. 다음으로 그의 평화주의가 갖는 등장배경과 구체적 사상을 확인한 뒤 평화

개념에 따른 평화교육의 개념을 살펴볼 것이다.

1. 자유주의와 교육

우선 Russell 사상의 일반적인 자유 개념에 대해서 살펴볼 것이다. 그의 자유주의

사상을 살펴보고 그가 고찰하는 일반적인 자유 개념 또한 교육과 연관됨을 확인할

것이다. 동시에 자유주의 사상의 논의에서 Russell의 자유사상과 평화사상, 교육사

상이 맞물리는 지점을 제시하여, 다음 장에서 다룰 그의 교육에서 자유 개념에 대

한 깊이 있는 이해를 돕고자 한다.

한편 교육에 있어 자유를 논하는 두 가지 큰 갈래는, 무엇보다 학생들의 자유를

우선적으로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과 다른 한편으로 학생에게 바람직한 것을 부모나

교사가 판단하여 전달하는 과정 안에서 그들의 자유를 추구해야 한다는 입장일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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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입장은 아동중심교육 사상으로 대표된다. 르네상스시대부터 출현하기 시

작한 아동중심교육은 기존의 교육에 대한 항의 및 도전이었으며 공통적으로 기존교

육에서 학습자의 관심과 흥미가 전적으로 결여되어있음을 비판하는 특징을 갖는다

(임상도․송영화, 2016: 55). 아동중심교육을 구체적으로 이론화한 Rousseau와

Dewey의 이론을 살펴보는 작업으로 첫 번째 입장을 이해하고 명확히 하고자 한다.

두 번째 입장은 교육의 과정에 있어 학생의 자유보다 교사 권위에 의한 판단을 더

중시한다는 측면에서 자유교육(liberal education)의 개념을 살펴봄으로써 구체화할

수 있을 것이다. 자유교육에서 의미하는 자유의 일반적인 뜻은 앎을 통한 자유로서

본질적으로 이와 다른 관점으로 다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논문은 아동중심교육과

자유교육을 대비하여 자유 개념에 대해 논함이 목적이므로, 교육의 과정에서 주어

지는 학생의 자유에 한정하여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Russell 또한 이 두 가지 입장에 대해 논하며 자신이 추구하는 교육에서의 자유를

설명한다. 그의 입장을 폭넓게 이해하기 위하여 아동중심교육과 자유교육에서 다루

는 자유 개념을 확인함으로써 이에 대한 사상적 기초를 세우고자 한다.

1) 러셀의 자유주의 사상

Russell은 일반적인 자유란 추상적 의미에서 욕구를 실현하는 데 있어 외부의 장

애물이 없는 상태라 설명하였다(Russell, B, 1928: 206). Peters(1966)의 경우 자유가

성립하는 두 가지 중요한 요소는 우선 하고 싶은 것, 혹은 하려고 결정한 것이 있

고, 다음으로 그것에 대한 구속이 없음이라고 보았으며(Peters, 이홍우․조영태 옮

김, 2004: 270) 이는 Russell과 같은 견해를 구체화한 형태임을 알 수 있다.

그는 자유에는 심리적인 요소인 어떠한 필요가 있다고 설명한다(Russell, B, 1928:

207). 이는 앞서 살펴본 Peters가 설명한 하고 싶은 것, 하려고 한 것에 해당된다.

그는 이를 심리적 역동성(psychological dynamics)이라고도 부른다. 인간 본성은 주

어지기 때문에 외부 조건을 여기에 적응시켜야한다는 견해가 정치적 관점에서는 지

배적이었다. Russell은 실제로 외부 조건이 인간 본성을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이

둘 간의 관계에는 조화가 필요하다 주장한다. 그에게는 환경 변화에 따른 인간의

다양한 욕구가 자유에 있어 중요한 고려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휴대폰이 개발된 후 사람들은 휴대폰을 원하게 되었고 이후에는 더 좋은 기능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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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한 휴대폰을 욕망하게 된다. 그의 견해에 따르면 이러한 욕망으로부터 자유롭기

위해서는 인간 본성과 외부 조건 모두 조절과 조화가 필요하다.

Russell은 인간의 욕구는 다양하지만 보편적이라고 인정받을만한 기본 욕구들이

존재한다고 설명한다(Russell, B, 1928: 208). 예를 들어 건강, 의, 식, 주, 성(性)과

관련된 욕구들이다. 인간이 자유롭기 위해 다른 것들이 필요할 수 있지만 이들은

최소한의 자유를 충족시키는 조건이 된다. 그는 이러한 토대에서 사회를 정의해야

한다고 말한다. 최소한의 자유는 고립된 개인이 스스로 쟁취하는 것보다 사회에서

획득하는 것이 더 쉽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가족 혹은 부족을 넘어서는 사회 집단

이 없었던 시기를 생각하면 현재는 물리적 필요를 더 쉽게 충족할 수 있다.

Russell은 인간의 심리적 역동성을 제외한다고 가정하고 자유의 획득을 방해하는

장애물을 물리적인 측면과 사회적인 측면 두 가지로 분류하여 제시한다(Russell, B,

1928: 209). 예를 들어 양식을 자유롭게 얻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의 경우, 물리적인

측면에는 자연 혹은 환경적 요인으로 인해 인간의 생명 유지에 필요한 만큼 충분한

양식을 생산해낼 수 없는 경우가 속한다. 사회적인 측면에는 타인의 방해로 인해

양식을 손에 넣을 수 없는 경우가 해당된다. 그는 사회가 자유를 획득하는 물리적

장애물을 제거하는 동시에 사회적 장애물을 생산해낸다고 지적한다.

그는 시대가 변해감에 따라 개인이 부딪히는 물리적․사회적 장애물을 제거하기

위한 정부의 역할이 점점 더 강조된다고 보았다(Russell, B, 1928: 210). 정부는 개

인의 삶과 자유를 통제할 수 있다. 정부의 권한을 축소 혹은 확대한다고 하더라도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기 어렵다. 따라서 그는 어떻게 하면 정부로 하여금 기존의

긍정적인 역할을 다하며 개인의 자유를 최소한으로 제한할 수 있을 지에 대해 숙고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편 Russell은 사회적 차원에서는 욕망을 수정하는 일이 권력을 가지는 일만큼이

나 큰 자유를 얻게 한다고 말한다. 권력을 극대화하거나 반대로 욕구를 극소화할

때 누리는 자유는 커지게 되기 때문이다. 개인들이 욕망이 서로 부딪히지 않는 평

화로운 사회일수록 더 많은 자유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그가 자유를 위하

여 사회적 차원의 개인의 욕망 조절을 강조하고 있음이 확인가능하다.

자유에 대한 그의 논의는 개인과 공동체와의 관계로 이어진다. 일반적으로 개인의

자유와 공동체는 상반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중요한 연관개념이다. 그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진다. ‘다른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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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체가 개인의 삶에 얼마나 관여해야 하는가? 그래도 된다면, 무엇에 관여해야

하는가?(Russell, B, 1928: 212)’

그렇다면 그의 답은 무엇일까? 그는 위에서 언급한 기본적 자유를 누릴 조건들이

다른 어떤 권리보다 앞서야 한다고 보았다. 기본적인 자유는 후대를 이어가기 위해

필수적인 생물학적 생존과 유관하기 때문이다. 그는 이러한 주장을 밀고 나가 한

사람에게 반드시 필요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 다른 사람에게서 잉여의 부분인 안락

함을 빼앗는 일은 선험적으로 합리화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한 사람에게 필수품을

박탈하는 경우가 다른 사람의 잉여 물품의 축적을 막는 경우보다 더 큰 자유를 빼

앗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는 귀족들의 사치스러운 행동들은 자유의 관점에서 볼 때

합리화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

결국 Russell은 사회가 모든 구성원들에게 필수적인 조건들을 제공하기 위해 그들

의 삶에 개입할 수 있는 추상적 권리를 인정한다. 여기에는 예외적인 부분이 있는

데 바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얻은 소유물에는 개입할 수 없다는 것이

다. 대표적으로 지식 혹은 예술 분야가 이에 속한다. 그가 보기에 이에 대한 개입은

개인의 자유를 방해하는 악질적인 형태로 이루어진다(Russell, B, 1928: 215).

그가 제시하는 사회적 자유의 침해를 막아야하는 또 다른 이유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타인의 행복을 대체로 바라지 않는 악의와 타인을 행복하게 하는 방법을 모르

는 무지함 때문이다(Russell, B, 1928: 217). 그는 사람들의 악의와 무지함이 해악으

로 작용할 때 사회적 자유의 침해가 일어난다고 보고,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계층

이 스스로 이익을 도모할 수 있는 시스템이 정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한이

있는 자들이 무지하거나 악의에 찬 경우 사회적 자유의 침해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민주주의를 채택한 사회에서 공적기관들은 관료들이 시민들의 문제를 간

접적으로 처리하는 형식으로 운영된다. 교사들은 아이들과 부딪히며 그들을 이해하

고 보살피는데, 교사들을 관리하는 사람들은 주로 현장 경험이 없는 공무원들일 수

있다. 즉 그는 자금을 유용하게 쓰는 방법을 아는 이들에게 자금이 있는 게 아니라

자금을 담당하는 이들에게 있음을 비판하고 경계하였다.

그는 마지막으로 자유에 관한 가장 중요한 구분으로서 다른 사람의 손실을 통해

얻는 이익과 다른 사람의 손실과 무관한 이익 문제에 대해 논한다(Russell, B, 1928:

219). 전자는 주로 자원의 희소성에 따른 물질적인 문제와 관련이 있다. 후자는 교

육 혹은 예술과 관련된다. 지식이나 사상, 예술은 누군가가 소유한다고 해서 타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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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을 야기하지 않는다. 이들은 우열이 나누어지지 않아 무엇이 더 우월한지 판단

하기 어렵다. 누군가 수학을 좋아하고 다른 사람은 음악을 좋아하는 것은 서로 방

해가 되지 않는다. 그는 의견 문제에서 진리에 이르는 유일한 방법은 자유 경쟁이

라고 설명한다. 그에 따르면 자유주의가 필요한 분야는 경제 분야가 아닌 정신적인

분야이다. 그는 자유 경쟁체제에서 승리한 사람들이 자신의 경제력을 다른 분야에

확대 적용하는 일은 우리 사회의 정신적․도덕적 발전을 가로막는 커다란 위험을

야기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Russell은 개인의 행동이 타인에게 직접적인 해를 끼침이 분명하지 않은 한, “개인

의 자유는 존중받아야 한다”고 역설한다(Russell, B, 1928: 221). 위에서 살펴보았듯

우리가 추구해야 할 자유는 타인의 선택권을 박탈하지 않으면서 자신의 삶과 생각

의 방식을 온전히 선택하는 자유이다.

그는 자유를 극대화하기 위한 조건 하나를 덧붙인다. 바로 교육을 통해 인간다운

자질을 길러 평화롭게 행복을 찾을 수 있도록 도모하는 일이다. 욕망이란 성인이

된 후에는 근본적으로 변화하기 어렵고 통제만이 최선이기에 아주 어릴 때부터 “자

신도 살리고 남도 살리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Russell, B, 1928: 222). 이러한 견해

는 그의 자유사상과 평화사상 그리고 교육사상이 맞물리는 지점이다. 그가 꿈꾸는

진정한 자유는 타인과 더불어 살아가는 평화에 기반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종합하자면 그에게 자유란 욕구가 있을 때 이를 실현하는 데 장애물이 없는 상태

이다. 평화로운 사회를 위해서는 개인의 욕망이 서로 충돌되지 않을 수 있도록 수

정되고 사회적 장애물이 생산되지 않도록 예방할 필요가 있다. 그는 타인에게 전혀

손실을 입히지 않고 얻을 수 있는 소유물이자 이익인 지식, 예술, 교육과 같은 분야

가 강조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그는 개인의 자유는 존중받아야 한다고 보았으며 특

히 최소한의 자유를 위한 기본적 욕구들은 반드시 충족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

였다. 뒤이어 자유를 극대화하기 위한 조건으로 교육을 강조하였다. 교육을 통해 인

간성을 함양하여 개인의 자유를 충분히 누리며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도모해야 한

다. 결국 일반적인 자유에 대한 그의 논의 또한 교육과 연결됨을 알 수 있다.

Russell 교육론 중 교육의 목적, 과정, 결과에서 나타나는 자유 개념은 이어지는 장

에서 확인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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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아동중심교육과 자유교육의 자유 개념

Rousseau와 Dewey의 사상을 통해 아동중심교육의 자유 개념을 살펴보고자 한다.

Rousseau는 학습자의 자발성과 자유를 강조한다. 그는 아동을 어른의 축소판으로

보고 그들을 기존의 틀에 끼워 맞추려는 기존 방법들을 배격하였다. 그는 인간이

선한 자유의 존재임을 전제하였다. 그는 아동을 인간의 초기 단계로 보고, 아동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인정하고 옹호하였다(노상우, 1995: 256). 그에 따르면 아동은 선

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며 자유로운 주체로서 성장할 힘을 가지고 있다. 동시에

아동들이 존재자체로서 자유로운 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주체적인 능력을 발전시키

는 자연주의적 교육방법론을 제시하였다.

Rousseau가 의미하는 자유는 자연에 따르는 것이며 아동이 자신의 욕구에 따라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이다. 자연은 아이들을 사랑과 도움을 받도록 만들었으므로

그들이 복종하거나 두려워하게 해서는 안 된다(Rousseau, J, 김중현 옮김, 2003:

152-154).

Rousseau는 아동기에 자연에 따른 교육을 해야 하기에 가능한 한 외적인 제약으

로부터 아동을 자유롭게 해야 한다고 보았다(반채익, 2005: 15). 그는 이 시기의 교

육을 소극적 교육이라 불렀다. 소극적 교육에서 교사는 아동이 학습할 수 있는 환

경을 만들어 줄뿐이고 아동은 그 안에서 자유롭게 학습한다. 그는 아동의 자연적인

발달을 넘어서는 강압적인 교육과 적극적인 교육을 해서는 안 된다고 보았다.

하지만 Rousseau는 아동에게 자유가 필요하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그들의 요구

를 들어주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아동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게 할 경우 그

들은 지배의식을 갖게 되고,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할 경우 한없이 괴로워하게 되기

때문이다.

Dewey는 Rousseau의 사상을 이어받아 아동존중사상과 과학주의를 결부시켰다.

이로써 아동이해와 발달에 대한 관점은 비과학적인 성격에서 합리적인 성격으로 변

화하게 된다(문혜옥․강명혜, 1995: 337). Dewey는 Rousseau와 달리 아동은 선한

본성이 아닌 본능과 충동을 가지고 태어난다고 보았다(반채익, 2005: 16). 이는 인간

이 몇 가지 본능과 충동만을 타고난다고 보았던 Russell의 인간관과도 동일하다.

Dewey 이전에는 아동의 근원을 자연 혹은 신으로 생각하였다면, 그는 아동이 생리

적․심리적인 내적 능력을 가졌고 이를 통해 성장 및 발달을 한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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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wey는 아동의 성격은 본능 혹은 충동을 토대로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형성

된다고 설명한다. 그에 따르면 교육은 자연적인 발달법칙을 그대로 따르는 일이 아

닌, 유기체와 환경의 상호작용을 통해 아동의 경험을 성장시키는 일이다. 그는 아동

이 현재의 경험을 출발점으로 하여 더 많은 경험을 쌓아가면서 이전의 경험을 수정

하고 발달시키는 과정을 통해 성장한다고 보았다. 이러한 성장은 아동이 미성숙한

상태에 있음을 전제로 하기에 가능하다. Dewey는 미성숙함이 무엇인가 결핍되어

있다는 의미뿐만 아니라 성장가능성과 힘, 능력이 있다는 적극적 의미를 지니고 있

음을 강조하였다(Dewey, 이홍우 옮김, 2006: 93-94). 그는 성장이 무언가를 해주는

것이 아닌 아이들이 “하는” 것이라 믿었다.

Dewey는 아동이 현재의 경험을 재구성하기 위한 목적에서 아동에게 자유를 주는

일을 중요하게 여겼다. 그는 교육에 있어 자유를 외적인 자유와 내적인 자유라는

두 가지 관점에서 파악한다(반채익, 2005: 17). 여기서 외적인 자유란 구속이나 통제

가 없는 신체적인 자유이다. 이는 궁극적으로 아동 자신의 선택, 능력, 지성이라는

적극적인 자유 즉, 내적인 자유의 전제가 된다. 그는 자유를 그 자체 목적으로 보지

않는다. 자유를 목적으로 추구하다보면 경험을 공유하며 질서를 확립하는 협력활동

이 저해될 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자유인 내적인 자유가 외적인 자유의 형태로 축소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종합해보면 아동에게 무조건적인 자유를 주어서는 안 된다는 Rousseau의 주장은

교육에서 자유는 정도의 문제라고 규정한 Russell의 견해와 일맥상통하다. Russell

의 경우 무조건적 자유에 반대하는 이유는 학생의 건강에 관련된 문제는 무조건적

으로 허용할 수 없으며, 자유의 역설로 인해 보다 강한 학생이 다른 학생의 자유를

억압할 수 있기 때문이라 밝힌 바 있다. 한편 자유 자체를 목적으로 삼을 경우 교

육목적의 달성이 저해될 수 있음을 지적한 Dewey의 주장은 타인을 배려하는 등의

도덕성은 자유로운 환경에서는 자연적으로 형성되기 어렵다고 경계했던 Russell의

입장과 상통함을 확인할 수 있다.

자유교육을 통해 교육에 있어 자유의 두 번째 입장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자유교

육은 Aristotle, Peters, Hirst가 대표적인 사상가로 알려져 있으며, 특히 1960년대

Peters와 Hirst에 의해 정교한 교육이론으로 확립되어 연구되기 시작하였다. Hirst

의 경우 Aristotle의 사상적 아이디어를 자유교육 이론으로 치밀하게 만든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유재봉․정철민, 2010: 109-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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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교육에서 자유란 이성적 자유에 강조점을 둔다. 특히 Aristotle의 사상을 토대

로 한 자유교육3)은 이성을 완전히 발휘하게 함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자유교육에

서는 지식의 추구와 합리적 마음을 따로 떼어서 생각할 수 없다고 본다(반채익,

2005: 11). 지식을 추구하는 일은 인간을 인간답게 하는 일 즉, 인간 고유의 본성에

따르는 일이다. 동시에 인간의 타고난 가능성을 최대한 발현하는 일을 뜻한다. 결국

자유교육은 인간만이 갖는 고유한 특성인 합리성을 계발하는 일을 목적으로 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자유교육은 내재적 목적론을 취한다고 할 수 있다. 내재적 목적론이란 교

육의 목적을 교육 그 자체, 인간 마음의 계발에 두는 이론이다(김정래, 2003: 91).

합리적 마음이란 인간 이외의 어떤 존재에게도 부여될 수 없는 인간만의 고유한 특

성이기에, 교육 또한 인간만의 독특한 활동이 된다. 내재적 목적론에서 교육은 입시

나 사회적 성공과 같은 어떠한 외부적 목적과 관계없이 인간의 고유한 특성인 합리

적 마음을 계발하는 일을 뜻한다.

Peters의 경우 자유교육의 의미를 세 가지로 분석한다(Peters, 이홍우․조영태 옮

김, 2004: 55-57). 첫째, 자유교육은 지식 그 자체를 목적으로 추구하는 내재적 가치

를 지닌다. 둘째, 자유교육은 전문적인 훈련이 아닌 일반교육 혹은 교양교육의 성격

을 띤다.4) 이는 지식분화에 따른 전문교육과 대비되는 의미이다. 셋째, 자유교육은

교화와 같은 편협한 신념이나 가치를 주입하려는 권위적인 교육과 반대된다.

Peters의 자유교육은 지식 그 자체를 목적으로 추구한다는 점에서 고대희랍 교육

의 정신을 계승하고 있다. 그의 자유교육에서 “자유”란 교육내용의 내재적 가치에

헌신한다는 측면인 규범적 기준과, 지식을 학습한 결과로서 지적인 안목을 갖게 되

고 편협한 신념이나 가치로부터 벗어난다는 인지적 기준, 마지막으로 교육받는 사

3) Hirst(1971)가 자유교육의 기원을 Aristotle에서 발견한 이후, 자유교육의 기원은

Aristotle의 사상이라고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져 왔다. 유재봉․정철민(2010)은 J. Muir의

경우 자유교육의 기원을 Aristotle이라기 보다 Isocrates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소개한다.

연구자들에 따르면 Hirst는 원리 혹은 정신으로서의 자유교육의 기원을 제시하려 했던

반면, Muir는 프로그램으로서의 자유교육의 기원을 제시하였다. 그들은 자유교육의 기원

에 대한 논쟁이 상이한 자유교육의 개념에서 비롯된 것으로 결론을 맺는다(유재봉․정철

민, 2010: 109).

4) 김인(2015)은 그의 연구에서 자유교육 이념의 역사와 쇠퇴에 대해 분석하고 있다. 그의

연구에 따르면 자유교육의 쇠퇴와 위기는 고대희랍에서 시작된 자유교육마저도 사실상

직업교육이었기에, 모든 교육은 직업교육에 수렴한다는 Dewey의 주장으로 인해 촉진되

었다. 동시에 현재 학교교육의 목적이 학생들이 직업을 갖게 하며 사회에 나갈 준비를

시키는 일에 있다고 보는 통념이 유일한 관점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어, 자유교육의 이념

은 더욱 약해지고 있는 것으로 진단된다(김인, 2015: 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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람의 의식과 자발성을 전제로 하는 과정적 기준을 의미한다(반채익, 2005: 12). 달리

표현하자면 Peters가 의미하는 자유교육에서 자유란 “교육을 실현 하는데 제약 혹

은 장애”가 없는 상태이다(유재봉, 2000: 144). Peters가 의미하는 자유란 어떤 특별

한 교육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라기보다는, 지식 이해와 합리성 획득이라는 교육의

내재적 가치를 추구하기 위하여 장애가 없어야 한다는 요구로 볼 수 있다(유재봉,

2000: 145). 이는 국가, 종교, 관습으로 인한 지적 속박으로부터 자유를 추구한

Russell의 입장과 동일하다.

한편 Peters는 교육에서 아동의 선택은 반드시 바람직하다고 인정되는 것들 중에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았다. 그는 경험이 부족한 학생들에게 자유로운 선택권을 주

었을 때 그러한 선택의 자유는 정당화되기 어렵다고 주장한다(Peters, 이홍우․조영

태 옮김, 2004: 276-279). 학생들이 스스로 선택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경험과 능

력을 갖추었을 경우에만 진정한 의미의 선택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학생들이 자기

행동의 결과를 현실성 있게 예측 및 조정할 수 있는 시기가 된다면 진정한 의미의

선택이 가능하다.

따라서 교육활동에서 학생의 자유를 고려할 때에는 교육의 본질과 그에 따른 교사

의 권위와 판단이 중요하다. 교육활동에서 이루어지는 선택지는 교사의 권위와 판

단에 의해서 설정되어야 한다. 그는 학생들의 자율성을 기르기 위해 그들이 규칙,

법률, 제도 등의 환경 안에서 자신의 선택으로 얻어질 구체적인 결과를 교사로부터

제공받아야 한다고 여겼다(최현주․이병승, 2012: 382).

이는 교육 과정에서의 자유에 있어 앞에서 살펴본 아동중심교육과 대비되는 견해

임을 알 수 있다. 이로 인해 자유교육은 교육내용이 공적 영역 중심으로만 이루어

진다는 한계를 가지며, 교육방법 면에서 가치중립의 지나친 강조로 소극성이 야기

된다는 비판을 받는다(홍은숙, 2006: 84). Peters의 견해에 교사의 선택지가 지나치

게 제한적이거나 일방적일 경우 학생들의 자율성, 능동성, 독립성을 위축시킬 수 있

다는 지적이 가능하다.

이상의 논의를 정리해볼 때 Peters가 주장하는 자유교육에서 자유의 의미는 합리

적 사고 능력을 기른다는 의미에서 적극적인 자유라 할 수 있다(반채익, 2005: 13).

교육을 통해 무지나 선입견, 오류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정확한 지식을 획득하고 학

습할 수 있는 능력과 합리적으로 사고하는 능력을 길러야만 자유를 얻을 수 있다.

지식 그 자체를 추구함으로써 마음의 발달을 성취함이 자유교육의 목적이 된다. 자



- 16 -

유교육에서는 지식을 추구함으로써 얻는 적극적 자유가 아동중심교육에서 강조한

학생의 자유보다 더 중시된다. 따라서 Rousseau와 Dewey의 사상과 대비하여 교육

과정 중에서 교사의 권위를 학생의 자유보다 더 중시한다고 볼 수 있다. 학생의 선

택이나 흥미를 고려함에 있어서도 교사가 판단하여 바람직하다고 판단한 것만 인정

한다는 점에서 그 차이가 발견된다. 앞으로 Ⅲ장에서 살펴볼 Russell의 자유 존중의

원리에서는 위에서 분석한 아동중심교육과 자유교육에서 추구하는 두 가지 접근을

동시에 발견할 수 있음을 확인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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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평화주의와 교육

Russell의 평화주의 사상과 평화교육의 개념을 살펴봄으로써 그의 교육론의 사상

적인 이해를 돕고자 한다. 그는 그의 생애를 세계대전 이전과 이후의 삶으로 나눌

수 있다고 회고할 만큼 평화를 중시하였다. 전쟁과 평화에 대해 폭넓게 고찰한 저

서(1916)를 통해 전쟁이 일어나는 원인과 국가의 역할, 전쟁이라는 현상과 그 본질,

평화를 이루기 위한 방안 등에 대한 그의 견해를 논할 것이다. 그의 평화주의 사상

을 분석해보면 결국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교육이 핵심적인 역할을 해야 하며,

평화를 근본적으로 이룰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라는 그의 주장을 확인할 수 있다.

그의 평화주의 사상을 통해 교육의 중요성을 확인하고 평화교육의 개념을 통해

Russell이 추구하고 있는 교육의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1) 러셀의 평화주의 사상

Russell의 평화주의 사상의 등장배경을 살펴보고 그 구체적인 사상을 확인하고자

한다. Russell은 자신의 인생에서 중요한 분기점이 바로 1914년부터 벌어진 제1차

세계대전 이전과 이후라고 회고할 정도로 평화의 문제를 깊이 있게 고민했다

(Russell, B, 송은경 옮김, 2014: 229). Russell과 친분을 가졌다고 알려져 있는 히타

카 가즈키(日高一輝)가 기술한 그의 평화운동의 기본적 성격을 살펴보면 그가 평화

주의를 강력하게 주장한 배경을 알 수 있다.

Russell은 제1차 세계대전 때에 반전운동을 한 이후, 자신의 평화 운동의 입장과

원칙을 일관하고 있다고 주장하여왔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인류애와 청년에게 전하려

하는 무한한 애정, 부정과 기만과 독선과 압박을 용서하지 않는 의분과 정의감, 생명

을 걸고 몸을 던지지 않으면 안 되는 불효 불굴의 저항정신, 그리고 휴머니즘에 철저

한 인도, 자유, 평등, 평화의 기본원칙에 서있었다. 게다가 그 실천을 통하여 일관한

것이 폭력을 부정하고 법을 존중한다는 기본적 태도였다. Russell은 항상 룰을 존중

한다는 준법정신이야말로 민주주의를 지키고 육성해가는 기본적 요건이라고 말하였

다. Russell의 평화운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실천 그 자체와 더불어 이러한 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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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성격을 알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5)

이처럼 Russell의 평화에 대한 의지는 단순히 사상적인 측면이 아닌 그가 교단에

서서 가르친 제자들을 전쟁터로 몰아갈 수 없다는 학자 혹은 스승의 양심적 발로가

저변에 있었음을 알 수 있다(이수경, 2015: 118). 동시에 그의 자유와 평등에 대한

의식은 강한 신념으로 기능하며 전쟁에 대한 저항의식을 갖게 하였다. 그는 이러한

저항의식을 바탕으로 프랑스에서 결성된 클라르테(Clarté)에 참여하여, 세계의 지식

인․문화인들과 함께 국경을 초월한 평화운동을 진행하였다.

Carey(2003)의 경우 Russell이 이미 제1차 세계대전 기간 동안 반전운동에 매진하

였지만, 그의 평화운동의 정점은 핵무기 확산의 위험성을 깨닫고 이를 공공연하게

역설한 최초의 인물이라는 사실에 있다고 강조한다(Carey, 2003: 105). 그는

Einstein과 함께 핵무기와 수소폭탄의 사용과 이로 인한 불안에 대해 진지한 논의

를 거듭하였다. 그러던 중 그는 히로시마 원자폭탄 투하로 인해 평화운동에 박차를

가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Russell은 지구상에서 전쟁을 몰아내고 세계평화를 확보

하기 위해, 인류를 전멸시킬 수 있는 핵무기6)를 저지하고 세계정부를 만들어야 한

다는 세계정부운동을 시작하였다. 전쟁 이후 Russell은 인류의 행복이 실현되기 위

해서는 교육을 통해 사랑에 의해 격려되고 지식에 의해 인도되는 인간성의 발달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Russell, B, 1926: 259).

그렇다면 Russell의 평화주의 사상은 무엇인가? Russell은 인류의 영구적인 평화를

보장하기 위해 세계정부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하였다(엄정식, 1992: 175). 그는 Kant

의 세계정부론을 강력하게 중앙집권적으로 추진하려 했으며 국가 간의 도덕적 인격

을 절대적으로 강조하였다. 그는 제3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보

고 원자무기가 사용될 경우 일어날 인류의 절멸에 위기감을 가졌다(정연홍, 2008:

275). 영구평화 실현을 위해 모든 국가들은 원자무기를 포함하여 완전 무장해제를

하고 장기적인 해결책으로 세계정부를 건설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5) 日高一輝(1970), “ラッセルの 平和運動”, 《現想》 No.448, 東京: 現想社; 이수경(2015),

“버트랜드 러셀과 클라르테운동 및 러셀-아인슈타인 선언”, 전남대학교 세계한상문화연구

재단 국제학술회의, 2015(6), 113-125 재인용.

6) Russell은 인류의 미래를 다음의 세 경우로 예측하였다. 첫째,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와

함께 인류가 종말 한다. 둘째, 지구상 인구의 대비극적(Catastrophic) 감소 후에 야만기로

역전된다. 셋째, 전쟁의 모든 주요무기를 독점한 단일정부 하에 세계 통일이 이루어진다

(Russell, B, 1950: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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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재난을 방지할 수 있는 유일한 영속적인 대책은 군사력을 독점하는 세계

정부의 수립이었다. 그는 권력 집중에 의해 야기되는 위험은 인정했으나, 각 지방에

완전한 독립권을 부여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능한 최대의 자치권을 인정함으로써

이런 위험은 방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 이러한 제도가 어떻게 실현될 수

있는가 하는 점은 어려운 문제로 남게 된다. 이러한 제도가 실현될 수 있는 하나의

가능성은 강대국 중 한 국가가 그 나머지 모든 국가들을 지배하는 것이다. Russell은

이러한 방법을 분리된 국가들이 계속해서 존속하는 것보다는 결국 더 바람직스러운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이 보인다.7)

Russell은 대중들에게 핵전쟁의 위험성을 강조함으로써 계몽할 수 있더라도 궁극

적으로는 강력한 지도체제를 갖춘 세계정부의 출현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그가 구

상한 정부는 Kant가 제안했던 것보다 훨씬 체계적이고 강력한 성격을 지닌다(엄정

식, 1992: 177). 그가 구상하는 세계정부는 모든 나라들이 권위를 인정하며 이에 복

종한다. 만약 그렇지 않은 경우 세계정부는 이를 제제할 수 있는 무력을 유일하게

보유할 수 있다. 각각의 국가도 자주국방을 위한 무기를 보유할 수 있으나 세계정

부의 군사력은 이를 훨씬 능가하는 규모이다. 세계정부를 설립함으로써 전쟁을 억

제하려는 Russell의 주장은 비현실적인 이상론으로 비판을 받기도 한다(정연홍,

2008: 276). 이와 관련한 그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 전쟁을 막기 위해서는 전 세계에 단일 정부가 존재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나

국제연맹(League of Nation)이나 국제연합(United Nations)의 경우처럼 상호간의 합

의로 이루어진 연방정부는 확실히 약체이기 마련이다. 그 이유는 서로 연합된 나라는

중세기의 귀족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독립을 유지하지 못할 바에는 차라리 무정부적으

로 되는 편이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중세기의 무정부상태가 질서 있는 정치 상

태로 바뀌게 된 것은 국왕의 권력이 승리를 거두었기 때문인 것처럼, 국제관계에 있

어서 무정부상태를 질서 있는 상태로 바꾸어 놓기 위해서는 어느 한 나라나 그렇지

않으면 몇몇 나라가 우월한 힘을 갖게 되는 것이 필요하다. 그와 같은 단일 정부가

수립되면 그 다음에는 국제정치를 민주주의적 방향에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도 가능하

게 될 것이다.8)

7) Ayer, A, J. (1972). Bertrand Russell. New York: Viking Press. 신일철 옮김.

(1988).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pp.167-168.
8) Russell, B. (1951). New Hope for a Changing World, London: George Allen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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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가 이토록 강력한 주장을 하게 된 이유는 인간에 대한 신뢰와 미래에 대한 낙관

을 꺾고 이제까지 추구하였던 이성에 호소하는 자유주의에 회의를 품게 되었기 때

문으로 보인다. Russell은 인간의 이성 능력을 존중하고 인류에 대한 깊은 연민을

느꼈던 인물로 알려져 있다. 그런 그가 평화를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무력 통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까닭이 의아할 수 있으나, 이는 그가 인간에 대한 신뢰와 애

정 못지않게 본능적인 충동에 대한 환멸과 불신을 가졌기 때문일 것이다(엄정식,

1992: 179).

전쟁의 본질과 원인을 밝히기 위하여 인간의 활동 및 속성을 고찰한 Russell의 분

석은 다음과 같다. 그는 사회적 존재인 인간 활동의 3요소를 본능(instinct), 심성

(mind), 정신(spirit)이라 본다(김미경․이혜정, 2013: 53). 그는 그의 저서(1916)에서

인간의 활동과 동인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밝혔다.

인간의 모든 행동은 충동과 욕구라는 두 가지 원천에서 비롯한다. … 욕구가 영향

력을 발휘하는 부분은 인간 행동 가운데 비교적 의식적이고 직접적이며 문명화된 부

분일 뿐, 가장 중요한 부분은 아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특정한 목적을 지향하는 욕

구 대신에 특정한 행동을 지향하는 충동의 지배를 받는다. 아이들이 소리를 지르며

뛰어다니는 것은 실현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어서가 아니라 소리 지르며 달리고자 하

는 직접적인 충동이 있기 때문이다. … 본능적인 행동은 그런 결과를 얻으려는 욕구

에서 비롯한 것이 아니라 직접적인 충동에서 비롯한 것이다. … 충동을 이기고 예상

을 따르는 행동이 바로 이성에 따른 행동이다. … 우리를 움직이는 것은 직접적인 충

동이며, 우리가 지니고 있다고 생각하는 욕구는 다른 옷을 입은 충동의 겉모습에 지

나지 않는다.9)

Russell은 첫 번째 요소인 본능을 충동과 욕망으로 구분하고 있다(김미경․이혜정,

2013: 53). 욕망은 충동이 표면적으로 나온 형태이다. 인간의 충동에는 우선 국가 간

전쟁 혹은 재산 증식을 위한 분쟁 등 생명과 관련된 소유적인 충동이 있다. 다른

하나에는 인간 생활에 가치를 부여하는 사랑, 건설적인 본능, 생의 환희 등으로 표

현되는 창조적 충동이 있다(Russell, B, 이순희 옮김, 2010: 35). 그는 인간의 마음에

Unwin Ltd. 이극찬 옮김. (1981). 『희망의 철학』. 서울: 나남, pp.103-104.

9) Russell, B, (1916), Principles of Social Reconstruction, London: George Allen and

Unwin Ltd. 이순희 옮김. (2010). 『사람들은 왜 싸우는가』, 서울: 비아북, pp.2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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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재하는 두 충동 중 창조적 충동이 발현되어야 평화를 성취할 수 있다고 보았다.

두 번째 요소인 심성은 정서적인 영역으로 유아들에게서 관찰되는 호기심부터 위

대한 사상가들의 이론까지 포괄하는 개념이다(김미경․이혜정, 2013: 54). 그는 심적

생활을 창조적 본능으로 발전시키려는 의식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

조하였다. 심적 활동 자체는 인간에게 바람직하지만 심적 활동이 창조적 본능으로

발전되지 않는 한 인간의 본능적 생활에 건전함을 보장할 수 없는 것이다.

마지막 요소인 정신은 본능과 심성을 인도하는 역할을 한다(김미경․이혜정, 2013:

54). 정신은 인간의 감정과 사고에 자유롭고 평화로운 느낌을 제공한다. 정신적 생

활은 나머지 두 요소인 심성 및 본능과 조화를 이룬다. 이는 인간에게 스스로가 독

립적 개체로 존재함을 알려주는 기능을 하며 이성의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Russell은 위의 세 요소를 바탕으로 한 평화교육을 통해 첫째로 민주적인 인간, 둘

째로 과학적인 인간을 양성하고자 하였다.

Russell은 전쟁의 원인을 무엇으로 보았는가? 그는 전쟁의 원인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었다. 하나는 전쟁을 의도적인 의식으로 끌어내어 이를 부채질하는 정치적인

원인이다. 다른 하나는 우리의 인간성 안에 도사리고 있는 전쟁애호의 충동이다. 그

는 이 두 가지 원인 중 후자가 전쟁의 궁극적인 원인이라 보았다. 그는 인류의 충

동이 화합보다는 충돌에 가까우며 타인과 협력하는 경우는 공통의 적에 대항하거나

공통의 적을 공격할 때에만 국한된다고 설명한다(Russell, B, 이순희 옮김, 2010:

111).

따라서 그는 전쟁의 근본적인 원인을 제거하기 위해 정치적 문제의 해결보다 교육

을 통한 충동 해결을 더 중요하게 여겼다. 그에 따르면 교육으로 이러한 충동을 제

거하여 전쟁을 사전에 방지함으로써 평화를 유지할 수 있다(이항재, 2015: 89). 이와

더불어 개인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서도 전쟁을 예방하는 일이 필수적이다

(Russell, B, 손은경 옮김, 2014: 409). 자유의 수호를 위해 평화는 반드시 필요하며

이는 교육을 통해서만 달성할 수 있다는 그의 주장을 확인할 수 있다.

Russell은 전쟁애호의 충동과 더불어 민족주의도 전쟁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한

다. 그는 소박한 민족주의와 이데올로기적인 민족주의를 구별한다(김선양, 2011:

325). 전자는 조국에 대한 감정으로, 후자는 다른 나라에 대한 적대적인 감정으로

기능한다. 후자는 조국숭배나 개인생활의 희생, 집단성의 강조와 같은 요소를 포함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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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민족이라는 개념은 동포에 대한 본능적인 호감과 타국인에 대한 본능적인 혐

오감을 지니게 한다고 설명한다(Russell, B, 이순희 옮김, 2010: 47). 그에 따르면 타

국인에 대한 본능적인 혐오와 불신이 애국을 위한 동기로 작용할 때, 자국의 사람

들과 근대적인 연합처럼 연대하려는 충동이 생긴다.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원시적

인 충동을 느낄 때 전쟁에 대한 욕망을 가지게 된다. 그에 따르면 전쟁에 대한 욕

망 안에는 흥분(excitement), 승리(triumph), 명예(honor), 권력(power)에 대한 욕망

이 존재한다(Russell, B, 1916: 62). 그는 이러한 욕망들이 사람들의 전쟁충동을 부

추긴다고 분석한다. 동시에 그는 언제나 타국인을 배척하고 자국민만을 옹호하는

“가장 타락한 형태의 애국심(the most degraded form of patriotism)”을 고취시키는

전통적인 교육의 형태를 비판하였다(Russell, B, 1916: 93). 따라서 이러한 전쟁애호

를 부추기는 민족주의 교육은 지양되어야 하며, 학생들이 자유로운 지성을 함양하

게 하는 교육이 지향되어야 한다.

살펴본 것과 같이 Russell은 전쟁의 본질적인 원인을 인간이 가지고 있는 전쟁애

호의 충동으로 보았으며 이를 해결하는 방법은 교육이라 주장하였다. 동시에 전쟁

의 또 다른 원인으로 기능하는 이데올로기적 민족주의나 타국인에 대한 본능적인

혐오감 또한 교육을 통해 극복되어야 하는 요소이다. 한편 그가 교육의 목적으로

제시하는 덕목인 용기, 감수성, 지성은 평화로운 세계를 만들어갈 시민을 양성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요구됨을 앞으로 논의할 것이다. 전쟁을 예방하고 평화를 유지하

기 위해서는 용기를 통해 다수에 휩쓸리지 않는 소신을 지켜야 하며, 감수성을 통

해 타인의 아픔에 공감해야 하고, 지성을 통해 자유로운 사고를 함으로써 특정한

이념에 선동되지 않고 평화를 위한 올바른 방법을 채택해야한다. 결국 그에게 평화

는 그의 교육론에서 교육의 목적이자 결과를 의미하는 개념임을 알 수 있다.

2) 평화교육의 개념

Russell은 전쟁의 본질적인 원인을 인간이 가지고 있는 전쟁애호의 충동으로 보았

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는 교육을 통해 소유적인 충동이 아닌 창조적인 충동

을 발현할 수 있게 도와야 한다고 생각했다. 동시에 전쟁의 또 다른 원인으로 기능

하는 이데올로기적 민족주의나 타국인에 대한 본능적인 혐오감을 극복하는 교육을

추구해야 한다고 보았다. 그에게 평화는 그의 교육론에서 교육의 목적이자 결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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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리키는 개념이다. 이를 위해 일반적인 평화교육의 개념을 살펴보고 그가 의미하

는 평화교육의 개념은 무엇인지를 밝히고자 한다.

평화는 우리가 추구해야할 가치이며 교육이 가치 지향적 활동임은 분명하기에, 평

화교육은 우리가 반드시 추구해야 할 교육이다. 특히 학생들이 오늘날 더욱 요구되

는 평등, 사회정의, 민주적 시민성 등의 덕목 및 역량을 함양하기 위해서, 보편적

가치 혹은 대안적 가치로서 사랑, 평화, 비폭력, 정의 등을 아우르는 평화를 교육해

야 한다는 주장은 타당해 보인다(정훈, 2010: 161). 다만 평화교육이 평화 개념에 따

라 다양하게 논의되고 있는 만큼(박영주, 2018; 최관경, 2009; 박보영, 2005) 이를 평

화 개념과 관련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평화 개념에 따른 평화교육의 정의를 살펴보기 전에 우선 평화교육의 사전적 정의

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김미경․이혜정(2013)에 따르면 평화교육은 사전적으로

세 가지 의미로 구분될 수 있다. 첫째, 타국인에 대한 상호 이해를 도모하여 세계평

화를 유지하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이다. 둘째, 개인․사회․자연․우주

적 차원으로 평화로운 사회를 건설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기 위한 일련의 통합적

교육이다(이삼열, 1992; 재인용). 셋째, 타인과 함께 사는 사회를 의식화하여 대화와

화해, 합의 과정을 통해 해결 방법을 배우는 교육이다(김정환, 1998; 재인용).

Russell이 추구하는 교육은 평화로운 사회를 구성하는 자유롭고 행복한 시민을 양

성하는 일이기에, 평화교육의 세 가지 의미 중 두 번째 의미에 가장 근접함을 알

수 있다.

평화교육은 평화 개념에 따라 다양하게 논의된다는 특성을 갖기 때문에 평화의 정

의가 포함하는 내용과 범위가 달라질 때마다 다양한 변천을 거쳐 왔다(김미경․이

혜정, 2013: 19-24). 평화에 대한 이해방식은 평화교육의 개념 설정에 직접적인 영

향을 주기 때문이다(박보영, 2005: 133). 예를 들어 평화를 힘의 균형을 통한 안정된

체제유지라 볼 경우, 평화교육은 평화에 대한 지식을 전달하는 단순한 체제유지의

장치로 기능하게 된다. 평화가 우리의 삶과 타인과의 관계에 대한 근본적이고 포괄

적인 개념으로 이해될 경우에는 평화교육은 기존의 삶의 방식과 문명 자체를 전환

하는 구심점이 된다(박보영, 2005: 134).

그렇다면 평화의 개념에 따른 평화교육은 어떻게 변화해왔는가? 실제적인 측면에

서 살펴보면 평화교육은 1차와 2차에 걸친 세계대전과 그 밖의 전쟁으로 세계 질서

가 변함에 따라 변화를 거쳐 왔다. 평화의 개념이 변화함에 따라 달라지는 평화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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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의 정의를 시대 순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초기에 등장한 국제이해 평화교육은 1950년대 후반부터 1960년대 중반 사이의 유

럽과 북미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이 시기 교육은 국제이해를 바탕으로 적대국간

의 친선우호 관계를 지향하고 적대감과 공격성을 해소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박보

영, 2005: 113).

국제이해 평화교육 이후에는 비판적 평화교육이 등장하였다. 이는 1970년대 이전

까지 이루어졌던 UNESCO 평화교육의 대안으로 등장하였다(김차희, 2003; 재인용).

비판적 평화교육은 기존의 소극적 평화 연구 흐름에 대해 거부하며 평화가 없는 사

회에 근본적인 문제의식을 갖고 구조적인 상황에 대한 해결을 촉구하였다.

제 3세계 평화교육은 강대국과 제 3세계 국민들의 삶의 격차에 대한 비판의식을

계기로 1960년대부터 비판적 평화교육과 함께 등장하였다(Hicks, D, 고병헌 옮김,

1993: 183-184). 이는 강대국의 정치적․경제적․문화적 영향력을 걷어내고 각국의

고유한 문화 형태를 따르는 자주적인 삶의 조건을 중시하였다. 또한 주로 학교 밖

에서 교육이 이루어졌으며, 교육적 측면보다는 평화운동 측면이 강하였다.

민주적 평화교육은 1980년대 기존의 다양한 평화교육의 실효성이 부족했다는 평가

를 중심으로, 평화와 관련한 연구내용, 연구방법, 평화의 실천 방법을 교육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시작되었다. 민주적 평화교육을 추구한 Mcfarland(2006)는 몬테소리

의 교육학을 바탕으로 한 평화교육 활동을 유아교육 기관에 실제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연구하고 개발하였다. 그는 평화교육의 내용으로 전쟁부재의 평

화, 국제조직 안에서 권력균형의 평화, 전쟁부재와 구조적폭력 부재의 평화, 여권신

장의 평화, 홀리스틱 가이야 평화, 육체와 정신의 내적․외적 평화를 다루었다

(Mcfarland, 조성자 옮김, 2006: 20-21).

마지막으로 안전보장 평화교육은 인류의 안전보장을 위해 UNEP(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에서 1994년 발표한 인간발달 보고서(Human Development

Report)의 기본개념인 전쟁, 폭력, 기아, 생존에 대한 위협, 부상, 질병, 신체적 위협,

경제적 위협, 정치적 위협, 실업, 차별과 억압의 사회를 포괄하여 논한다. 이는 냉전

종식의 시대를 반영한 개념이다. 이에 더해 인류의 안전보장과 유관한 용어들인 경

제안보, 식량안보, 건강안보, 환경안보, 개인안보, 지역안보, 정치안보 등을 포함한다

(김승국, 2009: 57-58).

Russell이 주장하는 평화주의 사상 및 평화교육은 국제이해 평화교육, 제3세계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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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교육, 안전보장 평화교육의 측면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그는 이데올로기적 민족

주의와 타국인에 대한 본능적 혐오감을 교육으로 극복해야함을 주장하였다. 이는

타국인에 대한 적대감을 해소하고자 하는 국제이해 평화교육과 맞물려있다. Russell

의 평화교육은 빈곤과 같은 국제사회 문제의 해결 또한 교육의 목표로 삼고 있기

에, 이는 제 3세계 평화교육과 안전보장 평화교육의 특징과 상통하다.

하지만 평화교육은 하나의 독자적인 학문으로 간주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비판

을 받기도 한다. Lŏwisch와 R. Bast는 평화교육이 제시하는 교육적 내용 혹은 통찰

이 일반교육학 범주에 속할 가능성이 다분하기 때문에, 평화교육학으로 정립하기에

는 무리가 있다고 주장한다(정기섭, 2001: 67). 평화교육은 역사적 맥락에 따라 구체

적인 실천 형태가 가변적이기에 이를 체계적으로 연구한 연구 성과물도 많지 않다

는 비판과도 연결된다.

그럼에도 평화교육은 개인에게 평화를 만들어갈 수 있는 능력을 심어준다는 점에

서 궁극적인 가치를 지닌다(박보영, 2005: 89). 평화는 우리 삶의 절대적인 조건이기

에 평화를 만들어가는 능력을 기르는 교육은 역사적으로 볼 때 그 필요성이 절대적

이기 때문이다. 다만 진정한 평화를 위하여 통일교육, 인권교육, 생명교육, 상호존중

및 다양성 인정 문화 확립 등의 교육적 과제들을 함께 수행해야 함을 주지하고, 다

양한 목표들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은 자명하다(최관경, 2009; 박보영,

2005).

위의 논의를 종합하여볼 때 Russell이 교육 분야에 관심을 갖고 그 역할을 중시하

게 된 배경에 평화가 중심이었고, 근본적인 평화를 달성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을

교육으로 보고 있으며, 그가 주장하는 교육의 목적에 평화가 포함됨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그가 용기, 감수성, 지성을 통해 평화를 만들어가는 능력을 기르는 교육

을 추구하고 있음이 분명하기에 그가 제시하는 교육일반은 평화교육을 전제한다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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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러셀 교육론의 목적 및 원리

이번 장에서는 Russell 교육론의 교육목적을 고찰하고 핵심적인 교육원리를 도출

한다. 그는 교육의 목적이 행복하고 자유로운 사회를 구성하는 시민이 되기 위한

이상적인 성격의 개인으로 성장시키는 데 있다고 주장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그는 이상적인 성격을 구성하는 네 가지 요소로 활력, 용기, 감수성, 지성을 제시했

다. 그는 이러한 성격요소들을 덕목(virtue)으로 표현하였으며, 덕목들을 습득하는

일이 이상적인 성격을 함양하는 일로 보았다. 네 가지 덕목들을 순서대로 살펴보고

그의 이러한 교육목적에 비추어 보았을 때, 그가 의미하는 교육일반은 명백하게 인

성교육을 전제로 함을 밝히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교육의 목적을 달성하려면 교육원리에 따라 교육내용 및 방법을 올바

르게 구안하고 적용해야 한다. 교육원리는 교육의 계획 및 활동에 있어 올바른 원

칙의 토대로 기능하기에 교육의 중요한 구성요소라 할 수 있다. 궁극적으로 이상적

인 인간으로 성장시키는 교육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반드시 지켜져야만 하는 기

본적인 규범이자 이치인 것이다.

연구자가 Russell의 교육론에서 도출한 교육의 기본원리는 자유 존중의 원리, 무조

건적 애정의 원리, 본능 개발의 원리이다. 그는 교육의 원리를 자신의 교육적 가치

관과 학문적 사실, 일상의 경험 등을 토대로 제시하였다. 이 원리들은 인간은 태어

날 때 몇 가지 본능만을 타고난다는 Russell의 인간관에 기반하고 있으며 상호연관

성을 지닌다. 그의 교육원리는 인간존엄성을 기반으로 자유, 애정, 수용, 존중 등 절

대적 가치를 포함하고 있으며, 현대에도 의미 있게 적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

성을 가진다. 이번 장의 분석은 다음 장에 제시할, 그의 교육목적과 원리를 적용된

실제적인 교육 영역인 인성교육을 탐색하는 데 기초를 세우는 작업이 될 것이다.

1. 교육의 목적

Russell은 교육의 목적에 대해 기술을 시작하며 우선 교육이 달성해야 할 그 결과

가 분명해야 한다고 말한다(OE: 39).10) 교육은 가치 지향적 활동으로 교육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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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하고자 하는 인간상이 존재한다. 이를 통해 이뤄내고자 하는 좋은 성격의 구성

요소에 대해 상대적인 중요성에 따라 의견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교육이 달성하고

자 하는 결과를 미리 설정할 필요가 있다. 그의 의도처럼 어떠한 교육이 최선인지

논하기 전에 우리가 교육으로 달성하려는 개인의 성격이 무엇인지 고찰함을 통해

혼란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그는 교육의 목적으로, 보편적인 자질로 받아들여지는 네 가지의 덕목

으로 구성된 이상적인 성격을 제시한다(OE: 50). 그 네 가지 특성은 바로 활력, 용

기, 감수성, 지성이다. 그는 학생들을 네 가지 덕목을 갖춘 사람으로 교육을 할 경

우 사회는 지성의 자유를 획득한 행복한 개인들로 채워지게 되며 세계대전과 같은

끔찍한 역사는 반복되지 않으리라 믿었다. 그가 생각하는 교육의 목적에는 앞서 살

펴본 자유와 평화라는 가치가 토대로 기능함을 알 수 있다.

한편 Russell은 교육에 대해 논한 다른 저술(1935)에서 교육의 목적을 문명 개념을

적용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그는 교육기관은 문명 개념을 교육의 목적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여기서 그가 설명하는 문명은 개인적 측면과 사회적 측면을 갖고

있다.

개인적 차원의 문명은 지적 자질과 도덕적 자질로 구성된다(Russell, B, 1935,

p.123). 지적 자질은 최소한의 일반지식과 직업적인 전문 기능, 증거에 근거해 신념

을 가지는 습관 등을 포함한다. 도덕적 자질은 공평함, 친절함, 자기조절 등이 포함

된다. 그는 여기에 심리적인 요소인 열정과 생의 환희를 더하여 개인적 차원의 문

명을 완성하기를 바란다.

사회적 차원의 문명은 준법정신, 정의, 인류애 등을 포함한다. 이러한 주장을 통해

그가 교육의 목적을 이상적인 성격의 요소인 덕목 습득과 더불어 인류의 문명 차원

에 초점을 맞추기를 바랐음을 알 수 있다. 인류는 헤아리기 어려운 시간동안 지금

의 지적․도덕적․사회적 문명을 이루어왔다. 이러한 문명은 인간으로 태어났다면

마땅히 경험해야할 가치가 있는 일들이며, 학생들이 이를 경험하도록 만드는 일이

교육의 과업이기 때문이다.

Russell은 교육의 목적을 행복하고 자유로우며 평화로운 사회를 구성하는 개인을

10) Russell이 1926년에 발표한 『On Education(Education and the Good Life)』의 인용은

안인희(2011)의 번역본 『러셀의 교육론』(파주: 서광사)를 참조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분석 대상인 이 책의 인용에 한해서만 저자와 연도를 표시하지 않고 (OE: 면수)로 약기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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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하는 일로 삼았다. 그는 교육의 결과로서 개인이 이상적인 성격요소를 습득하

여 개인적 측면과 사회적 측면의 문명을 달성하기를 기대하였다. 그는 교육의 목적

으로 추구해야하는 이상적인 성격요소를 네 가지 덕목으로 제시하고 있다.

마지막으로는 그가 전제하고 있는 교육일반은 바로 인성교육임을 밝힐 것이다. 그

는 교육을 인성교육과 지식교육으로 구분하여 논하기에 앞서, 교육일반의 목적을

기술하였다. 전술하였듯이 교육의 목적은 이상적인 성격의 습득이며, 그가 구상하는

이상적인 성격은 네 가지 덕목으로 이루어져있다. 이는 Russell 교육론이 교육일반

의 목적을 명백하게 인성함양으로 설정하고 있음을 뜻한다. 그는 인성교육과 지식

교육을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지만, 이를 통합한 교육일반은 결국 인성교육을 전제

함을 논증할 것이다.

1) 활력

Russell이 교육론(1926)에서 제시하는 이상적인 성격형성의 네 가지 특성 중 첫 번

째 요소가 활력이다. 그에 따르면 활력은 환경의 구애 없이 늘 즐거움을 샘솟게 한

다. 이는 기쁨을 증가시키고 고통을 덜어준다. 주변에 일어난 모든 일에 흥미를 유

발하고 정신건강의 기본이라 여겨지는 주변 세계에 대한 객관성을 증진시킨다. 그

는 인간이 자기 자신에게 과하게 몰입하면 주변 세계에 흥미를 갖지 못하게 된다고

설명한다. 이는 인간에게 대단히 불행한 것이며 최악의 경우 우울증에 걸릴 수 있

다. 활력이 외부 세계에 대한 흥미를 촉진시키기 때문이다.

그가 제시하는 활력은 정신적인 특질이라기보다 생리적인 특질에 가깝다(OE: 50).

이는 완전한 건강함에 항상 존재하는 특질이다. 그는 나이가 들수록 이 활력은 줄

어들며 노년이 되면 소멸된다고 보았다. 원기 왕성한 아이들은 활력이 학령기 이전

에 이미 절정에 이른다. 이는 동시에 교육을 받으면서 점차 감소된다.

그는 활력이 개인의 생활을 유쾌하게 만들기 때문에 곤란한 일을 극복하는 힘을

준다고 설명한다(OE: 51). 외부 세계에 대한 긍정적인 흥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

울과 같은 부정적인 감정에 빠지지 않도록 방지하는 것이다. 동시에 활력은 타인과

의 비교로 인한 질투심에 대해서도 안전장치 역할을 한다. 자신의 생활을 즐겁고

유쾌하게 느끼기 때문에 타인을 질투함으로 인한 정신적인 소모를 막는다. 그는 질

투가 개인을 불행하게 하는 큰 원천 중 하나이기 때문에 활력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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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한다.

활력은 나쁜 요소와도 양립할 수 있는 성질을 갖고 있다. 예를 들어 건강한 호랑

이처럼 활력과 함께 독단과 강인함으로 인해 다른 사람에게 해를 입힐 수 있다. 반

면 활력의 결핍 또한 많은 좋은 요소와 양립가능하다. 그는 Newton이나 Locke가

활력을 갖지 못했지만 다른 좋은 요소들을 갖춘 인물의 예시라고 생각했다.

종합해보면 활력은 주변세계에 흥미를 가지게 하는 동인이며 지적 세계를 탐구하

는데 필요한 원동력으로 볼 수 있다. 그는 활력은 건강한 정신 상태라고 보고, 활력

의 부재를 우울상태와 자의식과잉 등으로 보았다.

Russell은 활력을 중요한 덕목으로 선정한 이유는 무엇일까? 우선 그는 학생들의

자유와 흥미뿐만 아니라 지적 세계의 탐구도 강조하였기 때문이다. 활력이 부재하

면 주변세계에 대해 관심을 갖지 않고 배우려하지 않기 때문에 이는 교육의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 다음으로 지적 능력을 고양시키고 건전한 사고습관을 형성하기

때문이다. 우울이나 자의식과잉의 상태는 외부의 자극이나 지식을 올바르게 받아들

이기 어렵게 만들기 때문에 지적 활동을 저해시킬 수 있으며 건전하지 못한 사고습

관을 형성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활력은 즐거움과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상태를 유

지하기 때문에 중요한 덕목으로 기능한다고 설명할 수 있다.

2) 용기

그가 제시하는 이상적인 성격의 두 번째 특질은 용기이다. 그는 용기가 여러 가지

형태를 지녔으며 복합적인 요소로 기능한다고 보았다(OE: 51). 예를 들어 어떤 대

상에 대해 공포심이 없음은 하나의 용기이고, 공포를 자제하는 힘 또한 용기라는

뜻이다. 두려워하는 상황이 합리적일 때 두려워하지 않음은 용기이고, 두려워하는

상황이 불합리할 때 두려워하지 않음 또한 용기인 것이다. 그는 불합리한 공포심을

갖지 않음은 분명히 좋은 일이며, 공포를 이겨내는 힘을 가짐도 좋은 일이라고 설

명한다.

그는 불합리한 공포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겪는 본능적인 정서적 경험에서 대단히

큰 역할을 한다고 보았다(OE: 52). 병리학적 형태라 할 수 있는 피해망상증이나 심

각한 불안의 증세로 나타나는 공포는 전문적인 치료를 요한다. 한편 좀 더 가벼운

유형의 공포는 보통의 사람들에게도 얼마든지 발생 가능하며 이 또한 개인의 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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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영향을 미친다는 그의 견해는 쉽게 납득 할만하다. 그는 지금까지 많은 공포들

이 본능적이라 여겨졌으나 연구에 따르면 대부분의 공포는 경험이나 암시에 의한다

고 주장한다. 그는 척추동물은 일반적으로 자연에서 마주치는 적들에 대해 본능적

인 공포가 없다고 본다.11) 그에 따르면 다만 이들은 공포를 그들의 연장자로부터

배운다. “공포는 전염성이 매우 빠르다.”(OE: 52) 아이들은 그들의 양육자가 공포를

느끼는 대상을 암시에 의해 즉각적으로 두려워하기 쉽다.

그는 용기를 기르는 교육방법이 공포를 억압하는 경향이 있다면 이를 실행에 옮길

때는 해악이 따라올 수 있다고 덧붙인다. 그에 따르면 용기라는 덕성을 기르기 위

해 고래로 이용된 강력한 방법은 수치심과 굴욕감이다. 예를 들어 용기를 증명하지

못한 아이들에게는 겁쟁이라는 호칭을 부여함으로써 수치심을 유발한다. 그는 이러

한 방법이 오히려 공포와의 갈등을 일으키는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본다. 그러한 상

황에 처한 개인은 주변의 비난이라는 위협과 공포의 대상 사이에서 내적인 갈등에

처하기 때문이다.

그는 학생들에게 진정한 용기를 교육해야 한다고 강조한다(OE: 54). 동시에 공포

의 극복이 외적인 행동뿐만 아니라 내적인 감정에 있어서도 해결이 되어야 한다

(OE: 54). 구체적으로 보자면 의식적인 감정뿐만 아니라 무의식적인 감정에서도 공

포가 극복되어야만 한다. 수치심과 굴욕감을 이용하여 단순히 외형적으로 공포를

극복하게 하는 일은 개인의 내적에서 작동하는 충동을 제거할 수 없다. 결국 개인

은 억압을 통해 공포를 극복한 것에 불과함을 인지하지 못한 채 내면에 부정적인

감정을 생성한다. 그는 위와 같은 일련의 경험을 통한 부정적 감정이 악으로 작용

할 때, 지배계급이 그들의 지배권을 유지하기 위하여 피지배 대상에 대한 억압과

잔인함을 발휘하게 된다고 본다. 광폭한 사람은 최고의 용기를 지닐 수 없기에 지

배계급을 위협하는 세력을 탄압하는 방법은 늘 비슷한 양상을 띠었으며, 그 폭력성

과 잔인함은 내면의 비겁함에서 파생해왔다. 그의 말처럼 광폭한 지배자들은 오히

려 내면의 공포로 인해 자신 혹은 자신의 지배력을 보호하기 위하여 폭력적인 행동

을 일삼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들은 진정한 용기를 갖춘 사람이 아니다.

Russell이 보기에 억압을 통해서가 아닌, 긍정적인 형태로 생성된 용기는 여러 가

지 요인이 복합되어 있다(OE: 55). 우선 앞서 제시한 건강과 활력은 용기의 필수

11) 그가 이처럼 주장한 까닭은 뒤에서 다시 설명할 차머스 미첼(Chalmers Mitchell)의 근

거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미첼(1912)은 그의 저서에서 유년기 동물에게는 보통 유전적인

공포 본능이 없다고 주장하였다(Mitchell, C, 1912: 20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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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이라 할 수 없지만 많은 영향을 미친다. 동시에 위험한 상황에서 발휘되는 실

천력과 기술 또한 복합 요인으로 제시할 수 있다. 그는 보편적인 용기를 고찰하면

서 근본적으로 개인의 자존심과 삶에 있어 자기 자신에게 매몰되지 않는 인생관12)

의 융합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그가 말하는 자존심은 자존감 혹은 자기 확신의 의

미가 강하며, 이는 타인의 감정이나 사고에 따라 휘둘리지 않는 속성을 내포한다.

그는 타인의 생각과 감정을 그대로 반사하는 개인들은 진정한 용기를 갖기 어렵다

고 본다. 그들은 타인의 인정이나 애정을 잃을까봐 겁을 내기 때문이다.

그는 학생들이 진정한 용기를 함양하기 위하여 복종하는 방법을 배워서도 안 되고

명령하는 법도 배워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OE: 55). 학생들이 복종을 배우게 될

경우 훗날 타인에게 복종을 강요할 수 있다. 그는 지도자의 권위란 복종을 위해서

가 아니라 마치 축구팀의 주장과 같이 하나의 공동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자발적으

로 협력하는 힘이라고 설명한다. 공동체의 목표는 지도자의 권위가 아닌 공동체의

구성원을 위하는 것이므로, 구성원들을 강제로 복종하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

용기를 갖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 외에 다른 세계에 흥미를 가지는 일 또한 중요하

다(OE: 56). 이는 앞서 살펴본 덕목인 활력과도 연관된다. 다양한 대상에 활기찬 흥

미를 가진 사람은 개인적인 우환으로 인해 괴로워하는 사람보다 죽음을 편안하게

맞이하기 쉽기 때문이다. 그는 완전한 용기는 활기차고 다양한 흥미를 가진 사람에

게서 발견될 수 있다고 보았다(OE: 57). 이러한 개인은 자신의 자아가 주변 세계에

서 작은 부분일 뿐임을 느낀다. 이는 자신 외에 많은 대상들을 높이 평가함에 따른

결과이다. 본능을 자유롭게 승화하고 지성이 활발하게 활동하는 사람들만 이 같은

감정을 느낀다. 그는 위의 세계관을 갖는 개인은 죽음과 같은 문제를 사소하게 받

아들일 수 있다고 설명한다. 이로써 긍정적인 용기는 이상적인 성격을 가진 사람이

갖춰야 할 덕목이다.

Russell은 그의 인성교육론13)에서 용기 함양의 중대한 방해요소인 공포에 대해 구

12) Russell, B(1926)의 『On Education』의 역자인 안인희는 이를 “생에 대한 비개인적 인

생관”이라 의역하고 있다. 이는 개인적인 삶이나 자의식에 매몰되지 않고 언제든 다양하

게 주변 세계에 흥미를 느끼고 접속할 수 있게 하는 인생관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13) 안인희(2011)는 Russell 교육론에서 “Character Education”을 “성격교육”이라 번역하였

다. 오늘날의 연구에서 “Character Education”은 성격교육뿐만 아니라 인격교육, 인성교

육 등으로 번역하고 있다. 조상식(2015)은 그의 연구에서 인성 개념의 지형도로서 가로축

의 왼쪽은 “경험․사실․기술적”으로, 오른쪽은 “윤리․도덕․규범적”으로 설정하고 세로

축의 위쪽은 “영속․불변․생래적”으로, 아래쪽은 “변화․유동․획득적”으로 설정하였다.

그는 인격이 이 중 1사분면에 위치해 윤리․도덕․규범적 속성과 영속․불변․생래적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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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적으로 논의한다. 이처럼 그의 인성교육론에서 공포라는 항목이 독립적으로 논의

된 것을 미루어보아, 그가 공포를 인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파악했음

을 알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그는 보통 우리가 본능적인 공포라고 생각하는 것들의 대부분이 성장하면서 획득

되었다고 본다(OE: 86). 그는 공포가 본능적이라는 증거는 없다고 주장한다. 그에

따르면 신생아는 완전한 보호를 받기 때문에 공포에 대해 합리적으로 훈련을 받을

기회를 갖기 어렵다. 필요에 따라, 생존과 적응을 위해 공포의 본능이 나타난다. 아

이들은 새로운 능력을 익히고 걷거나 뛰어다니려고 하는 독립심과 함께 겁이라는

특질도 생길 수 있다.

공포가 본능적이지 않다고 전제할 경우 교육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하게 된다.

이 경우 모든 공포는 부모나 교사의 암시에 의해서만 생성되기 때문이다. 어른들이

아이 앞에서 공포를 내색하지 않는 간단한 방법만으로도 아이들의 공포를 방지할

수 있다. 공포가 본능적이라고 주장한다면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세심한 접근이

요구될 것이다. 그는 부모나 교사가 공포에 대해 절대 내색하지 않는다면 아이들에

게 공포는 생기지 않는다는 견해에 상당한 근거가 있다고 덧붙인다.14)

그렇다면 현대에는 공포의 원인을 어떻게 분석하고 있는가? 공포의 원인에 대한

이론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하여 제시할 수 있다(문미옥, 1986: 130). 첫째는 학습

이론적 접근으로 인간의 모든 행동이 자극과 반응의 결과이기에 공포 또한 외적 조

건과 경험에 의해 형성된다고 보는 견해이다. Watson은 유아의 공포에 조건형성

원리를 적용하여 공포가 학습으로 인해 발생함을 발견하였다(이정덕, 1976: 136; 재

인용). 반두라는 경험으로 얻어진 공포는 학습된 공포로, 대부분 타인의 경험을 관

성이 강한 개념이라고 보았다. 성격의 경우에는 3사분면에 위치해 경험․사실․기술적

속성과 변화․유동․획득적 속성이 강하며 인성교육은 이 두 개념을 모두 포함한다(조상

식, 2015: 139-140). 인성교육은 기본적으로 윤리․도덕․규범적 속성과 영속․불변․생래

적 속성을 갖춘 인격을 토대로 이를 추구하지만, 성격 개념이 포함하는 경험․사실․기

술적 속성과 변화․유동․획득적 속성이 있어야 인성교육을 실행하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논문은 Russell이 의미하고자 했던 바가 바람직한 인격을 바탕으로 성격을 변화시켜나

가는 의미를 담은 오늘날의 인성교육이라 판단하여 “Character Education”을 “인성교육”

이라 번역하였다.

14) 그는 이를 입증하기 위해 유년기 동물에게는 보통 유전적인 공포 본능이 없다고 주장한

Mitchell의 근거를 제시한다. Mitchell은 그의 저서 『The childhood of Animals』(1912)

에서 많은 관찰과 실험을 통해 내린 견해로서 원숭이나 몇몇 조류들을 제외하면 유년기

의 동물들은 그 부모가 보여준 공포를 습득하지 않는 한 어떠한 대상을 본능적으로 무서

워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Mitchell, C, 1912, pp.20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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찰 혹은 모방함으로써 이루어진다고 보았다(Bamber, H, 1979: 19; 재인용). 둘째는

본능적 접근으로 공포의 대다수는 생득적이라고 보는 입장이다. Valentine과

Bronson의 경우 낯선 동물류에 대한 공포는 타고난 본능이라 주장하였다(문미옥,

1986: 131). 셋째는 정신분석학적 접근으로 공포는 특별한 상황에서의 불안이 지속

되어 그 불안에 대응하기 위한 내적․무의식적 기제로 발생한다고 보았다. Freud로

대표되는 정신분석학적 입장은 공포를 무의식적 불안에 대처하기 위한 내면의 갈등

이 외부로 나타난 것으로 본다(문미옥, 1986: 133).

Russell은 위의 원인설 중 첫 번째 입장임을 확인할 수 있다.15) 그 또한 공포가 생

득적이라는 증거는 없으며 외부의 환경과 보호자들의 영향에 따라 생성된다고 보았

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는 이러한 공포의 조건화를 막기 위한 부모의 역할을 강조

하였으며 공포의 극복도 교육할 수 있다고 보았다.

Russell은 공포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원리 두 가지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

였다. 우선 교육에 강제력을 행사하는 일을 최소한으로 줄여야 하지만, 아이가 공포

를 극복하는 과정에서는 필요할 수 있다(OE:　92). 불합리한 공포가 강력하게 작용

하게 되면 아이는 혼자 힘으로 이를 극복하기가 어렵다. 아이가 불합리한 공포를

느낄 필요가 없다고 스스로 깨닫게 될 가능성은 극히 적기에, 강제적인 방법이더라

도 교육이 필요할 수 있다.

다른 하나는 무서운 대상에 대한 경험을 한 번만 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OE:

92). 그의 설명에 따르면 어떤 대상을 무서워하는 경험은 아이가 전혀 공포를 느끼

지 않을 때까지 자주 반복되어야 한다. 최선은 무서운 대상에 대한 경험을 강제성

없이 경험하게 해주는 방법이다. 그렇지 못한 경우 불합리한 공포를 언제까지나 지

속하는 일보다 강제적이더라도 공포를 극복하게 해주는 일이 나을 수 있다는 것이

그의 견해이다.

그는 끝으로 아이들의 공포를 해결하기 위하여 무엇보다 부모나 교사의 공포가 없

어야 한다고 말한다(OE: 99). 현명한 어른이 되기 위해서 불가피한 위험에 대해서

15) 그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또 다른 현대 연구는 다음과 같다. Lawson, Banerjee, &

Field(2007)는 사회적 상황에서 부정적 정보의 제공이 어린이들의 명시적 혹은 암시적 공

포 신념 모두에 영향을 미침을 발견하였다(Lawson, Banerjee, & Field, 2007: 21).

McMurtry et al(2010) 연구에서도 고통을 동반한 병원 치료에서 부모의 얼굴 표정과 목

소리 톤, 말하는 내용이 아이들의 공포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되었다(McMurtry et al,

2010: 52). 이는 부모나 교사의 얼굴 표정이나 목소리 톤, 말하는 내용 등이 아동에게 공

포를 유발할 수 있음을 뜻한다. 구미향(2011)은 이러한 연구 결과들이 부모의 공포에 대

한 신념이 자녀의 신념에 영향을 미침을 뒷받침한다고 보았다(구미향, 2011: 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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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무시하는 한편 피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해서는 신중한 언행을 취해야 한다. 만일

공포심을 피할 수 없다면 아이 앞에서만이라도 절대 내색하지 않음으로써 공포를

대물림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결국 그가 인성교육에 있어 공포를 언급한 궁극적인 목적은 아이들을 합리적이고

자유로운 시민으로 성장시키기 위함이다(OE: 100). 특정 대상에 대한 공포는 개인

의 사고나 행동을 제한시킬 수밖에 없으며 이는 개인의 자유를 저해할 수도 있다.

그는 교육의 목적 중 하나로 용기를 택함으로써 아이들이 어떤 상황에서도 자유롭

게 사고하고 행동하기를 바랐다. 그는 당시 시대에 배타적인 공포로 인한 광폭함이

팽배해 있다고 생각했다. 그에게 가장 수준 높은 용기는 종교나 사상, 관습으로 점

철된 다수의 문화에 휩쓸리지 않고 자신의 신념을 확고히 할 수 있는 용기였다(OE:

56). 이 경우 용기는 인간의 지성을 자유롭게 하는 기초로 기능한다. 평화운동을 끊

임없이 지속했던 그의 생애를 돌이켜볼 때, 그가 이처럼 용기를 강조했던 까닭은

결국 평화를 달성하기 위해서임을 알 수 있다. 그는 사람들이 전쟁과 이념에 휩쓸

리며 수많은 고통을 겪은 시대를 관통했기에, 이러한 용기를 갖춘 자유로운 시민을

양성하는 교육을 통해 평화를 추구했던 것이다.

한편 Russell은 공포를 용기 함양에 방해요소로서 반드시 극복해야 할 대상으로

다루었기에, 용기를 교육의 중대한 목적 중 하나로 선정하였다는 점은 그의 교육론

이 갖는 특징이다. 공포라는 정서의 발달 특성을 탐색하려는 시도가 국내에서는 거

의 전무한 실정임을 지적하는 연구가 존재한다(구미향, 2011: 82). 유아기의 중요한

발달 특성이라 할 수 있는 두려움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과 자유로운 시민이 되기

위해 필요한 용기라는 덕목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Russell의 견해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동시에 Russell의 인성교육에서는 공포를 주로 유아기의 특성으로서 다루고 있음

은 한계로 지적될 수 있다. 학생들이 성장함에 있어 공포의 대상은 다양화될 수 있

다. 유아기에는 상상, 동물, 상해, 일상, 처벌 등으로 유형화되었던 요인들16)이 괴롭

힘이나 따돌림, 상실, 평가, 실패, 비난, 죽음 등 좀 더 일상적이고 정서적인 요인들

16) 구미향(2011)은 그의 연구에서 유아기 두려움 평정척도를 개발하고 요인들을 분석한 결

과, 유아기의 두려움이 5요인 구조로 구성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5요인은 다음과 같다.
- 상상요인: 유령, 상어, 괴물, 도깨비, 무서운 영화, 곰, 도둑, 고릴라, 어둠, 귀신

- 동물요인: 악어, 거미, 호랑이, 사자, 공룡, 벌, 뱀, 개

- 상해요인: 코끼리, 자동차, 불, 칼․총․망치

- 일상요인: 친구, 새, 고양이

- 처벌요인: 엄마, 선생님, 혼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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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대체될 수 있다. 공포의 내용이 변화함에 따라 이러한 공포들은 그가 제시한 반

복적인 경험으로는 해결이 어렵기 때문에 교육적 제안이 보완되어야 한다. 동시에

그가 교육의 목적에서 언급하였던 전쟁까지도 유발할 수 있는 배타적인 공포를 극

복하기 위한 구체적인 교육방법에 대한 연구 및 논증이 필요하다.

3) 감수성

Russell은 이상적인 성격의 세 번째 요소로서 감수성을 선정하였다. 감수성에 대한

그의 설명은 명확한 개념정의가 아닌 그 속성에 대한 것으로 다소 애매하게 진행된

다.

그가 제시하는 감수성은 정서적인 의미에 속한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많은 자극

을 받고 여러 가지 감정을 느끼는 사람이 감수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가 제시

하는 감수성의 옳은 예는 다음과 같다. 그는 아기들은 대부분 음식 혹은 따뜻함을

주는 대상에 감각적 즐거움을 느끼다가 나중에는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즐거움을 추

구하게 된다는 예시를 통해 인정욕구가 전 생애를 지배하는 동기라고 설명하였다.

그는 이러한 인정욕망은 올바른 행동을 유발하는 자극이나 본능적인 충동을 억제하

는 제재로 기능하기 때문에 가치가 매우 높다고 평가하였다. 동시에 그는 부모나

교사가 아동의 인정욕망이 제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칭찬을 현명하게 활용해야 한

다고 지적하였다.

그가 제시하는 감성의 발달단계에 이어서 등장하는 요소가 바로 공감이다(OE:

58). 발달단계에 따라 초기에 관찰되는 공감에는 순전히 신체적인 공감이 있다. 예

를 들어 어린이들은 주변의 친구가 우는 것을 보고 따라 우는 경우가 있다. 그는

이와 같은 현상이 이후 더 수준 높은 공감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초가 된다고 보았

다. 그에 따르면 이는 두 가지 방향으로 공감의 확대를 모색할 수 있다. 한쪽은 고

통 받는 대상이 나와 관련 없는 경우에도 느끼는 공감이다. 다른 한쪽은 고통이 발

생하지 않은 경우에도 예상을 통해 느끼는 공감이다. 그는 후자의 경우 대부분 지

성과 관계가 있다고 본다. 그는 추상적인 공감을 할 수 있는 능력은 대단히 중요하

지만 희귀하다고 보았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한낱 추상적인 자극으로는 공감이

일어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사람들은 자신의 주변인이 불구가 되었을 때 전쟁에

대한 공포를 느낀다. 백만 명이 불구가 되었다는 기사를 봤다고 해서 전쟁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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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만 배의 공포를 느끼지는 않는다. 따라서 그는 전쟁과 같은 절대적인 해악을 막

기 위해서는 추상적인 자극에 대해 감수성을 기르는 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

았다.

종합해보면 Russell에게 감수성은 자유와 평화라는 가치를 중시하는 개인을 양성

하기 위해 필수적인 역할을 하는 덕목임을 확인할 수 있다. 올바른 감수성을 지닌

개인은 다른 사람들이 고통 받지 않기를, 나아가 행복하기를 바랄 것이기 때문이다.

그는 또 다른 덕목인 지성이 감수성을 통해 느끼는 바에 따라 행복한 사회를 만드

는 올바른 방법을 제시할 것이며, 용기는 이러한 방법들을 채택하게 한다고 설명하

고 있다(OE: 67).

4) 지성

Russell이 제시하는 이상적인 성격의 마지막 요소는 지성이다. 그는 자신이 의미하

는 지성은 “실제의 지식”과 “지식의 수용성” 두 가지를 모두 포함한다고 설명한다

(OE: 60). 그는 이 둘은 매우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어, 독단적인 정신을 갖도록 교

육받은 것이 아니라면 배우면 배울수록 더 많은 지식을 수용하기 쉽다고 본다.

그에게 지성은 이미 획득된 지식의 수준이 아닌 획득할 수 있는 능력을 가리킬 때

더욱 적절하다고 볼 수 있다(OE: 60). 그는 지성을 훈련하지 않는 방법으로 지식을

전달할 수는 있으나, 지식을 획득함 없이 지성을 연마할 수는 없다고 하였다. 지성

없이 이 복잡한 세계는 존속할 수 없으며 진보할 수도 없다. 이러한 측면에서 지성

이란 이상적인 인간이 가져야할 필수적인 요소이며 덕목이 된다.

그렇다면 지식을 획득할 수 있는 능력으로서의 지성은 무엇인가? 그는 이를 호기

심을 통해 설명하고자 한다. 호기심은 지적 생활의 본능적인 기초이다. 초보적인 형

태의 호기심은 동물에게도 관찰된다. 지성은 이보다는 더 수준 높은, 일정한 종류의

활발한 호기심을 요구한다. 소위 올바른 종류의 호기심은 “지식에 대한 순수한 사

랑에 의해 살아난다.”(OE: 61) 어린 아이에게서도 이러한 호기심이 발견된다. 아이

들은 세세한 물건들에 호기심을 느끼고 탐구하고자 한다. 성장할수록 주변 세계를

익숙하게 받아들이기에 올바른 종류의 호기심은 점점 줄어든다. 결국 호기심이 없

어지게 되면 새로 알고자 하지 않기에 지성이 활발하게 기능하지 않게 된다. 전술

한 덕목인 활력의 경우 주변세계에 대한 순수한 호기심을 의미하기에 지적 호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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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상호작용하는 요소가 된다.

그는 시간이 지나면서 호기심의 강도나 범위가 줄어들더라도 상당기간 동안 호기

심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보았다(OE: 62). 이를 위해서 호기심을 지식 획득을

위한 기술들과 연결하여야 한다. 이러한 기술들에는 객관적으로 관찰하는 습관, 지

식의 가능성에 대한 신념, 인내심 혹은 근면성이 있다. 생득적인 호기심과 적합한

지적 교육을 통한다면 누구나 자연스럽게 이러한 기술들을 발전시킬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지식을 획득할 수 있는 지성을 위해서는 동시에 열린 마음과 같은 지

적 덕성도 요구된다. 우리의 지적 생활은 전체적인 활동의 일부에 지나지 않으며

호기심은 항상 다른 여러 가지 정서와 갈등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그는 이상적인 성격을 구성하는 두 번째 요소인 용기 또한 지적 성실성을 위해 중

요하게 기능한다고 설명한다(OE: 64). 우리의 생활이 관습적으로 얻은 한 가지의

신념으로 둘러싸이게 되면 자유로운 정신생활은 불가능하다. 그는 지적인 문제에서

우리 자신이 스스로 생각할 수 있도록 만드는 교육해야 된다고 주장한다. 우리가

중요하다고 믿는다면 그러한 지식 혹은 신념이 공동체의 의견과 반한다 할지라도

이를 주장하는 용기 또한 반드시 필요하다. 지성과 함께 진정한 용기를 함양함으로

써 내면의 억압과 악을 해결하여 어떠한 박해도 없는 세상을 만들어 나가야하기 때

문이다.

결국 그에게 지성이란 지식을 획득하는 능력임과 동시에 지식에 “필수적인 정신적

습관을 발견하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다(OE: 61). 정신적 습관이란 지식을 획득하

는 활동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고과정의 습관을 뜻한다. 그는 지금까지 도덕성에 대

한 논의에 있어 지성이 경시된 측면을 지적하고 인류역사의 발전과 현대사회의 진

보를 위해 지성은 꼭 필요함을 역설하였다. 오늘날 우리의 도덕교육 및 인성교육에

서도 “지혜”라는 덕목이 선정되고 교육된 바 있으나 사회적 덕목들로 인해 후순위

가 된 측면이 없지 않다. 그가 제시하는 지성이란 덕목은 단순한 지식의 획득이 아

닌 평화로운 세계와 인류의 발전을 위한 올바른 사고습관이자 지식을 수용하는 능

력을 의미하므로 충분히 선정가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5) 교육의 토대

Russell 교육론의 교육목적에 비추어볼 때 그가 의미하는 교육일반은 인성교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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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대로 함을 밝히고자 한다. 그의 교육론의 구조를 분석하고 교육의 목적을 살펴본

뒤 이는 결국 인성교육을 전제할 수밖에 없음을 논증할 것이다. 그가 논하고 있는

교육일반이 인성교육을 지향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작업은 다음 장으로 이어지는 그

의 인성교육 논의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함이다.

Russell 교육론은 어떤 내용요소로 구성되어 있는가? 그의 교육론은 총 세부분으

로 나누어져 있다. 1부는 교육의 목적이 포함된 교육의 이상, 2부는 인성교육, 3부

는 지식교육이다. 1부에 제시된 교육의 목적은 인성교육과 지식교육을 포함한 교육

일반의 목적을 뜻한다. 2부 인성교육은 생후 첫해를 시작으로 유아원에 이르기까지

인성함양을 목표로 삼는 부모와 교사들을 위한 교육원리와 방법들을 설명하고 있

다. 3부 지식교육은 이를 위한 일반원리를 비롯하여 대학교육에 이르기까지 바람직

한 지적 교육활동을 위한 그가 생각한 원리와 방법들을 내용으로 삼는다.

그렇다면 Russell은 왜 교육일반을 인성교육과 지식교육으로 구분하여 논하였는지

를 알아보아야 한다. 이는 우선 그의 교육관에 비추어 유추해볼 수 있다. 그는 학생

들이 사랑으로 격려되고 지식으로 인도되길 희망하였다. 그의 진술을 통해 그가 교

육의 두 축을 사랑과 지식으로 삼았음을 파악할 수 있다. 직관적으로 부모나 교사

의 사랑과 애정이 강조되는 교육은 인성교육이며, 지식습득이나 지적탐구가 강조되

는 교육은 지식교육이다. 그는 교육이 인성함양과 지적탐구, 이 두 가지 가치를 지

닌 활동을 반드시 지향해야한다고 통찰했기에 인성교육과 지식교육으로 구분하였을

것이라 추측할 수 있다.

다른 하나는 지식교육에 대한 그의 논의를 통해 유추할 수 있다. 그는 일정한 연

령까지 올바른 인성이 함양되었을 경우, 지식교육을 추구하는 것만으로도 인성함양

을 달성할 수 있다고 믿었다(OE: 199). 필요한 덕목은 시기에 맞는 지식교육만으로

도 자연스럽게 습득이 가능하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그는 생후 첫해부터 대략 6

세 이전까지의 인성교육은 절대적이며, 일정시기 이후에는 지식교육을 통하여 인성

함양을 지향해야 한다고 보았다. 이러한 가치관에 따라 그는 일정 시기까지 절대적

으로 추구되어야 하는 인성교육과 이후의 지식교육을 구분하여 제시한 것으로 추측

할 수 있다.

그의 교육론에서 지식교육이 인성함양을 직접적으로 지향하지 않고 있다고 밝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구자는 이를 포함한 교육일반이 인성교육을 전제하고 있음을

논증하고자 한다. 우선 Russell 교육론이 덕교육적 접근을 취하고 있음을 밝힐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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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덕교육적 접근은 인성교육의 주요접근이기에, 이에 따라 그의 교육론은 인성교

육을 전제함을 논증하고자 한다.

Russell 교육론이 덕교육적 접근을 취하고 있다는 근거는 무엇인가? 그의 교육론

의 특징을 다시 한 번 살펴보고 덕교육적 접근의 특징을 확인해보자. 우선 Russell

은 그의 교육론 중 서론에서 인성교육과 지식교육을 포함하는 교육일반의 목적을

밝히고 있다. 그는 교육의 목적을 이상적인 성격형성으로 규정하고 성격의 구성요

소인 덕목 네 가지를 제시하였다. 그에게 교육이란 이상적인 성격을 가진 사람으로

양성함이 목적인 일이며, 이는 활력, 용기, 감수성, 지성이라는 덕성을 획득함으로써

가능하다. 이처럼 교육의 목적을 덕목의 함양으로 보는 관점은 덕교육적 접근이라

할 수 있다. 그의 교육론은 덕교육적 접근에 토대를 두고 있으며, 이는 그의 교육론

이 인성교육에 기초하고 있음을 뜻한다.

덕교육적 접근은 바람직한 인성은 덕을 구유함으로써 이루어진다는 관점이다.

Russell뿐만 아니라 현대 윤리사상가 및 도덕교육 학자들의 주장에서도 흔히 관찰

된다(유병열, 2015: 306). 유병열(2015)에 따르면 덕교육적 접근은 훌륭한 인성이 덕

들을 갖춤으로써 형성된다는 견해, 덕은 바람직하거나 지닐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

며 이는 인성의 한 특성이라고 보는 견해, 훌륭한 인성은 선에 대해 알고 이를 사

랑하며 실천하는 덕들의 함양으로 보는 견해, 학교교육의 우선적인 목표는 학생들

이 인간적인 덕을 습득하게 함에 있다는 견해, 인성교육은 덕교육적 접근에 기초해

야 한다고 보는 견해 등이 이에 포함된다(유병열, 2015: 307). 그의 교육목적과 덕목

들을 미루어보아 앞의 나열한 예시들과 상통하므로 그의 교육론이 덕교육적 접근을

토대로 함은 분명하다.

Russell이 덕교육적 접근을 취하고 있다는 또 다른 근거는 그가 습관화를 강조하

고 있다는 점이다. 덕윤리는 덕스러운 행동의 실천 및 경험의 반복을 통해 궁극적

으로 습관의 완성을 추구한다는 특징이 있다(유병열, 2004: 80). Russell의 경우도

바람직한 습관형성을 목표로 한 도덕적 훈련 및 훈육의 역할을 강조하였다(김현정,

2005: 190). 그의 교육론 2부인 인성교육에서 습관화의 원칙이 지속적으로 중시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가 습관형성을 강조하게 된 배경은 그가 바라보는 인간관에 기초한다. 그는 인

간이 몇몇 반사운동과 본능을 갖고 태어날 뿐이라고 보았다(OE: 72). 어린이들은

선하거나 악한 성향이나 습관을 타고나지 않는다. 어린이들은 환경에 따라 습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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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들고, 이 습관은 건전하거나 혹은 불건전하게 된다(OE: 33). 습관은 형성된 이후

에는 바꾸기 어렵기 때문에 그는 유년기 어린이들의 인격형성을 위한 훈련과 습관

화를 중시하였다. 이에 따라 학생들이 바람직한 습관을 형성할 수 있는 환경을 마

련하는 일을 교육자들의 책임이 된다.

논의를 종합하면 그의 교육론이 제시하는 교육일반의 목적은 인성교육에 토대를

두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는 교육론 전체를 아우르는 교육일반의 목적을 덕

목함양으로 설정하고 있으며 이는 덕교육적 접근이다. 덕교육적 접근은 현재 우리

도덕과 교육에도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인성교육의 주요접근법이라 할 수 있다. 이

에 따라 Russell은 인성교육과 지식교육을 교육의 큰 축으로 삼고 구분하였으나, 이

둘을 포함한 교육일반은 명백하게 인성교육을 지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활력,

용기, 감수성, 지성이라는 덕목과 연관이 없는 지식교육은 올바른 지식교육이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결국 그의 교육론에서 인성교육은 필요조건이며 지식교육은 충

분조건임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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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육의 원리

1) 자유 존중의 원리

Russell 교육론에서 첫 번째로 도출할 원리는 “자유 존중의 원리”이다. Ⅱ장에서

그의 자유주의 사상을 살펴보고 그의 자유 개념이 교육 이론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

짐을 밝혔다. 그에게 자유란 교육의 과정과 결과에 있어 절대적으로 필요한 전제조

건이다. 따라서 그의 교육론에서 학생의 자유 존중은 핵심적인 원리로 작용하고 있

다. 그가 추구한 학생의 자유를 확인하고, 이를 억압하는 요인을 분석하는 작업을

통해 첫 번째 원리인 자유 존중의 원리를 도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우선 자유의 일반적인 개념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자유란 일반적으로

속박의 부재를 뜻한다. 자유로운 상태란 어떠한 방해로부터 벗어나 있다는 뜻이다.

이러한 자유 개념에 대입할 때 학생의 자유 존중은 학생들이 그들의 자유를 억압하

는 요인들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자유 상태로 나아가게 하는 일을 뜻한다. 따라서

학생의 자유를 억압하는 요인들을 정확히 분석할 때, 그가 논하는 교육에서 자유의

의미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연구자는 학생의 자유를 억압하는 요인들을

분석함으로써 그가 주장하는 교육에서 자유를 고찰하고자 한다.

첫 번째로 논할 자유의 억압 요인은 교육적 통제이다. 이는 전통적인 의미의 권위

혹은 훈육과 연관된다. 통제적 교육은 학생들의 관심과 흥미를 고려하지 않는다. 이

는 학생들에게 복종을 강요하고 공포를 양산한다. 교육적 통제는 아동 및 학생의

자유를 억압해온 주원인이었으며 Rousseau의 사상을 위시한 아동중심교육 사상의

등장배경이 되었다. 이와 더불어 교육적 통제를 벗어난 자유는 학생의 흥미와 자발

성, 선택권을 보장한다.

Russell은 교육의 목적을 논함에 있어서는 교육활동 요소에 대한 고려와 함께, 자

유의 정도를 결정하는 심리과학의 문제로 귀결된다고 보았다(Russell, B, 1935:

124). 여기서 그가 의미하는 자유는 교육적 통제로부터의 자유이다. 그는 근본적인

입장 차이를 보이는 세 가지 주요 학파를 제시하면서, 자유에 대해 분석한다. 먼저

아이들이 악하다 할지라도 완전히 자유로워야 한다고 보는 입장이 있다. 다른 하나

는 아이들이 아무리 선할지라도 권위에 전적으로 복종해야한다는 입장이 있다. 마

지막으로 아이들은 자유로워야 하지만 그들이 항상 선할 때로 제한되어야 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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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는 입장이 있다. 그는 마지막 입장의 경우 논리적 정확성에 비해 과장되어 있다

고 보았다. 어른들도 그렇듯이 아이들 또한 완전히 자유로운 상태에서 언제나 도덕

적이긴 어렵기 때문이다.

학생의 자유를 우선적으로 존중하는 첫 번째 입장은 교육이 명백한 목적을 가져서

는 안 되며 자연스러운 발달에 적합한 환경을 제공하는 데에만 그쳐야한다고 본

다.17) 그는 이 견해가 지나치게 개인주의적이고 지식의 중요성에도 너무 무관심하

기 때문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Russell, B, 1935: 124).18) 협력이 필수적인 공

동체 안에서 살고 있는 우리에게 이처럼 중요한 협력이 자연적인 충동 속에서도 모

두 나오리라 기대하는 일은 너무나도 이상적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그는 자유가

도덕적 완성을 보장하리란 믿음은 루소주의의 유물이며 동물과 유아 연구 외에는

살아남기 어려울 것이라 생각하였다. 교육은 적어도 최소한의 필요한 과학과 기술

들을 후세에 전해줄 수 있어야하기 때문에, 그는 첫 번째 입장이 이러한 교육의 중

차대한 과업을 수행하기엔 지나치게 낙관적이라고 본다. 동시에 Russell은 최대의

자유를 허용할 수 있는 교육은 자비심과 자기 조절, 훈련된 지성이 뒷받침 되어야

하기 때문에, 모든 충동을 그대로 방치해두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였다. 교육은 단

순한 성장의 기회를 제공하는 데 그치지 않고, 아이들 스스로는 획득할 수 없는 정

신적이고 도덕적 소양을 키워주어야 하는 기회여야 한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우려와 더불어 Russell은 첫 번째 관점에서 한 가지 고려할 사항을 지적한

다. 아이들 집단이 성인의 간섭을 전혀 받지 않을 경우 강자의 압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Russell, B, 1935: 128). 그는 아이들의 압제가 성인 세계보다 더 야

만적이기 쉽다고 본다. 아이들이 함께 놀다 싸우게 되면 승패가 나뉘고, 이러한 싸

움이 반복되다 보면 늘 승자가 정해지기 때문에 그 승자는 지배력을 획득하게 된

다. 아이들의 숫자가 많을수록 하나 혹은 두 명이 완벽한 지배력을 갖게 되고 나머

지 아이들의 자유는 줄어든다. 약하고 호전적이지 않은 아이들의 자유는 그들을 보

호하기 위해 어른들이 나설 때보다 침해받기 쉬울 것임은 예측가능하다.

17) Rousseau는 성인의 의지대로 아동을 통제하는 직접적 권위를, 아동이 학습을 하는 환경

을 조성해나가는 간접적 권위로 바꿈으로써 “강압적으로 교육한다는 인상을 주지 않으면

서도 아동이 자발적으로 탐구할 수 있는 학습 상황과 환경을 조성”해주어야 한다고 보았

다(김무길, 2012: 6-7).

18) 첫 번째 관점의 사상적 시원이라 할 수 있는 Rousseau는 아동기에 어떤 사회적․도덕

적 지식도 가르쳐선 안 된다고 보았으며 이에 따라 12세까지 책을 읽지 못 하게 해야 한

다고 주장했다(서영현․반채익, 2004: 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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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ters(1966) 또한 비슷한 논지에서 자유의 역설을 지적하였다. 그는 개인이 자유

로울 수 있는 이유는 사실상 도덕률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사회적 법규들이 타인의

자유를 보호할 수 있도록 작용하기 있기 때문이라 본다. 교육적 측면에서도 교육활

동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해 질서를 확립함으로써 자유의 역설을 극복해야 한다

(Peters, 이홍우․조영태 옮김, 2004: 274).

Russell은 대부분의 아이들의 경우 타인에 대한 배려가 자연적으로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배워야하며, 이는 권위를 발휘하지 않고는 어렵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견해

는 교육에 있어서 자유에 대한 두 번째 관점의 중요한 근거가 된다. 이러한 맥락

안에서 그는 교육기관이 필요하며 아이들도 어느 정도의 권위 아래에 있어야 한다

고 주장한다(Russell, B, 1924: 176). 앞에서 지적한 자유의 역설의 문제와는 별개로

아이들에게 무한정의 자유를 줄 경우 아이들은 읽기나 쓰기를 배우지도 않을 것이

며, 그들의 삶의 환경에 필요한 것보다는 덜 적응한 상태로 자랄 것임이 명백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때 그가 내세우는 중요한 원칙은 어떠한 권위도 절대적으로 행사되어서

는 안 되며 필요에 한하여 최소한의 권위만을 사용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 지점에

서 권위를 행사함에 있어서도 학생들의 자유 혹은 인격을 우선적으로 존중하는 그

의 원칙을 확인할 수 있다.

그는 교육의 어느 단계이든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기회와 칭찬이 전부이며, 그

이상을 요구하는 사항이나 권위의 행사는 의심스럽다고 주장한다. Russell은 아이들

이 말하기를 배우는 과정을 예로 제시한다. 아이들은 순전히 자신만의 노력으로 말

하기를 배운다. 그들은 의도적으로 듣고, 입술의 움직임을 보고, 하루 종일 소리를

연습하고, 놀라운 열정으로 집중한다. 그는 이 시기에 어른들이 아이들을 칭찬으로

격려할 뿐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 날에도 혼을 내지 않는다고 설명한다.

따라서 Russell은 “교육에 있어서 자유는 교수 과정에 어긋나지 않는 한 존중되어

야 한다”고 본다(Russell, B, 이순희 옮김, 2010: 149). 그는 상당히 많은 자유가 허

용되어도 교육활동에 손실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고 본다. 교육에 있어서 권위는

얼마간 불가피하나, 교육 주체들은 자유의 정신이라는 토대를 통해서만 권위를 행

사해야만 한다.

결국 Russell은 교육적 통제로부터의 자유를 정도의 차원에서 고려해야 한다고 말

한다(Russell, B, 1924:　172). 교육에서는 허용 되서는 안 되는 자유도 있다. 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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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의 자유가 그들이 하루 종일 자기 하고 싶은 것만 하도록 내버려 둔다는 뜻은

아니라고 확언한다. 어느 정도의 자제와 권위는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문제는 학생

들의 자유를 얼마나 존중할 것이며, 어떤 방식으로 교육을 실시하느냐이다. 이처럼

Russell은 자유에 대한 입장들 중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으려 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는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면 진정한 자유의 의미가 왜곡되리라 생각하

고 이를 경계했기 때문이다(우부순, 1994: 10).

그는 건강과 같은 문제에 있어서는 적절한 훈육과 권위의 필요성을 역설한다. 이

때의 훈육과 권위는 부정적인 의미의 교육적 통제가 아니며 반드시 필요한 교육요

소이다(Russell, B, 1924: 172). 그는 중요한 관건은 훈육과 권위가 실행되는 정도와

방법에 있다고 보았다.19) 그가 설명하는 훈련의 바람직한 정도는 훈육이 학생의 의

지와 서로 상호작용을 이룰 수 있는 정도의 범위를 뜻한다. 예를 들어 도덕 원리로

서 친절함을 단순하게 가르친다면 이 방법은 거의 유효하지 못하다. 이를 적절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이 본능적으로 행복한 상태이어야 하며, 주위 어른들의

친절함의 사례가 있어야 한다(Russell, B, 1932: 40). 그의 관점에 따르면 학생들의

배우려고 하는 의지와 교육자의 적절한 지도가 조화될 수 있는 정도의 훈련만이 올

바르다.

한편 그가 의미하는 권위는 강압, 위협, 강제, 처벌을 연상시키며 무조건적인 복종

을 강요하는 교육적 통제가 아니다. 권위는 위의 친절함의 예에서 나타나듯 학생의

모범이 되어 지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힘이다. 진정한 권위란 적합한 지식을 통해

학생들을 올바르게 이끌 수 있도록 지성과 사랑을 모두 포함해야 한다. 그에 따르

면 권위는 자유와 상반되는 위치에 세워서는 안 된다. 이들은 상호 보완적인 균형

과 조화를 이루어야 할 관계이다.

Russell에게 교사는 학생들이 교육적 통제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자유의 정도를

결정하는 주체이다. 학생들의 자유를 존중하는 교사는 그들의 자발성과 선택을 중

시하기에 권위와 규율에 의지하지 않는다. 하지만 그는 규율과 권위에 의지하지 않

고는 자신이 담임하고 있는 여러 명의 학생들을 이끌기 쉽지 않음도 인지하였다.

수업을 지루해하는 학생들에게 벌을 주는 일이 수업을 흥미롭게 만드는 일보다 수

19) 그의 이러한 관점은 그가 설립한 실험학교에서도 일관되게 적용되었다. 같은 영국에 있

었던 Neill의 Summer Hill의 경우 완전한 자유학교였다면, Russell과 Dora의 Beacon Hill

School은 학생의 책임과 의무를 강조하였으며, 그들의 자유와 함께 훈련 또한 추구하였

다(장지현, 1996: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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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하기 때문이다. 그는 이러한 요소들이 교사가 의식하기 힘든 유혹이라고 설명한

다.

그렇다면 학생들이 교육적 통제 없이 자유로운 상태에서 교육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가? Russell은 이를 위해서는 교사의 여러 가지 교육적 기술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우선 학생들의 지적 호기심을 자극하여 그들의 창조적인 충

동을 계발할 수 있도록 돕는 기술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이와 달리 학생들에게

강압적인 교육을 실시할 경우 그들의 순수한 지적 호기심을 말살시킬 수 있다.

동시에 아이들이나 젊은이들이 지식을 쌓아가는 일을 가치 있게 느끼도록 만드는

기술 또한 강조되어야 한다(Russell, B, 1924: 176). 달리 표현하면 교사들은 학생들

이 자신이 배우고 있는 것들의 가치를 느낄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Russell, B,

1935: 127). 가끔 지식 자체가 무의미하거나 지식이 양이 너무 많기만 할 때, 학생들

은 쉽게 지루함을 느껴 이를 극복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이다.20)

학생들의 자발적인 배움을 위해 그들의 본능과 지식의 습득을 연결하는 교육적 기

술 또한 필요하다. 예를 들어 교사는 그들이 해결을 열망할만한 문제를 제시하고

그 다음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한 희망을 준다. 이 방법은 교사의

인내와 노력이 어느 정도 요구된다. 이를 바탕으로 교육적 기술이 올바르게 기능할

경우 학습내용 및 방법은 학생들의 본능과 결이 같아지므로, 그들이 지루함을 적게

느끼게 만든다. 그는 위의 설명들이 교육에서 자유가 더 많이 필요한 명백한 이유

라고 설명한다.

Russell은 정신적인 노력이 즐겁지 않다는 생각은 잘못되었다고 본다(Russell, B,

1924: 177). 무언가를 얻기 위한 노력은 동물과 인간 모두에게 자연스러운 것이다.

정신적인 노력을 즐겁게 만들기 위해서는 전술한 것과 같은 일정한 조건이 필요한

데 그가 보기에 기존의 교육에서는 이를 위한 시도가 거의 없었던 것이다.

그는 교육적 통제를 벗어난 자유와 더불어 학생들에게 보장해야 할 선택의 자유는

다음과 같은 차원으로 제시하고 있다. 우선 배움 자체를 선택할 수 있는 “배우거나

배우지 않을 자유”이다(Russell, B, 1924: 178). 유년기의 경우 배우거나 배우지 않

20) 그는 이를 극복한 예로 영국 Northamptonshire 주의 한 마을에서 교육했던 교사의 일

화를 제시한다(Russell, B, 1935: 127). 교사는 그가 가르치는 모든 학생들이 기계에 관심

이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그들에게 정교한 기계를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 이러

한 실습을 하는 동안 학생들은 계산의 필요성을 느꼈고 그들이 열망하는 건설적인 기획

을 성공시키기 위해 수학에 대한 흥미를 늘려갔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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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자유는 부분적으로만 허용될 수 있다. 그는 자신이 설립한 실험학교에서도 학생

들이 수업 참석을 스스로 결정하게 함으로써 이러한 자유를 충분히 보장하고자 했

다. 같은 맥락으로 그는 학생들에게 기본적인 것들을 가르친 후에 학생들의 취향에

따라 그들이 흥미를 보이는 것들만 교육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Russell은 무엇을 배울 것인가에 대한 자유 또한 제시하였다. 그가 보기에 이는 현

재보다 훨씬 폭 넓게 주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학생들은 자유롭게 대학

진학 여부와 수강과목을 선택해야 하며, 이를 돕기 위해 학과목은 학문의 자연적

유사성에 의해 분류되어야 한다. 한편 그는 자유라는 미명하에 전혀 연관성이 없는

과목들을 선택하도록 학생들을 방치하는 과목 선택제는 지양되기를 바랐다.

두 번째로 논할 학생의 자유를 속박하는 요인은 지적인 속박이다. 그는 학생들은

미신적이고 권위주의적이며 비이성적인 사고로부터 벗어나 지성의 자유를 확보하도

록 충분한 배려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학교 교육이 국가나 교회의 권위, 인습,

혹은 사회적인 습관 등에 구속될 경우 학생들의 지성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교육은 정치, 종교, 도덕에 관한 전통적인 신념을 가르치는 관습에서 자유로

워야 한다(Russell, B, 1924: 178). 이는 그의 합리적․과학적 태도에 대한 믿음에

기반 한 주장이다.

Russell이 강조하는 합리적․과학적인 사고습관은 무엇인가? 우선 이러한 사고습

관은 진리(truth)와 진실함(truthfulness)을 구별할 수 있어야 한다(Russell, B, 1924:

179). 진리란 인간의 관점에서는 닿을 수 없기에 비슷하게만 흉내 낼 수밖에 없는

이상이다. 완전한 진실인 진리에 닿는 일은 불가능하기에 항상 기존의 신념에 반하

는 새로운 증거들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는 일이 중요하다. 그러므로 진리에 가장

가까이 접근하기 위해서는 진리가 아닌 진실함을 가르쳐야만 한다. 예를 들어 과학

분야에서 관찰자는 자신이 얻은 결과에 대해 오류가 있을 수 있음을 인지하고 이를

밝힌다. 반면 자신의 신조가 갖는 오류 가능성에 대해 이야기하는 신학자나 정치인

은 거의 없다. 따라서 그는 진실한 지식에 가장 가깝게 도달할 수 있는 분야는 과

학이라고 단언한다. 과학은 논거 자체의 설득력에 기댄다. 반면 아무것도 알려진 바

가 없는 분야에서는 뻔뻔한 주장과 최면으로 신념을 공유시키는 일이 유일한 방법

인 것이다. 따라서 그는 증거에 근거해 의견을 형성하고 증거가 보증하는 정도만

확신을 갖는 습관을 뜻하는 진실함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학생들의 지적인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그가 제시하는 교육적 방법은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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엇인가? 우선 젊은이들의 경우 학문영역에서 다양한 의견이 전개되고 있음을 발견

할 수 있도록 그들을 지적으로 자극하는 일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경제학을 공부

한다면 개인주의자, 사회주의자, 보호주의자, 자유무역주의자, 통화팽창주의자, 금본

위제주의자들의 주장까지 모두 포함하는 강의를 들어봐야 한다. 젊은이들이 각 학

파에 속한 이들의 사상적 근거를 담은 대표적인 책들을 읽을 수 있도록 격려해야

한다. 이러한 방법들을 통해 학생들은 여러 가지 주장과 근거를 가늠할 수 있고 어

떠한 의견도 절대적으로 옳을 수 없음을 알게 된다. 동시에 학생들은 모든 질문이

열려있으며 어디를 가든 논거가 따라와야 한다는 사실을 배워야 한다(Russell, B,

1924: 180).

따라서 그는 교사와 학생 모두 의견을 피력할 자유가 가장 중요한 자유라고 강조

한다. 의견의 자유는 근본적으로 우리의 모든 믿음은 의심이 가능하다는 과학적 태

도에 근거한다. 만약 우리가 진리에 대해 확실히 안다면, 그것을 가르쳐야 한다고

말할 수 있다. 이 경우 진리가 갖고 있는 고유의 합리성에 의해서 교육되어야 하며,

권위에 의해서 교육되어서는 안 된다.

Russell은 위와 같은 교육을 통해 학생들에게 성숙하고 지적인 교육 분위기를 제

공함으로써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사고습관을 길러야 함을 강조했다. 동시에 학생들

은 진리에 보다 가깝게 접근하기 위해 스스로 판단 및 결정하고 책임지는 지성적인

능력을 함양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즉, 학생들에게 지성의 자유를 보장함으로써

어떤 견해든 근거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주체적․비판적 사고를 기를 수 있도록 하

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논의를 종합해보면 우선 그는 첫 번째 자유에서 소극적인 의미인 교육적 통제에서

벗어난 자유부터 적극적인 의미인 선택의 자유까지 폭넓게 논의했음을 알 수 있다.

그는 이러한 학생의 자유를 기본적으로 존중하지만 정도의 차원에서도 고려해야 함

을 명시했다. 한편 자유의 정도를 결정함에 있어 권위와 훈육은 중요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이들은 대립되는 개념이 아니라 상호보완적인 균형과 조화의 개념이 되어야

한다. 동시에 학생들을 교육적 통제에서 해방하고 그들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

는 여러 가지 교육적 기술이 요구됨을 살펴보았다.

두 번째 자유인 지적인 속박을 벗어난 자유에서는 그의 진리에 대한 관점과 합리

적․과학적 태도에 대한 믿음을 알아보았다. 그는 국가적인 신조나 종교적 진리, 관

습적 도덕과 같은 전통적인 신념을 그대로 전수하는 교육을 통렬히 비판하였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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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그의 평화주의 사상에서도 언급되었듯 절대적인 가치를 지니는 지성의 자유를

억압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신념은 증거에 기반 하지 않기에 교화나 강요와 같은

방법을 사용하며, 증거에 따라 확신하는 사고 습관의 형성을 방해하기 때문에 반드

시 지양되어야 한다. 위와 같이 학생의 자유에 대한 존중은 Russell 교육론에서 중

요한 원리로 작용하고 있다.

자유 존중의 원리가 교육원리로 도출되어야 함을, 이 원리가 부재하다면 그가 설

정한 교육목적은 달성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논증하고자 한다.

자유 존중의 원리를 다시 한 번 살펴보면, 이는 교육적 통제와 지적인 속박에서 해

방된 학생의 자유를 추구한다. 이에 따라 학생들은 자신의 흥미와 자발성, 선택권을

보장받으며 교육활동에 참여하고 관습이나 신념에 얽매이지 않고 지식의 세계를 탐

구할 수 있다.

만약 자유 존중의 원리가 부재하다면 그의 교육목적인 네 가지 덕목의 함양은 불

가능하다. 우선 교육적 통제는 학생들의 활력을 저해한다. 활력이란 주변 세계에 흥

미를 갖게 하고 즐거운 배움을 가능하게 하는 생리적인 요소임을 전술하였다. 전통

적인 권위와 훈육을 사용하는 교육적 통제는 학생들의 흥미와 자발성을 억제하기에

학생들의 활력 증진에 나쁜 영향을 미칠 것임은 분명하다. 용기의 경우 교육적 통

제로 인해 학생들은 복종을 습득하게 되고, 동시에 지적인 속박이 관습적인 태도와

미신적인 공포를 유발하기에 용기의 습득은 더욱 어려워진다. 감수성은 학생들의

흥미와 감정을 공감하지 않는 일방적인 교육적 통제로 인해, 지성은 합리성에 근거

하지 않는 신념을 생성하는 지적인 속박으로 인해 획득이 어려워진다. 이처럼 자유

존중의 원리가 부재할 경우 교육 목적을 달성은 불가능하기에, 이는 Russell 교육론

에서 반드시 지켜져야만 하는 기본적인 규범이자 이치인 교육원리로 도출되어야 한

다.

2) 무조건적 애정의 원리

Russell 교육론에서 두 번째로 도출할 원리는 학생에 대한 “무조건적 애정의 원리”

이다. 두 번째 원리를 설명하기에 앞서, 부모의 사랑의 특징을 살펴보고 그가 이를

교사에게도 적용하고 있음을 확인하고자 한다. 이어서 학생에 대한 무조건적 애정

의 당위와 이를 방해하는 요인을 분석하고 무조건적 애정이 교육원리로서 도출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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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함을 논증할 것이다.

부모는 무조건적인 애정을 통해 아이들의 건강한 심리적 발달을 도모할 의무가 있

다(이항재, 2015: 85). 부모의 사랑은 아이들에게 걱정 없는 행복한 세계관을 심어줄

수 있다는 점에서도 중요하다.

Russell은 부모의 사랑이 본질적으로 반응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설명한다(OE:

158). 부모의 무조건적 애정을 전제할 때 부모는 아이에게 특정한 응답을 기대하지

않는다. 특정한 응답을 바랄 경우 이는 조건적인 애정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그는

“심리학적으로 부모는 하나의 배경이 되어야 하고 아이가 부모에게 즐거움을 주기

위해 행동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OE: 163)”고 명시한다.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순수한 부모의 사랑은 그들이 본능적으로 아이를 자신의 신

체 일부처럼 느끼게 만든다. 부모는 마치 자신의 몸처럼 자연스럽게 아이를 돌보는

일에 열중하며 이때 아이에게 특정한 반응을 요구하지 않는다. 부모는 아이가 이를

고마워하길 바라지 않는다. 아이가 부모를 필요로 한다는 사실 그 자체가 충분한

보답이 된다. 부모는 아이가 자신의 도움을 필요로 한다는 사실과 아이의 성장과

발달 과정 그 자체에서 즐거움을 얻게 된다. 그러나 아이가 성장하면서 부모는 애

정이 줄어들고 요구가 늘어나기 쉽다. 만약 부모의 본능이 순수한 원형을 보존한다

면 아이에게 감정적 보답을 바라지 않을 것이나, 이는 거의 불가능한 일로 여겨진

다.

한편 바람직한 부모의 사랑은 교사에게 확대하여 적용될 수 있다. 교사들 또한 학

생과 일정정도 지속적이고 인간적인 관계를 맺는 어른이기에, 부모와 마찬가지로

학생들에게 특정한 반응을 요구하지 않으며 그들이 자신의 도움을 필요하다는 사실

자체로 만족할 수 있다. Russell은 교사의 바람직한 애정이란 아무 목적 없이 아이

들과 같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즐거움을 느끼는데서 나온다고 설명한다. 이는 교

사가 학생에 대한 무조건적인 애정과 그들을 수용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가능

하다.

Russell은 교사가 무조건적 애정의 원리를 실천한다면, 학생들의 자유에 되도록 간

섭하지 않겠지만 혹시 필요한 경우가 있다 해도 학생들에게 심리적인 상처를 주지

않을 수 있다고 본다. 교사가 학생들을 좋아함을 그들 스스로 느낀다면, 이러한 호

의가 그들을 올바른 결정으로 자연스럽게 이끌어갈 것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그는

규율이 아무리 현명하다 할지라도 애정과 접촉을 대신할 수 없다고 명시한다.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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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에게 애정을 갖고 그들과 함께해도 쉽게 지치지 않는 어른들이 훈육을 한다면,

학생들은 그들에게 언제나 친밀감을 느끼며 많은 것을 이뤄낼 수 있을 것이다. 그

는 조건 없는 애정을 가지고 아이들을 대한다면 그들은 어른의 제안에 쉽게 반응하

고 금지 사항도 쉽게 받아들이게 된다고 주장한다.

한편 무조건적 애정의 원리를 방해하는 강력한 요인은 바로 여러 주체들의 학생들

을 수단으로 대하는 태도이다. 이러한 교육의 주체들은 학생들의 자유를 억압하는

권위를 사용하며 외재적인 목적을 설정하고 교육한다. 이러한 태도는 학생들에게

특정한 반응을 요구하며 목적 달성 여부에 따라 조건적인 애정을 제공한다.

Russell은 우선 국가나 교회가 그들의 이익을 위하여 학생들을 수단으로 삼으려하

는 태도를 비판했다. 그가 보기에 국가와 교회 혹은 이들을 추종하는 거대한 기관

들은 학생들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교육을 수행하지 않았다. 그는 이들이 교육을 통

해 이루고자 하는 목적은 바로 체제 유지이며, 이 같은 정치적인 동기에서 교육 주

제 및 제재가 결정되고 학생들에게 주입할 사고습성이 결정된다고 생각했다. 정부

나 교회를 비롯하여 학생을 수단으로 삼는 주체들은 아이들이 그저 잘 자라기만을

바라지 않는다(Russell, B, 1924: 175). 이들은 교육의 외재적 목적을 설정한다. 정부

는 학생들이 국가의 권력을 강화하고 정부 유지에 도움을 주기를, 교회는 사제들의

힘을 키워주기를, 교사는 본인과 학교의 명예를 높여주기를 원한다. 부모는 아이들

이 자신과 가족의 명예를 높여주기를 원한다. 동시에 이들은 이러한 외재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자신의 권위를 사용한다.

Russell은 학생들의 자유를 억압하는 주체들과 이들의 권위에 대해 어떻게 분석하

고 있는가? 우선 정부의 경우 아이들이 기존체제에 순응하고 기존 권력을 근본적으

로 비판하지 못하도록 만들 수 있는 힘을 지닌다. 그들은 의도에 따라 다른 나라를

의심과 경멸의 눈으로 바라보게 가르칠 수 있다. 정부가 특정한 의도로 국민의 연

대감을 강화하는 데 치중하여 국가 간의 평화로운 관계나 개인의 발전 등의 사안을

뒷전으로 미루는 행태는 경계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나치게 국가의 권위를 강

조하는 경우가 있다. 권위를 지나치게 강조하면 개인이 느끼는 감정보다 집단의 정

서를 따를 수밖에 없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만약 개인이 집단 내의 지배적인 믿음

을 거스르면 가차 없이 탄압을 받게 되므로 개인의 발전을 저해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Russell, B, 1924: 175). 이와 더불어 집단을 관리하기 편하다는 논리로 획

일화가 성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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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에게 획일화는 악의 근원이다. 획일화는 일정한 사고습관을 낳게 하고 지성의

자유를 억압한다. 이는 교육 당국이 아이들을 독립된 존재로 보지 않는 태도에서

비롯된다. 그들은 웅장한 사회적 계획을 위하여 공장의 일손이나 전쟁의 무기처럼

아이들을 미래에 쓰일 재료로 간주한다. 각각의 학생을 한 지역의 시민이나 연대

안의 군인 혹은 퍼즐 안의 조각이 아니라 자기만의 권리와 인격을 갖는 사람으로

느끼는 일이 교육의 올바른 태도라 할 수 있다. 한편 획일화는 학생들에 대한 수단

화와 연관되지만 지성의 자유와도 직결되는 현상이다. 그는 이 같은 현상은 인류에

게 전쟁이라는 비극을 가져올 만큼 위험하므로 이를 경계하고 비판하면서 교육의

목적으로 용기와 지성을 강조하였다.

그가 보기에 교회에서 바라보는 교육 또한 정부와는 크게 다르지 않다. 그는 정부

와 교회 모두 자유로운 생각에 적대적이라 생각했다. 교회의 경우 신도들에게 지적

자극을 주지 않으려는 의도를 유지하되 그 의도가 드러나지 않는 정교한 방식을 만

들어 교육한다.

그렇다면 교사들은 어떻게 학생들을 외재적 목적으로서 대우하는가? Russell은 교

사들이 학교의 인정을 받으려 노력해야하는 상황에 대해 논한다. 교사들은 학생들

이 운동 경기나 각종 대회, 보상이 걸린 시험 등에서 두각을 나타내도록 만들어야

한다. 그가 보기에 이러한 현실은 그들이 상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유리한 일부

뛰어난 학생들을 선호하게 함으로써 다른 학생들을 소홀히 대하는 결과를 가져오기

에 올바르지 않다. 순위를 매기는 일은 학생 모두의 인성에 악영향을 미침은 분명

하다. 학생들에게는 남들이 잘하는 경기를 관람하는 일보다 잘 못하더라도 자기가

직접 경기를 하는 편이 훨씬 바람직하다. 학생들을 교육하는 일보다 자신의 평판에

더 신경을 써 학생들을 수단으로 전락하게 하는 교사는 없어야 한다.

부모의 경우 학생인 자녀들을 통해 명예를 쌓으려고 함으로써 교육의 외재적 목적

을 설정한다. 경쟁적 현대사회에서 부모들이 바라는 교육은 일반적으로 그 자체로

의미 있는 교육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앞지르기 위한 교육이다(Russell, B, 1924:

175).21) Russell은 이러한 맥락에서 부모들이 갖는 근본적인 결점은 자녀들을 통해

21) 다른 사람을 앞지르기 위한 교육은 바로 입시교육이라 할 수 있다. 러셀의 이러한 구절

은 현대 한국교육의 모습을 바로 연상시킨다. 정부가 2018년 3월에 발표한 “2017년 초중

고 사교육비 조사”에 따르면 2017년 대한민국의 초중고 학생들의 사교육비 총액은 18조

6천억 원으로, 전년보다 3.1% 증가하였으며,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5년 연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정부 24 홈페이지: https://www.gov.kr/portal/ntnadmNews/1386690, 최종접속일:

19.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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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평판을 쌓으려고 하는 점이라고 말한다. 그에 따르면 이러한 성향은 본능과

뿌리 깊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한 고치기 어렵

다. 부모들은 본능적으로 자식의 성공을 자신의 명예로 삼고, 반대로 자식의 실패는

자신의 수치로 여기기 쉽다.

한편 그가 강조하는 점은 관습적으로 생각하는 성공은 주로 바람직하지 않은 것들

에 대한 성공이라는 것이다. 부모들은 관습적인 성공을 진짜 성공이라 여기고, 그

기준에 따라 자식이 성공할 경우 자신의 평판으로 연결시킨다. 교사가 극복해야 할

유혹이 존재하듯, 그가 경계하는 부모의 본능은 바로 이것이다.22) 부모도 이 같은

본능적 유혹을 극복해야만 학생들에 대한 애정과 수용의 원리를 실천할 수 있다.

논의를 종합하면 학생들은 그 자체가 목적으로 대우받아야 하며, 교사는 그들을

사랑과 지성으로 다루어야 한다(우부순, 1994: 11). Russell은 학생은 존재 그 자체

일 뿐이며, 가능한 한 행복하고 건강할 권리를 갖는 독립된 인간이라고 강조한다.

이러한 견해에서 그의 인격주의 및 인간존엄 사상을 엿볼 수 있다. 학생들은 무한

정으로 뻗어나가는 여러 가지 외재적인 목적들을 물려받는 존재가 아니다. 그들은

무고함에 빌붙은 주체들로 인해 사악한 이익추구의 희생양이 되어서는 안 된다.

결국 학생들에 대한 무조건적 애정은 그들에게 어떠한 반응도 요구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그들에게 외부적인 목적을 설정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이어진다. 학생

들을 외재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삼는 일은 조건적 애정으로 흐르기 때

문이다. 학생들이 체제유지를 가능하게 한 경우, 학교나 교사, 가족이나 부모의 명

예를 높인 경우에만 그들에게 애정을 허용하는 것은 조건적인 애정이다.

그렇다면 무조건적 애정의 원리가 Russell 교육론의 원리로서 도출되어야 하는 이

유는 무엇인가? 이 원리가 전제되어야 그의 교육목적을 달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원리가 부재한 경우 교육에 외재적 목적이 개입될 수밖에 없다. 국가, 교회,

부모, 교사와 같은 여러 교육주체들이 학생들을 수단화하기 때문이다. 체제유지, 입

시, 성적 등과 같은 교육에 외재적 목적이 점철되어 있는 한 학생들의 이상적인 성

격 형성이라는 교육목적은 달성되기 어렵다. 내재적 목적이라 할 수 있는 학생들의

덕목 습득, 즉 인격형성은 이를 올바르게 도모한다 할지라도 그 결과를 보장하기

22) 이종각(2003)은 교육열에 대해 연구한 자신의 저서에서 교육열의 본질이 자녀에 대한

사랑과 성취욕구의 결합체라고 분석한다(이종각, 2003: 72). 그에 따르면 교육열에는 부모

의 체면, 부모 도리를 다함, 노후에 돌아올 반대급부에 대한 기대치, 자녀들의 성공을 통

한 대리만족 등의 심리가 섞여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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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운 문제이다. 이처럼 중차대한 내재적 목적이 아닌 외재적 목적을 우선적으로

설정한 상황에서 이를 달성하기란 불가능에 가깝다. 또한 학생들이 수단화되는 상

황에서 그들이 올바른 인격체로 성장하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결국 학생들에게

외재적 목적을 설정하지 않는 무조건적인 애정은 이상적인 성격의 형성이라는 교육

목적 달성을 위해 필수적으로 전제해야하기 때문에 교육원리로 도출가능하다.

3) 본능 개발의 원리

Russell 교육론에서 세 번째로 도출할 원리는 학생에 대한 “본능 개발의 원리”이

다. 그는 교육이 학생들의 본능을 억압하는 일이 아니라 개발하는 일이라고 보았다

(OE: 105). 본능 개발의 원리는 Russell 교육론에서 앞서 살펴본 두 가지 원리와 더

불어 중요한 원리로 작용함을 확인할 것이다. 먼저 본능에 대한 그의 관점을 알아

보고 이를 수용하고 개발해야 하는 이유를 살펴볼 것이다. 이어서 그가 본능의 발

산과 개발의 방법으로 제시한 놀이와 공상에 대해 분석하고 이러한 원리가 교육원

리로 도출되는 까닭을 논증하고자 한다.

Russell은 인간의 본능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그는 우선 본능이 대단히 애매한 속

성을 가진다고 본다. 본능에 따라 이를 만족시키는 적확한 방법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만족을 얻는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속성에 따라 그는 교육이 본능을 개발할 의무를 가진다고 본다(OE: 35).

학생들의 본능을 무조건적으로 억압해서는 안 되며, 다양한 방법으로 충족이 가능

한 본능을 만족시킬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한다. 만약 본능을 수용하지 않고 억제하

는 경우 이는 다른 출구를 찾아가기 때문이다. 본능을 억제하는 교육은 학생들에게

의지를 강요한다. 그에 따르면 강요된 의지는 개인의 욕망을 뒤틀어버리고, 이는 잠

재의식 속에 숨어 있다가 그들의 의지가 약해질 때를 틈타 잔인함이나 증오심의 형

태로 표출된다.

그러므로 Russell은 의지로 본능을 억압하는 교육은 부적절하다고 보았다. 그는 적

절한 반응을 보일 수 없는 통제가 무의미한 나이에 여러 가지 의지를 강요하여 본

능을 억제하는 일은 무익하다고 주장한다. 활기 없이 지루하게 성장한 아이는 정작

발상이 필요한 나이에 무감각해지기 쉽다. 교육자는 아동의 입장에 서서 아동들의

심리와 본능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통제를 최소화하여, 본능을 개발할 수 있게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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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한다.

그는 교육이 개개인의 특징에 따라 본능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을 제공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유년기에 나타나는 힘에 대한 본능은 훗날 과학적 발명이나

예술적 창작과 같은 세련된 형태로 개발시킬 수 있다. 학생들에게 때에 맞게 만족

을 얻을 수 있는 유용한 기술을 가르쳐줌으로써, 단순한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으

로 즐거움을 얻게 지도하는 일이 교육의 몫이다. 이는 즉 그 이전 시기까지는 놀이

와 공상과 같은 방법이 아이들의 본능을 분출하고 개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함을

의미한다.

그에 따르면 교육은 학생들에게 좀 더 수준 높은 만족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제

공해야 한다. 만일 그들이 어렸을 때부터 단계에 맞는 자극에 의해 상상력이 활발

해졌다면 성장 이후에도 그것은 왕성하게 자란다. 어른이 되어서는 적절한 방법을

통해 그 상상력을 활용할 수 있다.23) 따라서 아이들의 단계에 맞게 그들의 본능을

개발할 수 있는 적절한 방법이 제공되어야 한다.

Russell은 아동들의 본능을 개발하는 교육적 방법으로서 놀이와 공상을 강조하였

다. 놀이와 공상은 아동들의 본능적인 활동으로 목적성을 갖지 않는다. 이들이 중요

한 가치를 지니는 이유는 아동들의 본능을 발산하고 이를 개발하는 요인이 되기 때

문이다. 동시에 이는 활력과 창의성을 증진시키고 본능을 세련된 상태로 발전시키

는 기초가 된다.

그렇다면 Russell은 놀이를 어떻게 분석하고 있는가? 놀이에 대한 Russell의 견해

와 이에 대한 현대 연구들을 동시에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Russell은 놀이를 좋아

하는 것은 어린동물과 어린이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라고 설명한다(OE: 101).24)

소꿉장난과 같은 놀이는 유년기에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이때 놀이의 유용성 여부

는 중요하지 않다. 그는 놀이란 자연스러운 본능이기에 행복하고 건강한 사람이 되

기를 바란다면 어린이에게 놀이의 기회를 반드시 주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일부 학

23) Russell은 성장 후에는 놀이의 흔적이 점점 옅어지기에 상상력이 다른 방법으로 활용될

것이라 보았다. 이는 놀이에 대한 Piaget의 견해와 비슷하다. Piaget 또한 인생의 후반기

에는 놀이가 별로 흥미롭지 않다고 보았다(Michele, R, 2014: 125). 그를 비롯한 많은 연

구자들은 아동 전기에서 중기로 넘어가면서 이성적 사고와 자의식이 출현함에 따라 아동

들의 가상 놀이 대부분이 사라진다고 추정했다(Michele, R, 2014: 122). 한편 Singer,

J(1975)는 가상 놀이가 아동 중기, 사춘기를 지나 성인기까지도 내면화된 상태로 유지된

다고 본다(Michele, R, 2014: 124).

24) 현대의 학자인 Sluss, D(2005) 또한 Russell과 마찬가지로 아동들과 어린 동물들은 모두

놀이를 한다고 설명한다(Sluss, D, 김미숙 외 옮김, 2006: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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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들이 동물과 인간이 하는 놀이 간의 공통점을 검토해 왔듯이 Russell 또한 이에

주목했다. Sluss, D(2005)는 동물 놀이 학자로 알려진 Fagen, R(1995)의 주장25)을

인용하여 인간과 동물들의 놀이에 대해 설명한다. 다만 Sluss, D(2005)는 인간 놀이

학자는 인간의 “놀이가 다중적인 목적을 제공”한다고 보는 반면, 동물 놀이학자는

일반적으로 “놀이를 생존을 위한 필연적인 적응 행동”으로 본다. “동물과 아동의 놀

이를 과잉 일반화하지 않아야한다”고 강조하고 있다(Sluss, D, 김미숙 외 옮김,

2006: 6).

현대에는 유아뿐만 아니라 어린이들에 이르기까지 놀이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어

왔다. 놀이 행위에는 다양한 효과가 있으며 이는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사실이

라고 많은 연구자들은 설명한다(이효림․엄정애, 2005; 변현영․정계숙, 2008; 최은

숙․천은영, 2005). 일반적으로 놀이의 효과는 신체발달, 인지발달, 언어발달, 사회성

발달, 정서발달이 제시된다(이순형 외, 2014: 6).

Russell은 놀이의 심리학에 대해 소개하면서 Karl Groos(1861-1946)라는 학자를 제

시한다(OE: 101). Groos(1898)26)는 생물학, 동물행동학, 심리학, 미학 등 여러 학문

영역에 대해 폭넓은 지식을 가졌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이종희․조은진․김송이,

2009: 2). 그는 동물과 인간의 놀이에 대한 장기간의 관찰을 근거로 특정 종이 보여

주는 놀이의 양과 종류는 생물학적 등급에 비례한다고 주장하였다. 그의 연구에 따

르면 고등한 동물들에게는 놀이행동이 자주 관찰되지만 곤충이나 물고기 같은 하등

동물에게는 놀이행동이 나타나지 않는다(이순형 외, 2014: 13). 인간의 삶은 고차원

적 사고와 다양한 능력이 요구되는 데, 이에 필요한 상당부분은 놀이를 통해 준비

된다.

Groos(1898)의 이론은 놀이가 미래에 필요한 본능을 강화시켜준다는 의미에서 연

습이론(사전연습이론)이라 지칭된다. 현대학자들은 연습이론에 전면적인 동의를 표

하지는 않지만 놀이가 현대사회 성인으로 성장하기 위한 연습활동이 될 수 있다는

측면에는 동의한다(Sluss, D, 김미숙 외 옮김, 2006: 54). 그의 이론은 놀이에 성인

생활을 연습하는 적응기제의 기능을 부여함으로써 놀이와 진화에 대한 Bruner의 이

25) “동물의 놀이는 인식하기 쉽다. 일정한 동작의 특성과 신호 유형은 다른 동물들의 놀이

는 물론 고양이, 개, 인간 아동들의 친숙한 놀이 행동을 특징짓는다.”(Fagen, 1995; 재인

용 Sluss, D, 김미숙 외 옮김, 2006: 6)

26) Russell은 그의 저서에서 구체적으로 Groos의 어떤 연구에 대해서 지지하는 지에 대해

밝히지 않았으나 Grooss가 1898년에 동물들의 놀이와 심리학에 대한 저서인《The play

of animals》(New York: Appleton)를 출간한 것으로 미루어 Groos(1898)로 표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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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에 영향을 주었다(지성애, 1993: 33). 한편 연습이론은 아동들은 그들의 미래를 알

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이 성인기를 위한 연습을 미리 할 수 없다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

이를 통해 Russell은 19세기 후기와 20세기 초기에 나타났던 고전적 놀이이론의

관점을 채택했음을 알 수 있다. 고전적 놀이이론은 놀이의 생물학적 발생을 강조하

는 특징이 있다. 이는 진화론에 영향을 받아 놀이를 주로 생물학적․생리적 기능의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고전적 놀이이론을 연구한 학자들은 과학적인 방법을 통해

놀이의 기능을 이해하고자 했다(지성애, 1993: 50). 이들은 놀이가 적절한 신체 발달

을 촉진한다고 보았으며, 이 같은 행위는 동물을 비롯한 인간 종족의 진화론적인

역사를 반영하는 본능적인 기제라 여겼다(천신현, 2003: 164).

Russell은 본능을 개발하기 위하여 놀이라는 문제에서 두 가지 논점을 제시한다.

하나는 놀이의 생물학적 유용성에 대한 논의이며, 나머지 하나는 놀이를 창조하는

충동에 대한 논의이다. 우선 그는 어떤 동물이든 어린 개체는 놀이에서 성장한 뒤

활용할 모든 활동을 연습하고 실천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말한다. 이러한 그의 견

해를 뒷받침하는 현대의 연구는 Sutton-Smith(1967)와 Bruner(1972)의 연구로, 이

들 또한 놀이를 유아가 행하는 성인 생활을 위한 준비활동이라고 본다(천신현,

2003: 167).

Russell은 아이들의 놀이에 대한 충동은 어른이 되고 싶은 욕망이며 정확하게는

힘에의 의지이자 본능이라고 본다(OE: 102). 그가 보기에 아이들은 늘 어른에 비해

자신이 약하다는 느낌을 갖기에 어른과 동등해지고 싶어 한다. 동시에 Russell은 놀

이에서 힘을 추구하는 본능이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난다고 하였다(OE: 103). 하나는

무엇을 배우려는 형태이며 나머지 하나는 공상으로 나타나는 형태이다.

그에 따르면 보통의 아이들은 권력의 형태가 있는 놀이에 몰입한다. 아이들은 힘

을 과시하는 놀이를 즐긴다. 그는 이러한 모든 놀이에 호기심이 중요한 역할을 한

다고 생각한다. 아이들의 생활에서 모든 강한 충동은 놀이를 통해 표출된다. 아이들

은 놀이로써 그가 원하는 만큼 자신의 힘을 자랑하고자 하는 본능을 표출한다.

그는 후기 아동의 놀이는 유아기의 놀이와는 다르다고 설명한다(OE: 108). 이 시

기의 놀이들은 점차 경쟁적인 형태를 띤다.27) 그의 설명에 따르면 이는 발달단계에

27) Sluss, D(2005)는 그의 저서에서 초등학교 취학 전에서 저학년 시기로 넘어가면서 상징

놀이 혹은 가작화는 감소하고 “규칙이 있는 게임”이 등장한다고 설명한다. 그가 설명하는

규칙이 있는 게임은 Piaget(1962)의 관점에 따라 두 가지 조건, 경쟁과 규칙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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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아이들의 본능적인 욕구 또한 변화하기 때문이다. 아이는 처음에 혼자 놀다

여럿이 놀게 되면 대단한 즐거움을 느낀다. 아이들은 성장하면서 단순한 놀이를 여

럿이 하는 운동경기와 같은 형태의 놀이로 이어간다. 그는 운동경기가 협동심을 심

어준다고 말하지만 이러한 협동심은 경쟁의 형태에서만 가능하다고 설명한다. 그에

따르면 경쟁 형태의 놀이는 전쟁을 제외한 산업사회나 정당한 종류의 사회관계에서

는 요구되지 않는다. 따라서 그는 놀이에 있어서도 협동적인 사업에 대한 개념을

배양하는 일이 더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그는 경쟁심이 인간의 자연스러운 본능이

기 때문에 운동경기나 게임이 무난한 형태의 표출임을 인정한다. 그렇다고 해서 운

동경기를 학교 교육과정의 우선순위에 두어야한다는 주장이 정당화될 수는 없을 것

이다. 그는 본능의 개발의 원리에 있어서도 협동과 같은 인성요소를 우선에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Russell은 공상에 대해서도 진실이 중요한 만큼 상상도 중요하다고 설명한다

(OE: 105). 우리 인간 종족의 역사에서처럼 개인의 역사에서도 상상력은 초기에 발

달한다. 아이가 활력이 넘치고 신체적인 만족이 뛰어나면 훨씬 많은 놀이를 발견하

고 즐긴다.28) 아이들은 놀이 안에서 스스로 왕이 되고 절대적인 권력을 쥐고 자신

의 영토를 지배한다. 아이들은 현실에서는 부모의 지도와 간섭 속에 있기에 상상력

안에서 자신의 본능적인 힘을 마음껏 펼치며 놀 때 큰 즐거움을 느낀다.

Michele, R(2014)은 Russell의 설명에 해당하는 아이들의 놀이를 월드플레이

(world-play)라 정의하였다. 월드플레이란 “가상 세계의 창조”이며, “아동기와 청소

년기에 정상적으로 발달하는 상상력의 산물”로, 흔히 우연히 발견하거나 고안해서

만든 비밀스러운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놀이와 상관이 있으며, “자기 발생적인 가상

놀이로 가상의 장소나 제도의 심적 모형을 지속적으로 만드는 경향이 있”다

다만 그는 규칙이 있는 게임이 경쟁의 요소를 내포하지만 이를 놀이와 구별 지었다

(Sluss, D, 2005: 110-114). Russell의 경우 유아기에서 아동기로 넘어가는 놀이의 연장선

으로서 운동경기 또한 경쟁적인 놀이라고 보았다.

28) 전술한 Russell의 설명은 직관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설명이다. 신체가 건강한 아동은

그렇지 못한 아동에 비해 훨씬 많은 놀이 활동을 즐길 것이라 쉽게 예측할 수 있다.

이와 관련된 연구인 나은숙(2018)의 연구에 따르면 놀이몰입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유

아의 자아개념 중 일반자아, 언어, 수학, 친구관계, 부모관계, 신체능력이며, 나열한 순으

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유아의 놀이몰입에 대한 자아개념 전체의 설명력은 58%였으

며, 행복감과의 상관관계도 분석한 결과 건강, 영성, 교사관계, 부모관계, 생활만족을 제외

한 인지 및 성취, 정서, 몰입, 또래관계가 유아의 놀이몰입과 유의미한 관계를 나타내는

것으로 밝혀졌다. 유아의 놀이몰입에 대한 행복감 전체의 설명력은 77%였다(나은숙,

2018: 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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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chele, R, 2014: 14). 그는 월드플레이가 중대한 개인적․사회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설명한다. 그에 따르면 월드플레이는 상상력을 필요로 하며, 상상력을 발휘

한 탐구는 창조력을 가지기에 복잡한 가상놀이를 하고 놀았던 어린 시절의 경험은

평생 동안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는 이 같은 견해를 입증하기 위해 그의

저서에서 다양한 관점에서 수행한 월드플레이의 경험연구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Michele, R, 2014: 19).

Russell은 유년기의 공상을 죽이는 일은 본능을 억제하는 일이며, 아이들을 현실의

노예로 만들어 천국을 창조할 수 없는 존재로 만드는 일이라고 본다. 그는 아이들

의 어른에 대한 열등감은 본능적인 것이며, 그들은 이를 보상하기 위해 공상의 형

태로 놀이 한다고 보았다(OE: 105). 그의 주장에 따르면 아이들은 공상이나 상상에

가치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상으로 현실을 영원히 대체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도

않는다. 오히려 때가 되면 꿈을 현실로 바꾸기 위해 노력해야 함을 자연스럽게 깨

닫는다. 진실과 상상을 혼동하는 일 자체는 위험할 수 있다. 그러나 상상 혹은 꿈이

현실을 바꾸려는 노력을 게을리 하기 위한 “대용품”일 때만 비난을 받아야한다(OE:

106).

Russell의 본능 개발의 원리에 대한 논의를 종합해보면 그가 교육을 학생들의 본

능을 발산하고 개발하는 일로 여겼음을 알 수 있다. 그는 본능을 억제할 경우 뒤틀

린 욕망을 낳게 되며 이는 후에 부적절한 방법으로 표출된다고 보았다. 따라서 본

능을 분출하고 개발하는 일이 중요하며, 이때 놀이와 공상이 중요한 방법으로 기능

함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아이들의 본능을 좀 더 세련된 형태로

개발하고 이를 유용한 기술로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본능 개발의 원리가 교육원리로 도출되어야 하는 이유는 본능의 억제는 아동의 흥

미와 자발적인 욕구를 제한하기에 자유 존중의 원리와 위배되기 때문이다. 앞서 자

유 존중의 원리는 교육목적의 달성을 위해 필수적으로 요구됨을 확인하였다. 이러

한 본능 개발의 원리는 자유 존중의 원리와 양립가능하며 이 원리가 부재하여 본능

을 억제할 경우 네 가지 덕목의 함양은 달성하기 어려워진다. 학생들의 본능을 억

제할 경우 우선 활력이 저해될 것이며, 진정한 용기가 아닌 반항심과 반발심이 생

성되기 쉽다. 감수성과 지성은 본능의 억제로 인한 강요된 의지로는 올바르게 함양

될 가능성이 희박하다. 결국 본능 개발의 원리는 첫 번째 원리와 마찬가지로 이 원

리가 부재할 경우 교육목적 달성이 불가능해지기에 교육원리로 도출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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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러셀 교육론의 인성교육

이번 장에서는 앞서 살펴본 Russell의 교육목적과 교육원리가 적용되는 인성교육

의 구체적인 영역들을 분석할 것이다. 앞선 장을 통해 그의 교육론에서 다루는 교

육일반이 인성교육을 기초로 하고 있음이 명백함을 논증하였다. 그의 인성교육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는 평화교육, 성교육, 지식교육을 분석하고 그의 교육목적 및

원리들이 각 영역에서 어떻게 구현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한다.

우선 평화라는 궁극적인 목적을 위해 교육원리들이 구현되고 있는 평화교육에 대

해 논할 것이다. 평화교육은 Russell 교육론의 인성교육에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평화로운 사회를 달성하기 위하여 개인의 인성함양을 목표로 교육을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인성교육에 포함된다고 판단하고 이 장에서 함께 논하였다. 이어서 Russell

교육론의 인성교육에 직접적으로 포함되어 다루어지고 있는 성교육을 분석할 것이

다. 다음으로 인성교육과는 구분되어 있지만 인성교육에 기초하고 있음을 확인한

지식교육에 적용된 교육원리들을 알아볼 것이다.

위의 영역들에서 일관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원리 중 가장 근본적인 원리는 아동의

자유에 대한 존중이다. Russell이 강조하는 자유는 아동의 교육을 선택할 자유부터

본능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는 자유, 지성의 자유까지 포함하는 광대한

의미임을 살펴볼 것이다. 이번 장에서 논의할 평화교육, 성교육, 지식교육에서는 자

유의 원리를 위시한 그의 교육원리들이 일관되게 적용되고 있음을 확인하고자 한

다.

1. 평화교육

Russell에 따르면 전쟁의 근원적인 요인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충동을 소유

적 충동이 아닌 창조적 충동으로 변형하는 일이 필수적이다. 그는 세계를 위험에

빠뜨리는 근원이 인간의 정서에서 야기되었기 때문에 평화의 달성 또한 인간의 증

오심을 폐기하는 데 있다고 보았다. 이는 다르게 표현하면 “심리적 무장해제



- 60 -

(psychological disarmament)”로 전쟁애호의 충동을 개인의 내면에서 제거하는 일이

다(김선양, 2011: 331). 그는 이 문제를 교육을 통해서만 해결할 수 있다고 보고 교

육의 역할을 강조하였다.

그의 평화교육을 평화를 위한 교육원칙과 교육계획으로 구분하여 논하고자 한다.

평화를 위한 교육 원칙은 학생들을 궁극적으로 평화로운 사회의 구성원으로 성장시

키기 위한 원칙들이다. 이는 학생의 판단력 신장, 학생에 대한 존중 실천, 자유로운

사고방식 고양, 희망의 강조가 포함된다. 평화를 위한 교육계획은 구체적인 교육내

용들로 역사교육과 문학교육 강조, 민족주의 교육 지양 등을 다룬다.

1) 평화를 위한 교육원칙

Russell은 그의 저서(1916)에서 평화를 위한 교육의 원칙을 제시한다. 그는 이를

통해 사회구조의 개혁이 이루어져 진정한 평화가 도래하기를 희망하였다. 그가 제

시하는 평화를 위한 교육의 원칙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학생들이 교사 혹은 교육기관의 주장을 그대로 수용하지 않고, 이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신장시켜 주어야 한다(Russell, B, 이순희 옮김, 2010: 148). 그는 교

육의 목표는 학생들을 어떤 정당에 소속시키는 일이 아니라 그들 스스로 정당을 선

택할 수 있도록 판단력과 분별력을 길러주는 일이다. 그에 따르면 교육은 대체로

기존 질서를 유지하고 근본적인 개혁과 반대되는 힘을 갖고 있기에, 그동안 권력에

의해 장악되었으며 권력 유지를 위해 기능하였다. 이러한 현상을 반복하지 않도록

학생들이 자신만의 의견을 정립하는 데 요구되는 지식과 지성을 습득하게 하는 교

육이 필요하다. 이러한 원칙은 앞선 장에서 살펴본 지적인 속박에서 벗어난 자유에

해당되는 원리임을 알 수 있다.

둘째, 학생들에 대한 존중을 실천해야 한다(Russell, B, 이순희 옮김, 2010: 149).

교육자들은 학생들을 목적으로 대해야 하며 존중의 정신이 충만해야 한다. 그에 따

르면 국가나 교회와 같이 거대한 기관들은 기존질서 유지가 목적이기에 학생들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교육하지 않았다. 동시에 정부에서 발표한 교육 법령, 인원이 많

은 학급, 고정된 교육과정, 과다한 업무와 획일적 교육 목표가 존재하는 교육현실과

상황이 아동에 대한 존중이 부족할 수밖에 없게 만들었다. 따라서 교사들은 국가

혹은 다른 권위자가 제시한 외적인 목적이 아닌 희망, 활력, 의지와 같이 학생이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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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적으로 추구할만한 목적을 위해 필요한 요소들을 제공하고 그들을 격려해야 한

다. 이는 Russell 교육론에서 도출한 두 번째 원리인 무조건적 존중의 원리와 동일

하다.

셋째, 학생들의 자유로운 사고방식을 길러주어야 한다(Russell, B, 이순희 옮김,

2010: 156). 교육은 특정한 신조를 진리로 여기도록 하는 확신을 조장해서는 안 된

다. 교육은 진리를 추구하는 정신을 촉진해야 한다. 이를 위해 청소년들에게 이미

내려진 가치판단을 강요해서는 안 되며 독립적인 정신을 장려하고 의문점을 찾게

해야 한다. “순종과 규율, 세속적인 성공을 위한 무자비한 투쟁, 반대 집단에 대한

경멸, 무조건적인 수용, 교사의 판단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태도” 등과 같은 정

신적인 습성은 학생들의 생명력을 억누른다(Russell, B, 이순희 옮김, 2010: 157). 교

육은 이러한 습성들이 아닌 “건설적인 의문과 지적 탐구심, 진취적인 태도가 승리

를 거둔다는 세계관, 사고의 대담성” 등을 장려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Russell, B, 이순희 옮김, 2010: 157). 이는 교육적 통제와 지적인 속박에서 해방된

자유 모두에 해당되는 원칙이다.

넷째, 교육은 두려움이 아닌 희망을 이야기해야 한다(Russell, B, 이순희 옮김,

2010: 167). 그는 창의성을 생성하는 원칙은 두려움이 아니라 희망이라 설명한다. 교

육에서 미래를 창조하려는 희망보다 과거를 보존하려는 바람이 우위를 점한다면 위

대한 결과를 기대할 수 없다. 그는 교육은 생명력이 부재한 사실과 지식의 수동적

인 수용이 아니라, 학생들의 노력을 통해 창조할 미래의 세계를 지향하는 활동을

목적으로 해야 한다고 본다. 바람직한 교육에서는 앞으로 탄생해야 할 사회, 우리의

사고력이 미래에 이룩할 업적, 확대되는 우주를 바라보는 인식과 통찰력 등이 더욱

강조되어야 한다. 그는 이러한 지적 변화를 바탕으로 한다면 생명력과 기쁨의 충만

함과 인간의 노력으로 희망찬 미래를 창조할 수 있다는 확신 속에서, 교육은 인류

를 광기의 역사에서 벗어나 영광스러운 미래로 이끄는 소임을 다할 수 있을 것이라

주장한다(Russell, B, 이순희 옮김, 2010: 168).

그가 평화를 위해 제시한 교육원칙들은 일반적인 교육 원칙으로도 충분히 작용할

수 있기에 원론적으로 느껴질 수 있다. 하지만 이를 통해 그가 평화교육에서 특히

강조한 원리를 발견할 수 있다. 그것은 바로 지성의 자유이다. 이는 학생을 그 자체

로 목적으로 대우해야 한다는 무조건적 존중의 원리와 진리를 추구하는 정신 및 판

단력을 신장해야 한다는 그의 주장과 모두 연결된다. 그는 이와 더불어 미래지향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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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교육이라는 원칙을 더해 과거의 음울한 역사를 반복하지 않기를 바라고 있다.

Russell에게 지성의 자유는 그 자체로 교육의 목적이기도 하지만 평화교육을 위한

충분조건으로 특히 강조되는 요소임을 확인할 수 있다.

2) 평화를 위한 교육계획

Russell의 평화를 위한 교육계획은 크게 두 단계로 나눌 수 있다(김선양, 2011:

332). 세계정부 수립을 실현하기 위한 교육과 세계정부가 수립된 후 이를 영구적으

로 유지하기 위한 국가단위의 교육이다. 먼저 전자의 교육을 살펴보면, 이는 타국인

에 대한 본능적 혐오를 심화시키는 이데올로기적 민족주의 교육을 지양하며 역사교

육 및 문학교육을 개혁하는 단계부터 시작된다. 전술하였듯 이데올로기적 민족주의

란 타국에 대한 적대적인 감정을 부추기고 조국숭배와 개인의 희생, 집단성 강조와

같은 요소를 포함한 이념이다. 그는 우선 교육내용에서 위와 같은 요소들을 제거하

기를 바랐다.

그가 평화를 위해 강조한 역사교육의 방향은 다음과 같다(김선양, 2011: 333). 첫

째, 역사에서 적을 대량 학살한 인물이 아닌 지식과 미의 세계를 탐구하고 이를 안

내하는 인물을 주로 다뤄야한다. 역사교육이 전쟁사를 다루는 방식은 학생들의 가

치관에 충분히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기존의 역사교육 방식은 평화적 가

치와는 거리가 있었기에 그의 비판의식은 합리적으로 보인다. 이러한 그의 주장에

서 그동안 역사교육이 평화의 문제보다 전쟁을 더 비중 있게 다루었다(김한종,

2013: 127)는 비판의식을 엿볼 수 있다. 그러나 전쟁사는 역사교육에서 여전히 중요

한 주제 중 하나이며 이에 대한 언급을 피하는 것만으로는 불충분할 수 있기에(김

한종, 2013: 127) 그의 주장은 보완이 필요해 보인다.29)

둘째, 한 국가의 역사는 외국인에 의해 쓰인 교과서를 통해서도 학습되어야 한다.

Russell은 역사교과서에 국제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Russell, B, 이순희

옮김, 2010: 153). 그는 이를 통해 편협한 국수주의와 애국심에서 기인한 편견을 예

29) 김한종(2013)은 기존의 역사교육에서 전쟁이 평화라는 교육적 가치보다는 승패를 기준

으로 평가되고 교육되어 왔음을 지적한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평화교육과 전쟁사 학습

의 모순관계를 완화하기 위해, 그는 전쟁의 성격, 전쟁의 폭력성, 사회구성원들의 전쟁경

험, 민중의 대처, 전쟁의 인과관계, 전쟁의 기억 등 여러 측면에 관심을 갖기를 주장하고

있다(김한종, 2013: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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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할 수 있기를 희망했다. 이러한 작업은 학생들의 내면에서 있던 공포를 희망으로,

경쟁을 협력으로 바꾸는 일을 수행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이와 더불어 평화를 위한 문학교육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그는 학생들이 문학교

육을 통해 작품의 교과서적인 분석이나 내용요소에 대한 기계적인 암기가 아닌 문

학에 내포된 인간이해와 삶에 대한 지혜를 습득하기를 바랐다. 올바른 문학교육은

피로 물든 역사로 짜여 진 인류의 고된 과정과 인간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를 간접

적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한다. 그는 특히 연극을 통해 학생들이 실제로 배역

을 맡아 연기를 하게 함으로써, 작품과 등장인물에 대한 바른 이해를 도모해야 한

다고 보았다.

한편 Russell은 세계정부 수립 이후의 교육계획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김선양,

2011: 334). 그의 구상에 따르면 세계정부 수립 후 단위국가는 그 주권을 인정받기

에 정치․경제․종교 적 측면에서 제약이 없다. 다만 교육에 있어서 조국의 가치를

과대평가하거나 전술한 이데올로기적 민족주의를 부추기는 교육을 실시해서는 안

된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앞서 논의한 역사교육의 방법이 도움이 된다.

그는 나아가 빈곤으로 야기되는 국제적인 문제들을 이해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일 또한 세계정부 수립 이후 교육의 중대한 과제임을 밝혔다. 그는 빈곤, 영양부족,

질병이 세계 어느 국가에서든 존재하는 한 이 또한 이데올로기적 민족주의와 마찬

가지로 세계평화의 적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김선양, 2011: 334).

세계정부 수립을 전제한 평화교육 계획은 논의가 다소 빈약해보일 수 있으나,

Russell의 평화교육은 몇 가지 의미를 갖고 있다. 첫째, 전쟁의 주원인을 인간 내부

에서 찾고 이를 교육을 통해 해결하려했다. 그는 인간 내면에 있는 전쟁애호의 충

동이 전쟁의 주원인이 되고 있기에, 교육을 통해서만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평

화 상태에 이를 수 있다고 보았다. 둘째, 이데올로기적 민족주의의 위험성을 경계하

고 교육에서 이러한 위험요소를 제거하고자 하였다. 그는 민족주의를 이데올로기적

민족주의와 소박한 민족주의로 구분하고 타국인에 대한 본능적인 혐오를 부추기는

이데올로기적 민족주의 교육은 지양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셋째, 역사교육과 문학

교육과 같은 영역에서 교육과정의 혁신을 주장했다. 그는 역사교육과 문학교육이

학생들의 평화적 가치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측면들을 고찰하고, 평화를 달성하기

위한 올바른 교육방향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인류애에 기초하여 국제적인 빈곤

문제의 해결을 교육대상으로 삼았다. 자유주의 사상에 대한 그의 논의에서 보았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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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인 자유를 누릴 권리는 늘 우선되어야 하며, 이러한 자유를 위해서 다른 잉

여의 자유는 제한될 수 있다. 따라서 빈곤은 기본적인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며, 인

류의 평화에 위험요소가 될 수 있기에 해결되어야 한다. 위의 논의들을 통해 그의

평화교육은 인성교육으로서 여러 교육적 가치를 지님을 확인할 수 있다.

2. 성교육

Russell은 그의 교육론에서 인성교육에 성교육을 포함하여 논하였다. 그는 성교육

에서도 자유 존중의 원리를 일관되게 적용하였다. 그는 어린이들이 갖는 자유와 공

포심의 제거가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바람직함을 인정하면서도, 성에 관한 문제에서

는 다른 원리를 적용하려는 경향을 비판하였다(OE: 175). 앞서 언급했던 본능들과

같은 방식으로 성에 대한 본능 또한 교육적으로 다루려는 그의 시도를 살펴보고자

한다.

1) 아동기 성에 대한 관점

Russell은 성을 더디게 성숙하는 본능이라 본다. 그가 보기엔 아동기의 성적 징후

는 성인의 징후와는 다르다. 아동기의 성적 본능은 그 강도가 대단히 약하다. 아동

들의 성적 놀이와 행동은 성인들과 다르게 신체적으로 탐닉되지 않는다. 그가 아동

의 성의식에 대해 어떻게 바라보았는지를 확인한 뒤, 아동들에게 어떠한 성적 교육

을 실천해야 하는지에 대해 논의하는 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우선 Russell은 유아의 성과 어른의 성은 다르다고 본다. 그의 견해는 이러한 측면

에서 Freud 학파와 정면대비 된다. 그는 Freud 학파가 내세운 주장들의 세세한 면에

모두 동의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그들이 아동기 성에 관련된 문제들이 훗날 여러

신경장애를 일으킬 수 있음을 지적한 점이 귀중한 공헌이라고 여긴다(OE: 176). 그

들 연구 성과는 인정할만하지만 극복되어야할 한계들도 많다는 지적이다.

아동기 성에 대한 Russell의 논의를 확인하기 전에, 유아의 성의식에 대한 독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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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학적 담론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Freud는 성적 문제에 있어 어린아

이와 어른이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았다(도기숙, 2015: 390). 유아의 성은 성적 쾌감

이나 성생활에 있어 어른의 그것들과 완전히 다른 차원이 아니라는 것이 그의 관점

이다. 유아는 어른이 인식하든 못하든 엄연한 성적인 존재로서 그들만의 고유한 성

생활을 하고 있다(Freud, 오태환 옮김, 2014: 334)30). 이는 유아의 성과 성인의 성이

다르다고 본 Russell의 관점과는 대비된다.

Russell과 마찬가지로 유아들의 성의식에 대한 Freud의 주장에 반대한 학자는 독

일의 성교육학자인 Schuh-Gademann이다(Schuh-Gademann, 28ff; 도기숙, 2015:

391 재인용). 그는 유아들의 성적 행위와 반응은 어른들의 것의 모방에 불과하다고

보았다. 그의 입장에 따르면 유아들이 놀이 혹은 행위들을 성적행위로 간주하는 일

은 어른의 시각에서 본 해석일 뿐이다. Schuh-Gademann은 유아의 성적 행동이 부

모의 것과 유형이 비슷하다는 분석 결과를 제시하였으며, 이로써 유아들의 행동이

어른과 같이 성적 만족과 쾌감을 위해서라는 Freud 학파의 견해는 증명된 바가 없

다고 반박하였다.

Russell은 아동들의 성관련 논의 중 아동기의 자위행위에 대해 다룬다. 그는 학자

들의 주장을 빌려 자위행위는 두 살에서 세 살 사이의 남녀 모든 아기들에게서 관

찰되는 공통적인 습성이라고 설명하였다.31) 그에 따르면 이는 자라면서 점차 없어

지게 된다.32) 이러한 자위행위는 특별한 이유가 없더라도 흔히 나타날 수 있다. 유

아들은 성정체감이 발달해 감에 따라 자연스럽게 성에 대한 질문을 하거나 성기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함과 동시에 성적인 자극을 추구하려고 행동하기 때문이다(박영

충, 2013: 595). 현대에서는 아동들의 쾌감에 대한 본능적 충동으로 인한 쾌감영역에

대한 발견으로서 자위행위를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보는 경향이 강하다(이아현․김

30) Freud는 어린아이의 성생활과 어른의 성생활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만 구별된다고 설명

한다(Freud, 오태환 옮김, 2014: 334). 어린이들의 성생활은 “성기를 우선적으로 하는 견

고한 체제”가 결여되어 있다. 또한 도착의 형태가 뚜렷하며 성욕의 전체적인 강도가 약하

다.

31) R. Spitz(1952)는 그의 연구에서 모자(母子) 혹은 모녀(母女)의 관계가 정서적으로 안정

된 경우에 아이가 자연스럽게 성기를 가지고 놀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도기숙, 2015:

393). 현재는 많은 연구자들이 자위행위를 유아기의 자연스러운 행동으로 전제하고 있다

(Gibson, 1990; 구미희, 1999; 박선미, 2004; 박영충, 2013; 이아현․김진욱, 2018)

32) Fredrich, W, N․Fisher, J․Broughton, D․Houston, M․Shafran, C, R이 2-12세의

880명의 아이들(성적학대 경험이 있는 아이들을 제외함)을 대상으로 한 연구(1991)에 따

르면 2-6세 그룹의 유아들이 7-12세의 아이들보다 성적 행동의 빈도가 더 높았다. 그들

은 회귀분석을 통해 연구대상인 아동들의 경우 나이(age)가 35가지의 성적행동 목록에

대해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발견하였다(Fredrich et al, 1991: 459).



- 66 -

진욱, 2018: 280).

그는 자위행위가 관습적으로 혐오스러운 일이라 규정되었기에 아이들은 그 행위를

못하도록 위협을 당했다고 말한다.33) 그가 교육론을 집필하고 20년이 지나 킨제이

보고서가 발표되고 나서 자위행위에 대한 일정정도 시각의 변화가 있었음에도 불구

하고 보통의 부모들은 아이가 자위행위를 연상하게 하며 노는 경우 여전히 충격과

고민에 휩싸이기 쉽다(구미희, 1999: 19-20). 이로 인해 아동들의 성적 행위는 도덕

적 훈육과 지도의 대상이 되고, 아이들은 위협의 결과로서 무의식적 억압을 느끼게

된다. 현시점에서도 아동의 성적 행위들에 대해 부모뿐만 아니라 교사들 또한 당혹

감을 느끼고 올바른 교육원칙과 방안을 갖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34)

하지만 Russell은 유아기 자위는 분명히 건강에 아무 해가 없다고 보았다.35) 유아

의 성격 형성에도 눈에 띄게 나쁜 결과가 없을 것이라고 예측하였다. 그에 따르면

오히려 나쁜 결과가 발생하는 까닭은 전적으로 자연스러운 본능에서 오는 자위행위

를 제지하려는 데 귀인이 있다.36) 그는 자위행위가 건강이나 성격 형성에 어떠한

33) 우리나라의 경우 교육부(2015)가 개발한 “유치원 성교육 표준안”에서 자위행위에 대해

아예 기술하지 않았다. 보건복지부와 유아정책연구소에서 주관한 어린이집 보육교사 지

침서(2013)에서도 영아의 자위행위와 관련하여 행위가 발생하는 부정적 원인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이를 놀이로 주의를 전환해야한다는 지도방법을 권하고 있다(이아현․김

진욱, 2018: 281). 이는 유아들의 성적 행위를 하지 말아야할 행위로 보는 경향이 현대 우

리나라에서도 여전히 존재함을 드러낸다.

이아현․김진욱(2018)은 이러한 경향이 유아교육기관의 교사들을 혼란에 빠지게 할 위

험이 있음을 지적한다. 전술한 지침들은 영유아의 자위행위가 자신의 신체 탐색 과정에

서 나타나는 정상적인 행동 범주라고 보는 연구들에 대해 일절 언급하지 않아 균형을 잡

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이아현․김진욱, 2018: 281). 그들의 연구 대상이었던 유아교육기

관에 재직 중인 418명의 교사들은 영유아 자위행위의 개념에 대해 “정상적인 발달 범주

에 속하지만 공공장소에서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가 52.9%, “정상적인 발달 범주에 속하

는 정상적이고 건강한 활동이다”가 32.3%, “정상적인 발달 범주에 벗어난 문제행위이므

로 치료가 필요하다”가 14.8%로 응답하였다. 현장 분위기 또한 유아의 자위행위에 대해

인정하면서도 지도의 대상으로 보는 경향이 강함이 연구 결과로 나타났다(이아현․김진

욱, 2018: 288).

34) 김미경(2004)은 그의 연구에서 특히 미혼에 경력이 적은 유치원 교사일수록 성교육에

대해 소극적이며 아이들의 성적 행위와 성적 질문들을 회피하는 경향이 있음을 발견하였

다(김미경, 2004:37). 이아현․김진욱(2018)은 영유아의 자위행위 목격 시 교사들이 느끼

는 정서는 “당황스럽다”가 66.5%로 가장 많고 “아무렇지 않다”가 28.7%로 나타났다는 연

구결과를 발표하였다(이아현․김진욱, 2018: 289).

35) Gibson(1990) 또한 유아기의 자위행위 자체를 유해하다고 간주할 것이 아니라 유아가

지나치게 자위행위에 탐닉할 경우 무엇이 그를 불안하게 만들었는지 그 요인을 찾아야

한다고 설명한다(Gibson, 1990: 178).

36) Gibson(1990)은 부모들이 자신의 유아들의 성적행위로 인한 불편함 때문에 그들을 제재

할 경우, 이는 그들에게 겁을 줄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부모들의 반응을

통해 아이들은 성이 나쁜 것이라 학습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아이들은 불안과 죄책감,

수치심을 느낄 수 있다(Gibson, 1990: 178). 도기숙(2015) 또한 자신의 연구에서 유아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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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이 있는지에 대해 연구 근거를 제시하지는 못했지만, 설사 자위행위가 해롭다

하더라도 유아에게 지킬 수 없는 금기를 제시하는 일 자체가 현명하지 못하다고 주

장하였다. 이 경우 자위행위를 금한다 할지라도 아이가 중단하리라는 보장도 없는

것이다.37)

Russell은 아이를 자유롭게 내버려둘 때에 아이가 얼마 안 있다 그만두게 될 것이

라고 주장하였다. 그는 아이가 자위행위를 중단할 수 있도록 좋아하는 활동이나 사

물을 제공함으로써 아이의 관심을 분산시키기를 제안한다.38) 그가 설립한 실험학교

의 경우 아이들의 성적인 표현에 대해 금지보다는 함양을, 고통보다는 즐거움을, 공

포보다는 사랑을 가르치는 전략을 사용하였기에 그의 관점은 특히 중요하게 여겨진

다(Hustak, C, 2013: 451).

현대의 학자들 또한 금지와 위협은 오히려 아이들의 성적 행위를 음지화(陰地化)

하는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본다(도기숙, 2015: 397). 심각한 경우에는 부모나 교

사의 부적절한 대처로 인해 영유아의 자위행위가 재발되거나 증세가 심화될 수도

있다. 도기숙(2015)은 자신의 연구에서 “유아의 성생활이 어른들에 의해 금기시 될

경우 아이들은 정서적 불만과 결핍으로 혼란을 겪으며 성에 대해서도 이중적 태도

를 갖게 된다”고 밝히고 있다(도기숙, 2015: 394). 유아가 성적 존재일 수 있음을 인

정하면서도 유아의 성생활을 금기시하는 부모와 그 세대의 모순적인 태도는 유아의

성 인식에서 성에 대한 이중적 태도를 야기할 수 있는 것이다. 오히려 유아의 성적

본능에 대한 추구와 그 만족은 유아의 성장에 바람직한 정서적 안정감을 줄 수 있

성적인 행위로 인해 부모나 교사로부터 야단을 맞거나 금지를 당한 경험을 가진 개인의

경우 성적 수치심을 내면화하고 더 나아가 성도착증이나 강박증을 앓을 수 있음을 언급

하고 있다(도기숙, 2015: 397). 김상원(2011)은 유아의 성 행동에 대해 교사나 부모는 꾸

짖어서는 안 되며 이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유아가 성에 대해 죄의식을 갖지 않도록

도와야 한다고 설명한다(김상원, 2011: 396).

이와 더불어 영유아기에 형성된 성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와 견해가 성장 후 성인이 되

어서 개인의 성격유형 및 성행동 특성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도 발표되

고 있다(Hetherington & Parke, 1986; Vasta, Haith, & Miller, 1999; 재인용 이아현․김

진욱, 2018: 281).

37) 도기숙(2015) 또한 유아들이 부모나 교사들로부터 금지당한 성적 행동들이 더 이상 관

찰되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유아들이 실제로 그 행위를 멈췄다는 사실은 아니라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그는 아이들이 자신들의 성적 행위를 어른들 앞에서 숨

길 수 있다고 본다(도기숙, 2015: 397).

38) 이러한 그의 해결방안은 당시에는 획기적인 것으로 여겨졌을지도 모른다. 이러한 방법

은 현재 유아가 성적 존재임을 인정하긴 하나 이를 온전히 이해하는 방법으로는 여겨지

지 않는다. 독일의 성교육처럼 유아의 자위행위에 대한 완전한 수용은 아닌 것이다. 전술

한 바와 같이 현재 국내 유아교육지침서 등에서도 이러한 방법을 권하고 있으며 이아

현․김진욱(2018)의 경우 이와 같은 관점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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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또한 도기숙(2015)은 부모와 교사들이 성적 놀이와 자위행위를 지지해줄 수 있

어야 한다고 주장한다.39) 그는 Russell의 주장과 마찬가지로 어른들이 아이의 불안

감과 두려움을 제거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아이가 느낄 감정을 배제한 채

자신의 경험에 기초한 판단과 가치만을 주장하는 경우 그들의 불안감을 증가시켜

바람직한 성장을 저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도기숙, 2015: 397).

2) 아동기 성교육의 방법

Russell은 성적 호기심이 지적 호기심과 같은 다른 것들에 비해 특별한 지위를 갖

지 않음을 주장한다. 성적 호기심은 보통 세 살쯤 시작된다(OE: 177). 이 시기에 남

성과 여성의 신체적인 차이나 어른과 아이의 차이에 대해 호기심이 생기기 시작한

다. 인습적인 환경에서 자란 아이들은 성적인 것들에서 어른들만의 비밀스러운 것

을 느껴 성적 호기심이 계속 유지되거나 강력해진다. 그는 비밀스러운 느낌이 없어

지게 되면 성적 호기심 또한 납득되자마자 곧 없어질 것이라 설명한다.

Russell은 유아들에게 처음부터 성적인 것들에 자연스럽게 노출시켜 교육해야 한

다고 생각하였다. 이때 부모나 교사는 호들갑을 떨지 않고 그 사실을 알게 되자마

자 흥미를 잃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시기 아이들이 묻는 성적인 질문은 다른

질문에 대답해주듯 똑같은 태도로 대답해줘야 한다.

그는 성교육 방법에 있어 두 가지 기초적인 원칙을 제시한다. 하나는 아이들의 질

문에 대해 항상 사실적으로 대답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성에 대한 지식을 다른

지식과 완전히 동등하게 간주하여 가르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아이들이 자연이나

과학에 대한 질문을 할 때 부모나 교사들이 아무런 느낌 없이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을 때까지 설명해주듯, 성적인 질문에 대해서도 생물학적 질문이라 생각하고 똑

같이 대답해주어야 한다. 만일 아이가 성에 대한 질문을 부모나 교사에게 했을 때

그들이 건성으로 혹은 어색하게 대답할 경우, 아이들은 이러한 기미를 즉각적으로

39) 도기숙(2015)에 따르면 현재 독일에서도 아이에게 행복한 성의식을 함양하도록 돕기 위

해 유아의 자연스러운 자위행위에 대해 허용하고 수용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유아

의 자위행위에 대해 모호한 태도를 택하고 있다. 유아의 자위행위를 목격할 경우 한쪽에

서는 혼을 내서는 안 된다고 하면서도 한쪽에서는 아이의 주의를 자연스럽게 분산시켜

행위를 중단할 수 있도록 유도하라고 권한다. 연구자는 이 같은 사실에서 느껴지는 이중

적 태도는 부모나 교사가 유아가 성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관념적으로만 인식할 뿐 그들

의 성적 행위를 수용할 만큼 진정으로 공감하지 못하고 있다는 현실을 반증하고 있다고

설명한다(도기숙, 2015: 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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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밀하게 알아차린다. 그에 따르면 이러한 기미가 아이들이 성적인 지식을 외설적

이라고 생각하도록 만드는 기초가 된다. 그는 부모나 교사가 아이들의 질문에 대해

다른 종류의 것과 마찬가지로 “똑같이”, “충분히”, 그리고 “자연스럽게” 설명해주어

야 한다고 강조한다(OE: 178). 성에 관계되는 모든 것을 “거짓 없이”, 엄숙하지 않

게, “과학적인 정신”으로 말해주어야 한다(OE: 179). 모든 것을 완전히 있는 그대로

전달해야하기 때문에 그는 ‘어머니가 되는 일은 신비롭고 성스러운 일’이라는 식의

설명 또한 지양한다.

박선미(2004)의 경우도 유아의 성 관련 질문이나 행동에 대처할 때 부모나 교사가

어색하게 대하거나, 당황하거나, 난처해할 경우 유아가 부모나 교사의 태도에서 성

에 대한 부정적인 인상을 받게 된다고 설명한다(한국간호사협회, 1996; 재인용 박선

미, 2004: 15). 그는 부모나 교사는 아이들의 그러한 질문에 자연스럽고 편안하게 반

응하여야 하며 얼버무리거나 그릇된 정보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인다. 특히

유아의 성 관련 질문이나 행동에 대해 부모나 교사가 혼을 내거나 화를 내게 되면

아이들은 성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과 죄책감이 형성된다. 따라서 교사나 부모가 성

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아이들에게도 이러한 느낌을 주는 자세가 가장 중요하다

(박선미, 2004: 15).

이항재(2015) 또한 아동들이 성에 집착하지 않도록 만들기 위한 최선은 그들이 알

고자 하는 만큼 모두 가르쳐주는 방법이며, 이는 Russell이 자신의 경험에 기초한

것이라고 설명한다(이항재, 2015: 144). Dufoyer(1953)의 경우 부모는 아이들이 하는

성적인 질문뿐만 아니라 어떠한 질문이든 항상 진실만을 말해야하며 성실하고 친절

하게 대답해 주어야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하였다(Dufoyer, 장명훈 옮김, 2007: 94).

이를 통해 성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태도를 습득할 뿐만 아니라 상호 신뢰감을 두

텁게 할 수 있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또한 Russell은 아이가 성적인 지식들을 처음으로 접할 때, 교육을 아예 받지 않거

나 잘못된 교육을 받은 친구들에게 듣는 것보다 부모나 교사에게 듣는 일이 대단히

중요함을 강조한다(OE: 179). 성적인 내용을 바람직하지 못하게 접할 경우 모든 지

식이 상스러운 말과 외설적인 화제로 대체되기 쉬워진다. 따라서 그는 부모들이 자

식들에 대해 책임감을 갖고 이 문제를 대하길 바란다. 성을 애초에 자연스럽고 유

쾌하고 단정하게 다루어야 한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이는 좀 더 현대적인 성교육 관점과도 일맥상통한다. Dufoyer(1953)는 성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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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답을 부모 또는 교사, 현명하고 지혜로운 어른으로부터 접할 수 있도록 성실하게

인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Dufoyer, 장명훈 옮김, 2007: 79). 그렇지 않으면 친구들

간의 농담이나 무책임한 영상매체를 통해 이 가르침이 대체되어 예상할 수 없는 잘

못이나 여과되지 않은 본능이 숨어들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Dufoyer, 장명훈 옮김,

2007: 80). 도기숙(2015)의 경우 유아는 부모의 반응을 통해 성에 대한 인식을 형성

한다고 주장함으로써 성에 대한 부모 반응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현대 독일의 성

교육에서도 가장 중요시하는 교육 원칙이 아이에게 성이란 인간이 누리는 가장 자

연스러운 삶의 한 부분임을 체화시키는 데 있다(도기숙, 2015: 398). 동시에 아이들

이 자신들의 성생활을 음지화하지 않고 건강하게 드러낼 수 있는 교육을 시도하고

있다.

3) 성교육의 시기 및 내용

Russell은 성적인 지식을 청소년기 전에 모두 습득해야 한다고 주장한다(OE: 180).

아이들이 아무런 사전 준비 없이 신체적, 정서적 변화를 겪도록 해서는 안 되기 때

문이다. 이와 더불어 사춘기 이후에는 성과 관련된 지식들이 호르몬과 같은 요인으

로 인해 강한 자극을 일으켜 과학적인 정신으로는 전달되지 않을 수 있다. 그가 위

에서 설명한 방법대로 다른 지적 호기심과 마찬가지로 성적 호기심이 바람직하게

충족되고 성적 지식들을 과학적으로 받아들이는 시기는 좀 더 어린 시기에 가능하

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이를 위해 아이가 아무리 어려도 평상시대로 일상적인

것처럼 항상 대답해주며, 부모 또한 아이가 언제든지 질문할 수 있도록 개방적이고

담백한 태도를 지녀야 한다.

그는 성교육에서 공통적으로 다뤄야할 내용으로서 우선 위생의 문제를 논의한다.

젊은이들은 성병에 대한 지식을 정확하고 도덕적 이해관계와 상관없게, 과장되지

않게 배워야 한다(OE: 182). 성병을 예방하는 방법과 치료 방법 등이 이에 포함된

다. 성병에 대해 도덕적 완벽주의가 요구하는 것처럼 그 교훈만을 가르치거나 다른

사람들의 불행을 죄에 대한 벌로서 생각하도록 교육하는 방법은 잘못된 방법이다.

두 번째는 임신과 출산에 대한 문제이다. 그는 우선 젊은이들에게 임신이 대단히

심각한 일임을 깨닫도록 해야 한다고 말하였다. 장차 태어날 아이의 행복과 건강이

예비 될 수 있다는 이성적인 전망이 확보될 때 까지 출산을 보류할 수 있도록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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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산모의 건강을 해칠 수 있는 상태에서도 임신을 해야 하

거나, 태어난 아이가 병약하고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않더라도 출산을 해야 하거나,

아이를 양육할 수 있는 충분한 전망이 전혀 보이지 않는 경우에 임신을 하는 경우

를 정당하지 않다고 보았다. 그는 아이를 갖는 권리와 그 중요성을 배려해야 하며

이러한 배려들이 도덕교육의 본질적인 부분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OE: 183).

또한 그는 장차 부모가 되었을 때의 유용한 기초지식 또한 습득해야 한다고 보았

다. 남성과 여성 모두 생리와 위생에 대해 지식이 필요하다. 특히 그는 부모교육에

대해서도 강조하였다. 임신을 함으로써 부모가 되었을 때, 충분한 애정과 지식 없이

는 좋은 부모가 될 수 없음을 교육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Russell의 성교육 담론은 인격의 형성에 있어서도 성에 대한 문제는 인성교육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어 필수적으로 논의해야할 문제임을 규명했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성은 근본적으로 종족 번식의 유일한 수단이기도 하지만, 포괄적인 관점에서

볼 때 인간 삶에 전반적인 영향을 미치는 대단히 중요한 개념이다. 성교육은 성에

관한 생리적, 심리적, 사회적, 행동적 등 제 측면의 발달을 도모함과 동시에 인간성

과 사회성을 학습시키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박선미, 2004: 7). 이러한 측면에서

성교육은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하게 하는, 인간 완성을 지향하는 인성교육이다.

그는 성교육 차원에서도 아동의 자유를 수호하고자 하는 원리를 일관되게 적용하

였다. 성에 있어서도 금기와 위협은 아동들의 정신에 바람직하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기에 올바르게 교육되어야 함이 그의 주된 요지이다. 현대의 성교육에서도 유

아기의 성적 경험이 청소년기의 자아상을 형성하는데 매우 중요한 기반이 됨을 인

정하고 있다(Spitz, R, 1962: 283; 재인용 도기숙, 2015: 392). 그가 제시한 성교육의

방법론적 측면은 좀 더 연구되고 입증되어야 하겠지만 그의 가치관 및 성교육에 대

한 당위만큼은 그 가치를 인정받아야 할 것이다.



- 72 -

3. 지식교육

Russell 교육론은 인성교육과 지식교육을 두 가지의 큰 축으로 구분하여 기술하고

있다. 그러나 지식교육 또한 인성교육을 토대로 하고 있음을 앞선 장에서 논증하였

다. 한편 이는 Russell이 교육일반을 인성교육과 지식교육이라는 두 개의 영역으로

설정해놓았을 만큼, 지식교육을 중시하였음을 뜻한다. 이러한 그의 관점을 바탕으로

이번 절에서는, 그가 제시한 지식교육의 성격과 지적 덕목들을 분석해보고자 한다.

1) 지식교육의 성격

Russell은 일정시기 이전까지의 인성교육을 강조하고 그 이후에는 지식교육에 집

중함으로써 충분히 올바른 인성을 습득할 수 있을 것이라 전망했다. 6세 이전까지

적절한 교육을 받은 아동이라면 장차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습관과 기능

을 함양할 수 있다(OE: 199). 따라서 이 후의 시기에 따라 요구되는 덕목은 지식교

육만으로도 자연스럽게 얻을 수 있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그는 올바르게 성장한

만 6세의 아이가 있다면 학교에서 제공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지식 발달에 중점

을 두고 이를 통해 바람직한 성격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모하는 일이라고 본다.

Russell은 일정 나이 이후의 인성교육에서는 지적 교육에 중점을 두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Russell은 교육에서 지식은 지적목적을 위해서만 제공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특정한 도덕적 혹은 정치적인 결론을 입증하기 위해 가르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OE: 200). 즉, 그는 특수한 도덕이나 정치적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 학생들에게 지

식을 제공하는 일을 반대한다. 학생 입장에서 교육의 목적은 첫째, 그의 호기심을

충족하기 위해서이며 그 다음은 호기심을 충족하기 위해 요구되는 기술들을 익히기

위해서여야 한다(OE: 200). 그에 따르면 교사의 교육목적은 교육활동을 통해 학생

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일정한 성취를 이뤄내는 일이며, 학교의 교육목적은 지식

교육을 신중하고 조직적으로 추구하는 일이다. 교육주체들은 지식의 성공적인 추구

를 위하여 학생들에게 호기심을 비롯한 지적인 덕성을 함양시키는 일도 더불어 필

요하다. 정리하자면 그는 학교에서 지적목적을 위한 지식교육을 중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하여 지적덕성의 함양을 추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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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ussell은 전술한 지식교육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2가지를 강조하였다

(Jespersen, S, 1985: 71; 재인용 이항재, 2015: 80). 첫째,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존

중하는 학습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Russell은 지식이 지적목적을 위해서만 제공되

어야한다고 주장했다. 그에 따르면 학생들이 제공받는 지식에 특수한 도덕이나 정

치적 혹은 종교적 사상이 주입되어서는 안 된다. 이는 앞서 도출한 자유 존중의 원

리에 해당한다. 그는 학생들이 지적 속박으로부터, 나아가 교육적 통제로부터 자유

를 얻어 자신의 생각을 마음껏 표현할 수 있기를 바랐다. 이러한 자유들을 존중하

는 환경이 조성되어야만 그가 의미하는 진정한 지식교육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경쟁은 최소화해야 한다. 그는 가장 능력 있는 사람이 가장 어려운 일을 수

행하기 위해서만 경쟁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그에 따르면 현재처럼 경쟁이 지나치

게 강조된 까닭은 인생을 경쟁으로 보고 늘 승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의 습관화된

경쟁심에 의해서이다(Russell, B, 이순희 옮김, 2005: 58). 이는 결국 감성과 지성을

희생시키며 의지만 부당하게 키우는 결과를 야기한다. 그는 이러한 추세가 계속된

다면 경쟁의 중요성으로 인해 참된 지식교육이 어려움을 겪고 교육목적의 달성도

요원해질 것이라 우려한다. 그가 추구하는 지식교육은 자유와 훈련과 경쟁의 균형

잡힌 조화 속에서만 본래의 목적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이항재, 2015: 82).

2) 지적 호기심

Russell은 학생들의 호기심이 그 자체로 가치가 있다고 설명한다. 교사들은 학생들

의 지적 호기심이 발휘되도록 이끌어야 할 의무가 있다. 동시에 도서관에 가서 관

심 서적을 찾아보는 방법처럼 학생들이 그 호기심을 충족하는 기술을 가르쳐야한

다.40) 그에 따르면 만약 가르치는 방향이 학교 교육과정의 범위를 넘어간다 할지라

도 학생들의 호기심을 저해시켜서는 안 된다.

그는 학생들의 호기심이 교육적으로 나쁜 방향으로 향할 경우를 가정하고 이에 대

40) 2015 개정 교육과정 6학년 국어과 성취기준에는 “[6국02-06] 자신의 읽기 습관을 점검

하며 스스로 글을 찾아 읽는 태도를 지닌다”가 설정되어 있다. 이에 따라 1학기 국어 8단

원 “책 속에 지혜를 찾아서”는 도서관에서 분류에 따라 서적 찾는 학습내용을 포함한다.

그의 견해와 상통하게 학생들이 스스로 자신의 호기심을 충족시킬 수 있는 방법이 현재

교육과정의 학습내용으로 설정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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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한계를 정해야 한다고 말하였다(OE: 200). 학생들의 호기심이 교육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끝도 없이 이어지지 않도록 부모나 교사가 행동을 단호하게 하고 조심해

야 한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학생들의 그러한 호기심 자체를 문제 삼거나 호기

심을 갖는 교육적으로 좋아 보이지 않는 내용들과 분리시키려 필사적이어서는 안

된다. 그는 금지와 도덕적 위협은 어떠한 경우에도 올바른 처방이 될 수 없다고 주

장한다.

예를 들어 우리는 성적으로 음란한 말에 대해 그는, 이러한 관심이 성에 대한 지

식과 다른 종류의 지식들을 동급으로 생각하는 학생들에게는 일어날 수 없다고 본

다. 음란한 언어에 대해 먼저 알게 된 학생은 이를 알게 되었다는 사실과 동시에

이에 대해 알지 못하는 친구가 있다는 사실에 뿌듯함을 느끼기 쉽다. 그는 만일 이

학생이 성에 대한 모든 지식을 공개적으로 교육받을 경우 이에 대한 흥미를 갖지

않을 것이라 믿는다.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아이가 계속 흥미를 갖는다면

이는 정신적 치료의 영역이라고 설명한다.

그의 요점은 지식 그 자체가 나쁘다고 평가할 수 없으며, 다만 어떤 특정한 한 가

지에 빠지는 경향이나 습관이 올바르지 않은 것이라 생각하였다(OE: 201). 그에 따

르면 집착하는 행위는 강제적인 분리만으로 치료가 불가능하다. 그는 공개적이고

지속적으로 내용을 제공하는 방법을 통해 흥미가 병적인 성격이 아닌 과학적 성격

으로 변하도록 만들 수 있다고 믿었다. 이러한 방법을 통해 또 다른 여러 가지 흥

미로 병적인 흥미를 대체하고 집념을 사라지게 만들 수 있다. 그는 금지나 도덕적

위협이 병적인 흥미를 더욱 악화시킬 뿐이라고 믿기에 자신이 제시한 방법에 확신

을 표했다.

앎의 자유를 중시하는 그에게 지적 호기심은 지식교육에 있어 핵심적인 요소로 보

인다. 그의 사상에서 지적 호기심은 학생들 내면에서 자발적으로 생성되기에 그들

을 교육으로 이끄는 가장 바람직한 동인이다. 교사는 교육활동을 통해 학생들의 지

적 호기심을 자극하고, 그들이 자신의 호기심을 스스로 충족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한다. 그가 이어서 논의할 지적덕목과 이를 구분하여 강조한 이유는, 학생들의 지적

호기심을 통한 자발적인 앎의 욕구에 따른 지식교육이 이상적인 교육이라 믿었기

때문임을 알 수 있다.



- 75 -

3) 지적 덕목

Russell은 지식의 성공적인 탐구를 위해 필요한 바람직한 요소들인 지적덕목을 제

시한다(OE: 202). 그에 따르면 지적 덕목들은 지적 결과로 당연히 산출되는 것들로,

이것들을 따로 교육 목표로 삼아야하는 과정은 필요하지 않다고 보았다.

우선 그는 지적 탐구는 난이도가 높은 성취요소이기에 인내심과 근면성, 집중력과

정확성이 요구되지만, 핵심은 호기심과 열린 마음이기에 이들만 있다면 지식의 획

득은 가능하다고 설명한다(OE: 202). 그는 강한 호기심이 올바른 대상을 향할 경우

나머지 덕목들은 자연스럽게 따라온다고 보았다. 그렇다고 해서 호기심이 지적인

활동 전체의 기초가 될 만큼 활동적인 요소는 아니다. 그가 지적덕목이라 정의한

지적 호기심, 열린 마음, 집중력, 인내심과 근면성, 정확성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

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지적호기심은 강조되어야 할 요소이며 이를 보장하는 교육이

필요하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교육적 조치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학생들의 생활과

밀접한 교육요소는 자연스럽게 흥미를 유발하기에 따로 조치가 필요하지 않다. 그

러나 학교에서 제공하는 교육은 학생들의 생활과 불가피하게 분리되는 일이 많다.

그는 이 같은 분리로 인한 학생들의 흥미 혹은 호기심의 저하를 해결하기 위해 교

사들이 지식의 유용성에 대해 수시로 언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렇지만 순수한

호기심은 순수 수학과 같이 그가 평가하는 가장 높은 가치의 지식을 발견하게 하는

강력한 요인이다. 그 용도는 전혀 파악이 되지 않더라도 그 자체로 가치 있는 지식

이 존재한다. 그는 학생들의 이해관계를 떠난 호기심을 강조한다. 모든 지식이 외적

인 목적이 아닌 순수한 호기심으로 인해 추구되기를 희망한다.

그에 따르면 두 번째 요소인 열린 마음은 지식에 대한 순수한 욕망에 따라 자연스

럽게 따라오는 속성이다(OE: 203). 스스로 이미 진리를 알고 있다는 신념에 갇히거

나 순수한 지적 욕망 외에 다른 욕망이 혼합될 때에는 열린 마음의 속성을 갖기가

어려워진다. 그는 성인이 된 후에는 열린 마음을 함양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본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교육은 학생들이 모든 문제를 편견 없이 생각하고, 논의한 결

과에 있어서라면 다른 의견은 포기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

그는 이어서 지적 덕목 중 하나로 집중력의 가치를 높게 평가한다(OE: 204). 그에

따르면 집중력이라는 속성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교육 이외의 방법을 통해서는 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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득하게 만들기 어렵다. 학생들의 집중력은 장기간의 지식교육 없이는 충분히 획득

되기 어렵다. 그가 말하는 집중력이 필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단편적인 지식이

그 자체로 흥미를 유발할 수 없더라도 집중력을 통해 강제로라도 자신을 끌고 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는 고등교육을 통해 무엇보다 얻을 수 있는 것이 의지를 통한

집중력 관리라 주장한다. 동시에 구식교육과는 달리 학생들의 집중력에 자발성이

더해진다면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는 인내심과 근면성은 적절한 교육에서 자연스럽게 얻어지는 것이라 생각한다

(OE: 205). 그에 따르면 이 두 가지는 외적 통제로 인해 억지로 갖게 된 강화에 의

해서는 길러지지 않는다.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외적 권위에 의존하

지 않고 학생들의 필요한 동인을 자극해야 한다. 예를 들어 어려운 문제를 단계적

으로 구분하고 처음에는 쉬운 문제를 제공함으로써 학생들이 비교적 쉽게 성공을

통한 만족감을 경험하게 한다. 이러한 방법을 통해 학생들에게 끈기를 발휘하면 그

에 따른 정서적 보상이 있다는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다. 그 후 점차 그 끈기의 정

도를 증가시킬 수 있도록 지도한다. 그는 이러한 방법 안에 지식이 도달하기 어렵

지만 불가능한 일도 아니라는 신념을 얻는 작업도 해당된다고 말한다.

그는 지적 덕목에서 또 다른 요소인 정확성이라는 속성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게

다루어졌다고 설명한다(OE: 205). 그는 정확한 지식을 얻는 일이 지루하게 되기 쉽

다고 말한다. 그가 말하는 정확성은 여러 종류로 나뉜다. 정확성은 그 종류에 따라

각기 다른 독자적인 중요성을 갖는다. 그는 “근육을 사용할 때의 정확성, 심미적인

정확성, 사실에 대한 정확성과 논리적인 정확성” 등을 예시로 든다(OE: 207). 그가

설명하는 정확성은 반복된 훈련으로 습득할 수 있는 숙련된 정교함으로 해석된다.

그가 드는 예시인 “잘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구사, 숙달된 글씨쓰기, 악기의 정확한

연주” 등은 여러 번의 훈련으로만 얻어질 수 있는 기술로 이는 정확성의 속성을 가

리킨다(OE: 207).

그는 여기서 단순히 교사들이 강요하는 바람에 발생한 지루함은 부적절하지만, 학

생들이 그들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극복하는 지루함은 가치가 있다고

주장한다(OE: 206). 학생들이 무언가를 능숙하게 익히고 싶다는 욕망을 통해 자극

을 주는 일이 교육의 일부가 되어야 한다. 그는 교육의 추진력이 “교사의 권위”가

아닌 배우고 싶어 하는 “학생의 바람”이 되어야 한다고 설명한다(OE: 207).

정확성의 지루함이라는 속성을 학생들이 극복하도록 돕기 위해 교사의 역할이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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욱 강조되어야 한다. 그의 말처럼 정확한 지식을 얻기 위한 일들을 지루하기 쉽다.

그에 따르면 지금까지 학생들은 그들이 원하는 지식이나 기능을 획득하기 위해 호

된 훈련을 받으며 끊임없이 지루함을 참아냈다. 예를 들어 이제까지 효율적으로 활

용되어 온 주입식 교육은 정확한 지식을 획득하는 일에 지대한 역할을 수행해왔다.

학생들이 지루함을 극복하게 하는 교육의 방법은, 예를 들어 영화와 같은 미디어

를 활용하여 아이들이 대상에 흥미를 느끼게 한 뒤 교육하는 방법이 있다. 그는 사

실에 관한 정확성 또한 참을 수 없이 지루한 것들이라고 설명한다. 그가 제시한 예

시는 “왕의 연대”나 “여러 나라의 이름, 그 나라 수도의 이름”처럼 단순 암기가 필

요한 사실의 나열들이다(OE: 208). 이들은 아동기에 공포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그

는 이러한 정확성은 흥미와 반복에 의해 확고히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는 학생들에게 논리적 정확성을 강제로 교육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다(OE:

209). 논리적 정확성은 학생들이 일정정도 성장한 뒤에 획득 가능하기 때문이다. 특

히 수학은 논리적 정확성을 가르치기 위해 당연히 요구되는 도구이다. 수학은 하나

의 규칙으로서 학생들에게 학습되어야 한다. 어느 단계에 도달하면 수학에 규칙이

필요한 이유를 명백히 함으로써 논리적 정확성을 획득한다는 교육적 가치를 달성할

수 있다.

Russell은 교육이 철저하게 즐거워야 한다는 현대적 견해에 더 많은 공감을 표한

다(OE: 209). 그에 따르면 이전의 교육 방식은 너무 방대한 양을 가르쳐 교육을 지

루하게 만들고 오직 부모나 교사의 엄격한 권위로서 학생들을 공부하게 만들었다.

한편 그는 이러한 현대적 견해가 고등교육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제한이 필요하다

고 보았다.

Russell은 학생들이 교사들의 강제적인 교육에 심리적인 저항을 느낀다고 설명한

다. 교사들이 강제로 학생들을 가르치려 할 경우, 학생들은 별로 재미없는 공부를

교사에게 혼나지 않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하는 척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린다. 좀

더 성장한 후에는 높은 성적이 필요하다는 사실이 확실해지면, 학생들은 지식에 대

한 순수한 관심과는 멀어진 채 단지 성적을 위해서만 공부하기 시작한다. 만일 교

사가 알고자 하는 학생들의 욕구를 처음부터 자극할 수 있다면, 다음으로 학생들이

원하는 지식을 제공한다면 모든 상황을 바꿀 수 있다.41) 이로써 외부에서 제공하는

41) 이러한 그의 견해와 일맥상통한 지점을 Dewey의 《Interest and Effort in Education》

(1913)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는 그의 저서에서 흥미 측 입장으로 아이들은 자신이 하고

있는 활동이 의무라고 느끼게 될 경우, 오직 강요될 때만 그 일에 임할 뿐이라는 주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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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기나 기술 훈련을 대폭 줄이게 되면 집중력을 기르는 일이 용이해진다.

Russell은 위와 같이 학생들의 흥미를 자극함으로써 교육하는 방법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 몇 가지 조건을 제시한다(OE: 211). 첫째, 일은 학생들의 흥미를 이끌

어야 하며 지나치게 난이도가 높아서는 안 된다. 둘째, 상급생 혹은 좀 더 나이가

많은 아이들의 성공사례를 제시해야 한다. 그는 모든 아이들이 위와 같은 조건 속

에서 교육된다면 그들은 완전히 행복하고, 어떤 강요도 없이 5세 이전에 읽고 쓰기

를 배울 것이라 믿는다(OE: 211). 앞서 그는 교육에서의 자유를 논의할 때 말을 배

워가는 아기들의 예시를 들어 자신의 주장을 펼쳤다. 아기들은 스스로 말을 하고

새로운 단어를 익히려하며 익히지 못했다 하더라도 혼나지 않는다. 그가 이 원리를

지식교육에서도 강조하고 있음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다.

Russell은 배우고 싶다는 욕구가 아이들 내부에서 자발적으로 생성되어야 한다는

원리는 보편적인 가치를 지닌다고 본다. 그는 이러한 원리가 연령에 제한 없이 모

든 학생들에게 해당된다고 믿는다. 교육 환경은 학생들의 배우고 싶은 욕구를 자극

하거나 아니면 학생을 그 같은 교육과 멀어지게 만든다. 그는 학생들이 교육받음에

있어 둘 중 하나를 택하게 해야 하고, 학생들의 개인적인 선택을 존중하는 원리가

필수적이라고 주장한다(OE: 211). 의학적인 이유가 아닐 경우 외부의 권위로 학생

들을 학습하게 하는 일은 성장한 아이들에게는 필요하지 않다. 유능한 교사라면 유

아기 이후의 적정한 교육을 받아온 학생들에게 자연스럽게 배움에 대한 흥미를 끌

어낼 수 있다. 그가 기대하는 교사의 역할은 학생들이 흥미를 느끼고 배움과 가까

워지도록 하는 교육환경 설정에 심혈을 기울이는 것이다.

그는 이로써 교사는 학생의 적이 아닌 친구가 될 수 있다고 설명한다(OE: 212).

이때 교사는 학생들의 사우(師友)가 된다. 학생들은 교사와 함께 배운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학습 속도가 빨라지며 학생들은 공부에 대한 피로를 덜 느낄 수 있다. 외부

제시한다. 만약 외부의 압력이 없어지면 아이들은 언제라도 그 속박에서 벗어나 자신이

흥미 있는 것으로 가버린다. 이는 심리학적으로 어떤 활동이든 아무런 흥미 없이 그것에

임함은 불가능하다고 본다. 만약 노력을 통해 그 활동을 한다면 하나의 흥미를 다른 불

순한 흥미로 대체한 것 일뿐이다.(Dewey, J, 조용기 옮김, 2015: 22).

Dewey는 흥미이론이 유해하다고 지적하는 데 이유는 본질적으로 중요한 사실은 외면

한 채 이를 둘러싼 포장에만 주의를 기울이게 만들기 때문이다. 한편 그가 흥미의 반대

의미로 파악하는 노력의 경우 익혀야할 사실이나 수행해야할 과제와 자아의 괴리를 나타

내며 습관적 분열을 초래하기에 바람직하지 않다(Dewey, J, 조용기 옮김, 2015: 33). 그는

진정한 흥미의 원리는 “학습할 사실과 행위를 성장하는 자아와 동일시하는 데 있다”고

설명한다(Dewey, J, 조용기 옮김, 2015: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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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압력으로 인한 수업은 학생들이 지루하게 느끼기 때문에 학생들이 흥미를 느끼

는 수업의 경우 집중력을 유지하기 위해 긴장을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그는 진정한 교육은 시종일관 흥미위주로 진행되지는 않는다고 말한다. 앞서 언급

한 정확성과 관련하여 볼 때 아이가 어떠한 문제에 대해 배우고 싶은 충분한 욕구

를 느꼈다 할지라도 그 문제 안에 정확성을 얻기 위해 수행해야 할 지루하게 여겨

지는 작업들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는 학생들이 적합한 지도를 받을 경우

이처럼 지루한 작업들을 이해하고 강요당하지 않더라도 학생들 스스로 충분히 이겨

낼 수 있다고 믿는다(OE: 212).

그는 여기서 학생이 얻은 공부의 성과나 결과에 따라 다른 자극을 사용해야 한다

고 본다(OE: 212). 학생이 필요한 지식이나 기능을 습득했는지 여부는 분명해야 한

다. 교사는 정확성과 관련하여 문제의 지루한 부분을 극복하는 일의 중요성을 충분

히 설명해야만 한다. 그의 말처럼 이러한 방법들이 전제되지 않는 한 학생들이 공

부에 관해 흥미가 없어하고 지루한 부분을 이겨내지 못한다는 이유로 무능한 학생

으로 분류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는 이러한 선조치가 효과가 없을 경우에만 특

별하게 분류하여 관리하여 가르치되 학생이 이를 벌로 받아들이지 않도록 세심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았다(OE: 213).

Russell은 지식 교육에 있어 능동성을 강조한다(OE: 214). 교육의 전 과정에서 학

생들은 지적인 모험심을 가져야 한다. “이 세상은 퍼즐로 가득 차 있어 충분한 노

력을 쏟지 않으면 이해할 수 없다”는 그의 말을 통해 주변 세계를 알아가는 과정을

세심하고 흥미로운 일 그 자체로 보는 그의 관점을 이해할 수 있다(OE: 213). 그는

교사들이 학생들에게 앎에 대해 유쾌하고 즐거운 느낌을 주기를 바란다. 학생들에

게 선택과 발견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창의적인 학습이 되기를 기대한다. 이로써

그는 학생들에게 교육이 고통이 아니라 행복이 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Russell의 지식교육에 대한 논의를 살펴보면 앞서 도출한 자유 존중의 원리와 무

조건적 존중의 원리가 일관되게 적용되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다. 그는 학생들의

지적 호기심과 같은 자발적인 동기를 중시하였다. 지식교육에 있어 강압과 통제는

학생들의 자유와 본능의 발산을 구속하고 흥미를 잃게 만들기에 특히 지양되어야

한다. 학생들이 사랑으로 격려되고 지식으로 인도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그의 교육

론에서 핵심인 만큼, 인성교육을 기초로 한 지식교육 또한 학생들의 올바른 성장에

있어 중대한 요소임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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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러셀 교육론의 인성교육적 함의

Russell 교육론이 포함하는 인성교육적 함의를 도출하기 전에 한 가지 작업을 수

행하고자 한다. 우선 도덕교육과 인성교육의 관계를 설정하는 일이다. 두 개념의 관

계를 설정하는 작업을 통해 앞으로 도출할 Russell 교육론이 갖는 인성교육적 함의

가 도덕교육에도 적용이 가능함을 설명하고자 한다. 우선 둘의 관계 설정을 위해서

도덕교육의 변천과정을 먼저 살펴볼 것이다. 도덕교육이 변화함에 따라 인성교육과

의 관계가 명확해짐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본 논문에서 도덕교육은 도덕과 교육에서 시행하는 도덕성 함양을 목표로 한 교육

을 지칭한다. 도덕교육은 제3차 교육과정(1973-1981)에 교과교육 영역으로 복원된

이래로, 서양철학에서 발전해온 합리주의적 Kant 철학과 교육심리학 및 도덕교육을

발전시킨 Piaget와 Kohlberg의 도덕성 발달이론에 연원을 두었다(고대혁, 2009:

346). 이 시기의 도덕교육은 학생의 도덕적 사고 및 판단능력을 신장시킴으로써 도

덕적 행동을 담보할 수 있다고 전제한다. 우리의 도덕교육은 제3차 교육과정부터

제6차 교육과정(1992-1997)까지 위와 같은 원리와 추론 중심의 도덕교육, 인지 발달

론적 접근, 가치명료화 접근 등을 주로 적용하였다(강봉수, 2008: 166). 한편 이 시

기의 도덕교육은 주로 시험 준비와 암기 대상으로서 도덕적 지식의 습득을 조장한

다는 비판을 받았다. 동시에 이론적 준거인 Piaget와 Kohlberg의 인지적 도덕교육

은 학생들을 도덕적 지식의 이해와 암기에 치우치게 만들어 도덕적 앎과 실천의 괴

리를 극복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42)

도덕교육에서 위의 비판과 그에 따른 반성을 집약하여 등장한 개념이 통합적 인격

형성 혹은 인성교육이다(고대혁, 2009: 347). 이는 학생들의 도덕적 지식의 습득보다

도덕적 감수성 함양과 실천을 우선으로 하였다. 이 시기 교육에 지대한 영향을 미

쳤던 학자가 Lickona(1992)43)이며 그는 1990년대에 미국에서 일어난 인성교육운동

42) 도덕심리학 영역에서 도덕발달에 대한 이성주의 모형에 대한 비판은 주로 세 가지 차원

으로 이루어졌다(이정렬․정창우, 2012: 167). 첫째, 도덕추론을 지나치게 강조함으로 인

해 공감이나 배려와 같은 도덕적 정서에 의한 도덕 행동을 설명하기 어렵다. 둘째, 경험

적 차원으로 도덕적 인지 및 추론, 판단만으로는 실제적인 도덕적 실천에 이르기 어렵다.

셋째, 도덕적 선택이나 행동이 도덕적 추론이라는 과정을 거치는 지가 사실로서 증명되

지 않았다. 최근 뇌과학 연구들은 인간의 선택 및 행동은 이성적 숙고가 아닌 자동적이

고 암묵적인 직관이 작용함에 따라 결정된다고 보고 있다(이정렬․정창우, 2012: 169).

43) Likona는 인성교육에 대한 절충적 관점(Eclectic perspective)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김수진, 2015a: 43). Likona의 가치 및 인성교육 이론 모델은 가장 종합적인 형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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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acter education movement)을 주도하여 최근까지도 지속적인 영향을 주고 있

다(이철주, 2017: 200).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국내에서도 제7차 교육과정(1997)부터는 인지중심의 도덕

교육이 아닌 새로운 패러다임인 인격교육론, 덕교육론, 배려윤리교육론, 공동체주의

교육론 등을 반영하였다(고대혁, 2009: 349). 이에 따라 한국 도덕교육의 중심축은

Kant를 대표로 한 이성 중심의 합리적 전통에서 Aristotle을 위시한 덕 중심의 통합

적 인격교육 전통으로 전환되었다. 종합해보면 도덕교육은 기본적으로 교과교육으

로 운영되며 그 양상은 교육과정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는 특징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인성교육은 일반적으로 교과 통합적이고 가치통합적인 특성을 보인다(이철주,

2017: 199). 두 교육이 추구하는 기본인성과 실천성 등이 중첩됨에 따라 정규교육과

정인 도덕과 교육이 인성교육의 핵심교과로서 위상을 지님은 분명하다 여겨지고 있

으며, 이미 여러 연구자들이 이를 주장해왔다(윤영돈, 2009; 정창우, 2010; 조강모,

2010; 조난심, 2015; 김현수, 2017; 이철주, 2017; 조석환․이언주, 2017). 연구자들은

동시에 인성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도덕교육의 지향점과 개선방향에 대해 지속적인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인성교육과 도덕교육이 올바른 인성함양을 추구한다는 공통적인 특성을 가짐에 따

라, 앞으로 다룰 Russell 교육론이 갖는 인성교육적 함의 또한 도덕교육적 함의와

중첩되는 부분이 상당수 존재한다. 도덕과 교육은 올바른 도덕교육을 목표로 삼고

현장에서 인성교육의 핵심교과로서 기능하고 있다. 인성교육의 교과 통합적이고 가

치통합적인 성격이 도덕교육과 구별될 뿐, 두 교육이 추구하는 기본인성과 실천성

등은 공통적인 특성이 된다.

따라서 앞으로 도출할 Russell 교육론의 인성교육적 함의들은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도덕교육에도 공통적으로 적용이 가능함을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그의 교

육론에서 강조한 덕교육적 접근의 경우, 도덕과 교육의 핵심적인 개념이므로 도덕

인성개념을 제시한다고 여겨진다. 조상식(2015)은 Likona의 모델이 “완벽하게 절충적인

시도로서 이론적 실행을 위한 개념적 장치를 모두 포함”한다고 설명한다(조상식, 2015:

141). Likona(1991)가 제시한 좋은 인성 요소 모델은 아래와 같다.

- 도덕적 앎: 도덕 의식, 도덕적 가치에 대한 앎, 관점 바꾸기, 도덕적 추론 능력, 결정

력, 자기 지식

- 도덕적 느낌: 양심, 자기존중감, 감정이입, 선에 대한 사랑, 자기 통제력, 자애심

- 도덕적 행동: 역량, 의지, 습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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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 특히 관련성이 높다. 교육내용을 구성할 때 성교육 비중을 강화해야 한다는

시사점이나 교육방법으로서 자유와 훈육을 조화시키고 교사의 애정과 교육적 기술

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의 경우 도덕교육에도 충분히 적용이 가능하다. 마지막으

로 도출할 함의인 교과교육과 연결성 강화의 경우 보통의 주지교과를 주요 논의대

상으로 삼는 경향이 있기에, 이 경우에만 다른 함의에 비해 도덕교육에 적용할 수

있는 정도가 낮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인성교육 및 도덕교육에 적용 가능한 Russell 교육론의 함의는 무엇인

가? 논문은 그의 교육론이 갖는 인성교육적 함의를 목표 설정 차원, 내용 구성 차

원, 방법 설정 차원으로 나누어 논하였다. 먼저 목표 설정 차원에서는 인성교육의

중심적인 접근법으로 기능할 수 있는 덕교육적 접근의 필요성을 그의 교육론이 강

조함을 확인한다. 내용 구성 차원에서는 그의 교육론이 인성교육의 내용 측면에서

성교육의 중요성을 시사하고 있음을 살펴볼 것이다. 마지막으로 방법 설정 차원에

서는 그의 교육론이 자유와 훈육을 대립이 아닌 조화로운 교육방법으로서 제공하고

있음을 알아본다. 동시에 교사가 학생에 대한 무조건적인 애정과 교육적 기술을 갖

추어야 하는 당위에 대해 살펴보고 그 의의를 밝힌다. 마지막으로 인성교육을 지속

적․체계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교과교육과 연결성을 강화하는 일이 중요하며, 그의

교육론이 이를 실현할 수 있는 원리를 제시하고 있음을 확인하고자 한다.

1. 목표 설정 차원 : 덕교육 접근과 활력 덕목 강조

Russell의 이론은 인성교육의 주요접근법인 덕교육의 철학적 토대에 힘을 심어줄

수 있다는 점에서 함의가 있다. Ⅲ장에서 그의 교육론은 교육의 목적으로 네 가지

덕목의 습득을 지향하였으며 습관화를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덕교육적 관점임을

살펴보았다.

덕교육적 접근에 대해 대략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덕교육적 접근은 현재

인성교육에서 가장 주요한 접근 중 하나이다. 학교 인성교육의 중심축 교과라 할

수 있는 국내 도덕과 교육은 초기에 “행동중심”에서 “인지중심”으로 변화를 거쳤고,

제7차 교육과정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통합적 인격교육 내지 덕교육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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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뀌었다(김보정, 2010: 1). 따라서 현행 도덕과 교육은 덕교육적 접근에 의거해 4개

영역에 걸쳐 성실, 배려, 정의, 책임을 핵심가치로 설정하고 있다(교육부, 2018: 36).

덕목을 설정함으로써 학생들에게 길러주려는 바람직한 자질, 품성의 중핵을 표상하

고 있는 것이다.

한편 덕교육적 접근의 한계는 다음과 같이 지적된다. 인성 덕목을 직접 교육내용

으로 설정하고 교수하더라도 덕목 함양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점, 덕목 함

양이 행동으로 드러남을 가정하기에 지나치게 눈에 보이는 행동이나 결과에만 초점

을 맞춘다는 등의 비판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대안으로 최근 인성교육에서는 배려

윤리 혹은 배려공동체 접근, 사회정서학습 접근 등이 연구 및 도입되고 있다.

이처럼 올바른 인성교육을 위해 여러 가지 접근법이 존재하지만, 뚜렷한 관점과

철학을 바탕으로 한 지속적이고 일관성 있는 인성교육이 실시되어야 한다(김수진,

2015b: 220).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접근법을 동일한, 혹은 비슷한 정도로 혼합할

것이 아니라 인성교육의 본질적인 접근을 구심점으로 잡고 한계가 있을 경우 보완

하는 방향의 교육이 필요하다.

연구자는 이에 따라 덕교육적 접근이 인성교육의 주요접근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

한다. 현행 도덕과 교육과정이 보여주듯 인성교육이란 덕성을 기르는 교육이 핵심

이며 유덕한 인성을 기르는 일이 인성교육의 본질이라 할 수 있기 때문이다(유병열,

2015: 307). 동시에 인성교육의 목적으로 덕목을 설정하는 일은 교육활동과 과정 전

반을 계획 및 평가하기 위해 교육 목적을 세우는 일만큼이나 중요하기 때문이다.

목적을 명확히 해야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고 평가를 통해 환류 할 수 있듯, 올바른

인성 또한 덕목이라는 뚜렷한 목표가 있어야 교육할 수 있기에 덕교육적 접근이 인

성교육 및 도덕교육의 중심축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그렇다면 Russell이 덕교육적 접근을 따르고 있음은 인성교육에 어떤 함의가 있는

가? Russell의 교육론은 인성교육에서 다양한 접근법이 모색되고 있는 가운데 덕

교육적 관점이 인성교육의 중심 접근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의 철학적 근거를 제시

할 수 있다. 그의 교육론은 교육의 목적으로 네 가지 덕성을 제시하고 습관화를 통

하여 학생의 이상적인 성격 함양을 도모했다는 점에서 덕교육적 접근과 그 본질을

공유한다. 그의 이론은 덕교육적 접근에 해당하는 또 하나의 교육이론으로서 덕교

육의 당위를 설명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나아가 그의 교육론은 그가 강

조한 교육원리를 철저하게 바탕으로 하고 있으며, 이를 착실하게 수행할 경우 앞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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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한 덕교육의 한계들 또한 극복 가능하리라 기대되기 때문이다.

이어서 연구자는 Russell이 제시한 덕목 중 활력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

고자 한다. 그는 교육에서 달성해야할 이상적인 성격요소로 네 가지 덕목을 선정하

여 제시하였다. 연구자는 그 중 활력 덕목이 국내 교육과정에 도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이며 그 필요성에 대해 논증하고자 한다.44) 이를 위해 인성교육에서 덕

목선정 문제에 대해 살펴본 뒤, Russell의 활력 덕목을 분석할 것이다. 이어서 국내

의 교육상황에 비추어볼 때 활력 덕목이 더 강조되어야 하는 이유를 논증하고자 한

다.

덕목선정은 연구자 혹은 기관마다 상이하며 이에 대한 논쟁이 필연적이다. 교과마

다 교육자마다 목표로 하는 인성에 대한 관점이 상이하기 때문이다. 동시에 인성은

포괄적․복합적이며 인간존재의 핵심이 되는 성질이라 할 수 있을 만큼 중요한 개

념이기에 몇 가지 요소로 환원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성교육

이 목표로 삼을만한 덕목을 분명히 선정하고 제시할 필요가 있기에, 많은 기관과

연구자들은 각자의 기준에 맞게 인성교육의 구성요소45)를 연구하여 제시하고 있다

(문용린 외 3인, 2010; 교육과학기술부, 2012;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11; 한국교육개

발원 현주 외 4인, 2014; 재인용 유재봉, 2016, p.107)46).

Russell은 그의 교육론에서 그가 제시하는 덕목들에 대한 정당화 작업을 수행하지

않았기에 논문에서 그 작업을 대신하고자 한다. 특히 그가 제시한 덕목들에 대한

44) 나머지 세 가지 덕목인 용기, 감수성, 지성에 대해 추가적으로 논의하지 않는 까닭은 다

음과 같다. 우선 용기는 정창우 외(2013)의 연구에서 이론적․경험적 근거를 통해 추출한

핵심덕목 12가지 중 하나로 포함되어 있으며(정창우 외, 2013: ⅱ), 인성 구성요인을 분석

한 윤옥한(2018)의 연구에서도 5개 이상의 연구에서 중복된 요소로 추출되었다(윤옥한,

2018: 265). 이에 용기는 국내 인성교육 담론에서 충분히 언급되고 있다고 판단하였다. 감

수성의 경우 공감, 배려, 존중, 친절 등의 덕목과, 지성의 경우 현행 도덕과 교육과정에

제시한 덕목 중 지혜와 중복되는 면이 있어 추가적인 논의에서 제외하였다.

45) 인성교육 구성요소란 핵심 가치․덕목과 핵심역량 모두를 포함한다. 이 두 요소 모두

선정의 적절성에 대한 논쟁이 있을 수 있으며(최석민, 2016: 118) 두 개념의 관계설정 및

통합의 가능성에 대해 논의가 필요할 수 있다. 그러나 Russell은 교육론에서 덕목을 논함

에서 그쳤기에 논문에서는 핵심 가치․덕목에 제한하여 논하고자 한다.

46) 유재봉(2016)의 연구에 따라 정리한 기관별 혹은 연구자별 인성교육 구성요소는 다음과

같다(유재봉, 2016: 107).

- 문용린 외 3인(2010): 인간관계 덕목 6가지(정직, 약속, 용서, 책임, 배려, 소유), 인성

판단력 4가지(도덕적 민감성, 도덕적 판단력, 의사결정능력, 행동실천력)

- 교육과학기술부(2012): 소통능력, 봉사정신, 갈등관리능력, 배려정신, 규칙 준수, 타인

존중, 관용정신, 책임감

- 한국교육과정평가원(2011): 신뢰성, 존중, 책임, 공정성, 배려, 시민의식

- 한국교육개발원 현주 외 4인(2014): 자기존중, 성실, 배려․소통, (사회적)책임, 예의,

자기조절, 정직․용기, 지혜, 정의, 시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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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을 바탕으로 그 중 특히 강조될 만한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논의되지 못

했던 활력 덕목의 필요성에 대해 논증할 것이다. 우선적으로 살펴볼 활력 덕목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Russell이 제시하는 활력은 심리라기 보단 생리적인 요소로서, 모든 일에 흥미를

갖게 하고 배움을 지속할 수 있게 하는 덕목이다. 활력은 생활을 유쾌하게 만들며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동력으로 작용한다. 학령기 이전에 절정에 이르며 나이가

들수록 점차 감소되는 특징이 있다. 이는 정신적인 영역에 지나치게 빠지지 않도록

하며 외부 세계에 대한 흥미와 객관성을 촉진시킨다. 이처럼 활력은 우리의 몸과

마음 모두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덕목이다.

그렇다면 활력이 앞으로 더욱 강조되어야 한다는 근거는 무엇인가? 첫째, 활력은

몸과 마음을 직접적으로 다루고 있는 덕목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주목받지 못했

기 때문이다. 위와 같은 활력의 특성은 최근 도덕심리학에서 주목하고 있는 인지과

학 영역의 체화적(體化的) 접근과 상통한다고 볼 수 있다. 인지과학 및 인지심리학

영역에서 등장한 체화적 접근은 마음과 몸을 서로 분리될 수 없다고 본다. 이러한

접근은 몸 혹은 환경과의 관계를 고려함으로써 마음을 이해해야 함을 강조한다(정

창우, 2016: 201). 동시에 인성교육에서 삶 속의 몸과 마음의 중요성과 가치는 계속

해서 강조되는 추세이다(김진주․최운실, 2018: 1234). 우리의 몸과 마음은 필연적으

로 연결되어 있는 불가분의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심신이 분리된 것처럼 이해되어온

만큼 인성교육에 있어서도 몸의 측면은 경시되어 왔다. 예를 들어 인성교육진흥법

에서 제시하는 핵심가치덕목인 예(禮), 효(孝), 정직, 책임, 존중, 배려, 소통, 협동에

서도 몸에 대한 측면을 직접적으로 다루는 가치덕목은 찾아보기 어렵다.

둘째, 활력은 시대적으로 필요한 덕목이며 이는 인성과 직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 학생들의 생활습관에서는 과도한 스마트폰 사용, 균형 잡히지 않은 식생

활, 수면부족, 운동부족 등으로 인해 몸에 대한 배려를 찾아보기 힘든 상황이다.47)

47) 연구자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관련 기사들을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1. 굿네이버스는

2016년 10월부터 12월까지 전국 초등학교 4~6학년 학생 1579명을 대상으로 스마트폰 사

용 현황과 과몰입 실태를 조사하였다. 조사 결과 전체의 9.3%가 중독 위험이 있어 예방

과 관리가 필요한 “잠재적 위험군”에, 1.7%는 즉각적인 치료나 상담이 필요한 “고위험군”

에 해당되었다.(중앙일보 2017.9.27. “초등학교 고학년 10명 중 1명은 스마트폰 중독, 여학

생이 더 위험” 홈페이지:https://news.joins.com/article/21976298, 최종접속일: 2019.1.28..)

2. 2017년 10월 발표된 질병관리본부 질병예방센터 연구진의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청소년의 39.3%는 주 1~2회, 26.0%는 주 3회 이상 편의점, 슈퍼마켓 등에서 판매하는 편

의식품으로 식사를 대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먹기 간편해서라는 응답이 26.5%로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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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보감의 경우 정(精)․기(氣)․신(神)을 보존함으로써 생활 속에서 양생(養生)술

을 익히고 인간이 타고난 수명을 누려야 함을 강조한 바 있다(고미숙, 2017:

143-147). 정기신을 올바르게 관리함은 몸에 대한 배려이며 이는 결국 자기배려로

이어진다. 몸에 대한 배려는 정직, 성실, 인내, 충동조절, 자아존중, 윤리적 성찰과

같은 인간됨, 즉 인성과 뗄 수 없는 관계이다. 몸에 대한 생리(生理)를 터득하면 우

리의 심리(心理)를 파악하기 쉬워지고, 이를 통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윤리(倫理)를 통찰할 수 있기에 세 가지는 연결될 수밖에 없다.

그가 제시한 활력은 생리적 요소로서 주변세계에 대한 호기심과 생활의 유쾌함을

증진하고, 배움 활동 및 정신적 객관성을 지속가능하게 하는 덕목임을 확인하였다.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활력은 시대적으로 필요하며 학생들의 즐거운 생활과 배움

을 위해 갖춰야할 덕목이기에 앞으로 교육현장에서 이를 적용 및 실천할 수 있도록

더욱 강조되어야 한다. Russell의 교육론은 덕교육적 접근의 이론적 토대가 될 수

있으며 동시에 인성교육의 세부적인 목표로서 활력 덕목을 제시하고 있기에 인성교

육에 주는 함의가 크다.

많았으나 바쁜 생활로 시간이 부족해서라는 대답도 20.1%로 적지 않았다(조선일보

2018.10.13. “청소년 4명중 1명 편의점서 끼니 해결...‘영양불균형 심각’” 홈페이지: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10/13/2018101300646.html 최종접속일:

2019.1.28.).

3. 2017년 교육부에서 전국 764개 표본학교 8만여 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2017 학

생 건강검사”에 따르면 수면시간이 하루 6시간 이내인 학생은 초등학생 2.8%, 중학생

12.1%, 고등학생 45%로 나타났다(오마이뉴스 2018.8.16. “고등학생 절반가량 하루 6시간

이내 수면” 홈페이지: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463659 최종

접속일: 2019.1.28.).

4.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아동복지연구소가 전국 초등 4~6학년, 중 1~3학년, 고등 1~2학년

학생 총 6428명과 보호자 5094명을 조사해 발표한 2018년 “아동 행복생활지수”에 따르면

10명 중 7.7명꼴로 수면이 부족하고 2명 중 1명은 하루에 1분도 운동을 하지 않는 것으

로 조사되었다(국민일보 2018.5.28. “아이들도 ‘저녁 없는 삶’...잠․운동부족 심각” 홈페이

지: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3956393 최종접속일: 2019.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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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내용 구성 차원 : 인성교육에서 성교육 비중 확대

Russell의 성교육 담론이 인성교육에 주는 함의를 두 가지 측면에서 확인하고자

한다. 첫째, 인성교육의 내용 측면에서 성교육 혹은 성윤리의 중요성을 시사한다.

현재 성교육은 체육 혹은 보건교과에도 일부 속해 있지만 환경교육, 미디어교육, 다

문화교육 등과 함께 범교과 영역에 속하기도 한다. 범교과 교육은 모두 각각의 고

유한 교육목적과는 별도로 학생들의 인성함양을 추구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Russell

은 그 중 성교육을 인성교육에 포함시켰다. 즉 그의 교육론은 인성교육 영역에 성

교육을 포함시켜 논함으로써 인격 형성에서 성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인성교육

에서 성교육 혹은 성윤리 비중을 강화해야 한다는 관점의 근거를 마련한다는 점에

서 의미가 있다.

둘째, Russell 교육론은 학생들의 올바른 성의식 정립과 인성함양을 위한 바람직한

성교육 방향을 제시한다. 그는 성교육에서도 자유 존중의 원리를 일관되게 적용하

였다. 그에 따르면 이와 같은 교육방법은 학생들이 성을 자유롭고 유쾌한 것으로

인식하게 하며, 편견 없는 올바른 성의식 정립에 도움을 준다.

Russell의 견해처럼 인성교육에서 성교육 혹은 성윤리의 비중이 확대되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첫째, 우리의 삶과 성(性)은 불가분의 관계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일상에서 긍정적․부정적 혹은 가치중립적일 수도 있는 수많은 성적인 일들에 맞닥

뜨리게 된다. 우리 사회에는 첨예한 남녀대립의 문제가 존재하며 최근에는 미투(Me

too) 운동이 있었다. 남다른 성실함으로 뛰어난 업적을 이뤄낸 고위공직자와 기업가

들도 성적인 문제로 고초를 겪는 일들을 목격하다 보면, 성윤리는 사회적 지위와는

별개로 개인의 인성 자체와 뗄 수 없으며 이는 사회적으로 더욱 강조되어야할 부분

임을 사회구성원으로서 충분히 느낄 수 있다.

인성교육이 인간됨을 추구하는 교육이라면, 성문제를 마주하는 일상에서 인간됨을

구체적으로 발휘할 수 있는 맥락적인 교육을 지향할 필요가 있다. 성교육은 어느

범교과 영역과 견주어 보아도 가장 밀접한 일상과의 연관성을 갖고 있다는 측면에

서 더욱 강조되어야 함은 분명하다.

둘째, 성교육은 인성교육과 연계할 수 있는 영역이 상당하며 기대되는 교육적 효

과가 크기 때문이다. 이수정(2010)은 성교육에 관한 내용을 다루는 초등학교․중학

교․고등학교 교과서를 윤인경 외(2008)가 개발한 4개 영역 분석틀을 근거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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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이수정, 2010: 90). 그의 연구에서 분석한 내용영역48)을 활용하여 인성교육과

연계할 수 있는 성교육의 내용요소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내용영역에서 “남녀신체구조”를 배우고 생물학적인 차이를 이해하며 다양

성에 대한 가치를 형성할 수 있다. 두 번째 영역에서는 “임신과 출산”을 통해 생명

의 소중함과 자기존중을 배우고, “친구관계 및 이성교제”에서 올바른 의사소통 방법

을 익힘으로써 타인을 대하는 바람직한 태도와 관계에 대한 책임감, 이성에 대한

이해를 배울 수 있다. “성적관심과 성욕구”에서 성적 욕구와 성충동을 조절하는 방

법을 익힘으로써 올바른 성의식과 타인배려 및 자기배려를 함양할 수 있다. 세 번

째 영역에서는 “성폭력 및 성문제” 해결을 위해 성적 행위에서 동의가 가지는 의미

와 성적 자기결정권49)을 이해함으로써 상대방에 대한 존중과 자기존중을 습득할 수

있다. “성고정관념 및 성역할”에서는 진정한 성평등을 이해하고 추구함으로써 타인

존중과 평등, 공정 등의 가치를 배울 수 있다. 네 번째 영역인 “결혼과 가정생활”에

있어서 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역할과 의무를 배우고 책임감과 배려 등을 함양할

수 있다. 이러한 내용요소들은 성지식 차원을 넘어 인성요소들과 연계하여 교육되

어야 할 필요가 있다. 성교육 영역의 내용요소 뿐만 아니라 자기배려, 타인배려, 존

중, 평등 등 지향해야 할 가치덕목들을 직접적으로 교육하여, 일상생활에서 올바른

48) 연구에 따르면 첫 번째 영역은 “신체적 발달과 성 건강” 영역으로 “남녀신체구조”, “생

식기위생”, “임신과 출산”, “피임 및 임신중절”로 학습내용이 구성되어 있다. 두 번째 영

역은 “심리적 발달과 성 가치관”으로 “친구관계 및 이성교제”, “의사소통과 인간관계”,

“성적관심과 성욕구”, “청소년기의 심리”가 포함되어 있다. 세 번째 영역은 “사회적 발달

과 성문화”로 “성폭력 및 성문제”, “성고정관념 및 성역할”이 제시되어 있다. 마지막 영역

은 “결혼과 가정생활”로 “가족과 가족관계”, “결혼과 가족관계”가 있다(이수정, 2010:

290).

49) 이윤애(2013)에 따르면 성적 자기결정권은 “헌법차원의 기본권”이다(이윤애, 2013: 23).

이 권리는 행복추구권에 포함되며, 이에 따라 개인은 타인과 공익에 반하지 않는 한 자

유로운 성적 가치관을 가지고 스스로 내린 결정에 따라 성적 관계를 맺을 수 있다. 누구

도 자신의 성적 자기결정권에 반하여 강요나 폭력을 당하지 않아야 한다. 이러한 개념을

바탕으로 할 때 성폭력은 성적 자기결정권의 침해라 할 수 있다.

한편 성폭력은 전적으로 가해자의 책임임에도 불구하고 성폭력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자

유발론(Victims blaming, 범죄의 원인을 피해자가 제공했다는 관점의 설명)이 이제까지

존재해왔다(박지아, 2013: 8). 성폭력 피해자가 짧은 옷을 입었거나, 밤늦게 위험한 곳을

돌아다니거나, 술에 취했다는 이유로 성폭력을 유도했다고 보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은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행하기도 한다.

진정으로 성폭력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 대한 존중을 토대로 한 성적 행위에 동

의가 가지는 중요성을 교육할 필요가 있다. 상대방은 성적 자기결정권을 가진 존재로서

성적 행위를 결정할 초법적인 권리를 가지고 있음을 주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상대

방과 성적 행위를 결정함에 있어 가장 중대한 요소는 바로 동의이다. 상대방이 어떠한

옷차림이건, 어떤 시간에 어디에 있건, 술에 취했건 안 취했건 결정적인 요인은 결국 성

적 자기결정권을 바탕으로 상대방이 동의하는 지에 대한 여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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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성이 발휘될 수 있도록 도모해야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인성교육과 성교육을 연계할 수 있는 내용영역이 상당하며 실생활에서 성

윤리의 실천이 필수적으로 요구되기에 인성교육 내용에서 성교육의 비중을 확대하

여 진행해야 한다. 맥락 지향적인 인성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성적인 일상의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 자기배려 및 타인배려 등과 같은 인성요소가 발휘될 수 있도록 도모

해야 할 것이다.

셋째, 교육적 요구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인성교육에서 성윤리에 대한 비중이 낮

았기 때문이다. 2015 개정 교육과정 시안개발 연구(도덕과 교육과정)에서는 중학교

도덕 교육과정 개정의 방향 및 중점으로 “바람직한 성윤리의식 정립을 위한 관련

내용요소의 비중 확대”를 제시하고 있다(박병기 외, 2015: 12). 연구에 따르면 성윤

리는 인간 존엄성을 가장 잘 드러내는 주제이며, 학생들이 정보통신매체에서 성에

대해 접촉할 기회가 많고, 성교육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는데 비해 중학교 성

윤리 교육의 비중이 지나치게 낮은 상황이기 때문이다.

현재 인성교육에서 성교육은 아직 생소한 주제라 할 수 있다. 유아교육학에서도

유아의 인성교육과 성교육을 구분하고 독립적인 분야로 가르치는 경향이 관찰된다

(도기숙, 2015:　395). 체계적 문헌고찰을 통해 인성교육 연구 동향을 분석한 김봉제

(2018)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성교육은 인성교육의 “차세대 연구” 주제로서 인성교육

의 주변부에 위치 할뿐만 아니라 관련 연구도 상대적으로 적다고 분석된다(김봉제,

2018: 208).50) 주변부에 위치함은 두 주제가 연관성이 떨어진다고 여겨진다는 뜻이

50) 김봉제(2018)는 지난 10년간 발간된 1,048편의 인성교육 연구논문을 선정하여 다차원척

도분석(MDS)을 진행하였다. 그 결과 4사분면으로 인성교육 연구 내용을 분류하였다. 1사

분면은 주류연구로 “네트워크에서 중심에 속하며 많은 연구가 진행된 주제가 포함”되어

있다. 2사분면은 융합연구로 “네트워크의 주변에 속하지만 관련된 연구가 많이 진행”되었

다. 3사분면은 차세대 혹은 관심감소연구로 “네트워크의 주변부에 속하고 관련된 연구도

많이 없”는 상태다. 4사분면은 심도연구로 “네트워크의 중심에 속하지만 많은 연구가 진

행되지 않”았다. 사분면에 따른 구체적인 연구 내용의 단어들은 다음과 같다(김봉제,

2018: 207).

-1사분면(주류연구): 인성교육, 프로그램, 요소, 적용, 목표, 탐색, 운영, 기반, 핵심, 역량,

영향, 가정, 집단, 창의인성, 공동체, 검증, 조사, 청소년, 존중, 통합, 능력, 현장

-2사분면(융합연구): 태도, 덕목, 필요, 분석, 학생, 내용, 목적, 실천, 가치, 인간, 행동, 교

수경험, 검사, 실현, 모델, 예술, 환경, 시민, 종교, 성찰, 세계, 선정, 체계, 함양, 요인, 대

학생

-3사분면(차세대 혹은 관심감소연구): 인성, 학교, 사회, 철학, 평가, 아동, 도덕교육, 성교

육, 법, 글쓰기, 발달, 체험, 교양, 비교, 윤리, 자아, 마음, 표현, 긍정, 부모, 이론, 전통, 생

활, 학년, 예비, 개인

-4사분면(심도연구): 개발, 제시, 창의, 창의인성교육, 개념, 단계, 강화, 대학, 도덕, 유아,

활동, 정의, 방안, 음악, 체육, 미술, 책임, 기독교, 학교교육, 모형, 책임, 고찰, 인성교육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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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는 성교육이라는 주제가 연구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학문적으로 기여할 수

있으나 시대적 혹은 학문적으로 불필요하게 인식되는 내용을 포함할 수 있다는 뜻

이다. 그 이유는 두 교육이 독립적으로 전문교육이 필요한 분야로 인식되기 때문으

로 추측된다. 둘의 교육 목적은 명확히 구분되어 있으며 연관성과 통합 가능성은

아직 충분히 논의되지 않고 있다.

Russell은 그의 교육론에서 다루는 인성교육에 성교육을 포함시켜 논의함으로써

인성교육에서 성교육의 비중은 확대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우리의

삶과 성문제는 불가분의 관계이며 인성교육의 내용영역에 성교육을 포함할 경우 기

대되는 효과도 큰 것을 확인하였다. 학교에서는 인성교육의 내용 영역에서 성교육

의 비중을 확대하거나, 역으로 성교육에서 인성교육 요소를 확대함으로써 학생들의

올바른 성의식과 인성함양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한편 Russell 교육론은 올바른 인성함양과 성의식 정립을 위하여 바람직한 성교육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함의가 있다. 그가 주장하는 성교육의 방향과 그

가치를 확인하기 위하여 먼저 기존 성교육의 한계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국내에서 시행되는 성교육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사회적인 성문화에 따라 적극적

이고 체계적인 성교육이 부재하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백치적 성문화”에 따라 성

을 부끄럽고 비밀스러운 것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하다(최손환, 2003: 207). 이러한

문화 안에서 성은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알게 된다고 치부되기에 적극적인 성교

육이 이루어지기 어렵다. 현장에 있는 담당교사들도 적극적이고 자연스러운 성교육

에 어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다. 유아교사들을 연구 대상으로 시행한 한 연구에 따

르면, 교사들이 성교육 활동에서 느끼는 어려움 중 하나는 교육 실시 중에 느껴지

는 수줍음과 당황스러운 느낌이다(우민정, 2011: 140). 이는 성교육 주체들인 교사들

또한 적절한 성교육을 받지 못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어른들도 적절한 성교육을

받은 경험이 없다고 느끼기에 유아들에게 올바른 성교육을 제공하기 어려운 것이다

(Dufoyer, 장명훈 옮김, 2007: 86). 교육주체들 또한 올바른 성교육을 받지 않은 상

황에서, 부모 혹은 교사의 성에 대한 태도는 아동 혹은 학생들의 성의식에 그대로

영향을 미치게 된다.

Russell은 성교육에 있어서도 자유의 원리를 일관되게 적용하였다. 그는 학생들이

성문제를 비밀스럽게 치부하지 않고 자유롭고 유쾌하게 인식하기를 바랐다. 그에

흥법, 의식, 한국,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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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르면 성교육 주체들은 아동 혹은 학생들의 질문에 자유롭고 과학적인 태도로 대

답하고 그들을 교육해야 한다. 비밀과 회피, 금기로 가득한 성문화에서 올바른 성교

육이 부재할 경우, 학생들은 왜곡된 성의식을 갖게 되어 바람직한 인성함양과는 더

욱 멀어지기 때문이다. 그의 교육론은 자유의 원리와 과학적 태도를 적용하는 바람

직한 성교육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올바른 인성함양을 지향하고 있다.

이처럼 Russell의 이론은 인성교육의 내용 영역에서 성교육 혹은 성윤리의 비중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으며 올바른 성교육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는

데 그 시사점이 있다. 인성교육 담론에서 성교육 및 성윤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을 제고하고 그 비중을 높여 학생들이 올바른 성의식을 함양하고 자기배려 및 타인

배려를 실천할 수 있도록 도모해야 한다. 앞서 제시한 올바른 성교육 방법을 활용

하여 학생들이 인성함양을 추구하는 적절한 성교육을 시행할 때, 학생들에게 올바

른 성지식 습득은 물론 나아가 개인의 삶에서 자신을 존중하고 타인과도 공존하는

태도의 함양을 기대할 수 있다.

3. 방법 설정 차원

1) 자유와 훈육의 조화

Russell 교육론은 자유와 훈육을 대립이 아닌 조화로운 방법으로 고찰한다는 점에

서 인성교육적 함의가 있다. 그가 의미하는 자유는 학생의 욕구와 충동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는 자유이며, 훈육은 학생의 내면에서 행하는 자아훈련을 위

한 훈육이다. 그는 자유와 훈육을 상호보완이 가능한 조화로운 방법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이는 자유와 훈육에 대한 인성교육의 방법론적 토대로 활용이 가능하다. 우

선 인성교육 방법으로서 훈육의 의미와 중요성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그의 이론이

갖는 인성교육적 함의를 논하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훈육은 교육주체가 교육대상의 품성을 기르기 위해 수행하는 활동이라

할 수 있다. 학교에서는 교사와 학생 양자 간 일상적인 관계를 반영하며 학생의 인

성을 형성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알려져 있다(이정렬, 2013: 254). 훈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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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가 학생과 대면하고 그들에게 올바른 행동을 제시하는 장(場)이다. 이는 교사가

학생을 대하는 태도와 그가 갖고 있는 인격을 보여주는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훈

육은 교육현장에서 “생활지도”라는 명칭에 따라 일상적으로 이루어진다는 특징을

갖는다.

위와 같은 의미에서 훈육은 인성교육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요인이

다. 이와 더불어 인성교육의 주요 접근들을 통해서도 훈육의 중요성을 찾아볼 수

있다. 배려 공동체 접근(Community of care)에 따르면 학생들은 공동체의 구성원들

인 교사와 또래 친구들로부터 존중과 친절을 느낄 수 있어야 한다(김수진, 2015b:

214). 훈육은 교사와 학생이 일대일 혹은 소수로 대면하여 이루어진다는 특징이 있

다. 이로 인해 훈육은 교사가 학생들에게 존중과 친절함을 제공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며, 또래관계보다 교사의 직접적인 영향력 하에 있기에 배려 공동체 접근에서 중

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최근 현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교육적 시도들인 “회복

적 생활교육(restorative practice in school)”이나 “학급긍정훈육법(Positive

Discipline In The Classroom)”은 위와 같은 중요성에 따라 학생과 교사의 관계와

훈육방법을 강조하는 접근들이라 할 수 있다.

인성교육에서 훈육은 중요한 요인임이 분명한 만큼, 인성교육의 방법으로서 훈육

의 개념을 재정립하고 올바른 훈육의 원리에 대해 연구할 필요가 있다. 전통적인

훈육의 역사에 따라 훈육은 어른들이 원하는 대로 아이들의 행동을 통제하려는 의

도가 내재된 강제적이며 벌을 연상시키는 부정적인 의미로 통용되어(김선혜, 2006:

123) 인성교육에서 충분히 논의되지 못한 측면도 있기 때문이다.

Russell의 훈육에 대한 관점은 인성교육에서 다루는 훈육 이론의 방법적 토대를

마련해줄 수 있다. 그는 그의 교육론에서 올바른 훈육의 개념과 원리를 제시한다.

그에 따르면 올바른 훈련이란 “외적인 강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 바람직한 활동에

자율적으로 연결되는 마음의 습관(OE: 30)”이다. 그는 자율의 원리를 중시하기에 구

식 관념과 같이 도덕행동이 의지의 문제로 이어지지 않기를 바란다(OE: 34). 어린

이들이 그들의 의지로 나쁜 충동을 억압하게 만드는 일은 경우에 따라 필요할 수

있으나 인성교육의 방법으로서는 부적절하다. 그는 현대교육의 목적은 외적인 훈련

을 최소한으로 줄이는 일이라 설명한다(OE: 75). 그는 교육에서 필요한 요소는 오

직 어린이 자신이 내부로부터 행하는 자아훈련과 이에 대한 습관화로 보았다.

Russell은 그의 교육론에서 훈육의 원리와 구체적인 방법을 예시를 통해 보여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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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한다(김현정, 2005: 192). 예를 들어 도덕훈련은 직접적이고 구체적이어야 하며

자연스러운 상황에서 다루어져야 한다(OE: 146).51) 특히 하나의 사건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유사한 사건에 적용하게 하는 일이 바람직하다.52) 이는 일반적인 도덕규

칙을 이해하고 연역적으로 추리하는 일보다 훨씬 쉽기 때문이다. 동시에 아이들에

게 정의나 공정함을 보여주는 방법을 통해 도덕적으로 훈련시켜야 한다. 다른 아이

들의 물건을 강제로 빼앗거나 그들의 즐거움을 망치려할 때는 부모나 교사의 단호

한 태도가 요구된다(OE: 129). 큰 아이가 어린 아이에게 친절하지 않을 경우, 똑같

은 불친절함을 보여준 뒤 즉시 이유를 설명해주는 방법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처럼 인성교육 방법으로서 Russell의 훈육은 전통적인 훈육과는 다르며 구체적

인 원리와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그가 주장하는 자유는 전술한 대로 학생의 타고

난 욕구와 충동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는 자유이다. 그의 자유와 훈육은

기존에 대립 쌍으로서 이해되어 온 두 방법을 조화로운 관점으로 제시하고 있다는

데 인성교육적 함의가 있다. 이러한 그의 관점은 올바른 습관 형성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설정하고 추구할 수 있기에 인성교육에서 방법적 토대로서 활용이 가능하다

는 점에서 시사점을 제공한다.

2) 교사의 애정과 교육적 기술 강조

Russell 교육론은 교사가 갖춰야 할 학생에 대한 애정과 교육적 기술을 강조한다

는 데 그 함의가 있다. 특히 교육적 기술은 학생의 자유와 본능에 대한 교사의 존

중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교육일반에 적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자질로

51) 그가 제시한 훈육의 원리는 2015 개정 초등 도덕과 교육의 총론에서 제시하는 도덕과

학습 지도의 기본원리 중 “구체성과 현실성의 원리”와 일맥상통하다(교육부, 2018: 47).

구체성과 현실성의 원리는 도덕교육이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관련 속에서 이루어져야 함

을 뜻한다. 이에 따라 학생들이 일상에서 겪는 구체적인 문제와 경험, 다양한 사회적 쟁

점들을 교육내용으로 다뤄야 하며, 학생들에게 스스로 생각하고 함께 논의하게 하는 경

험을 제공해야 한다.

52) Russell은 구체적인 상황에서 도덕훈련을 하는 장면의 예시를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OE: 146). 그가 기술한 칭찬하는 언어가 바람직한 지에 대해서는 논의의 여지가 있으나

논문에서는 지면상 생략하고자 한다. 칭찬의 교육적 효과와 관련해서는 김은희(2015)의

“유아교사들이 인식한 ‘위험한 칭찬’과 ‘바람직한 칭찬’” 연구물 참고.

보통 흔히 쓰는 방법으로 ‘용기를 가져라, 친절해라’라고 하지 말고 어떤 특별한 용기 있는 행

동을 하게 했을 때 ‘장하다. 넌 용감한 아이다’라고 말해줘야 한다. 또한 오빠의 장난감 기관차를

동생과 함께 가지고 놀면서 동생이 즐거워하는 것을 보게 된 오빠에게 ‘그래, 너는 참 착한 아이

야’라고 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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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받아야 한다. 현재 인성교육 담론에서 논의되고 있는 교사의 자질을 확인하고

Russell이 강조한 애정과 교육적 기술을 살펴본 뒤, 그의 교육론이 인성교육의 방법

설정 측면에서 갖는 인성교육적 함의를 도출하고자 한다.

이상적인 교육을 위해 교사들이 목표로 삼을만한 상(像)이나 자질은 분명하게 제

시될 필요가 있다. 교육에 있어 목표설정과 이에 대한 계획 및 실천이 중요하듯, 교

사들에게도 바람직한 교사상을 바탕으로 한 분명한 목표의식과 자기성찰을 통한 노

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바람직한 교사에 대한 정의는 교사에게 필요한 자질과 역

할 규정을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혹은 시대나 사회가 갖는 특성에 따라 다양하게

내려질 수 있다(강영심․이미아․정은영, 2006: 283-284). 따라서 다양한 논의와 체

계적 연구를 거쳐 현재 우리의 교육실정에 요구된다고 합의가 가능한 교사상이나

자질이 제시되어야 한다.

현재 인성교육을 위한 교사의 자질 및 역량에는 주로 도덕적 성품, 인성 관련 지

식 및 교수능력, 교육적 관계 및 의사소통 능력, 인성교육에 대한 열의 등이 강조되

고 있다(이인재, 2016: 271; 김하연, 2017: 54-55). 이는 한쪽은 교사의 기본적인 도

덕적 성품과 학생과의 교육적 관계 및 의사소통 능력 등 교육일반에 적용이 가능한

교사의 자질로, 다른 한쪽은 인성교육에 대한 열의와 인성 관련 지식 및 교수능력

등 인성교육에 초점을 맞춘 자질로 구분할 수 있다.

두 자질 모두 강조되어야 할 이유가 충분하지만, Russell 교육론에 비추어볼 때 성

공적인 인성교육을 위해 전자에 더 비중을 두어야 한다. 그가 제시한 교육일반의

목적이 인성함양을 추구하듯 전자 또한 이미 학생들의 인성함양을 지향하고 있으며

교육 전반에 활용 가능하기 때문이다. 동시에 그에게 지적 세계의 탐구를 통한 자

연스러운 인성함양은 중대한 목표이기에, 인성교육에 초점을 맞춘 자질의 경우 인

성교육뿐만 아니라 지적 교육도 담당해야 하는 교사의 역할을 오히려 축소하는 것

으로 여겨질 수 있기 때문이다.

Russell은 학생에 대한 애정과 교육적 기술을 바람직한 교사의 자질로 제시하고

있다. 이는 교육이 학생들을 사랑으로 격려하고 지식으로 인도하기를 바랐던 그의

바람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지점이기도 하다.

우선 교사에게 필요한 첫 번째 자질은 학생에게 무조건적인 애정을 가지는 것이

다. 그는 교사들은 늘 학생을 목적으로 대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는 본론에서 살

펴본 것처럼 중요한 교육 원리이기도 하다. 교사는 학생에 대한 사랑이 아닌 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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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목적을 위해 교육해서는 안 된다. Russell은 정부나 교회에서 그들의 권력 유지

를 위해 아이들을 수단으로 대우하는 문제에 대해 비판한 바 있다.

그에 따르면 학생들의 지성은 교사의 애정을 통해서만 자유롭게, 그리고 충분하게

성장할 수 있다. 어린이와 젊은이들은 진심으로 그들의 행복을 바라는 사람들과 그

들을 수단으로 대하는 사람들의 차이를 본능적으로 알고 있다. 교사의 이러한 사랑

은 본질적으로 학생들을 하나의 목적으로 느낄 때에만 실현가능하다(OE: 48). 좋은

교사는 좋은 부모처럼 학생들이 그저 건강하고 튼튼하게 잘 자라기를 바라며 다른

종류의 요구를 개입시키지 않는다. 학생들을 목적으로 대하며 그들을 존중하는 일

은 교사의 절대적인 소임이며, 이는 학생들을 교사 자신의 평판이나 실적과 관련

짓지 않는다는 의미를 포함한다.

동시에 그는 교사들이 아이들과 같이 있는 시간을 즐거워해야 한다고 말한다. 이

는 앞서 설명한 학생들을 목적으로 대하는 태도를 가진 경우에만 가능한 일이다.

부모의 사랑은 이성 간의 사랑과 다르게 본질적으로 반응을 요구하지 않는다(OE:

158). 부모는 자식을 순수하게 사랑하기에 그들이 자신을 필요로 한다는 사실만으로

충분한 보답을 느낀다. 훌륭한 교사의 경우에도 이를 확대하여 적용할 수 있다. 교

사는 학생들이 자신이 바라는 반응 혹은 행동을 하지 않더라도 그 자체로 사랑할

수 있어야 한다. Russell은 이러한 조건 없는 애정이 바탕에 깔려 있다면, 학생들은

사소한 제지나 금지사항을 충분히 이해할 것이라 설명한다. 교사는 필요에 따라 학

생들의 자유를 제한할 경우에도 심리적인 상처가 남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규율이

아무리 현명하다 할지라도 애정과 접촉을 대신할 수 없기 때문이다(Russell, B,

1935: 130).

두 번째로 제시할 교사에게 요구되는 자질은 교육적 기술의 습득이다. 교육적 기

술은 본질적으로 학생들의 자유로운 욕구와 본능을 인정하고 이를 건설적인 방향으

로 발현할 수 있도록 돕는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 이는 교육활동에서 여러 가지 형

태로 존재할 수 있다. 연구자는 Russell이 제시하는 교육적 기술을 특성에 따라 네

가지로 분류하여 논하고자 한다.

첫째, 아이들이 스스로 좋은 습관을 기를 수 있도록 만드는 교육적 기술이다(OE:

29). 그는 외부의 직접적인 통제 없이도 아이들이 스스로 좋은 습관을 기르도록 하

는 일이 가능하다고 설명한다. 구체적인 예시로, 어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충동을

억제하는 일이 유익하다는 사실을 아이들로 하여금 깨닫게 만드는 기술을 사용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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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그는 위와 같은 교육적 원리들은 쉬운 일은 아니지만 모든 단계의 교육에

서 실현가능하다고 믿는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교사들은 학생들에게 올바른 종류의 훈련을 제공해야하며 동

정심과 인내심을 갖춰야 한다(OE: 29). 그가 의미하는 훈련이란 학생들의 자유로운

욕구를 좋은 습관의 습득 혹은 올바른 덕목 함양과 성공적으로 연결하는 교육적 기

술을 바탕으로 한 활동을 의미한다. 한편 동정심과 인내심은 위에서 논한 교사의

학생에 대한 사랑과 동일하다.

둘째, 학생들의 자유로운 욕구를 억압하지 않도록 교육내용과 학생들의 호기심을

연결하는 교육적 기술이다. 이러한 기술의 목적은 자유롭고 즐거운 방법을 통해 학

생들을 지적인 세계에 접속시키는 일이다. 그는 배우고 싶다는 욕구가 학생들 내부

에서 나와야 한다고 생각한다(OE: 211). 교사는 학생들의 배우고 싶어 하는 욕구를

자극할 수 있으며 이는 학습에 대한 자연스러운 유인이 된다. 그에 따르면 바람직

한 교사는 학생들의 지적호기심과 유리된 지루한 수업을 지양하며, 권위를 사용해

그들을 학습하게 만들지 않는다. 권위는 지속적인 학습의 유인이 될 수 없기 때문

이다. 지적 호기심은 활동적인 속성을 가지며, 무엇이든 해보겠다는 욕망을 생성한

다. 그는 교사가 학생들의 지적호기심과 학습동기를 유발할 수 있도록 그들이 열망

할만한 문제를 제시하고 동시에 이를 해결할 수 있다는 희망을 주어야 한다고 주장

한다.

셋째, 학생들의 자유로운 충동을 유용하고 정교한 기술로 변화시키는 교육적 기술

이다. 이러한 기술은 학생들의 본능과 충동을 억압하지 않으며 이를 가치 있게 만

드는 역할을 함으로써 그들의 인격 형성에 영향을 준다. 예를 들어 마음껏 뛰놀고

노래하고 싶은 학생들에게 합창이나 연극을 가르침으로써 그들의 욕구를 정교한 기

술로 변형하도록 도울 수 있다. 이 경우 학생들은 유용한 기술을 얻음과 동시에 자

기효능감을 느낄 수 있기에 바람직한 인성함양에 도움을 준다.

마지막으로 학생들이 지식을 쌓아가는 일을 가치 있게 느끼도록 만드는 기술이다.

교사는 학생들에게 이 세상을 이해를 위해 충분한 노력을 요구하는 퍼즐로 여기게

할 수 있어야 한다(OE: 213). 학생들이 퍼즐을 풀 때처럼 새로운 것을 배울 때마다

유쾌하고 즐거울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 이는 다른 말로는 지적모험심이라 표현

할 수 있으며, 학생이 스스로 지식을 형성해 나가고자 하는 정신적 모험이라 할 수

있다. 그에 따르면 교사는 학생들이 지적모험심을 가지고 지식을 쌓으며 순수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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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익한 느낌을 얻을 수 있게 하는 교육적 기술을 습득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동

시에 이러한 교육적 기술은 학생들의 직접적인 본능과 연결되지 않는 지루함을 참

는 인내심과 같은 지적덕목을 함양하는 데도 도움을 주기에 필요하다. 한편 이는

두 번째 기술인 지적호기심과 교육내용과 연결시키는 교육적 기술과 그 목적이 동

일하다. 학생들을 자발적으로 지적인 세계를 탐구하도록 지적으로 고양시키기는 일

이 목적인 기술이다.

교사의 애정과 교육적 기술에 대한 강조는 학생들이 교육을 통해 사랑으로 격려되

고 지식으로 인도되어야 한다는 Russell의 기본적인 교육사상에서 비롯된다. 그는

교육에 있어 “과학이 없는 사랑은 허무하고 사랑이 없는 과학은 파괴적이다(OE:

193).”라고 하였다. 여기서 사랑은 학생에 대한 애정이며 과학은 지식, 좀 더 교육적

인 맥락으로 해석하자면 교육적 기술이라 할 수 있다. 교육적 기술이 담보되지 않

은 학생에 대한 사랑은 체계적이고 지속적일 수 없기에 허무하게 느껴지며, 학생에

대한 애정이 없는 교육적 기술은 그들에 대한 존중이 결여되어 있기에 파괴적으로

여겨질 수밖에 없다. 교사의 애정과 교육적 기술을 중시한 그의 견해는 인성교육에

서 바라보는 교사의 자질 혹은 역량에 의미 있는 관점을 제시한다.

연구자는 특히 교육적 기술에 대한 그의 견해가 인성교육에 중요한 함의가 있음을

강조하고자 한다. 이는 교과교육과 같은 학교교육 전반에 활용될 수 있으며 동시에

그가 제시한 다른 자질인 학생에 대한 애정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가 제시

하는 교육적 기술은 학생들에 대한 존중을 바탕으로 하며, 교육의 실효성까지 높일

수 있는 두 목표를 동시에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제공한다. 학생들의 자

연스러운 지적호기심을 존중하고 이를 실제 수업내용과 연결시키기 위한 교사의 노

력과 수업기술은 인성교육을 하는 교사들이 갖춰야할 자질로서 강조되기에 충분하

다. 한편 이러한 교육적 기술은 앞으로 제시할 함의인 인성교육과 교과교육의 연계

성 강화와도 깊은 관련이 있기에 다시 논의할 것이다.

3) 교과교육과의 연결 강화

Russell 교육론은 인성교육과 교과교육의 연결을 강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함의를

도출할 수 있다. 그의 교육론은 학생들의 인성함양을 토대로 한 교과교육의 원리를

제시함으로써 두 교육의 연결성을 강화한다. 우선 Russell 교육론에서 발견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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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교과교육의 원리들을 살펴본 뒤, 인성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교과교육

에서 인성함양을 지향하는 원리가 강조되어야 하는 이유를 밝힐 것이다. 이어서 국

내 인성교육 현황에 비추어 Russell 교육론이 갖는 시사점을 논하고자 한다.

Russell 교육론이 제시하는 올바른 인성함양을 위한 교과교육의 원리는 무엇인가?

첫 번째는 교과교육은 교육의 내재적 목적을 지향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앞서

사상적 배경에서 살펴본 자유교육이 추구하는 내재적 목적과 동일하다. 자유교육의

목적은 교육 그 자체이며, 인간의 합리적 마음의 개발임을 확인하였다. Russell 교

육론의 지식교육 또한 지식 그 자체를 목적으로 삼는다. 지식교육은 순수하게 지적

세계를 탐구하는 활동이 되어야 한다. 학생들의 지적 호기심을 자극하고 이를 스스

로 혹은 학습을 통해 충족하도록 이끄는 일이 지식교육의 목적이다.

따라서 성적이나 입시와 같은 외재적 목적이 교과교육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

다. Russell은 올바른 지식교육을 위해 경쟁은 최소화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지나친

경쟁은 학생들의 감성과 지성을 희생시키며 의지만 과도하게 키우는 결과를 낳기

때문이다. 동시에 외재적 목적을 지나친 추구할 경우 학생들에게 학습에 대한 혐오

감을 유발할 수 있다. 이러한 혐오감은 학생들의 지적호기심과 자발적인 욕구를 말

살할 수 있기에 극히 해롭다. 자유를 중시한 Russell은 학습은 학생들의 자발적 욕

구를 통해 이루어져야함을 강조하였다. 교과교육이 외재적 목적으로 점철될 경우

학생들의 자발성에 기초한 인성함양은 실현이 어려워진다.

결국 Russell이 제시한 지식교육의 원리에 따르면 교과교육은 내재적 목적을 추구

함으로써 학생들에게 지성과 인성을 함께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

즉, 교과교육에 있어 지적세계의 탐구를 통해 학생들의 지적 성장을 추구할 경우에

만 그들의 인격적 성장을 함께 지향할 수 있게 된다.

두 번째는 교과교육은 학생들의 자유로운 욕구와 지적호기심을 존중해야 한다는

원리이다. 이는 교육에서 많은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그의 관점에 근거한다. 학

생들이 자발적인 욕구로 적극적으로 학습에 참여할 때 피로도가 감소하고 학습능률

은 증가한다. 따라서 교사들은 학생들의 지적호기심과 수업내용을 연결하고 동시에

이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 또한 교육해야 한다. 동시에 학생에게 실제적인

즐거움을 줄 수 있는 지식을 제공하는 일이 중요하다. 그에 따르면 전통적인 교사

들은 무의미한 지식을 제대로 전달하는 방법을 모른 채 학생들이 본능적으로 학습

을 싫어한다고 여기는 경우가 많았다. 교사들은 교과교육에서 학생들의 자연스러운



- 99 -

욕구와 충동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숙고해야 하며, 그들의 본능과 지식습

득을 유용한 일들과 연결하는 기술을 익혀야 한다.

위와 같이 Russell의 교육론에서 도출한 교과교육의 두 가지 원리는 학생들의 호

기심과 흥미에 대한 교사의 존중을 바탕으로 함으로써, 그들의 인성함양을 지향한

다. 이러한 교육적 배려는 수업 전반에 걸쳐 학생들에게 전달된다. 학생들이 추구하

는 눈에 띄지 않는 목적을 위해 그들이 필요한 요소들을 숙고하고, 이를 제공하고

자 노력하며, 힘을 북돋워주는 교사의 태도는 학생들을 올바른 인성으로 자연스럽

게 인도할 것임은 분명하다. 이는 앞서 도출한 세 가지 원리와 더불어 바람직한 교

사의 자질인 교육적 기술과도 연결되는 원리들이다.

그렇다면 인성함양을 추구하는 교과교육의 원리가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교과

교육은 학교 교육과정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활용하지 않은 인

성교육은 일회성에 그치기 쉽고 지속적․체계적인 인성교육을 시행하는 데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교과교육의 원리가 중요한 이유를 밝히기 위해 현장에서 인성교

육을 실현하기 어려웠던 이유를 분석하고 이에 대한 기존의 대안은 무엇이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작업은 인성함양을 지향하는 교과교육의 원리가 현장에

중요한 의미를 제공한다는 근거를 명확히 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우리의 교육현장에서 인성교육의 실현이 어려웠던 까닭은 무엇인가? 그 원인을 학

교 교육과정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교과교육 측면에서 분석할 수 있다. 조난심

(2013)은 인성교육 실현이 어려웠던 이유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53) 첫째, 학

교 교육이 인성교육이 아닌 입시교육 위주로 이루어져 왔다. 특히 상급학교로 갈수

록 교육의 초점 전체가 입시로 맞춰져 교육의 다른 목적들은 모두 불필요한 것으로

여겨진다. 경주마처럼 달리는 학생과 학부모에게 인성교육은 요구하기 어려운 과제

가 되어버렸다. 이러한 분석은 앞서 살펴본 Russell의 교과교육 원리 중 첫 번째 원

리와 동일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 교과교육이 지적 탐구라는 내재적 목적보다는

입시라는 외재적 목적을 토대로 시행되고 있는 것이다.

53) 김재춘 외(2013)는 인성교육의 실패 원인을 학교 요인, 가정 요인, 사회 요인으로 나누

어 제시하고 있다(김재춘 외, 2013: 27-40). 연구에서 실시한 델파이 조사에 따른 인성교

육 실패 요인의 구체적인 항목은 다음과 같다(김재춘 외, 2013: 27).

- 성적/지식/결과/경쟁/시험 중심 입시교육

- 인성교육에 대한 인식 및 의식 부족

- 인성교육에 대한 교수학습 전략 및 방법 부족

- 교육과정체제의 문제(교육내용 과다, 학급당 학생 수 과다 등으로 인성교육 시간 및

기회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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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도덕과를 제외한 교과들에서 인성교육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경향이 있다.

교과교육은 입시라는 거대한 과업 하에 평가를 위한 지식의 전달 혹은 전수만을 자

신들의 직무로 생각하고 인성함양에는 소홀했다. 도덕교과만으로는 학교 내 인성교

육의 활성화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도덕교과가 차지하는 시간은 초․중 공통

교육과정 중 주당 1~2시간에 불과해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이다(조난심,

2013: 103).

셋째, 교과수업 운영의 관행이 교과마다 습득할 수 있는 인격적 가치에 대한 경험

과 거리가 멀다. 교과수업은 많은 경우 학생들의 충분한 이해를 담보하지 않은 채

진도 맞추기에 급급하며, 학생들에게 무조건적인 지식 암기를 요구하는 수업으로

진행되는 경향이 있다(조난심 외, 2004; 재인용 조난심, 2013: 103). 교과수업 안에서

이루어지는 지식의 분절화와 그것의 전달로 인해 학생들의 감성적․인성적 체험 및

공감경험은 불충분한 상태이다(김재춘 외, 2012: ⅲ). 이는 Russell이 주장했던 학생

들의 자유로운 욕구와 지적 호기심을 존중하는 두 번째 원리와 관련된 분석이다.

현재 우리의 교육현장에서도 이러한 현상은 극복하지 못한 인성교육 실패의 원인으

로 분석됨을 확인할 수 있다.

넷째, 교과교육 평가의 관행 또한 선택형 혹은 지필평가로 이루어져 인성함양을

도모하기 어려웠다. 교과교육의 평가가 표준화된 절차로 진행됨에 따라 역으로 교

과 수업이 평가중심으로 견인되는 현상이 발생하기도 하였다(조난심, 2013: 104). 평

가할 수 있는 정보와 지식의 전달이 수업의 중심이 되기에 교과교육이 본래 달성해

야 할 교과에 대한 흥미와 태도, 교과와 자신의 삶과의 관련성에 대한 성찰 등의

고원한 목표들은 놓치게 된다. 평가와 입시가 불가분의 관계인만큼 이는 지식교육

에 있어 외재적 목적을 설정하고 추구하는 현상과 일맥상통하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어떠한 대안이 모색되어 왔는가? 현재 우

리 교육현장에서는 실효성 있는 인성교육을 시행하기 위해 교과수업보다 교과 외

활동에 초점을 맞추는 현상이 두드러진다. 교과교육에서는 인성함양을 추구하기 어

렵다고 간주되기에 교과 외 활동에 중점을 두어 인성교육을 실현하고자 하는 것이

다. 실제 현장의 인성교육은 창의적 체험활동이나 학생자치활동, 스포츠클럽활동 등

과 같은 교과 외 활동에서 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경향이 있다. 초등학교 현장의 인

성교육 우수 실천사례를 선정․분석한 유병열(2015)의 연구54)에 따르면, 현장에서의

54) 유병열(2015)은 “주제의 참신성․독창성․시의적절성(20%), 연구 설계 및 방법의 타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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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성교육은 교육활동 유형에 따라 창의적 체험활동을 통한 교육 60%, 생활지도를

통한 교육 20%, 도덕과 교육 10%, 도덕과 이외의 관련 교과 교육 10%인 것으로

분석되었다(유병열, 2015: 310). 이처럼 인성교육이 교과 외 활동으로 편중되고 있는

현상은 기존의 교과수업이 인성교육과는 거리가 멀었다는 인식과 비판의 반증이라

할 수 있다(조난심, 2013: 102; 정창우, 2015: 279).

그렇다면 이처럼 주로 교과 외 활동을 통해 인성교육을 추구하는 방향에는 문제점

은 없는가? 인성교육이 교과 외 활동에 편중되는 현상은 지속적․체계적인 인성교

육을 실현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비판을 받는다. 유재봉(2016)은 교과교육이 학교 교

육과정의 대부분을 할당하고 있기에 이를 제외한 별도의 인성교육은 불가능하며,

만약 가능하더라도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기 때문에 교과교육을 중심으로 한 인성교

육을 추구해야한다고 주장한다(유재봉, 2016: 112). 동시에 현재 국내 인성교육의 접

근 방식이 심층적․체계적이기보다는 표층적․대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비

판한다(유재봉, 2016: 105). 그는 급박한 사회적 요구에 따라 가시적인 결과를 빠른

시기 내에 도출할 수 있는 실천중심 인성교육을 강화하였기 때문에 이 같은 현상이

야기되었다고 분석하였다.

조난심(2013) 또한 인성교육이 교과교육에서 실현되지 못할 경우 이는 결코 체계

적이고 지속적일 수 없기에, 교과 수업을 통한 인성교육의 구현 방안은 반드시 검

토되어야 한다고 지적한다(조난심, 2013: 101). 그는 인성교육을 위해 별도의 부가적

인 시간이나 프로그램 및 활동을 마련하는 정책적 노력으로 인한 소모를 중지해야

한다고 덧붙인다(조난심, 2013: 107).

결국 인성교육 활성화라는 국민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교과교육을 비롯하

여 교과 외 활동에 이르기까지 모든 측면에서 포괄적 접근이 이루어져야 한다(정창

우, 2015: 204). 이에 따라 인성교육이 교과 외 활동으로만 쏠리는 현상에 대한 우려

와 함께 교과수업을 통한 인성교육 구현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주장이 다수 존재

한다(조난심, 2013; 박종덕, 2014; 이재호, 2014; 김선영, 2015; 유재봉, 2016; 배은

미․강현석, 2017, 이성흠․김진규․윤초희․홍정근, 2017). 따라서 학교교육 과정의

(30%), 연구내용의 충실성과 논증 및 구성의 우수성(30%), 연구 결과의 효과성 및 일반

화 가능성(20%)”을 기준으로 “2009년부터 2014년까지의 기간 동안 바른 인성교육 실천사

례연구대회 전국대회 입상작 및 시․도교육청 우수작 중 기존 선행연구(유병열 외, 2012)

에서 선정한 사례들을 재검토, 취사선택하면서 한국교총 현장교육연구대회의 인성교육

관련 우수 연구물 및 우수 사례 보고서 등”을 더해 총 100편의 사례를 선정․분석하였다

고 밝히고 있다(유병열, 2015: 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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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을 할당하고 있는 교과교육에서 인성함양을 지향하는 일은 인성교육의 실현

을 위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종합하자면 현재의 교육적 상황에서 인성함양을 지향하는 지식교육 혹은 교과교육

은 지속적으로 추구해야할 목표임은 틀림없다. 교과교육은 인성함양을 지향하는 교

육원리를 실천함으로써 인성교육 또한 도모해야 한다. 교과수업은 학교수업의 대부

분의 시간을 할당하고 있어 인성교육이 체계적․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조건

을 충족하기 때문이다. Russell 교육론은 인성함양을 지향하는 교과교육의 원리들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오늘날 인성교육의 방법적 측면에서 중요한 함의를 제공할 수

있다. 내재적 목적에 따라 학생들의 자연스러운 욕구와 지적 호기심을 존중하는 교

과교육의 원리를 추구할 때 그들의 올바른 인성함양을 달성할 수 있으리라 기대되

기 때문이다.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그가 제시한 교과교육의 원리들은 학생들의 호기심과 흥

미, 본능과 욕구를 존중하는 교사의 교육적 배려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그들의

자연스러운 인성함양을 도모하기에 충분해 보인다. 올바른 교과공부를 통해 자연스

럽게 함양된 인성은 학생들이 겪는 일상의 도덕적 상황에서 발휘될 수 있을 것이

다. 학교 교육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교과교육이 인성교육과 유리된 방식으로 시행

되고 있는 상황에서 학생들의 인성함양을 도모하는 일은 어불성설일 것이다. 교과

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인격적으로 성숙해지는 경험을 할 수 있는 지를 늘 염두 하

면서(조난심, 2013: 114) 그의 교과교육 원리를 현장에 적용하기 위해 노력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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Ⅹ. 결론

본 연구는 Russell 교육론이 갖는 인성교육적 함의를 밝히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우선 사상적 배경을 바탕으로 그의 교육론을 분석하고 교육원리를 도출하였다. 이

어서 도출한 교육원리가 그의 인성교육에 적용되고 있는 지점들을 확인한 뒤, 최종

적으로 그의 교육론이 갖는 인성교육적 함의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연구자는 두 가지 작업을 진행하였다. 우선 Russell 교

육론에 제시된 견해들을 학문적으로 입증하는 작업이다. 그의 교육론은 과학적인

조사를 통한 입증 과정을 거치지 않았기에 가설로서만 받아들여야 한다는 평가를

받기도 한다. 그가 교육론을 집필한 당시는 심리학이 태동하고 있던 시기라 근거로

제시할 수 있는 연구가 거의 없었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입증 작업을

대신하여 한계를 보완하고 그의 이론과 관련된 현행연구들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다른 하나는 교육적 당위와 가치를 담은 그의 주장을 해석하고 새롭게 제안하는 작

업이다. 그의 이론은 교육에 있어 전통적인 철학의 토대를 구축하는 역할을 수행한

다는 평가를 받기도 한다. 당위에 해당하는 그의 견해들은 따로 제안하여 인성교육

의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론에서는 Russell 교육론을 교육목적 및 원리, 교육원리가 적용된 인성교육 측면

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그는 교육의 목적이란 이상적인 성격 요소를 갖춘 사람을

양성하는 일이라 주장했다. 그가 제시한 이상적인 덕목은 활력, 용기, 감수성, 지성

이다. 활력은 생리적인 요소로 삶의 즐거움과 지속적인 배움을 이어갈 수 있게 하

는 요소이다. 용기는 불합리한 공포를 극복하여 즐겁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 덕

목이다. 동시에 학생들이 관습이나 사상과 같이 다수가 만들어내는 문화에 휩쓸리

지 않고 자신의 신념을 확고히 하도록 만들어, 그들의 지성을 자유롭게 하는 기초

가 된다. 감수성은 정서적인 의미로 공감과 같은 적절한 반응을 불러일으키는 덕목

이다. 지성은 지식의 추구와 비판적인 수용 태도와 관련된 덕목이다. Russell은 학

생들을 이 네 가지 덕목을 갖춘 사람으로 교육할 경우, 그들을 사상이나 관습의 속

박에서 벗어난 진정한 지성의 자유를 획득한 행복한 개인들로 양성할 수 있게 되어

세계대전과 같은 광폭한 역사는 반복되지 않을 것이라 믿었다. 이어서 그가 의미하

는 교육일반은 인성교육을 기초로 하고 있음을 논증하였다. 그는 교육일반의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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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덕목함양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는 교육일반에 대한 그의 관점이 덕교육적 접근

에 속함을 의미한다. 덕교육적 접근은 인성교육의 주요관점이므로 그가 뜻하는 교

육일반이 인성교육을 전제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Russell 교육론의 원리로 자유 존중의 원리, 무조건적 애정의 원리,

본능 개발의 원리를 포함하여 모두 세 가지를 도출하였다. 자유 존중의 원리는 교

육적 통제와 지적인 속박으로부터 학생들의 자유를 추구한다. 이와 더불어 그는 자

유를 정도의 문제라 생각하고 자유와 훈육을 조화로운 교육방법으로서 제시하였다.

무조건적 애정의 원리는 교육에 외재적 목적을 설정해서는 안 되며, 학생들에게 무

조건적인 애정을 가져야 한다는 원리이다. 본능 개발의 원리는 학생들의 자유로운

본능을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개발해야 하며, 놀이와 공상 등을 통해 아동들이 그

들의 자유로운 본능을 발산하도록 이끄는 원리임을 확인했다.

이어서 그의 인성교육을 살펴봄으로써 교육원리들의 적용을 확인하였다. 구체적으

로 살펴본 인성교육 영역은 평화교육, 성교육, 지식교육이다. 그는 세 개 영역에 있

어서도 자유 존중의 원리를 일관적으로 적용했다. 평화교육에서 그는 아동들이 지

적인 자유를 얻음으로써 비합리적 신념과 공포심을 극복해야 한다고 주장했음을 알

아보았다. 이어서 올바른 성의식을 갖기 위해 부모와 교사부터 성에 대해 편견을

갖지 않고 학생들이 자유로울 수 있도록 교육해야 한다는 그의 견해를 확인하였다.

그는 지식교육에서도 자유 존중의 원리를 적용하여, 학생들의 자유를 억압하는 그

들의 흥미와 동떨어진 수업은 지양해야 한다고 보았다. 교사는 학생들의 자유로운

본능인 지적호기심을 수업내용과 반드시 연결함으로써, 학생들의 지적 자유를 존중

할 필요가 있다는 그의 주장을 살펴보았다.

이상과 같이 Russell 교육론의 분석을 바탕으로 도출한 그의 교육론이 갖는 인성

교육적 함의는 목표 설정 차원, 내용 구성 차원, 방법 설정 차원으로 제시되었다.

우선 목표 설정 차원의 함의로서 그의 교육론은, 덕교육적 접근과 활력 덕목을 강

조하는 근거를 제시할 수 있다고 보았다. 덕교육은 바람직한 인성이 덕을 구유함으

로써 이루어진다는 관점이다. 그는 학생들이 교육을 통해 이상적인 성격의 구성요

소인 네 가지 덕목을 함양해야 하며, 이를 교육의 목적이라 보았기에 그의 이론은

덕교육 접근임을 확인하였다. 그가 제시한 네 가지 요소 중 활력의 중요성을 살펴

보고 이는 앞으로 더 연구되어야 하며 강조되어야 할 덕목임을 확인하였다.

다음으로 내용 구성 차원의 함의는 그의 교육론이 인성교육에서 성교육 비중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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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성은 우리 삶과 불가분의 관계이다. 그는

인성교육에 성교육을 포함하였으며, 인성교육에 있어 성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였

다. 올바른 성의식이 부재한 인성이란 성립할 수 없기에 일상의 성문제 맥락 안에

서 구체적으로 요구되는 인성요소를 교육할 필요가 있다. 그의 이론은 인성교육에

서 성교육 비중 확대를 위한 논거가 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방법 설정의 차원에서 그의 교육론은 첫째, 인성교육의 방법에서 자유

와 훈육을 조화시키는 바람직한 방향을 제공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는 아동의 자

유를 절대적으로 존중해야 하나 이는 적정한 정도가 정해져있다고 생각했다. 동시

에 훈육을 할 때에도 학생들을 존중하고 그들의 내면에 상처를 남기지 않아야 한다

고 강조하였다. 그가 의미하는 자유는 아동의 욕구와 충동을 억압하지 않고 바람직

한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는 자유이며, 훈육은 자신의 내부로부터 행하는 자아훈련

을 뜻하는 훈육이다. 그의 입장에 근거해 볼 때 자유와 훈육 간의 조화는 성립이

가능하며, 향후 인성교육은 이러한 관점에 토대를 둘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둘째, 교사의 애정과 교육적 기술의 역할을 강조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Russll은

교사들이 학생들에 대한 무조건적인 애정을 가지고 그들을 목적으로 대하기를 희망

했다. 동시에 그는 교사들이 학생의 자유로운 충동을 좋은 습관으로 발현시킬 수

있는 교육적 기술을 습득함으로써 학생들의 자유를 존중해주길 바랐기에, 교사의

애정과 교육적 기술을 교사의 자질로서 논하였다. 연구자는 특히 여러 가지 교육적

기술들은 인성교육을 목표로 하는 교사에게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자질임을 강조하

여 논의하였다.

셋째, 인성함양을 지향하는 교과교육의 원리를 제시함으로써 인성교육과 교과교육

의 연결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그는 올바르게 자란 어린이의 경우 추가적

인 인성교육이 아닌 지식교육만으로도 충분히 올바른 인성을 도모할 수 있다고 보

았을 만큼 인성교육에 있어 지식교육을 중요하게 여겼다. 교과교육이 학생들의 인

성함양을 지향하기 위해서는 입시와 같은 외재적 목적을 추구해서는 안 되며, 교과

수업의 내용과 학생들의 지적호기심을 연결할 필요가 있다. 교과교육을 통한 인성

교육은 반드시 추구되어야할 목표이기에, 그의 이론은 인성함양을 추구하는 교과교

육의 원리를 제시하여 이를 도모하고 있다는 함의를 갖는다.

본 연구의 목적은 Russell 교육론을 분석하여 그것이 오늘날 인성교육에 갖는 함

의를 도출하기 위함이었다. 여러 가지 사회문제로 인해 인성교육에 대한 관심과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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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는 지대한 상태이며, 다수의 연구자들이 실제적이고 효과적인 인성교육을 위해

의미 있는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본 연구는 Russell 교육론을 바탕으로 인성교육의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여 위와 같은 연구 노력에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Russell은 교육을 통해 어린이들과 젊은이들이 진정한 자유를 얻고 행복해지기를

희망했다. 이들을 사랑으로 격려하며 지식으로 인도하는 교육이 그가 진정으로 추

구했던 바이다. 그의 교육관은 현재에도 지향할만한 가치를 지니며 인성교육을 위

한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그의 생애를 이끌었던 세 가지 열정인 사랑, 지

식에 대한 탐구, 인류애를 생각하며 본 연구를 통해 학생들이 자유롭고 행복한 진

정한 인성교육 실현에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기를 바라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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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Educational Theory 

of Bertrand Russel

Cho Miseo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educational theory of Bertrand Russell and 

to derive the implications of character education in his educational theory. To this end, 

the ideological background of his educational theory was examined, and his theory of 

education was analyzed. It is tried to propose implications of character education based 

on the analysis. 

 His theory of education is receiving contradictory evaluations at the same time: it 

contains a clear perspective and insight into education, or it should be accepted only as 

a hypothesis because it lacks scientific proof. In analyzing his theory of education, this 

paper proceeded both processes of establishing the academic basis of theory and 

proposing his argument for educational merit. 

 First, the researchers analyzed the philosophical background of Russell's theory. In 

order to analyze his theory of education, which emphasized freedom in education, it is 

necessary to review his liberalism and the concept of freedom in education. In order to 

analyze the concept of freedom in education, the concepts of freedom in child-centered 

education and that in liberal education were compared. Russell, who passed through the 

era of world wars, saw education as an essential condition to achieve the peace. Since 

peace played an important role in the background of his education and the purpose of 

education, in this paper the notion of pacifism and peace education that he had 

advocated were investigated. 

 In the body, Russell's theory of education was reviewed in terms of the educational 

purpose and principle, and the character education. He observed that the purpose of 

education was to cultivate virtues that would be the ideal character elements whi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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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uld be necessary for students to become citizens constituting a happy and free 

society. Four virtues-vitality, courage, sensitiveness, and intelligence - are the basis to 

grow up to be a happy citizen with free intelligence. At the same time, by analyzing 

the purpose of education, this paper showed that his general education presupposed 

character education. Three core principles of Russell's theory of education such as 

respect of freedom, unconditional affection, and instinct development were reviewed.

 The specific education areas for identifying his character education are peace education, 

sex education, and intellectual education. It was fond that the principle of respect for 

freedom was applied to all the areas of education in common, and the principles of 

affection and instinct development were included. 

 The implications of Russell 's educational theory derived from this paper were 

presented from the dimension of goal setting, content composition and method setting. 

First of all, as from the dimension of goal setting, we can emphasize the approach of 

virtue education, especially the vitality virtue. In particular, it was discussed that the 

vitality that he had proposed would be the more emphasized as an important virtue. 

 Next, from the dimension of content composition, it can be the ground for expanding 

the proportion of sex education in character education. It confirmed the necessity of sex 

education which could play an important role in character education discourses.

 Finally, from the dimension of method setting, first it can provide desirable method of 

freedom and discipline in character education. His education theory is meaningful in that 

he set freedom and discipline as  harmonious concepts rather than confrontational ones. 

Second, we can strengthen the role of teachers' affection and educational skills. In 

particular, the paper has addressed that the acquisition of various educational skills that 

he had proposed would be the qualification of teachers that should be emphasized. 

Third, it can suggest the principles of the curriculum which aims to cultivate human 

nature. The paper addressed that his educational theory provided the principle of 

curriculum necessary for systematic and continuous realization of character education.

 This study was to contribute to realization of character education by deriving the 

implications of character education that Russell’s educational theory had. It is hoped that 

the philosophical soil of character education becomes more fertile and the contents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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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ilosophies could be further emphasized and studied in the future, which had not 

drawn as much attention as their importance. It is expected that character education will 

be realized as an education in which students are encouraged and guided to knowledge 

with love. 

Keywords: Russel, Theory of Education, Character Education, Purpose of Education, 

Virtues, Method of Character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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