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홍우(李烘雨)*1)

도덕교육에 관한 Kohlberg의 인지발달적 접근은 그 형식주의적 특징으로 말미암아 도덕성의 형식과 내

용의 관련 문제를 도덕교육의 중요한 이론적 문제로 부각시켰다. 그 이후 도덕교육의 목적이나 성격을 다룬

학위논문들이 Kohlberg 접근의 대안으로 제시하는 통합적 접근 은 내용과 형식의 진정한 통합이 아닌,

Kohlberg의 접근을 포함한 다양한 접근의 가법적 병치를 통합으로 내세운다. 내용과 형식의 진정한 통합은,

성리학의 이론에서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바와 같이, 양자를 동일하지도 않고 상이하지도 않은 관계로, 즉 내용

은 형식의 표현이요 형식은 내용의 표현되기 이전의 표준이라는 관점으로 파악하는 것을 뜻한다. 성리학의

이론은 또한 모든 교육은 도덕교육이며 도덕교육의 이론은 그 자체가 교육의 이론임을 보여준다.

주요어 : 도덕성, 형식과 내용, 성리학, 윤리학, 교육이론

Ⅰ. 序 論

도덕성의 형식과 내용이라는 용어로 규정되는 이 문제는, 그것을 다루지 않고서는 도덕교

육을 의미있게 논의하기가 불가능할 정도로 도덕교육에 관한 가장 근본적인 이론적 문제를 이

루고 있다. 이때까지 도덕교육을 주제로 한 학위논문들은 거의 예외없이 이 문제를 핵심적인

주제로 취급하거나 아니면 연구 주제의 한 부분으로 취급하고 있다. 도덕성의 형식과 내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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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문제는 명백히 철학적 성격을 띠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도덕의 철학인 윤리학 분야의 문

헌에서는, 저자가 특별히 도덕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문제가 그와

같이 명시적인 형태로 논의되는 경우를 찾아보기 어렵다. 얼른 생각하면, 여기에는 충분히 그

럴 만한 이유가 있을 것 같기도 하다. 통념상으로 보면, 윤리학은 성격상 도덕성의 본질을 드

러내는 학문임에 비하여 도덕교육에서의 이론적 관심은 사람을 도덕적인 면에서 훌륭한 인간

으로 만드는 일, 또는 간단하게, 도덕적 인간의 형성에 있다. 이와 같이 두 경우에는 관심의 종

류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도덕성의 형식과 내용이라는 문제가 도덕교육에 관한 논의에서 중요

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고 하여 그것이 반드시 도덕성의 본질을 규명하는 데에 관심을 두는

윤리학에서도 중요하게 취급될 필요는 없을 것처럼 생각될지 모른다.

그러나 관점을 달리하여 보면, 윤리학은 그 본래의 의미에 있어서는 도덕적 인간의 형성 또

는 덕의 추구를 위한 노력으로서의 도덕교육을 설명하는 이론이었다. 윤리학이라는 제목이

붙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책은, 그의 스승인 플라톤의 사상 중에서 윤리학에 해당하는 부분과

마찬가지로, 명백히 도덕교육 —사람을 도덕적인 면에서 훌륭한 인간으로 만드는 일 —에 관

한 논술로 되어 있다.1) 최근에 교육학의 한 가지 관심사로 제안되고 있는 교육윤리학 (林炳德,

1994)은, 이미 상당한 논의가 진행되어 있는 교육인식론 (柳漢九, 1998)과 마찬가지로, 윤리학

이나 인식론의 한 부분이나 유파가 아닌, 그 분야 전체를 망라하는 핵심을 이루고 있다. 흔히

덕윤리학 (virtue ethics)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고 있는 근래의 윤리학의 사조는 도덕교육의 이

론으로서의 윤리학 본래의 모습을 되찾으려는 윤리학 내의 반성과 각성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

인다. (이 방면의 대표적인 학자로 손꼽히는 MacIntyre의 저서 Af ter Virtue는 덕 이후가 아

닌 덕의 추구로 이해되어야 마땅하다.) 이 관점에 의하면, 도덕적 인간의 형성 또는 덕의 추

구에 관한 이론에까지 나아가지 못하는 윤리학은 윤리학의 원래의 모습을 갖추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사정이 그러하다면, 도덕성의 형식과 내용이라는 문제는 그것이 도덕교육에 관한 이론적 논

의의 핵심을 이루고 있었던 만큼, 윤리학에서 명시적으로 거론되어 왔는가의 여부와는 상관없

이, 당연히 윤리학의 중요한 과제로 취급되어야 할 것이다. 약간 과장해서 말하자면, 동서양의

모든 윤리학 이론은 도덕성의 형식과 내용이라는 도덕교육의 핵심 주제를 중심으로 재조직될

수도 있을 정도이다. 똑같은 말을 지식의 이론인 인식론 분야에 대해서도 할 수 있다. 도덕적

인 면에서의 훌륭한 인간이라는 표현에서의 훌륭한 인간은 단일한 총체로서의 인간을 가리

키며, 그 단일한 인격체에서는 도덕적인 면과 지적인 면이 구분되지 않는다. 사실상, 지식이다

도덕이다 하는 것은 그 각각을 다루는 인식론이나 윤리학과 마찬가지로 학문 활동의 편의를

1) 이 글의 논의에 비추어 볼 때,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 사이에 도덕성의 형식과 내용을 관련짓는 방식에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朴相哲, 199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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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구분일 뿐이며, 훌륭한 인간을 총체적으로 특징짓는 지식과 도덕은 별개의 것일 수 없다.

이것은 곧 도덕성 뿐만 아니라 지식에 있어서도 형식과 내용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 그

리고 그것은 사람을 지적인 면에서 훌륭한 인간을 기르는 지식교육의 근본 문제요 따라서

인식론의 핵심적 주제가 되어야 마땅하다는 것을 의미한다(李烘雨, 2000c).

도덕성의 형식과 내용이라는 용어는 도덕성에 형식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과 내용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 들어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말하자면 형식과 내용은 도덕성의 그 두 측면

에서의 추상이다. 형식과 내용이 도덕성의 추상이라는 말은, 다시, 도덕성은 형식과 내용의 결

합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순전히 형식만인 도덕성은 순전히 내용만인 도덕성과 마찬가지로 존

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뜻한다. 이와 같이 도덕성의 형식과 내용은 그 용어 속에 이미 두 측면

이 결합 또는 통합되어야 한다는 가정을 내포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때까지 도덕교

육에서는 도덕성의 형식이나 내용 중의 어느 하나를 위주로, 또는 심지어 어느 하나만을 가르

쳐야 한다는 주장이, 양자를 통합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못지 않게 강하게 대두되어 왔다. 짐작

컨대, 형식과 내용 중의 어느 하나만으로 도덕성이 의미있게 규정될 수는 없지만, 도덕성을 교

육할 때에는 그 두 가지 중의 어느 쪽에 초점을 두어야 하는가 하는 문제가 대두되고 그 중의

어느 한 측면을 선택하는 것이 불가피하게 되는 듯하다. 도덕성의 형식과 내용이라는 문제가

유독 도덕교육에서 중요한 문제로 취급된 것은 아마 이런 사정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이 문제가 본격적으로 논의된 것은 분명히 Kohlberg의 이른바 인지발달적 접근의 출현이

그 계기가 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Kohlberg 자신을 포함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도덕성 발달에

관한 그의 심리학 이론과 그것에 입각한 도덕교육 이론은, 한 마디로 말하여, 도덕성은 내용

이 아닌 형식이요 그 형식을 가르치는 것이 도덕교육이라는 주장으로 이해되었다. 형식을 위

주로 하는 도덕교육은 도덕성의 또하나의 측면을 도외시하거나 배제할 수밖에 없다. Kohlberg

의 이론을 위와 같은 관점에서 비판하는 사람들은 내용 위주의 도덕교육을 해야 한다고까지

주장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도덕교육에서 내용을 원래의 정당한 위치로 되돌려 놓아야 한다

든지 내용과 형식을 통합한 도덕교육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도덕성의 형식과 내용에 관한

논의는 현재 여기까지 와 있다.

이 시점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는 도덕성의 형식과 내용은 각각 무엇을 가리키

며 양자의 통합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 것이다. 가령 Kohlberg의 인지발달적 접

근에서 가르쳐지는 교육내용이 도덕성의 형식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은 과연 어떤 것이며, 또한

그것이 형식의 올바른 의미가 될 수 있는가? 이 나중의 질문은 통합의 의미와 관련되어 있

다. 형식과 내용을 통합한다는 것은 형식도 가르치고 내용도 가르치는 것을 의미하는가, 아니

면 다른 방식의 통합도 있을 수 있는가? 도덕성의 형식이라는 말이 가질 수 있는 의미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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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의 대답 여하에 따라 완전히 다르게 규정될 수 있을 것이다.

도덕성의 형식과 내용의 통합은, 아마 Kohlberg의 인지발달적 접근이 도덕성의 형식을 지향

하는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이겠지만, 그것과 동일하지는 않으면서도 유사한 것으로 생각되는

또 하나의 통합과 관련되어 있다. 그것은 흔히 도덕성의 세 요소로 일컬어지는 인지, 정의, 행

동의 통합, 또는 더 간단하게 지식과 행동의 통합이다. 이 마지막, 지식과 행동의 통합을 두고

말하자면, 이 문제는 이른바 知行合一이라는 형태로 동서양을 통틀어 도덕교육의 항구적인

문제로 논의되어 왔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도덕성의 그 세 요소도 형식과 내용에

못지 않게 도덕성의 추상이며, 따라서 도덕성의 형식과 내용 문제와 동일한 관점에서 고찰될

수 있다는 것이다. 되풀이해서 말하자면, 인지와 정의와 행동은 도덕적 인간 안에서 각각 별도

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덕성을 교육하려고 할 때에는 그 세 요소 사이

의 상대적 지위와 상호관련 문제가 불가피하게 대두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형식과 내용 문제

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그 세 요소가 각각 무엇을 가리키며 그것이 도덕성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는가 하는 것도 그 사이의 상호관련에 비추어 비로소 의미있게 논의될 수 있다.

이상의 논의에 간접적으로 시사된 바와 같이, 이 글에서 문제삼고 있는 도덕성은 훌륭한 인

간을 한정적으로 특징짓는 것이 아니라 포괄적으로 특징짓는다. 도덕적인 면에서 훌륭한 인

간이라는 표현은 훌륭한 인간의 한 가지 유형이나 측면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훌륭한 인간

그 자체를 지칭한다. 도덕성에 인지와 정의와 행동이라는 세 요소가 들어 있고 그것들이 통합

적으로 도덕성을 구성하는 것으로 생각되는 것은 매우 당연하다. 그 세 요소가 아닌 다른 어

떤 방식으로 인간 특성을 파악하더라도 도덕성은 그 모든 바람직한 특성을 포함하는 것으로

생각될 것이다. 이것은 곧 도덕교육이 목적으로 삼는 인간은 교육 그 자체가 목적으로 삼는 인

간과 다를 수 없다는 것을 뜻한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도덕성의 형식과 내용이라는 문제가 도

덕교육에 관한 근본적인 문제라면, 이 문제를 따라가는 것은 비단 도덕교육의 이론이 아닌 교

육의 이론 그 자체에 이르는 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하 이 글에서는 먼저 Kohlberg의 인지발달적 접근으로 대표되는 형식위주의 도덕교육을

고찰하고 난 뒤에 그것에 대한 비판적 주장으로서의 통합적 접근을 고찰하겠다. 물론, 이 통합

적 접근은 형식과 내용, 또는 그와 관련된 것으로 인지와 정의와 행동의 통합을 도덕교육의 타

당한 접근으로 내세우지만, 그 통합의 방식에는 특히 형식과 내용의 통합이라는 관점에서 좀

더 세밀히 검토해 볼 점이 있다. 그리하여 그 다음 절에서는 이때까지의 연구에서 간과되거나

소홀히 취급된 한 가지 관점을 제안하고, 마지막으로 이 글의 논의에서 시사되는 바에 따라 교

육이론의 성격에 관하여 간략하게 언급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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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形式爲主의 도덕교육

흔히 인격교육 연구 (Character Education Inquiry)로 알려져 있는 Hartshorne과 May의 연

구(1928–30)는 그 자체로서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한 세대 후에 대두된 Kohlberg 이론의 소극

적 배경이 됨으로써 더욱 널리 주목을 받았다. 결과적으로 말하자면 그들의 연구는 그 통상적

인 명칭에 맞지 않게 인격의 개념을 부정하였다고 말할 수 있다. (그 연구의 원래 제목은 인

격의 본질에 관한 연구 — S tudies in the N ature of Character — 이며, 그 연구의 결과와 관련

지어 보면, 이 제목은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인격 이 경험적 자료에서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

나는가에 관한 연구를 뜻한다.) 만약 말뜻 그대로 사람의 품격이나 됨됨이를 뜻하는 인격이

라는 것이 실지로 존재한다면, 예컨대 정직이라는 인격적 특성은 일상의 사태에서 비교적 일

관성있게 표현되어야 할 것이다. Hart shorne과 May는 인격에 관한 이 통념상의 추론이 경험

적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가를 조사하였다. 연구자들은 8세에서 16세에 이르는 아동 만 명을

대상으로 하여 정직성, 협동, 자제력과 같은 인격적 특성(즉, 도덕성)이 표현될 수 있는 사태를

실지 사태와 가장 가깝게 만들어 주고 그 여러 사태에서의 행동이 어느 정도의 상관관계를 보

여주는가를 조사하였다.

그들이 수집한 자료는 위의 통념을 만족스러울 정도로 지지하지 않았다. 구체적으로 그들이

내린 중요한 결론은 두 가지였다. 첫째로, 한 개인을 두고 생각해 볼 때, 예컨대 정직과 부정직

은 연속선의 양 극단이며, 정직성은 한 개인 안에 정상분포를 이루고 있다. 사람들은 누구나

약간은 정직하고 약간은 부정직하며, 대부분의 경우에 약간씩 정직하고 부정직하지만 매우 정

직하고 매우 부정직한 경우는 드물다. 둘째로, 연구자들이 특히 강조한 결론으로서, 도덕성은

개인의 일반적 특성이 아니라 상황에 따른 특수적 반응이다. 정직한 사람과 부정직한 사람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 사태에 따라 정직하기도 하고 부정직하기도 하다. 그리고 한

사람이 특정한 사태에서 정직하거나 부정직하다면 그것은 그 사람의 인간됨 때문이 아니라

그 사태의 상황적 조건이 그로 하여금 정직하거나 부정직하도록 만들기 때문이다, 등등.

연구자들이 이 둘째 결론을 특히 강조한 것은 그것이 인격이나 도덕성에 관한 종래의 통념

에 배치되기 때문이다. 그들의 그 결론에 의하면, 인격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사태에

따라 도덕적인 것으로 또는 비도덕적인 것으로 나타나는 특수적 반응의 집합을 지칭하는 용어

이다.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이 다양한 행동적 반응은 또한 정직, 친절, 애국 등등의 다양한 도

덕적 특성(즉, 덕목)을 표현한다. 그리하여 한 개인에 있어서의 도덕성의 비일관성은 사태 사

이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세부적인 덕목 사이에도 존재한다. 예컨대 정직이 요구되는 사

태에서 도덕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이라고 하여 친절이 요구되는 사태에서도 마찬가지로 도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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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행동을 하리라는 보장이 없는 것이다. 결국, Hartshorne과 May의 연구에서 드러난 인격

의 본질은 이와 같이, 한 개인이 구체적 사태에서 특정한 덕목과 관련하여 나타내는 특수적

반응의 집합체라는 것이다. 분명히 말하여, 이것은 사람의 됨됨이라는 뜻의 인격을 말할 때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정반대 쪽을 가리킨다고 말해도 좋을 정도로, 거리가 멀다. 보

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인격은 모든 훌륭한 생각과 말과 행동이 흘러나오는 주관적 원천으로서

의 마음가짐이며, 이것은 모든 덕목을 한꺼번에 포함하고 있고 또 덕목과 사태의 차이에 관계

없이 일관성있게 표현된다. 인격자라는 말은 이런 상태에 이른 사람을 지칭하며, 인격을 함양

한다는 것은 이런 상태에 도달하려는 노력을 기울인다는 뜻이다. Hart shorne과 May의 인격교

육 연구가 인격의 개념을 부정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인격함양 또는 도덕교육에서의 Kohlberg의 인지발달적 접근은 Hartshorne과 May의 연구가

시사하는 것을 그것의 정반대되는 위치로 되돌려 놓으려는 시도를 나타낸다고 말할 수 있다.

이 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인격의 개념과 표현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 Hart shorne과 May

가 인격의 본질을 밝히기 위하여 조사한 것은 사실상 인격의 표현이다. 인격의 표현은 어디

까지나 인격의 개념의 표현이며 개념은 표현을 통해서만 확인되는 만큼 개념과 표현이 완전히

다른 것일 수는 없지만, 또한 표현은 개념의 불완전한 유사품에 지나지 않으며, 따라서 인격의

표현이 곧 인격의 개념이라든지 인격의 표현 이외에 따로 인격의 개념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 점은 특히 Hartshorne과 May의 연구에 적절하게 들어맞

는다. 그 연구가 시사하는 도덕교육에의 접근에 대한 Kohlberg의 대안, 그리고 다시 Kohlberg

의 인지발달적 접근에 대한 비판과 대안이 대두된 현 시점에서야 할 수 있는 생각일지 모르지

만, Kohlberg의 입장에서는 겨우 열 살 안팎의 아동들에 나타나는 인격의 표현으로 인격의

개념을 규정하거나 인격의 표현으로 인격의 개념을 대치하려고 한 Hartshorne과 May의 사고

방식에 능히 의문을 제기했을 법하다. 위에서 대체로 규정한 인격의 통념— 그것은 인격의 개

념으로서 결코 그릇된 것이 아니다—에 완전히 부합하는 인격자는 우리 주위의 어디서도 찾

아보기 어렵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인격의 개념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며, 그와 마찬가지로 그

것에 도달하려는 노력으로서의 도덕교육이 무의미해지는 것도 아니다. (완전한 인격자는 아니

지만, 우리는 누구나, 심지어 열 살 안팎의 아동들조차도, 조금씩은 그 특징을 갖추고 있으며

그만큼 우리는 누구나 인격자이다.)

Hartshorne과 May 자신은 인격의 본질을 객관적으로 —말하자면, 특정한 이론적 편향에 얽

매임이 없이—규명한다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사실상 그들은 그 당시의 지배적인 이론적 취

향을 따르고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그 당시의 이론적 취향은 흔히 행동주의 —특히 방법론적

행동주의와는 구분되는 형이상학적 행동주의 2) —라는 용어로 대표되는 바와 같이, 행동(표현)

이 곧 마음(개념)이며, 행동 이외에 따로 마음이라는 것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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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러한 취향, 또는 약간 거창한 말로 세계관은 그 당시 뿐만 아니라 오늘에 이르기까지, 개념—

즉, 표현에 앞서서, 그리고 표현과 떨어져서 존재하는 것으로 생각되는 공허한 관념 —에 대하여 정

서적인 불신과 거부반응을 보이는 많은 사람들에게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

에, 특히 도덕교육과의 관련에서 보면, Hartshorne과 May의 연구 결과와 인격에 관한 통념 사

이의 불일치는 표면적인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다. 오늘날에도 여전히 도덕교육에서

는 아는 것 또는 지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행동이 중요하다는 것이 도덕교육에 관한 지배적

인 관점을 이루고 있다. 여기서 아는 것 또는 지식이라는 것은 예컨대 정직, 친절, 애국 등과 같

이 학교의 도덕수업 시간에 권장되는 덕목들에 관한 지식—그런 것들은 도덕적으로 옳은 것이

다, 등등—을 가리킨다. Hartshorne과 May가 이런 종류의 지식을 가르치는 것이 인격교육의

방법이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았겠지만, Kohlberg의 인지발달적 접근 같은 것은 그들의 사고체

계로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을 것이다.

Kohlberg의 인지발달적 접근은 그의 이론이 한국에 소개된 1970년대 초반 이후 얼마 동안 도

덕교육에 관한 모든 사람들의 사고를 강하게 사로잡았다. 그 당시의 형편으로 보면 Kohlberg가

덕의 보따리식 도덕교육 (bag of virtues approach)이라는 야유조의 이름으로 부른 전통적 도덕

교육—우리의 용어로서는 차라리 도덕교과서식 도덕교육—이 우리가 알고 있던 거의 유일

한 도덕교육이었다. 말하자면 그것은 학교의 도덕수업을 통해서건 일상생활을 통해서건 특정

한 덕목을 부각시키는 도덕적으로 옳은 이야기를 학생들에게 들려주고 실지 사태에서 그 덕

목을 실천하도록 권유하는 그런 방식의 도덕교육이었다. Hart shorne과 May의 인격교육 연구

가 보여준 것은, 이런 방식으로 전해받은 덕의 보따리는 이른바 인격의 형성에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들의 연구에서 시사되는 바에 의하면, 도덕교육을 위해서는 인격을 형

성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덕목을 실천하도록—또는 차라리 도덕적 유혹에 빠지지 않

도록—상황적 조건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아이나 어른이나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이 쉽게

도덕적 유혹에 빠지는 것을 너무나 자주 보게 되는 우리의 도덕적 현실에서는 Hart shorne과

May의 사고방식에 마음이 끌리는 것은 어쩔 수 없겠지만, 그들의 연구가 시사하는 것과 같은

상황적 조건을 마련해 주는 것은 엄밀히 말하여 도덕교육이라고 부르기 어려우며, 그것을 도

덕교육의 방법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결국 도덕교육의 실패를 인정하는 셈이 된다.

Kohlberg의 인지발달 접근이 얼마 동안 도덕교육에 관한 사람들의 사고를 강하게 지배한 것은

그것이 진정한 의미에서의 도덕교육—인격의 함양이라는 전통적 의미에서의 도덕교육—을

전통적 방법과는 다른 방법으로 실현할 가능성을 보여 주었기 때문이다.

2) 이 구분에서 전자는 마음이 있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그것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행동을 통할 수밖에 없다

는 입장임에 비하여, 후자는 행동주의를 마음의 의미에 관한 하나의 형이상학 이론으로 내세운다. 이 점에

서 양자는 각각 온건한 행동주의와 과격한 행동주의라고 부를 수도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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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까지 도덕교육에 관한 접근으로서의 Kohlberg의 이론은 주로 가치갈등 분석 모형이라

는 수업 모형으로 교육학 전문 서적에 소개되고 학교교육 현장에서 상당히 널리 실천되어 왔

다. 여기에 비하여 그의 이론을 다룬 학위논문들은 그것을 심리학적 관점에서 취급하여 도덕

성 발달의 관련 변인을 탐색하거나(高載赫, 1987; 金舜泰, 1990), 다음 절에서 고찰할 바와 같

이, 도덕교육에 관한 그의 접근이 형식이나 인지 일변도의 편파적 관점을 제시한다는 점을 근

거로 하여 비판적인 논조로 취급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는 달리, 秋秉完의 학위논문(1987)은

Kohlberg의 이론을 가치교육에 적용할 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하여 그것의 철학적, 심리학적

타당성을 점검하고 구체적인 수업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비록 Kohlberg 이론을 절대 타당한,

유일한 가치교육 방법으로 생각해서는 안된다 (p. 75)는 연구자의 경고가 덧붙여져 있기는 하

지만, 이 논문에는 그 방법의 타당성이 의심의 여지가 없이 드러나 있다.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시피, 그 수업방법은 Kohlberg가 아동에서 성인에 이르기까지 모든 연령층에 걸쳐 도덕성의

발달과정을 연구하는 데에 사용한 바로 그 방법을, 교실수업 사태를 염두에 두고 상세하게 정

련한 것이다. 그 수업방법은 Kohlberg가 주장하는 도덕교육의 인지발달적 접근의 핵심을 전형

적인 형태로 보여준다고 말할 수 있다. 그 수업에서 교사는 Kohlberg가 도덕성 발달 단계를

조사하기 위하여 사용한 것과 동일한 종류의 가치갈등 상황(딜레마)을 제시하고 학생들로 하

여금 자신의 추론에 의하여 독자적 판단을 내리도록 여러 가지 탐색 질문을 하게 되어 있다.

Kohlberg의 도덕성 발달 연구에서와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교사의 주된 관심은 학생들이 어떤

종류의 판단을 내리는가(판단의 내용)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판단을 어떤 근거에서 정당화하

는가(판단의 형식)에 있다. Kohlberg의 대표적 딜레마 이야기인 하인즈 이야기에서 하인즈가

약방 문을 부수고 약을 훔쳐낸 것이 옳은 일인가 아닌가는 전자에 해당하며, 그것이 옳건 그르

건 간에 어떤 근거에서 그러한가는 후자에 해당한다. Kohlberg가 덕의 보따리식 접근이라고

부른 전통적 도덕교육에서는 그것이 옳은 일인가 그른 일인가를 가르쳐주고 그것과 유사한 사

태에서 옳은 일을 하도록 권유하는 것이 교사의 임무로 생각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Kohlberg

의 인지발달적 접근에서 도덕교육은 그 초기 단계에서부터 그러한 딜레마 이야기에 관한 토론

과 숙고를 통하여 점점 더 발달된 근거에 의한 도덕적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으로

된다. Kohlberg 자신이 도덕교육에 관한 초기 견해를 수정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정의공동체

접근 또한 그 근본 성격에 있어서는 이와 다름이 없다(金恒仁, 1994, 그것에 대한 비판으로는

이강빈, 2000).

Kohlberg가 전통적 덕의 보따리식 접근과 자신의 인지발달적 접근을 대비시킴으로 말미암

아 사람들은 도덕성의 내용과 형식의 구분에 주목하게 되였으며, 그에 따라 그 두 측면 사이의

관계가 도덕교육의 중요한 이론적 문제로 부각되었다. 이때까지 이 문제를 다룬 학위논문에서

는 거의 예외없이 내용과 형식을 그 두 접근에서 가르쳐지는 내용으로 규정하고 있다. 예컨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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趙蘭心(1991)은 도덕성의 내용이란 특정한 덕목 혹은 도덕적 가치관 과 같은 실질적인 도

덕적 판단의 내용을 말하며, 도덕성의 형식이란 그 판단을 도덕적이게 하는 형식적 특징 혹은

그러한 판단에 이르는 절차 나 방법 을 지칭한다 (p. 26)는 말로 내용과 형식을 규정하고 있

다. 이와 마찬가지로 朴允明(1997)에 의하면, 도덕성의 내용이란 특정한 도덕원리나 체계를 말

하고, 형식이란 그러한 원리나 체계가 만들어지거나 탐구되는 과정을 말한다 (p. 76). 이 두 학

위논문 중에서 전자는 Kohlberg의 이론을 도덕적 자율성을 목적으로 하는 도덕교육 이론으로

규정하고 그것에 대한 대안으로서 전통을 내세우고 있으며, 후자는 도덕교육의 통합적 접근

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Kohlberg의 인지발달적 접근에서의 도덕교육의 내용을 도덕성의 형식으로 규정한

다 하더라도 그것을 위와 같이 도덕적 사고나 판단의 방법 및 절차를 뜻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가에 관해서는 좀더 세밀히 따져볼 문제가 있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도덕성 발달에

관한 Kohlberg의 이론은 Piaget의 연구(1932)를 계승한 것이며, Piaget는 다시 자신의 이론을

Kant 철학(즉, 아 프리오리 이론)의 심리학적 적용이라고 보고 있다. 그리하여 Kohlberg의 이

론은 Piaget를 통하여 Kant로 거슬러 올라간다. Kohlberg가 그의 이론에서 구분한 6개의 도덕

성 발달 단계는 다름 아니라 Piaget 이론에서의 인지구조 —지적 측면과 병렬을 이루는 도덕

적 측면에서의 인지구조— 를 발달 단계별로 나열한 것이며, Piaget의 인지구조는 다시 Kant

철학에서의 아 프리오리(특히 그것의 한 가지 수준인 카테고리)를 심리학적으로 해석한 것이

다. 그러므로 Kohlberg의 인지발달적 접근에서 가르쳐지는 내용으로 생각되는 도덕성의 형식

은 결국 Kant의 아 프리오리와 관련하여 이해되지 않으면 안된다. 만약 이 점을 받아들인다면,

도덕성의 형식은 인격에 관한 통념, 즉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의 주관적 원천으로서의 인격과

다름이 없게 된다.

Kohlberg의 인지발달적 접근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은 그것이 도덕교육의 접근으로서 부적

합하다는 데에 있다기보다는 차라리 형식과 내용의 구분 및 양자 사이의 관련을 그릇된 방식

으로 설명한다는 데에 있다.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형식과 내용은 동일한 도덕성을 상이한

측면에서 추상한 것이며, 따라서 그 양자의 구분은 이미 통합을 전제로 하고 있다. 도덕교육

에 대한 Kohlberg의 접근은 어느 편인가 하면 도덕성의 형식을 내용으로부터 분리하여 그것

을 직접 겨냥한다고 말할 수 있다. 마치 그는 교육의 초기 단계에서부터 교실수업에서나 정의

공동체에서 도덕성의 형식으로서의 사고방식이나 절차를 계속적으로 연습하면 발달의 자연적

순서에 따라 도덕성 발달의 최종 단계인 완전한 인격에 도달할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한다. 그러

나 그의 용어로 보편적 도덕원리에 대한 확신으로서의 도덕성으로 표현되는 도덕성 발달의

최종 단계가 도덕적 행동의 주관적 원천으로서의 인격을 규정한다 하더라도 그것에 이르는 데

는 그 아래 단계의 형식을 연습하는 것만으로는 어이없이 부족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단순



144 아시아교육연구 2권 1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히 그 도덕성의 형식과 함께 도덕성의 내용(덕목)도 가르쳐야 한다는 뜻이 아니다. 완전한 인

격에 도달하는 데에는 흔히 말하는 도덕성의 내용과 형식의 통합으로는 충분히 규정될 수 없

는, 보통의 의미에서의 착한 행동의 범위를 훨씬 넘어서는 교육의 전 과정이 개입된다. 만약

Kohlberg의 인지발달적 접근이 소기의 성과를 거둔다면 그것은 도덕성의 형식 면에서의 연습

이 효과를 발휘해서가 아니라, 교육의 과정 전체가 그것을 뒷받침해 주기 때문이다. Kohlberg

의 인지발달적 접근이 제기하는 도덕성의 내용과 형식의 통합은 이러한 관점에서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Kohlberg의 이론에 있어서의 도덕성 발달의 최종 단계인 보편적 도덕원

리에 대한 확신으로서의 도덕성의 의미에 관해서도 좀더 자세한 고찰이 필요하다. Kohlberg

는 연구의 필요상 그 최종 단계를 그 아래 단계들과 마찬가지로 딜레마 이야기에 대한 피험자

의 반응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문제는 그 반응이 반영하는 피험자의 정신상태가 정확하게 어

떤 것인가 하는 것이다. 만약 도덕성의 형식을 도덕적 사고와 판단의 절차나 방법과 같은 것으

로 규정하면 그것은 정서나 행동과는 구분되는 인지적인 것을 한정적으로 지칭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도덕성의 형식과 인지 사이의 관련은 분명히 인지발달적 접근이라는 명칭 때문에

더욱 촉진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위에서와 같이 도덕성의 형식을 행동의 주관적 원천으로서의

인격을 뜻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그 최종 단계가 정서나 행동과는 구분되는 인지적 측면을 나

타낸다고 보기는 어렵다. 인격은 이미 그 자체가 인지와 정의와 행동의 통합을 나타낸다. (도

덕성 발달의 아래 단계는 또한 비록 불완전하게나마 이런 의미에서의 인격을 나타낸다.) 만약

인지와 정서와 행동을, 도덕성의 형식과 내용처럼, 도덕교육의 상이한 내용으로 생각한다면,

그것을 통합한다는 것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의 통합적 접근이 과

연 Kohlberg 이론의 대안이 될 수 있는지가 심각한 의문으로 대두된다.

Ⅲ. 도덕교육의 統合的 接近

金王根은 시민성의 내용과 형식으로서의 덕목과 합리성의 관계에 관한 연구라는 제목의 학

위논문(1995)에서 시민성 교육(즉, 도덕교육)을 규정하는 두 가지 관점으로서 시민성(즉, 도덕

성)을 내용으로 보는 관점과 형식으로 보는 관점을 관계와 표준과 행위라는 시민성의 세 가

지 구성요소에 의하여 자세하게 대비시키고 양자의 관계를 모색하고 있다. 그의 논문에서

Kohlberg는 가치명료화 수업으로 널리 알려진 Raths와 함께 시민성을 형식으로 보는 관점을

표명한 것으로 되어 있다. 그에 의하면, 비록 시민성의 내용과 형식이 그와 같이 구분되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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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양자는 상호배타적인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시민성 교육의 목적과 방법적 원리로

서 상호보완적인 관계에 있다. 다시 말하여 온전한 의미에서의 시민성 교육은 덕목을 배우면

서 동시에 그러한 덕목에 들어 있는 합리성을 함께 배우도록 하는 교육, 또는 덕목을 표준으

로 삼되 합리성에 의존하여 덕목을 배우도록 하는 교육(pp. 106–7)을 뜻한다.

金泰勳의 학위논문(1993)은 내용과 형식의 통합을 직접 문제삼지는 않지만 그것이 다룬 주

제— 도덕판단의 정당화 논증이 도덕교육에 주는 시사— 에서 그 문제는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고 보고 있다. 그에 의하면, 도덕의 내용만을 중심으로 도덕판단을 할 때는 도덕적 상

황에서 구체적인 도덕적 행위결정이 용이하지만, 그같은 결정에는 보편성과 합리성 및 일관성

이 결여되어 도덕적 정당화를 확립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다. 또 이와는 반대로 도덕의 형식(구

조)만을 중심으로 도덕판단을 할 경우에는 일반 원칙에 근거하기 때문에 합리성과 보편성 및

일관성을 확립할 수 있으나 구체적인 도덕적 상황에서 도덕적 딜레마를 쉽게 해결할 수 없는

난점이 있다. . . [그러므로] 도덕교육은 형식과 내용의 통합을 지향할 수 있는 원리 중심이

되어야 한다 (pp. 128–29, p. 130). 金泰勳이 주장하는 원리중심의 도덕교육은, 덕목(내용)에

강조를 두는 金王根과는 달리 정당화 논증(형식)에 강조를 둔다는 점에서 차이를 나타내기는

하지만, 대체로 말하여 덕목과 합리성을 동시에 배우도록 한다는 金王根의 방안과 그다지 다

름이 없다.

도덕성의 내용과 형식의 통합에 관한 金王根과 金泰勳의 관점은 내용과 형식이라는 용어의

의미 그 자체로 보아 당연하다고 할 만큼 자명한 것으로 보이고 또 상당히 매력 있게 들리지

만, 그것은 Kohlberg의 인지발달 접근이 제시하는 내용과 형식 사이의 긴장을 너무나 쉽게 지

나쳐버리고 있다. 덕목과 합리성의 행복한 결합이 도덕교육의 이상으로서 전혀 그릇된 것도

아니요 또 현실적으로 전혀 불가능한 것도 아니지만, 특히 도덕교육의 사태에서 그것은 위의

두 연구자가 생각하는 만큼 쉽게 기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위에 인용된 金泰勳의 말에 잘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도덕교육의 사태라는 것은 성격상 덕의 보따리를 전달하려고 하다가

보면 학생 자신의 자율적, 합리적 판단이 무시되기 쉽고 그 반대로 학생의 자율적 판단 능력을

중요시하려고 하면 덕목—적어도 특정한 사태에 적용될 덕목—의 선택은 학생 자신에게 맡

길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태이다. 이 점을 생각해 보면, 金泰勳이 말하는 내용중심의 도덕교육

과 형식중심의 도덕교육 사이의 딜레마는 엄연히 존재하며, 양자 사이의 통합을 어떤 방식으

로 구상하더라도 실지 도덕교육 사태에서는 결국 내용과 형식 중의 어느 하나를 중점적으로,

또는 심지어 상호배타적으로 취급할 수밖에 없을 것처럼 보인다.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이때까지 도덕성의 내용과 형식 문제를 다룬 학위논문은 그 대부분

이 Kohlberg의 이론이 시사하는 형식위주 또는 형식 일변도의 도덕교육을 비판하고 그것에 대

한 대안으로서 통합적 접근을 내세우고 있다. 그 논문들은 예외없이 오랜 기간의 독서와 사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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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통하여 도덕교육의 방법에 관한 일관된 견해를 제시하고 있으며, 따라서 형식과 내용의 통

합에 관한 각 연구자의 견해가 위에서 말한 金王根과 金泰勳의 그것과 어떤 점에서 어느 정도

로 다른가를 정확하게 규정하기 위해서는 이 글에서 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세밀한 이해와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이 글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몇몇 논문에서 제안되고 있는 통합이라는

것이 어떤 성격의 것이며 거기서 통합되는 내용과 형식이라는 것이 각각 어떤 것인가를 개략

적으로 고찰하는 것 뿐이다.

통합적 접근에 관한 한 가지 아마 가장 대표적인 견해는 인격교육 또는 덕교육의 개념에

서 찾아볼 수 있다. 朴成春(1996), 權赫煥(1996), 鄭昌宇(1997), 朴允明(1997) 등의 학위논문은

모두 Lickona의 인격의 개념과 MacIntyre의 덕윤리학의 단서를 따라 그것을 더욱 부연하고

발전시키는 과정에서 명시적으로든 암시적으로든 도덕성의 내용과 형식의 통합에 관한 자신의

견해를 표명하고 있다. 앞에서 말한 내용과 형식의 딜레마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도덕교

육에서 통합적 접근이 요청되는 이유는 학생들로 하여금 독자적 추론과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그와 동시에 전통적 덕목이 부정되거나 소홀히 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데에 있

다. 이 점을 염두에 두고 위의 논문들을 검토하는 사람에게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한 가지 의문

은 한편으로 인격이 개념상 통합을 이루고 있다는 사실과 또 한편으로 그것에 도달하는 과정

또는 방법에 있어서는 내용과 형식이 분리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 사이의 불일치를 이론적으

로 어떻게 설명하는가 하는 것이다.

朴允明의 논문은 통합된 인격에 관한 Lickona의 다음과 같은 견해를 받아들이고 있다(p. 140).

먼저 인격의 인지적 측면으로 문제상황의 도덕적 측면을 아는 것, 도덕적 가치들과 구체적 상황에

서 그 가치들이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아는 것, 균형있는 관점을 취하는 능력, 사려깊은 의사결정의

능력, 도덕적 자아 인식의 능력을 들 [수] 있다. 다음으로 정서적 측면은 양심, 자아존중, 감정이입,

선에 대한 사랑, 자기통제, 겸허함을 강조한다. 끝으로 인격의 행동적 측면은 세 가지로 구분된다. 즉,

잘 듣고 의사소통하며 서로 협조적으로 일하는 것과 같은. . . 기능으로 구성된 능력과 우리의 정신

적, 육체적 힘을 동원하는 의지, 그리고 도덕적 습관[이 그것이다](Lickona, 1991, p. 53).

인격은 총체적 개념인 만큼, 인격 안에서 인지와 정의와 행동—그리고 도덕성의 형식과

내용—은 각각 인격의 상이한 측면으로서 오직 개념상으로만 구분될 뿐, 별도로 분리되어 존

재하는 것이 아니다. 이 점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위의 논문들은 모두 이 점을 인

정하면서도, 인격교육의 통합적 접근을 말할 때에는 이와는 다른 방식으로 생각한다. 예컨대

權赫煥은 Kohlberg의 인지발달적 접근을 포함하여 이때까지 알려진 모든 접근들을 인격교육

의 통합적 접근에 포함시키고 있다. 朴成春은, Lickona의 견해를 따라, 인격교육의 가장 중요

한 방법적 원리의 하나로 인격교육은 모든 교과를 통하여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들고, 인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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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을 위한 교수방법으로서 직접적 교수방법과 간접적 교수방법을 들고 있다. 전자는 도덕

적 습관 형성, 도덕적 훈화, 도덕적 모범을 포함하며, 후자는 도덕적 숙고와 토론, 봉사활동을

포함한다. 위의 논문에 앞서 그것들의 바탕을 이룬 것으로 볼 수 있는 徐康植의 학위논문

(1995)은 도덕의 이론을 성품이론과 원칙이론으로 대별하고 양자는 도덕교육에서 상호보완

적인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성품이론은 도덕성의 내용(정의적 영역)을 강조

하는 이론이며, 원칙이론은 형식(인지적 영역)을 강조하는 이론이다. 徐康植은 현재의 도덕교

육 현실이 인지적 영역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있는 만큼 정의적 영역이 상대적으로 더 강조되

어야 한다고 말하면서도, 도덕교육은 성품과 원칙 중의 어느 것도 소홀히 해서는 안된다는 주

장을 내세우고 있다.

위의 고찰에 의하면, 도덕교육의 통합적 접근은 Kohlberg의 인지발달적 접근의 대안이 아니

라 보완책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다. 통합적 접근은 Kohlberg의 접근을 부정하거나 배

제하지 않는다. (그와 마찬가지로, 통합적 접근은 Kohlberg가 부정하거나 배제한 덕의 보따리

식 도덕교육도 부정하거나 배제하지 않는다.) 위의 연구자들 중의 어느 누구도 Kohlberg의 방

법이 그릇되다든지 그 방법을 쓰지 말아야 한다고 말하지 않는다. 그들이 말하는 것은 다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과 명백한 훈시를 포함하여 여러 가지 방법이, 모든 교과교육과

함께 , 추가적으로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 통합적 접근이 참으로 이런 것이라면 그것

은 Kohlberg의 접근을 부정하기보다는 오히려 그 타당성과 중요성을 더욱 부각시킨다고 말할

수 있다. Kohlberg에 의하여 부정되는 덕의 보따리식 교육은 학교생활이나 일상생활을 통하여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는 점을 생각해 보면, 인지발달적 접근에서 내세우는 가치갈등의 분석

은 학교 안에서건 밖에서건 도덕수업이 전개되는 사태에서는 가장 적합한 도덕교육의 형태라

고 보아야 할 것이다. 사실상, 위의 여러 논문에서와는 달리, 도덕교육의 방법 면에서 진정한

통합적 접근을 나타내는 것으로 간주되는 내러티브 접근 (都弘燦, 1999; 金映恩, 1999)은, 비록

MacIntyre의 덕윤리학에 기초를 두고 있기는 하지만, 그 방법적 특성에 있어서는 Kohlberg의

접근에서 사용되는 역할채택 또는 역할극의 그것과 별로 다름이 없다(李明姬, 1986; 柳承化,

1999). 가령 자신의 도덕적 경험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이야기를 주고받는 것이 덕목과 판단

(또는 내용과 형식)을 통합하는 것이라면, 그러한 종류의 통합은 Kohlberg의 방법에서도 이루

어진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위에 언급된 통합론자의 사고방식에 의하면, 통합된 인격에서의 통합과 인격교육의 통합

적 접근에서의 통합이 의미상 완전히 다르다는 점에는 하등 문제될 것도 없고 설명되어야 할

것도 없다. 그 사고방식에 의하면, 인격 안에서 통합되는 구성요소들—그것을 인지, 정의, 행동

으로 파악하건, 내용과 형식으로 파악하건, 아니면 그밖의 어떤 방식으로 파악하건 간에—은

각각 별도의 접근을 필요로 하며, 그 접근들은 각각 따로따로 인격교육의 통합적 접근의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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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으로 포함된다. 다시 말하여, 통합적 접근에 의하여 통합되는 여러 접근들은 더하기 식으

로 또는 가법적으로 연결되어 있다(李烘雨, 2000a).

도덕성의 내용과 형식에 초점을 맞추어서 생각해 보면, 내용위주의 도덕교육과 형식위주의

도덕교육이 가법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한, 각각에서 가르쳐지는 도덕성의 내용과 형식은 결국

도덕성 또는 인격이라는 통합체에서 통합을 이루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각각 별개의 것으로,

다시 말하면 형식은 내용이 아니요 내용은 형식이 아닌 것으로 간주된다. 통합적 접근에 관한

이러한 사고방식에서는 그와 같이 따로따로 가르쳐지는 내용과 형식—또는 인지와 정의와 행

동— 이 어떻게 최종적인 인격에 통합되는가 하는 문제는 애당초 제기될 가능성이 없다. (앞에

서 말한, 인격의 통합과 인격교육의 여러 접근의 분리 사이의 불일치 문제는 바로 이것을 가리

킨다.) 그 사고방식에서는 도덕적 훈시라는 형태의 전통적 도덕교육이나 가치갈등 사태의 분석

을 위한 인지적 연습은 말할 것도 없고, 표면상 도덕과는 무관한 모든 교과교육을 포함하여 그

야말로 모든 교육적 노력이 도덕교육으로 간주된다. 모든 교육이 도덕교육이라는 이 말은 물

론 통합적 접근에서 처음 나온 말이 아니요 그보다 훨씬 이전부터 들어오던 말이지만, 그것이

다소나마 의미를 가지려고 하면 그 모든 교육이 인격의 함양에 각각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가를 정확하게 밝히지 않으면 안된다. 그렇지 않을 때, 도덕교육은 어느 한 접근만으로는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든지 도덕교육에서는 모든 접근이 통합적으로 동원되어야 한다는, 하

기 좋고 듣기 좋은 말이 입에 오르내리는 가운데 도덕교육은 올바른 방향을 잡지 못하고 답보

와 방황을 거듭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것이 도덕교육에서 현재 우리가 처해 있는

사태이다. 그리고 이 사태는 이 글에서 문제삼고 있는 도덕성의 내용과 형식의 통합에 관한 좀

더 심각하고 치밀한 이론적 분석을 요청한다.

예컨대 Durkheim이 도덕성의 요소를 규율의 정신 , 집단에의 애착 , 자율성의 세 가지 요

소로 파악했을 때, 그것에 관하여 우리는 내용과 형식의 통합에서 제기되는 것과 동일한 질문

을 할 수 있다. 林容慶(1993)은 그 세 요소를 각각 도덕성의 인지적 영역, 정의적 영역, 행위적

영역과 관련지으면서 Durkheim의 도덕교육론은 도덕교육의 통합적 접근을 제시한 것으로 해

석하고 있다. 비록 Durkheim의 그 세 요소를 인지, 정의, 행위라는 세 요소에 해당하는 것으로

파악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더라도, 그러한 세 요소가 단순히 인격의 여러 측면을 구분하여 기

술한 것인지 아니면 그 각각에 상응하는 별도의 교육적 조치를 처방하는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물론, 林容慶의 논문에 명백히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Durkheim의 도덕교육론에는 도덕

교육에서의 교사의 권위의 중요성이라든지 벌의 의미와 위치 등과 같은 중요한 시사가 담겨

있다. 그러나 위의 문제가 분명하지 않는 한, Durkheim의 도덕교육론은 도덕교육의 방법 또는

접근에 관해서는, 도덕교육에는 다양한 접근이 요구된다는 것 이상의 특별한 견해를 표명한다

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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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heler의 인격주의 가치윤리학에 근거를 두고 있는 현상학적 접근(李仁宰, 1995; 洪錫榮,

1991; 李國衍, 1992; 李淳, 1996)은 도덕성의 내용과 형식을 위의 통합적 접근에서와는 다른

방식으로 관련지을 가능성을 모색하는 데에 좋은 길잡이가 된다. ( 인격주의에서의 인격은

character가 아닌 personality의 번역어이다.) Scheler의 저서, 윤리학의 형식주의와 실질적

가치윤리학 (D er F ormalism us in der E thik und die materiale W ertethik )에서 실질은 내

용으로 읽어도 무방하다(李仁宰, 1995, p. 29). Scheler의 가치윤리학은 Kant의 형식주의에 대

한 비판으로 대두되었지만, 바로 그 점에서 Kant 철학에 기초를 두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한

마디로 말하여 Scheler의 윤리학은 Kant의 아 프리오리 또는 선의지라는 형식에 내용의 옷을

입힌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어쨌든 Scheler의 윤리학이 Kant 철학에 (소극적으로) 기초를 두

고 있다는 사실은 도덕성의 내용과 형식을 Kant 철학의 틀에 비추어 해석할 가능성을 시사한

다. Scheler에서 인격의 내용을 이루는 도덕감 또는 공감은 아 프리오리나 선의지의 현상적

표현이다. 여기서 내용과 형식은 앞의 가법적 연결에서처럼 옆으로 나란히, 다시 말하여 내용

은 형식이 아니요 형식은 내용이 아닌 그런 방식으로 관련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아래위로 연

결되어 있다. 이 연결 방식에서는, 형식은 내용이 나타나게 하는 논리적 원인이요 내용은 그

것의 표현이다. 이것을 가법적 연결과 대비하여 곱하기식 연결 또는 승법적 연결이라고 부

를 수 있을 것이다. 이 승법적 연결에서 내용은 형식의 표현인 만큼 형식과 다른 것일 수 없으

며, 또한 그것은 논리적 원인과 현상적 표현이 동일하지 않은 만큼 같은 것일 수 없다.

Scheler의 윤리학에서 형식이 아닌 내용으로 간주되는 도덕감은 이 글에서 말하는 내용,

즉 덕목으로서의 내용과 동일한 것이 아니며, 그와 마찬가지로 인지, 정의, 행동이라는 세

요소 중의 하나인 정의를 가리키는 것도 아니다(崔惠利, 1993; 李惠京, 1999 참조). 그것은

Kohlberg의 판단과 마찬가지로,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의 주관적 원천으로서의 통합된 인

격 그 자체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내용과 형식에 관한 Kant주의적－

현상학적 사고방식은 이 경우에도 그대로 의미있게 적용될 수 있다. 말하자면 덕목(또는 더

정확하게 말하여, 덕목에 부합하는 행동)은 판단이나 도덕감이라는 형식의 현상적 표현인

것이다. 인격은 그 자체가 통합을 이루고 있는 만큼 거기에는 판단과 도덕감이 따로따로 떨어

져 있을 수 없으며, 따라서 그것을 판단(인지)이라고 규정하건 도덕감(정의)이라고 부르건 상관이

없다. 물론, 그것은 심미적 감성이라고 부를 수도 있을 것이다. 崔賢子의 학위논문(1990)은 도덕

교육의 미학적 접근을 다룬, 드물게 보는 논문이지만, 이 방면의 대표적인, 그리고 가장 훌륭한 저

작인 Schiller의 감성교육론 또는 심성교육론 (Ü ber die Ä sthetische Erz iehung des M enschen,

On the A es thetic Education of M an)이 연구자의 주의를 끌 수 없었던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

이다. 만약 그러했더라면, 그의 논문은 내용과 형식의 통합을 포함하여 그밖의 여러 면에 있어

서도 도덕교육에 관한 중요한 통찰을 얻을 수 있었을 것이다(朴埰亨, 2001 발간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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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교육에서의 형식과 내용 (1973)이라는 제목으로 된 Peter s의 글은 (다행하게도) 이때까

지의 도덕교육 연구에서 그의 다른 글인 이성과 습관: 도덕교육의 파라독스 (1974) 만큼 널리

주목을 받지 않았다. 사실상, 이때까지의 연구에서 흔히 이성과 습관은 형식과 내용에 상응

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왔다(예컨대 金泰勳, 1993, p. 129). 앞의 글에서 Peter s는 Kohlberg의 형

식위주의 견해를 비판하면서, 형식과 내용을 가법적인 방식으로 관련짓고 있다. 그러나 만약

이성과 형식, 습관과 내용이 동일한 의미를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 뒤의 글이 나타내

는 내용과 형식의 관련은 이것과는 완전히 다르다. 그 글이 말하는 도덕교육의 파라독스는 습

관의 뜰을 지나서 이성의 궁전으로 들어간다는 명제로 표현된다. 이것이 파라독스인 것은 아

마 이성과 습관(또는 형식과 내용)이 동일하지도 않고 상이하지도 않은 파라독스적 관계를 이

루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그 이상으로, 그것이 내용의 뜰을 지나서 형식의 궁전으로

들어간다는 도덕교육의 파라독스라면, 이것에 대해서는 특별한 설명이 필요하다. 그 설명은,

물론, 내용과 형식이 도덕교육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는가를 규명함으로써 주어질 수 있다.

만약 내용이 형식의 표현이라면, 그와 마찬가지로 생각하여, 형식은 내용을 통하여 형성된다

는 것도 자명하게 옳을 것처럼 생각된다. 그러나 적어도 도덕성에 관한 한, 내용과 형식은 표현

과 형성에 있어서 비대칭적인 관계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즉, 도덕성의 형식은 내용

으로 표현되지만(더 엄밀하게 말하여, 도덕성의 내용은 형식의 표현이지만), 내용만으로는 형식

이 형성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여 내용의 뜰을 지나는 것만으로는 형식의 궁전에 들

어갈 수가 없다. 도덕성에서의 형식의 궁전은 다름 아니라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의 주관적 원

천으로서의 인격이며, 그것에 이르는 데는 표면상 도덕과는 무관한 교과교육을 포함하여 모든

교육적 노력이 동원되지 않으면 안된다(張聖模·柳漢九·李煥基, 2000). 사실상, Kohlberg는 마

치 내용의 뜰을 지나는 것만으로 형식의 궁전에 들어갈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한 전통적 도덕교

육을 비판하면서 그것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과정에서 그것과는 반대되는 잘못을 저질렀다

고 말할 수 있다. 말하자면 그는 내용의 뜰을 지나지 않고 형식의 궁전에 직접 들어갈 수 있다

고 생각한 것이다.

그러나 특히 도덕수업 사태에서 가치갈등의 분석이라는 인지적 기술을 가르치고자 했던 것

은 Kohlberg의 잘못이 아니다. Kohlberg의 잘못은 그의 용어로 도덕적 판단이라고 부른 인격

을 형성하는 일이 그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엄청나게 복잡하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

과, 그에 따라 그가 도덕수업의 형태로 내세운 가치갈등 분석 모형이 인격 형성에서 어떤 위치

를 차지하는가를 올바로 인식하지 못했다는 데에 있다. Hartshorne과 May가 당시의 학문적

조류에서 벗어날 수 없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Kohlberg 또한, 흔히 학문중심 교육과정이라는

교육학적 동향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한때 아이는 도덕철학자이다 (T he Child

as a Moral Philosopher )라는 제목의 글을 썼다는 사실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Kohlberg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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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수업이라는 형태의 도덕교육은 학생들로 하여금 윤리학적 사고를 하도록 하는 데에 있다

고 생각하였다. 윤리학적 사고가 통념상 인격과 관련되어 있다는 점을 별도로 치면, 그것이 인

격 형성에 기여하는 방식은 과학적 사고나 역사적 사고의 경우와 다름이 없다고 말해야 할 것

이다. 지식의 형식과 도덕성의 관련을 다룬 金 培의 학위논문(1983)은 이 점에서 중요한 의미

를 가진다. 결국, Kohlberg 이후 그에 대한 비판으로 등장한 통합적 접근은 Kohlberg의 인지

발달적 접근이 도덕교육에서 차지하고 있던 왕관적 지위를 무너뜨리는 것과 동시에 그것이 인

격 형성에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경로, 분명히 Kohlberg 자신이 생각한 것과는 다른, 따라서

아마 Kohlberg 자신도 인정할 수 없었을지도 모르는 또 하나의 경로를 약화 또는 차단하는 결

과를 가져온 셈이 된다.

Ⅳ. 道德敎育의 理論으로서의 倫理學

성리학은 그 전체가 윤리학이라고 할 만큼 그 중에서 서양철학에서의 윤리학에 해당하는 부

분을 따로 떼어내기가 어렵지만, 특별히 윤리학에 해당하는 부분을 찾자면 經權論을 들 수 있을 것

이다(Wei Cheng–t ung, 1986 참조. Wei Cheng–t ung은 經과 權을 standard와 expedient로 번역하

고 있지만 이 중에서 權은 modification으로 번역되는 것이 옳다.) 경권론은 朱子語類의 한 장을 이

룰 만큼 朱熹와 그 제자들 사이에 끊임없이 토론되었던 모양이다. 그것에 관한 중요한 발언은 論語

子罕篇(29)에 관한 朱熹 註에 나와 있지만, 경권론의 내용으로 보면 그것은 孟子 離婁上(17)에

근원을 두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그 전반부를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淳于 曰 男女授受不親 禮與 孟子曰 禮也 曰 嫂溺 則援之以手乎 曰 嫂溺不援 是豺狼也 男女授受

不親 禮也 嫂溺援之以手者 權也

순우곤이 말하였다—남자와 여자가 물건을 주고받을 때에 손을 잡지 않는 것은 禮인가? 맹자가

말하였다—그것은 禮이다. 순우곤이 다시 말하였다—형수가 물에 빠지면 손으로 건져주지 않는가?

맹자가 말하였다— 형수가 물에 빠졌을 때 건져주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이리나 다름없다. 남자와

여자가 물건을 주고받을 때 손을 잡지 않는 것은 禮이며, 형수가 물에 빠졌을 때 손으로 건져주는

것은 權이다.

이하 이 장구의 후반부에는 道로 세상을 건지는 것과 손으로 세상을 건지는 것이 대비되

어 있지만, 이것이 앞의 禮와 權의 대비와 어떤 관련이 있는가는 분명하지 않고 또 경권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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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해서는 그다지 중요하지도 않다. 程 (伊川)의 말에 의하면, 漢의 유학자들은 孟子의 禮와

權의 대비를 經과 權의 대비로 바꾸어 그것에 관하여 대체적인 합의에 도달했던 듯하다. 漢의

유학자들은 經에는 위배되지만 道에 맞는 것이 權 이라고 말하였다. 편법과 권모술수를 정당

한 것으로 옹호하는 말이 나돌게 된 것은 당연하다. 이것은 전혀 옳지 않다. 權은 바로 經이며

經 이외에 따로 權이 있는 것이 아니다. 한나라 이후 權의 의미를 올바르게 이해한 사람은 하

나도 없다 (漢儒 以反經合道爲權 故有權變權術之論 皆非也 權只是經也 自漢以下 無人識權字,

論語, 子罕 29, 朱熹 註). 이 말에 나타난 바와 같이, 程 는 經과 權의 구분에 관한 한유의 견

해에 대하여, 그것은 모두 비도덕적인 행동을 정당화하는 이론적 근거를 제공해 준다는 점을

들어 가장 강한 반발을 보이고 있다.

한유와 정이 사이의 상반된 견해는 주희에게 이론적 번민을 안겨 주었다. 그의 입장에서 볼

때, 反經合道가 權이라는 한유의 견해는 위에 인용된 孟子의 말과 정확히 일치하는 것이었다.

만약 經 이외에 따로 權이 있을 수 없다는 정이의 견해를 받아들인다면 그것은 물에 빠진 형

수를 외면하는 이리같은 인간이 되어도 좋다는 뜻이 된다. 그러나 또 한편, 주희는 자신이 사

상적 젖줄을 대고 있는 정이를 정면으로 부정할 수는 없었다. 이 문제가 대두될 때 주희는 때

로 정이의 그 견해를 부정하는 발언을 하기는 하지만, 그에게 있어서 정이의 견해를 부정하는

것은 거의 자신의 견해를 부정하는 것이나 다름 없었다. 주희의 이론적 번민은 그 두 상반된

견해를 조화시키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데에 있었다.

주희가 실지로 그 해결책에 도달했는가, 그리고 그 해결책을 어떤 용어로 표현했는가와는

상관없이, 그 두 상반된 견해를 조화시키는 방법은 논리적으로 말하여 한 가지밖에 없다. 우선,

한유의 견해에 의하면 經과 權은 道를 따르는 두 개의 병렬적인, 따라서 상이한 경로이다. 孟

子의 그 예를 가지고 말하자면, 가령 집에서 형수에게 물건을 건네 줄 때 형수의 손을 잡지 않

는 것은, 물에 빠진 형수의 손을 잡는 것과 조금도 다름없이 合道이다. 일상적인 사고방식으로

보면 (또는, 더 엄밀히 말하여, 남녀가 손을 잡지 말아야 한다는 禮의 관점에서 보면) 두 경우

는 각각 정상적인 사태[經常]와 예외적인 사태[非常]로 구분될 수 있다. 그러나 관점을 달리하

여 생각해 보면, 형수가 방 안에 가만히 앉아 있는 사태나 물에 빠져 허우적대는 사태는 모두

道가 표현되는 사태라는 점에 있어서는 완전히 동일하다. 다시 말하여, 만약 물에 빠진 형수의

손을 잡는 것이 權이라면 방 안에 앉아 있는 형수의 손을 잡지 않는 것 또한, 그 밖의 모든 사

태에서의 형수와의 관계와 마찬가지로, 權이다. 이와 같이, 만약 다양한 사태에서의 행동이 똑

같이 道에 부합한다면, 그 중의 어느 하나는 經이요 다른 것들은 權이라는 식으로 양자를 구분

할 이유가 없다.

그렇다면 經은 아무런 의미를 가질 수 없는가? 그렇지 않다. 위에서와 같이, 만약 모든 사태

에서 道에 부합하는 행동이 權이라면, 그리고 만약 權과는 달리 經이라는 것이 있다고 보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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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면, 그것은, 논리적으로 말하여, 모든 사태에서의 행동으로 표현되기 이전의 표준(즉, 未發

의 표준)을 가리킨다고 볼 수밖에 없다. 權只是經이라고 말한 程 의 의도가 실지로 무엇이었

는지 확인할 방도는 없지만, 그의 그 말을 성리학의 이론 체계에 일관되게 해석하자면 그것은,

모든 權은— 만약 그것이 진정한 의미에서의 權으로 불릴 수 있다면—經의 현상적 표현이며,

이 점에서 權은 經 이외의 다른 것이 될 수 없다는 뜻을 나타낸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 글의 용어로 말하자면 經과 權은 도덕성의 형식과 내용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經은 아무런 의미를 가질 수 없기는커녕, 그 짝인 權과 함께 윤리학적인

면에서의 성리학의 획기적인 공헌을 나타내고 있다. 經權論은 우리의 도덕생활의 복잡성을 가

장 심오한 수준에서 드러내고 있다. 漢儒는 그 복잡성을 드러내는 데에 관심을 기울인 나머지

經과 權을 동일한 평면 위에 병렬적으로 대비시킨 반면에, 성리학은 그것을 위와 아래라는 상

이한 평면 위에 重層으로 위치짓는다.3) 經은 未發의 표준을 가리키는 존재론적 개념인 理나

심성론적 개념인 性과 中의 윤리학적 대응물이다. 다시 말하여 經은 未發의 표준으로서의 理와

性을 윤리학적 측면에서 표현하는 용어이다. 그리하여 經은 理와 性을 통하여 성리학의 이론

체계 전체로 빨려 들어간다. 經은 性이나 中과 마찬가지로 위에서 말한 의미에서의 인격—모

든 생각과 말과 행동의 주관적 원천으로서의 인격—을 이룬다. 經에는 인지와 정의와 행동의

구분이 적용되지 않는다. 經은 인지와 정의와 행동으로 표현되는 것의, 그런 것들로 표현되기

이전의 표준이며, 따라서 그것은 인지나 정의나 행동 중의 어느 것이라고 말해도 상관이 없다.

그것은 인지, 정의, 행동의 구분을 초월해 있다. 또한, 經은 선과 악이 그것에 의하여 판정되는

표준이며, 이 점에서 그것은 선악의 구분도 초월해 있다. 선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經에 맞게 표현된 생각과 말과 행동을 지칭한다. 權은 經의 표현이어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되

는 程 의 말은 여기에 그 진정한 의의가 있다.

윤리학적인 면에서의 성리학의 특징은, 한 마디로 말하여, 未發의 표준으로서의 性이나 中

(그리고 經)을 함양함으로써 거기서 모든 도덕적 행동이 자연적으로 흘러나오도록 하는 것을

인격형성의 핵심적 과제로 삼았다는 데에 있다. 이 점에서 성리학은 도덕교육의 이론으로서의

윤리학이라는, 윤리학의 올바른 모습을 전형적으로 예시한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성리학

은 비단 도덕교육의 이론일 뿐만 아니라 교육의 이론 그 자체이기도 하다. 쉽게 짐작할 수 있

는 바와 같이, 성리학자들은 經의 (도덕적) 표현인 權만으로 經이 형성될 수 있다고는 생각하

지 않았다. 經은 바로 性이나 中이며, 그것의 형성에는 中의 표현인 모든 학문과 예술, 종교와

도덕이 필요하다. 그들이 가르치고자 한 유교 경전의 내용은, 그 세부적인 내용 항목에는 분명

히 차이가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中에 이르는 가장 중요한 통로가 된다는, 그 근본 성

3) 성리학 이론의 기본 구조로서의 중층구조 에 관해서는 李烘雨, 2000b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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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에 있어서는 오늘날의 교과와 다름이 없다(李烘雨, 2000b, pp. 40–49). 그 뿐만 아니라 그

경전에는 또한 오늘날 우리에게 익숙한 학문과 예술, 종교와 도덕 등의 구분도 없다. 오늘날의

도덕교육론자들이 이따금 구두선처럼 입에 올리는 모든 교육이 도덕교육이라는 말은 성리학

자들에게는 문자 그대로 여실한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

未發의 표준으로서의 성리학의 性과 순수 주관성으로서의 Kant의 아 프리오리 사이의 유

사성에 비추어 볼 때,4) 성리학에 관한 위의 고찰은 당연히 Kant의 윤리학과 연결된다. 앞에서

말한 Scheler의 실질적 가치윤리학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Kant는 흔히 형식주의적 윤리학을

주장한 것으로 비판되고 있다. 그러나 Kant를 형식주의자라고 부르는 것은 Kohlberg를 형식주

의자라고 부르는 것과는 그 의미가 동일하지 않다. Kohlberg의 경우에서와는 달리, Kant를 형

식주의자라고 부르는 것은 철학에서의 그의 관심을 정당하게 존중하지 않고 윤리학에 관한 그

의 생각이 그대로 도덕교육의 방법에 관한 생각을 나타낸다고 보는 데서 빚어진다. 물론, Kant

는 형식을 드러내는 데에 거의 오로지라고 말해도 좋을 정도로 집중적인 관심을 기울였다. 그

러나 Kant가 형식에 관하여 기울인 관심은 지적인 면에 있어서나 도덕적인 면에 있어서 현재

인간이 하고 있는 정신 활동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논리적으로 가정하지 않으면 안되는 지식과

도덕의 형식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었다. 여기서 현재 인간이 하고 있는 정신 활동은 내용에

해당한다. (이 글에서 말하는 내용 content은 그것과 때로 혼용되는 질료matter와는 구분되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Kant의 경우에 형식주의자라는 칭호는 그 자신에게 붙여질 것이

아니라 차라리 그가 몽상가라고 부른 전통적 형이상학자들에게 붙여져야 한다. Kant가 보기

에 그 몽상가들은 그야말로 내용을 도외시하고 형식을 직접 인식의 대상으로 삼았으며, Kant

는 그들의 잘못을 시정하고 형이상학을 원래의 올바른 모습으로 되돌리는 것을 그의 철학적

생애의 목적으로 삼았다. Kant의 철학은 성리학의 그것과 마찬가지로 형식과 내용의 중층구

조를 드러내고 있다.5) Kant의 철학을 교육의 이론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그의 관점을 정반대

방향으로 뒤집어서 내용을 통하여 형식에 이르는 과정, 즉 교육의 과정을 기술하는 것으로 고

쳐 쓰기만 하면 된다. 교과교육에서 Herbart가 한 일이 바로 이것이며(李煥基, 1998), 심미적

감성교육론 또는 심성교육론에서 Schiller가 한 일 또한 이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앞에서 언급한 趙蘭心의 학위논문(1991)은, 그 주장과는 관계없이, 특별한 관

심의 대상이 된다. 그에 의하면 Kohlberg가 도덕교육의 목적으로 삼는 자율성은 그것이 기초

를 두고 있는 Kant의 윤리학과 마찬가지로, 도덕성의 원천을 역사적, 사회적 정체성이 결여된

추상적 개인에 둔다는 점에서 도덕교육의 목적으로서 적절하지 못하다. 오히려 도덕성의 원

4) 성리학과 Kant 철학의 관련에 관해서는 Mou Tsung–san, 1995 참조.

5) Kant의 윤리학을 중층구조에 비추어 해석한 논문으로는 朴在文, 200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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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은 관습적 도덕성이 실천되는 공동체의 삶과 문화적 전통에서 찾아야 한다. (손동빈의 학위

논문(1995)도 이와 동일한 주제를 거의 동일한 논조로 다루고 있다. 다만 그는, 趙蘭心과는 달

리, Kohlberg의 인지발달적 접근에서 강조되는 도덕에 관한 인지적 이해에 대하여 도덕적 확

신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도덕성의 내용과 형식에 관한 이상의 고찰에 비추어 볼 때 전통

과 자율성은 상호배타적인 개념이 아니며, 따라서 전통에의 입문을 도덕교육의 목적으로 받아

들인다고 하여 자율성의 함양이 부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사실상, 趙蘭心이 도덕성의 진정한

원천으로 강조하는 관습적 도덕의 세계는 다름 아니라 자율성이라는 형식의 내용에 해당한다. 손

경원의 학위논문(2000)에서 제시되는 전통합리성은, 조난심과는 반대로, 전통과 합리성을 분명히

지나치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직접 관련짓고 있다. 이 두 논문은 모두, 그러나 각각 반대되는 방

향으로, 앞에서 말한 내용과 형식의 파라독스를 정당하게 인정하지 않는다.

Kant가 관심을 기울인 형식의 성격에 비추어 볼 때, Kant나 Kohlberg와 같은 도덕적 자율

론자들이 기르고자 하는 개인은, 趙蘭心이 지적한대로 추상적 개인일 것이다. 여기서 추상적

이라는 말은 실지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을 나타낸다. 물론, 자율성만을 갖춘 개인은, 형식만

을 갖춘 개인과 마찬가지로, 실지로 존재하지 않으며, 그 점에서 그 개인은 추상적 개인이다.

그러나 추상적이라는 말은 또한 무엇인가를 捨象한다는 뜻도 가지고 있다. 그런 개인이 실지

로 존재하는가 않는가의 여부를 떠나서 그 개인이 담고 있는 정신적 내용을 두고 생각해 보면,

형식은 결코 捨象된 것, 추상적인 것이 아니다. 형식과 내용 또는 자율성과 전통이 동일하지도

않고[非一] 상이하지도 않다는[非異], 형식과 내용의 파라독스에 비추어 볼 때, 형식은 모든 내

용을 어느 것 하나 빠뜨림이 없이, 그러나 내용이 필수적으로 나타내는 형체나 특징이 없는 상

태로, 고스란히 담고 있다. 이런 뜻에서의 형식은 趙蘭心이 말하는 관습적 도덕의 세계와 조

금도 다름 없는 도덕성의 원천이다. 도덕교육, 그리고 모든 교육은 학생들의 마음이 이 형식이

라는 원천을 향하도록 이끄는 일이다. 만약, 趙蘭心의 논문이 시사하는 바와 같이, 전통과 자율

성을 양립 불가능한 것으로 보고 Kant적 의미에서의 자율성을 교육의 목적에서 제외한다면,

그때에도 과연 교육이라고 부를 만한 일이 일어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Ⅴ. 結 論

도덕교육의 이론 면에서 Kohlberg의 인지발달적 접근이 이룩한 한 가지 성과는 그것이 도

덕성의 형식과 내용의 관련 문제를 제기하였다는 데서 찾아볼 수 있다. 지난 이삼십 년 동안에

발표된 학위논문 중에서 도덕교육의 목적이나 성격을 다룬 것들은 상당수가 이 문제를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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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로 삼고 있으며, 그렇지 않은 논문들도 거의 예외없이 이 문제를 그 한 부분으로 취급하고

있다. 비록 근래의 논의가 Kohlberg의 접근으로 말미암아 부각되기는 했지만, 도덕성의 형식

과 내용의 관련 문제는 아무리 늦게 잡아도 Kant 이래로 윤리학과 도덕교육론의 근본을 이루

어 왔다고 말할 수 있으며, 그 문제를 해명하는 것 그 자체가 바로 도덕교육의 이론을 정립하

는 것에 해당한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도덕교육론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이때까지 이 문제를 다룬 학위논문들은 거의 예외없이 Kohlberg를 형식위주 또는 형식중

심의 도덕교육을 주창한 대표적인 이론가로 지목하고 그것에 대한 대안으로 형식과 내용을

통합하는 통합적 접근을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이 글에 논의된 논문에 국한해서 말하자면,

그 통합적 접근에서 말하는 통합은 진정한 의미에서의 통합과는 거리가 멀다. 거기서의 통합

은 어느 편인가 하면 형식도 가르치고 내용도 가르쳐야 한다는 식으로 형식과 내용을 가법적

으로 병치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하여 통합적 접근은 Kohlberg의 인지발달 접근을 부

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다가 그 이외의 다양한 접근을 추가적으로 동원하는 것을 가리킨

다. 이런 식의 통합적 접근이 실제적인 면에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이

론적인 면에서 그것은 도덕교육에 관하여 아무 것도 설명해 주는 것이 없다. (물론, 그러한 통

합적 접근에서는 그것이 거둘 수 있는 소기의 성과라는 것도 인격이나 도덕성이라는 막연한

용어에 그칠 뿐 그 이상으로 정확하게 규정되지 않는다.) 이른바 통합적 접근이 도덕교육에

관하여 무엇인가 설명할 수 있기 위해서는 그 통합이 거기서와는 다른 뜻으로 해석되지 않으

면 안된다.

위의 문장에서 설명이라는 단어는 가장 엄밀한 의미로 사용된 것이다. 이제 여기서는 이

가장 엄밀한 의미에 따라 도덕교육 또는, 더 넓게, 교육을 설명한다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가

를 생각해 보겠다. 우선 쉬운 예로 생물학에서 유전 현상을 설명하는 경우를 생각해 보자. 예

컨대 멘델은 주름이 있는 완두콩과 주름이 없는 완두콩을 교배했을 때 그 자손의 형질이 특정

한 비율로 분포된다는 것을 알아내었다. 이 멘델의 법칙(또는 그런 것들로 구성되는 이론)도 어떤

의미에서는 유전 현상을 설명한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설명이라는 것은 결국 왜에 대한 대답

이며, 멘델의 법칙도 자손의 형질이 왜, 어째서 그와 같이 분포되는가에 대한 대답의 한 가지 종류

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대답은 DNA에 의한 설명이 나타내는 대답과는 그 종류가

근본적으로 다르다. DNA에 의한 설명에 비하면 멘델의 법칙은 오직 나타나는 현상을 우성과

열성이라는 용어에 의하여 기술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해야 할 것이다.

멘델의 법칙과 DNA 사이에 설명의 종류나 수준에 있어서 그러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받아

들인다면, 교육을 설명하는 이론에도 멘델의 법칙 수준과 DNA 수준이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 멘델의 법칙 수준의 이론이라는 것은 교육 현상에 관한 일상적 경험을 통하여 이미

익숙하게 알고 있는 것을 학술적 용어(이른바 개념 )로 표현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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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을 배울 때 학생은 자신이 모르던 것을 알게 되었다는 느낌을 받는 것이 아니라 다만 자

신에게 익숙한 현상이 그와 같은 용어로 규정된다는 것에 대하여 가벼운 충격같은 것을 경험

하게 된다. 그런 이론에 관해서는 깊이 사색할 필요도, 이해를 위하여 줄기차게 노력할 필요도

없고, 심지어 오랜 기간 동안 선생 밑에서 배울 필요도 없다. 그것에 관한 이해는 새로운 학술

적 용어를 들을 때 학생이 가지고 있는 일상적 경험에 의하여 이미 보장되어 있는 셈이다. 그

런 이론이 학생의 안목이나 삶의 자세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것은 당연하다. 이론이라는 이

름으로 된 새로운 용어를 듣고 난 뒤라고 하여 그것을 듣기 이전에 비하여 생각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필자가 아는 한, 성리학의 이론은 위에서 말한 DNA 수준의 교육이론을 전형적으로 예시한

다. 교육이론이 대답하고자 하는 왜는 근본적으로 마음의 형성과 표현에 관계되는 것이며, 성

리학은 그것을 理와 性 등의 형이상학적 개념으로 설명한다. 말하자면 理와 性은 그것이 하는

설명의 종류나 수준으로 보면 유전 현상에서의 DNA와 동일한 지위를 가진다고 말할 수 있다.

앞의 멘델의 법칙 수준의 교육이론과는 달리, 理와 性으로 이루어지는 이론은 눈에 보이지 않

는 것을 현상의 원인으로 드러내며, 그만큼 그것은 현상에 대한 궁극적인 설명이 된다. (필자

는 이따금 서양의 학술 용어를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용어로 처음 번역한 사람들의 고심과

그 업적에 대하여 존경과 찬탄을 금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理論이라는 용어가 그 중의 하나

이다. 理論은 말 그대로 理의 論 , 즉 理에 관한 논술이며, 이것은 원래 본다든가 관조한다

는 뜻에서 유래된 서양의 theory보다 훨씬 이론의 의미를 잘 표현한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글을 준비하는 동안에 가지게 된 느낌과 생각을 말할 차례가 되었다.

이 글에 언급되거나 논의된 학위논문들은 광범하게 체계적으로 수집된 것이 아니라, 필자가

비교적 손쉽게 입수할 수 있는 것들을 산발적으로 수집한 것인 만큼 그것들이 이 분야에 관한

학위논문을 대표한다고 말할 수는 없다. (물론, 필자가 수집하여 공부한 논문 중에는 이 글에

언급되지 않은 논문도 상당수 있다. 그것은 오직 필자 자신의 태만과 무능력 때문이며 이 점에

서 필자는 그 논문의 저자에 대하여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그 논문들을 읽고 난 뒤의

필자의 느낌은 두 가지이다. 첫째로, 그 논문들은, 그 주장이 옳건 그르건 간에(또는 더 엄밀하

게는, 그 주장이 독자의 견해와 일치하건 상치되건 간에), 거의 예외없이 연구자가 문자 그대

로 심혈을 기울인 흔적을 역력히 보여주고 있다. 자신이 직접 학위논문을 써 본 사람은 누구나

이 느낌에 동조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둘째로, 필자가 읽은, 결코 편 수로 많다고 할 수 없

는 그 논문에도, 도덕교육에 관하여 더 이상 새로운 말을 덧붙이기가 불가능할 정도로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말이 하나도 빠짐없이 적혀 있다. 다만 그 말들은 이따금 독자가 바라는 만큼

뜻이 충분히 분명하지 않고 때로 동일한 말이 이 논문과 저 논문에서, 또는 동일한 논문 속에

서 다른 뜻으로 쓰이고 있으며, 때로는 서로 양립할 수 없는 두 말이 이 논문과 저 논문에,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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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동일한 논문에 병치되어 있어서 그 많은 말들이 도덕교육에 관한 생각을 투명하게 드러내

어 주기보다는 마치 덧칠한 페인트처럼 그 생각을 어둡게 가리고 있다. 이 둘째 느낌은 첫째

느낌과 결부되어 필자에게 다음과 같은 생각을 불러 일으킨다. 즉, 장차 도덕교육의 연구를 위

하여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외국의 최신 문헌(전문지와 단행본)을 통하여 끊임없이 새로운 아

이디어를 추구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이미 저술되고 발표된 국내의 학위논문을 할 수 있는

데까지 세밀히 검토하고 천착하는 것이다. 여기서 세밀히라는 말은 일차적으로는 이론적 사

고의 안내를 받는다는 뜻이다. 그러한 작업은 결국 어느 외국의 새로운 아이디어도 미치지 못

하는 심오한 이론적 경지로 이끌어 갈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순간, 어찌된 영문인지는 알 수 없지만, 필자에게는 어느 음악 애호가가 옛날

의 작곡가와 현대의 작곡가의 차이에 관하여 하던 말이 머리에 떠오른다. 옛날의 작곡가는 오

랜 수련의 결과로 자신의 음악 — 듣는 사람에게 어김없이 그 작곡가의 음악으로 식별될 수

있는 음악 —을 만들어 낸 데 비하여, 현대의 작곡가는 처음부터 자신의 음악을 만드는 것을 목

적으로 삼아 이때까지 아무도 만든 적이 없는 그런 종류의 기괴한 음악을 만들어 내려고 한다는

것이다. 이 현대의 작곡가가 혹시 자신의 음악을 만들어 내고 또 그것으로 이름을 날리는 데는

성공할지 모르지만 그가 과연 좋은 음악 , 불멸의 음악을 남길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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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m and Content of Morality

in Moral Education

Le e , Ho ng –Wo o *6)

The one outstanding outcome of Kohlberg s cognitive–developmental approach in the discussion of

moral education is that it brought the issue of form and content of morality to the front. In most of the

dissertations written during the past two or three decades, the Kohlberg s approach is characterized not

unjustly as exclusively formalistic, calling forth the integrative approach to moral education as the

alternative.

It is evident, however, that the integrative approach as proposed by most of the integrationists is

not integrative not only in the obvious sense that it is differently conceived among the proponents, but in

the more important sense that the so–called integration is in reality nothing but an additive juxtaposition

of all the possible approaches including the Kohlberg s. The net result following from this way of

integrating is obviously that the magnificent potential of the Kohlberg s approach in the development of

character, possibly unrecognized by Kohlberg himself, is unjustly weakened and undermined.

The Neo–Confucianist theory of education, especially in its ethical aspect, provides a typical

example of true integration of form and content. Here, the form is the unmanifested standard of the

content, the content being the manifestation of the form, and accordingly the two are neither exactly the

same nor entirely different. In the Neo–Confucianist way of thinking, the form as the unmanifested

standard is the pith of moral character, which can be developed not by the morally good behavior

alone, but by all the educational processes, the most important part of which is the education of school

subjects. Thus, in the Neo–Confucianist theory, the commonplace that all true education is moral

education can have a true literal meaning.

Key Wor ds : Mor a l i t y, For m and cont ent , Neo-confuc iani sm, Et hi cs , Theor y of educat 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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