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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인간본성의 의미를 분석하고, 그것이 교육에 줄 수 있는 시사점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려는 목적

에서 이루어졌다. 인간본성이란 인간이라면 누구나 경험적으로 가지고 태어나는, 다른 존재들과 구별되는

특성이라고 할 수 있다. 인간본성에 관한 여러 이론들은 윤리학적 범주와 인식론적 범주로 구별하여 고찰할

수 있다. 윤리학적 범주로 보면, 인간본성론은 성선설, 성악설, 미정설로, 인식론적 범주로 보면 인간본성론

은 백지설, 본유관념설, 절충설로 각각 구분할 수 있다. 인간본성론 각각에 근거한 교육의 모습을 보면, 성

선설은 부드러운 교육, 성악설은 엄격한 교육, 미정설은 강력한 교육으로, 그리고 백지설은 주입으로서의 교

육, 본유관념설은 발현으로서의 교육, 절충설은 상호작용으로서의 교육으로 각각 규정될 수 있다. 그런데 실

제 교육에 있어서는 인간본성에 관한 특정한 입장의 이론적 타당성보다는 그에 대한 신념과 일관된 실천이

보다 중요하다. 영국의 섬머힐 학교가 이 점을 웅변적으로 대변하고 있다.

주요어 : 인간본성, 성선설, 성악설, 미정설, 백지설, 본유관념설, 절충설.

I. 들어가며

교육학에서 당연하게 인정받는 생각들 중 하나는, 교육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교육과 관

련된 주요 주제에 대하여 정확한 인식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교육과 관련된 주요 주제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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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로 인간, 사회 그리고 지식이라는 세가지를 들 수 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쉽게 짐작할 수

있다시피, 바로 교육은 인간을 대상으로 하며, 교육은 사회라는 맥락 속에서 이루어지며, 교육

에서는 지식을 주로 가르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교육학개론 이나 교육의 이해 와 같이, 처음

교육학을 소개하는 강좌들은 일반적으로 인간, 사회, 지식 등을 주요한 내용으로 다루고 있다.

교육이 인간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인간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교육을 제대로 하기 위

한 전제 내지는 필수조건이 된다는 점은 부인하기 어렵다. 물론 사회와 지식과 같이, 교육과

관련된 다른 주제들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그런데 인간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관련하여,

때때로 인간본성에 대한 이론들이 검토되고 그 교육적 중요성이 논의되기도 한다. 하지만 인

간본성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한 분석은 비교적 자세하게 되어 있지 못한 것 같고, 또 적어도

필자들 생각으로는, 인간본성론이 실제 교육에 중요한 시사점을 주고 있는지에 대해서 회의적

이다. 그러므로 이 글은 인간이해의 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인간본성의 의미를 분석하고,

그것이 교육에 줄 수 있는 중요성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려는 문제의식에서 비롯되었다. 이하에

서 이 점을 다소 체계적으로 고찰해보고자 한다.

그런데 먼저 한가지 말해둘 것은, 인간에 대한 이해와 인간본성에 대한 이해는 상당히 다르

다는 점이다. 이 점은 다음 질문을 생각해보면 쉽게 알 수 있을 것이다. 인간이란 무엇인가?

를 묻는 질문과 인간본성은 무엇인가? 를 묻는 질문은 그 성격이 다소 다르다. 그것은 이 두

질문이 요구하는 답이 동일하지 않기 때문이다. 즉 대체로 인간이란 무엇인가? 를 묻는 질문

은 인간본성을 포함한, 예컨대 인간의 본질, 생물적, 심리적 특성, 역사적, 사회적 발전 등, 여

러 가지 인간과 관련된 포괄적인 특징이 무엇인지를 추구하는 데 반해, 인간본성은 무엇인

가? 를 묻는 질문은 인간본성에 국한된 이해를 추구한다. 그런 점에서 인간본성과 교육 은 인

간과 교육 에 비해서는 훨씬 범위가 제한된 탐구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글은 인간이 아니

라 인간본성에 국한하여 그 의미와 교육적 중요성을 비판적으로 탐구하려고 한다.

Ⅱ. 인간본성의 의미

인간본성에 관하여 어떤 견해들이 있으며, 그것들이 교육과 관련하여 어떤 의미를 가지는

지를 확인하려면, 인간본성(human nature) 이란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먼저 탐구하여야 한

다. 그리고 논리적으로 인간본성 이라는 말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본성(nature) 이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밝혀야 한다. 그럼 본성 이라는 말의 의미를 살펴보기로 하자.

일반적으로 말해서, 본성(nature) 이란 사물이 처음부터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고유한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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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1). 영어의 nature를 우리말로 번역할 때, 보통 자연 이라고 한다. 그런데

사물의 내적 특성을 지칭할 때는 자연 보다 본성이라고 말하는 것이 훨씬 더 적절하다. 그렇

기는 하지만 nature로서의 본성은 인위적인 노력이나 사회의 영향에 의해 쉽게 바꾸어지지 않

으며, 처음부터 가지고 있는 특성이라는 점에서 자연과 개념상 관련되어 있다. 이 점을 염두에

두고 본성 의 정의를 구체적으로 살펴봄으로써 그 의미를 보다 명백히 밝혀보기로 하자.

첫째, 본성 은 사물이 처음부터 가지고 있는(innate) 특성이라는 점이다. 본성이 타고난 특성

즉 천성이라는 것은 인간의 노력으로 성취한 인위적인 것(artifice), 사회적인 것(society)과 무

관하다는 점에서 자연 과 개념상 관련되어 있다. 여기서 처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물이

생성되어 세상에 그 모습이 드러난 때 즉 태어난 시기를 말한다. 태어날 때부터 라고 하지 않

고 처음부터 라고 한 것은, 포유류와 같은 유기체는 태어나지만 그외 다른 사물의 경우 태어

난다고 표현하는 것은 어색하기 때문이다. 본성 은 포유류에게만 적용되는 말이 아니라 다른

생물 심지어는 무생물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 말이다. 그러므로 이 글에서는 처음부터 라고 표

현한다. 그러나 동물이나 인간의 본성에 관하여 말할 때는 처음부터 라는 말 대신에 태어나면

서부터 라고 표현하기로 한다.

그런데 본성과 비슷한 의미로 사용되는 본질(essence) 이라는 말이 있다. 본성과 본질은 사

물의 내적인 특징 중 다른 사물과 구별되는 핵심적인 특징을 지칭한다는 점에서 동일한 의미

를 가지고 있다. 그렇지만 본질 에는 처음부터 가지고 있다 는 의미가 함의되어 있지 않다. 물

론 사물의 본질도 대개의 경우 처음부터 있는 것이겠지만, 적어도 처음부터 라는 시간상의 함

의가 있는 것은 아니다.

이 점은, 적어도 필자가 보기에, 본성과 본질의 중요한 실질적 차이를 드러낸다. 그것은 다

음의 예에서 쉽게 알 수 있다. 예를 들면,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 특성을 물의

본성 이라고 말하는 것은 자연스러우나, 물의 본질 이라고 말하는 것은 어색하게 느껴진다. 왜

그런가?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 것은 우리의 경험에 비추어 쉽게 알 수 있는

바이다. 즉 물의 본성은 우리가 자연스럽게 경험할 수 있는 현상으로 드러난다. 그런데 물의

본질은, 그것을 무엇이라고 규정하든 간에, 쉽게 경험적으로 드러나는 현상이라고 하기 어렵

다. 왜냐하면 본질 이라는 말은 의미상 겉으로 드러난 현상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이면에 내재

하고 있는 사물의 특성을 지칭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본성 은 시간적으로 처음부터 사물에

들어 있어서 우리가 쉽게 경험할 수 있게끔 현상으로 드러나는 사물의 핵심적 특징을 말한다.

1) 본성에 대한 이 정의는 Cornel M. Hamm(1989)의 Philosophical Issues in Education: An Introduction

83-84에서 규정한 본성의 의미 중 중요하다고(significant) 판단한 것만 일부 빌려 왔다. 필자가 과문한 탓

인지 몰라도, 인간본성에 대한 논의는 상당히 있지만, 인간본성 의 의미에 관한 논의는 이 책 이외에서는

별로 보지 못했다. 이 책은 김기수·조무남(1995)교수에 의해 교육철학탐구 로 번역되어 나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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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반해 본질 은 시간적인 함의도 없을 뿐만 아니라 현상으로 쉽게 드러나지도 않는 사물의

핵심적 특징을 말한다.

둘째, 본성 은 어떤 사물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universal) 특성을 지칭한다는 점이다. 즉

어떤 사물의 본성은 그 사물에 속하는 각각의 개체들이 모두 공유하고 있는 특성을 말한다. 그

러므로 어떤 사물의 몇몇 개체들이나 일부만 가지고 있는 특성이라면 그것을 본성이라고 하기

어렵다. 예를 들면, 군집생활을 하는 것이 개미의 본성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개미라면 모두

군집생활을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만약 개미 중 군집생활을 하지 않는 종류가 발견

된다면, 군집생활을 하는 것이 개미의 본성 이라고 한 발언은 철회되어야 한다. 본성은 이렇

게 사물들이 공유하고 있는 보편적인 특성이라는 점에서, 사물들 각각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특성인 개성(peculiarity)'과 대비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셋째, 본성 은 어떤 사물에게만 있는 비교적 고유한(unique) 특성을 지칭한다는 점이다. 여

기서 비교적 고유하다는 것은, 어떤 사물의 본성이 다른 사물에게서 발견될 수도 있다는 점

을 시사한다. 앞에서 든 예로 설명하자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 것은 비단 물뿐만

이 아니다.2) 그리고 개미뿐만 꿀벌이나 원숭이 등도 군집생활을 한다. 그렇기는 하지만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 것을 물의 본성이라고 하고, 군집생활을 하는 것이 개미의 본성이

라고 말하는 것은 전혀 어색하지 않다.

어쨌든 본성 은 사물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성을 지향하는 개념이라는 점은 분명하다. 이

점은 본성 을 본능(instinct) 이라는 개념과 비교해보면, 더욱 명백하게 드러난다. 예를 들면,

죽을 때가 되면 머리를 고향 쪽으로 둔다(首丘初心) 는 것을 여우의 본성 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본능 이라고 말할 수도 있다. 그렇다면 수구초심을 여우의 본성이라고 말하는 것과 본능

이라고 말하는 것 사이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그것은, 필자들이 보기에, 여우와 다른 동물

의 차이점을 강조하느냐 아니면 유사점을 중시하느냐에 달려 있다. 즉 수구초심을 여우의 본

성 이라고 하는 경우는, 비록 그것이 여우만의 독특한 특성은 아니더라도, 여우가 다른 동물과

구별되는 특성에 일차적 관심이 주어져 있다. 반면 그것을 본능 이라고 규정하는 경우는, 여우

2)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 것은, 물리학적 관점에서 보면, 물의 본성 이라고 하기 어려울 지 모른다.

왜냐하면 지구상에 있는 모든 물체는 중력의 작용으로 인해, 그것을 지지해주는 일정한 힘이 없는 한, 지

구의 중심으로 향하기 때문이다. 즉 물리학에 의하면, 물뿐만 아니라 지구상의 모든 물체는 지구의 중심

으로 향하기 마련이다. 그러므로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 것은, 모든 물체의 본성 이라고 하든지,

아니면 물의 본성 이 아니라고 하든지 둘 중 하나이어야 한다. 그렇지만 옛 사람들뿐만 아니라 오늘날 많

은 사람들은 이것을 물의 본성이라고 하는 것에 별로 주저하지 않는다. 그리하여 물의 이러한 겸손함 은

도에 가깝다고 주장한 사람들도 있다.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노자(老子)이다. 노자는 최상의 선(善)은 물과

같으며, ... 물의 특성은 도에 가깝다 고 주장한다(道德經. 제 8 장). 그러나 어쩌면 우리는 아직 물의 본성

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그리고 물의 본성으로 겸손함 보다는 깨끗함 을 꼽는 사람,

예를 들면 정호(程顥)같은 사람도 있다(이홍우, 1996: 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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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만 아니라 다른 동물들도 그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음을 함의하는 데 일차적 관심이 주어져

있다고 할 수 있다.

본성의 의미를 이렇게 처음부터 보편적으로 공유하고 있는 어떤 사물의 비교적 고유한 특

성 이라고 규정해 볼 때, 인간본성 은 무엇이라고 규정할 수 있는가? 즉 인간이라면 누구나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그러면서도 다른 유기체들과 구별되는 독특한 특성으로 어떤 것

이 있는가?

Ⅲ. 인간본성에 관한 견해들

일반적으로 말해서, 철학자들은 인간본성에 대하여 꾸준히 관심을 가져왔다. 그것은 한편으

로는 철학의 중요한 탐구문제가 바로 인간이기 때문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인간본성에 대한

탐구에 근거하여 보다 체계적이며 포괄적인 철학이 가능했기 때문일 것이다. 그렇지만 철학자

들은 여기서 제시한 본질 과 구분된 본성 에 관심을 가졌다기보다는, 이 두 가지를 포괄한 인

간 존재의 본질적 특성의 탐구에 관심을 가져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3) 그렇기는 하지만 철

학자들의 인간본성에 대한 탐구는 대체로 다음 두 가지로 대별되어 이루어져 왔다. 첫째는 여

러 철학자들이나 사상가들의 인간에 대한 관점들을 체계적으로 제시하고 그 특징과 한계를 비

교한 것이며(임철규, 1981; 최용철, 1996), 둘째는 인간의 핵심적 특성을 일정하게 규정해놓고-

예를 들면, 호모 에티쿠스로 정해놓고, - 각 사상가들이 그 점을 어떻게 규정하였는지를 제시

한 것이다(김상봉, 1999).

이 글에서는 각 사상가별로 인간본성을 고찰하기보다는 사상가들의 인간본성론을 몇 가지

범주로 나누어 고찰하기로 한다. 그것은 인간본성론 전체의 고찰을 쉽게 해주기도 할 뿐만 아

니라 그에 따른 교육적 시사를 구조화하여 제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실 교육학에서 인간본

성에 대하여 고찰할 때 주로 이렇게 하고 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교육학에서 인간본성을 구

분할 때, 대체로 다음 세 가지로 한다. 그것은 바로 성선설, 성악설, 백지설이다. 그렇지만 이러

한 구분은 별로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인간본성을 구분하는 준거가 동일하지

않기 때문이다. 즉 성선설, 성악설은 인간본성이 선한지 악한지를 규정하는 관점으로, 윤리학

3) 예를 들면, 임철규교수는 L. Stevenson의 Seven Theories of Human Nature를 인간본질에 관한 일곱가지

이론 으로, 최용철교수는 R. Trigg의 Ideas of Human Nature를 인간본성에 관한 10가지 철학적 성찰 로

각각 제목을 붙이고 있다. 이렇게 철학자들이 본성과 본질을 별로 구분하지 않고 사용하지만, 필자는 앞에

서 주장한 것처럼, 그 의미가 구분된다고 보며, 그 구분된 의미에 입각하여 인간본성 에 대한 주장들이 어

떤 교육적 시사를 주는 지를 살펴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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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범주로 인간본성을 바라보고 있다. 이에 반하여 백지설은 인간이 아무 것도 모르는 백지의

상태로 태어난다는 점을 규정하는 관점으로, 인식론적 범주로 인간본성을 바라보고 있다. 그러

므로 인간본성을 몇 가지로 구분할 때, 먼저 범주로 나누고 각 범주별로 어떤 관점들이 있느냐

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 글에서는 앞에서 시사한 것처럼, 인간본성론을 윤리학적 범주와 인식론적 범주 두 가지로

구분하여 고찰하기로 한다. 먼저 윤리학적 범주로 보면, 인간본성론은 크게 성선설(性善說), 성악

설(性惡說), 미정설(未定說) 또는 후천적 결정설(後天的 決定說) 등 세 가지로 구분된다. 첫째, 성

선설은 인간본성이 선하다는 입장으로 대표적인 사람으로는 맹자(孟子)와 루소(J. J. Rousseau)를

들 수 있다. 맹자는 인간본성이 선한 것은 마치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 것과 마

찬가지로 당연하다. 사람 치고 선하지 않은 사람이 없고, 물 치고 낮은 곳으로 흐르지 않는 물이

없다 고 주장함으로써, 성선설을 옹호하고 있다( 孟子 , 告子上). 동양에서는 대체로 공자(孔子),

맹자로 대표되는 유교는 성선설에 서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루소도 모든 것은 조물주의 손

으로부터 나올 때는 더할 나위 없이 선하나, 인간의 손에 들어오면 타락하기 마련이다 고 주장

함으로써, 성선설을 주장하고 있다(손정수 역, 2002: 17). 서양에서는 대체로 루소 이후 심리적

계발주의 또는 아동중심교육을 주장하는 사상가들은 성선설을 지지하는 편이다.

둘째, 성악설은 인간본성이 악하다는 입장으로, 대표적인 사람으로는 순자(荀子)를 들 수 있

고, 대표적인 주장으로는 기독교의 원죄설을 들 수 있다. 순자는 인간본성은 태어나면서부터

악한 것이고 선하게 되는 것은 인위적인 노력의 결과이다 고 주장함으로써, 성악설을 옹호하

고 있다( 荀子 , 性惡). 순자는 유학자이기는 하지만, 유학의 전통적 입장이라고 할 수 있는 성

선설에서 벗어나 성악설을 주장하였다. 또한 기독교의 원죄설도 인간은 하나님의 계율을 어

기고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이브의 후예로서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가지고 있다 는 주장으로,

성악설의 입장에 서 있다( 聖經 , 로마서). 기독교의 원죄설은 기독교에서 인간본성을 규정하

는 하나의 관점일 뿐이지, 기독교를 대표하는 관점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셋째, 미정설 또는 후천적 결정설은 인간이 태어날 때는 정해져 있는 본성이라는 것이 없으

며, 환경이나 노력에 의해 인간이 형성된다는 입장으로, 대표자로는 고자(告子)와 오웬(R.

Owen)을 들 수 있다. 고자는 인간본성에 선, 불선(不善)의 구분이 없는 것은 마치 물의 성질

에 동서(東西)로 갈라짐이 있지 않은 것과 같다 고 주장함으로써, 이러한 입장에 서 있는 것을

알 수 있다(『孟子』, 告子上).

또한 오웬도 그의 유명한 다음과 같은 인간형성에 관한 근본적 원리 를 주장하고 있다는 점

에서 이 입장에 서 있다(Owen, 1816: 19).

어떤 일반적 성격도 그것이 가장 훌륭한 것이든 가장 나쁜 것이든 또 가장 무식한 것이든 가장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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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된 것이든 적절한 방법을 적용하면, 어떤 사회에서든 심지어는 전체 세계에까지 형성될 수 있다.

그리고 그 적절한 방법이란 대개 인간사에 영향을 행사하는 사람들의 수중에 있고, 또 그들이 자유

자재로 할 수 있는 것들이다.

여기서 다음과 같은 의문을 제기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미정설이 이러한 입장이라면, 이것

이 이른바 백지설 과 다른 점은 무엇인가? 결국 백지설도 인간본성이 태어날 때는 전혀 정해

져 있지 않은, 백지와 같다는 것을 주장하는 것 아닌가? 그렇다면 미정설과 백지설은 어떤 차

이가 있는가? 물론 이러한 의문을 제기할 수 있고, 이러한 의문은 일견 보기에 타당한 것처럼

느껴지기도 한다. 그렇지만 보다 자세히 고찰하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미정설은

인간본성이 선, 악의 양 측면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중립적인 것이라는 입장이다. 아니, 좀 더

정확하게 말한다면, 인간본성은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은, 정해진 것이 아니라는 주장을 미정

설 로 이름 붙인 것이다. 즉 윤리학적 범주에서 인간본성에 대한 중립적인 입장을 미정설 이라

고 명명한 것이다. 이에 반해 백지설은 인간본성에 대한 인식론적 입장이다. 물론 윤리학적 범

주에서 인간본성에 대한 중립적인 입장을 백지설 로 명명할 수도 있다. 그렇지만 백지설 에

대한 설명을 살펴보면, 그것은 윤리학적 범주로서가 아니라 인식론적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

취급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정원식, 1994: 8-9). 결국 인간본성이 태어날 때부터 일정하게 정해

져 있지 않다는 주장은, 그것을 어떻게 이름 붙이든 간에, 윤리학적 범주나 인식론적 범주로

구분할 수 있다는 점은 분명하다. 그리고 이 글에서는 각각의 입장을 미정설 과 백지설 로 명

명함으로써, 그 구분을 명백히 하겠다는 점만 유념하면 된다.

다음으로 인식론적 범주로 보면, 인간본성론은 백지설(白紙說), 본유관념설(本有觀念說), 절

충설(折衷說) 등 세 가지로 구분된다. 첫째, 백지설은 인간은 태어날 때 아무 것도 모르는 백지

의 상태라는 입장으로, 대표자로는 로크(J. Locke)를 비롯한 영국의 경험론적 철학자들을 들 수

있다. 로크에 의하면, 태어날 때의 인간오성은 백지와 같다. 미리 감각 속에 없었던 것은 오성

속에 없다. 모든 지식과 관념은 경험 및 감각적 지각에 바탕을 둔 것이다(한국철학사상연구회

편, 1989: 323). 대체로 행동주의 심리학자들은 백지설과 동일한 입장에 근거하여, 후천적인

경험에 의하여 우리의 인식과 행동-그것이 구체적이고 미세한 것이든 포괄적이고 일반적인 것

이든 간에-이 결정된다고 주장한다.

둘째, 본유관념설은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몇 가지 관념을 알고 있으며, 이에 비추어 진리를

확인할 수 있다는 입장으로, 데카르트(R. Descartes)를 비롯한 대륙의 합리론적 철학자들이 이

를 지지하고 있다. 데카르트에 의하면, 인간의 모든 표상은 인간 자신과 마찬가지로 어쩔 수

없이 불완전하다. 그러므로 경험에 의존한 외래관념들은 확실하거나 분명할 수가 없다. 그렇지

만 완전성으로서의 신이나 절대적으로 확실한 공리들이 있으며, 따라서 이런 것들은 외래관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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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아니라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본유관념이라고 보아야 한다(앞의 책: 272). 촘

스키(N. Chomsky)와 같은 언어학자들은 상상을 초월하는 인간의 언어학습능력에 비추어 볼

때, 언어의 심층구조를 이해할 수 있는 언어획득장치(language acquisition device: LAD)가 태

어날 때부터 주어져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촘스키의 이러한 입장은 데카르트적인

전통 즉 본유관념설에 가깝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신일철 역, 1977: 394-395).

셋째, 절충설은 인식의 범주들은 가지고 태어나나 그 구체적 내용은 후천적인 경험에 의해

획득된다는 입장으로, 경험론과 합리론을 종합한 칸트(I. Kant)가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다. 칸

트에 의하면, 현상에 있어서 감각과 대응하는 것이 현상의 질료라면, 현상의 다양성이 일정한

관계 속에서 정돈될 수 있는 것이 현상의 형식이다. 감각을 정돈하고 일정한 형식 속에 넣을

수 있는 것은 그 자신이 또 감각일 수 없으므로, 일체의 현상의 질료는 단지 후천적으로 주어

지지만, 그 형식은 감각에 대하여 심성 속에 선천적으로 갖추어져 있지 않으면 안된다(소광휘

외, 1974: 107). 이러한 절충설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인식의 틀(Schema)이 환경과의 동화와

조절을 통하여 보다 분화되면서 포괄적으로 발달해간다는 피아제(J. Piaget)의 입장과 닿아 있

다고 할 수 있다(Hamlyn, 1967: 38).

이렇게 윤리학적 범주와 인식론적 범주로 나누어 인간본성을 고찰한 지금, 우리는 이에 대

하여 어떤 잠정적 결론을 내릴 수 있는가? 필자가 보기에 그것은 다음 두가지이다. 첫째, 인간

본성론은 윤리학적 범주에 속하는 것이든 인식론적 범주에 속하는 것이든 간에 기본적으로

경험적 인 명제에 속한다는 점이다. 잘 알다시피, 진·위를 판별할 수 있는 명제는 원칙적으로

그 진·위를 판별하는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개념적, 경험적, 규범적 명제로 나누어진

다. 그런데 인간본성론은 인간이 태어날 때 어떤 상태로 태어나느냐 즉 인간 탄생의 원초적 상

태에 대한 사실을 주장하거나 옹호한다는 점에서 경험적인 명제에 속한다. 그렇다면 이 글에

서 주장한 인간본성론들은 과연 경험적으로 타당한 것인가? 인간본성론이 성격상 경험적이라

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우리는 인간본성론에 대하여 어떤 발언을 할 수 있는가? 그것은, 필자

가 보기에, 경험적인 사실이나 증거가 별로 없이 인간본성론을 주장하는 경우가 더러 있다는

점이다. 물론 인간본성에 대한 주장과 관점들이 모두 그러하다고는 할 수 없다. 그렇지만 상당

히 많은 인간본성론들은, 기본적으로 체계적으로 경험적인 증거를 수집하여 이루어진 것이라

기보다는 단편적인 사실에 근거한 개인적 견해이거나 경험과 별 관련없는 사변의 결과로 이루

어진 것들이다. 그러므로 타당한 인간본성론이 성립되려면, 엄격하고 체계적인 경험적 증거에

입각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둘째, 첫째와 관련된 것으로서, 어떤 인간본성론이 절대적으로 보편타당하다고 할 수 없다는

점이다. 우리가 고찰한 여러 가지 인간본성론 중에서 어떤 것이 과연 타당한가? 현재로서 확실

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어떤 것도 절대적으로 보편타당하지는 않다는 점이다. 그럼에도 불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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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어떤 인간본성론이 절대적으로 타당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자칫 독단이나 독선에 빠지기

십상이다. 한 개인으로서 어떤 특정한 인간본성론을 믿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자유이다. 그

러나 그 인간본성론이 진리이고, 다른 인간본성론은 틀렸다고 주장하는 것은 곤란하다. 그것은

아직 진리로 확정되지 않은 것(half truth)을 진리(absolute truth)로 주장하는 것이므로 올바른

태도라고 할 수 없다. 그렇기는 하지만,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험적 증거들에 비추어 보

면, 윤리학적 범주에서는 미정설이, 인식론적 범주에서는 절충론이 각각 타당한 것으로 받아들

여지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것들도 또 다른 결정적으로 중요한 경험적 증거들이 나타나면,

언제든지 수정되어야 할 관점들이다. 경험적 명제는 성격상 이렇게 현재의 경험적 증거에 의

해 잠정적으로는 진이지만, 언제든지 다른 결정적 증거에 의해 허위로 판명될 수 있는 개연성

(contingency)을 가지고 있다.

Ⅳ. 인간본성론에 따른 교육의 모습

인간본성론에 대한 이러한 고찰이 교육에 주는 시사점은 무엇인가? 그것은, 비록 인간본성

론 각각이 절대적으로 타당하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교육의 모습을 일정하게 규정짓는다는 점

이다. 즉 어떤 인간본성론을 주장 또는 옹호하게 되면, 그에 일관된 교육관이 도출될 수 있다

는 점이다. 그 각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윤리학적 범주에 속한 인간본성론들 중 성선설에 입각한 교육의 모습을 그려보면, 교

육은 어린이들이 마음껏 자유를 구가하는 자유분방한 방식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인간은 본래

선한 상태로 태어났으므로, 어린이들을 자유롭게 내버려두어도 별 문제가 없다. 만약 어린이들

이 다소 잘못되거나 어긋난 방향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본래 선하므로, 결국 선한 상태로 돌아

오게 마련이다. 그러므로 교육은 어린이들의 자유를 충분히 허용하고 그들이 하고 싶은 대로

내버려두는 방식을 취할 것이다. 어린이들에게 적극적으로 무엇인가를 주입하거나 전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러한 교육을 소극적 교육 이라고 한다(손정수 역: 89-91). 교사는 어린이들

이 주위의 나쁜 환경이나 영향에 물들지 않도록 차단하고 보호함으로써 어린이들의 선한 본성

이 잘 발현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둘째, 성악설에 입각한 교육의 모습을 그려보면, 교육은 어린이들을 철저하게 통제하고 엄격

한 규율을 위주로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인간은 본래 악한 상태로 태어났으므로, 어

린이들이 하고 싶은 대로 내버려두는 것은 결국 악한 인간이 되도록 방치하는 것과 같다. 그러

므로 교육은 악한 본성이 발휘되지 않도록 또는 악함이 선함으로 바뀌어지도록 지속적이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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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런 방식의 교육은, 철저한 통제와 규율을 중시한다는 점에

서, 엄한 교육(hard education) 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반해 성선설에 입각한 교육은

부드러운 교육(soft education)'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미정설 또는 후천적 결정설에 입각한 교육의 모습을 그려보면, 교육은 어린이들을 정

교하면서도 유연하게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인간은

본래 선하거나 악한 상태로 태어나지 않았으므로, 후천적인 환경이나 경험의 영향으로 선하고

악한 것이 결정된다. 그러므로 환경이나 경험을 체계적으로 조작하여 어린이를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형성할 수 있으며, 그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구체적이며 실질적인 지식, 기술, 능력

등이 교육에서 요청된다. 교사는 그러한 지식, 기술, 능력을 갖추고, 사람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환경을 조작하여 어린이들을 길러낼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정범모, 1976: 332-335). 결국 교

육은 바로 환경이나 경험의 체계적 조작에 의한 인간형성 그 자체이므로, 그 중요성이 부각될

수밖에 없다. 이런 방식의 교육은, 환경의 체계적 조작을 통하여 인간형성을 좌지우지할 수 있

다는 생각에 근거하므로, 강력한 교육(powerful education)'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인식론적 범주에 속한 인간본성론들 중 백지설에 입각한 교육의 모습을 그려보면, 교

육은 주위의 어른이나 환경으로부터 체계적으로 전달하고 주입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것이

다. 인간은 본래 아무 것도 모르는 상태로 태어났으므로, 어린이들이 인간으로 제대로 성장하

려면 삶에 필요한 여러 가지 지식, 신념, 가치관, 기술, 정서 등 온갖 것들을 일러주고 전달해

주어야 할 것이다. 물론 윤리학적 범주의 미정설과 마찬가지로, 어떤 교육내용을 선정하여 어

떻게 전달해주느냐에 따라 어린이의 인지, 심성, 인성 등이 달라질 것이므로, 교육과정이 결정

적으로 중요한 과제로 부각된다. 어린이들에게 적극적으로 무엇인가를 전달하고 주입한다는

점에서, 흔히들 이러한 교육을 주입으로서의 교육 이라고 한다.

다섯째, 본유관념설에 입각한 교육의 모습을 그려보면, 교육은 어린이를 옆에서 도와서 내면

에 있는 관념들을 이끌어내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인간은 본래 진리를 인식할 수 있는

기본적인 관념들을 가지고 태어났으므로, 교사는 그 관념들을 별 장애나 어려움 없이 제대로

인식할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는 것이다. 여기에서 교사의 역할은 바로 소크라테스(Socrates)

가 주장하는 산파 즉 이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젊은이들이 스스로 지식을 깨달음으로써 지식

을 산출하도록 도와주는 역할과 동일하다( Theaetetus : 150c-151d). 이끌어낸다 , 밖으로 드

러낸다 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라틴어의 educare는 이러한 교육의 모습과 일치한다. 그러므로

이러한 교육을 발현 또는 계발으로서의 교육 이라고 할 수 있다.

여섯째, 절충론에 입각하여 교육의 모습을 그려보면, 교육은 유전과 환경의 상호작용을 중시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절충론에 의하면, 우리 인간의 인식은 선천적으로 가지고 태

어나는 인식의 기본적 범주들과 경험에 의해 확인된 인식의 구체적 내용의 결합에 의해 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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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되어 간다. 그러므로 교육에서는 인간들이 보편적으로 가지고 태어나는 인식의 기본적 범

주를 확인하고, 범주에 들어갈 구체적인 경험들이 어떤 것이어야 하는 지를 규정짓고, 이 두가

지가 어떤 상호작용을 하는 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시된다. 여기에서는 유전과 환경의 역동

적인 상호작용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이러한 교육을 상호작용으로서의 교육 이라고 할 수 있

을 것이다.

인간본성론에 따른 교육의 모습을 이렇게 고찰한 지금, 우리는 어떤 잠정적 결론을 내릴 수

있는가? 그것은 다음 두 가지이다. 그런데 두가지 중 하나는 위의 고찰에서 직접적으로 도출될

수 있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이에 대한 비판적 검토로부터 시사받을 수 있는 것이다. 첫째, 윤

리학적 범주와 인식론적 범주 각각에 속한 인간본성론들이 시사하는 교육의 모습이 서로 비슷

한 경우가 있다는 점이다. 위의 고찰에서 드러났듯이, 윤리학적 범주의 성선설과 인식론적 범

주의 본유관념설은, 교육이 어린이들의 내부에 있는 바람직한 특성을 밖으로 드러내도록 도와

주는 과정이라는 점에서 동일한 관점을 취하고 있다. 단 그 특성이 도덕적인 것이냐, 아니면

지적인 것이냐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또한 미정설과 백지설도, 교육이 바람직한 경험을 외부

의 환경으로부터 어린이들에게 전달함으로써 어린이를 일정한 방향으로 형성하는 과정이라는

점에서 동일한 관점을 취하고 있다. 역시 인간본성을 파악하고 강조하는 측면이 도덕적인 것

이냐, 아니면 지적인 것이냐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시사받는 교육의 모습은 별반 차이가 없다.

결국 인간본성을 고찰하는 데는 윤리학적 범주와 인식론적 범주를 구분하여 고찰하는 것이

적절하였지만, 교육에 주는 시사점을 고찰하는 데는 이 구분이 크게 유용한 것 같지는 않다.

사실 앞에서도 말했다시피, 보통 교육학에서 인간본성을 논할 때, 성선설, 성악설, 백지설로 구

분하여 논한다. 이 구분은, 인간본성을 파악하는 관점으로는 적절하지 않지만-필자들은 이제까

지 계속 이러한 입장을 견지해왔다-, 교육에 주는 시사점을 논할 때는 유용할 수도 있다. 왜냐

하면 백지설이 교육에 주는 시사점은 미정설이 교육에 주는 시사점과 별로 다르지 않기 때문

이다. 사실 엄밀한 이론적 탐구에서 이루어진 구분이 구체적인 실천의 장면에서도 그대로 적

용되기를 기대할 수는 없다. 때때로 이론적으로는 입장의 차이가 나지만, 실제에 적용하였을

때는 그러한 차이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들이 더러 있을 수 있으며, 인간본성론과 교육적 시사

도 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우리가 교육학이 아닌 다른 학문의 이론들이 교육에 주는 시사점을 탐구할 때 염두

에 두어야 할 점이라고 생각한다. 교육학은 여러 가지 학문들의 개념, 이론, 방법론 등을 응용

하여 교육현상이나 행위를 탐구하는 종합학문이다. 그리하여 교육학에는 교육학 하위영역에

속하는 순수학문들의 이론들이 많이 소개되어 있다. 순수학문들의 관점이나 이론들은 대체로

구체적 실천을 염두에 두지 않고 현상에 대한 경험적 탐구로 나온 것들이므로, 이론적으로는

분명히 차이가 날 수 있다. 그렇지만 그러한 관점이나 이론들이 교육실천에 적용되었을 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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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연 분명한 차이가 나는지는 별도로 따져보아야 할 문제이다. 우리는 한편으로는 이론적 탐

구결과로 나온 관점이나 이론들의 엄밀한 의미와 구분을 제대로 파악해야 하지만, 다른 한편

으로는 그것들이 구체적인 교육실천에서도 그대로 견지되는 지를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다.

둘째, 역설적으로 들리겠지만, 교육에서는 인간본성론 중 어떤 입장이 타당한가에 대한 정확

한 인식보다는 인간본성에 대한 신념과 그것에 일관된 구체적인 실천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 단적인 예로 영국의 섬머힐학교(Summerhill)를 들 수 있다. 섬머힐학교는 니일(A. S. Neill)

에 의해 1921년 독일에서 설립되었다가 1927년 영국으로 옮겨와 이제까지 운영되고 있는, 우

리 식으로 말하면, 일종의 대안학교 이다. 니일은 인간본성이 선하다는 루소의 사상을 신봉하

여 철저하게 자유방임적인 교육을 실천하였다(김은산 역, 1987: 20-21). 지금은 니일의 손녀인

소이가 교장직을 맡아 운영하고 있다.

섬머힐학교가 얼마나 철저하게 자유방임적인 교육을 실천하는 지를 분명히 드러내는 예로

다음 두 가지를 들어보겠다. 첫째 수업의 출석여부가 전적으로 학생의 자유로운 결정에 달려

있다는 점이다. 수업시간표가 있지만, 수업에 들어가고 들어가지 않는 것은 순전히 학생의 결

정에 달려 있다. 학생들이 수업에 들어가고 들어가지 않는 것은 자유이지만, 특별히 정해진 시

간이 아니면 교내에서 머물러야 한다. 교내 어디에서 머물든 그것도 학생의 자유이다. 물론 교

사는 수업준비를 하고 수업시간표에 따라 수업에 들어가야 한다. 1년 내내 한시간도 수업에

들어가지 않는 학생들도 있다고 한다. 당연히 이 학생은 학교나 교사로부터 아무런 제재를 받

지 않는다. 둘째 교사든 학생이든 모두 민주주의의 원칙에 따라 결정을 내릴 때 똑같이 한 표

를 행사한다는 점이다. 학교의 교칙과 지침은 이른바 학교자치회 에서 결정된다. 학교자치회는

학생과 교직원으로 구성되는데, 학생도 한표 교직원도 한표를 행사하여, 다수결에 의해 결정을

내린다. 아무래도 교사의 수가 학생의 수보다 적으므로, 다수 학생들의 뜻에 따라 학교 운영의

방침이 정해지기 마련이다.

그런데 연구결과에 의하면, 이렇게 자유방임적인 교육을 받은 섬머힐학교의 졸업생들이 사

회에서 스스로의 삶에 행복해하며 나름대로 유능한 사회인으로 살아가고 있다(위의 책:

411-418). 필자는 앞에서 인간본성에 대한 과학적 검증 없는 어떠한 관점도 개인적으로는 신념

일 뿐이며, 보편타당한 것으로 주장하게 되면 독단에 흐르기 쉽다고 주장하였다. 그런데 섬머

힐학교는 어떻게 이렇게 의미있는 교육성과를 낼 수 있는 것인가? 과연 우리는 섬머힐학교의

의미있는 교육성과를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

섬머힐학교의 교사나 옹호자들은 이러한 의미있는 교육성과를 볼 때, 인간본성이 선하다는

점이 입증되었다고 주장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것은 명백히 논리의 비약이다. 우리가 잘 알

다시피, 어떤 명제가 진리라는 것과 그 명제에 입각하여 행하였을 때 좋은 결과가 나온다는 것

은 서로 다른 별개의 문제이다. 전자는 명제의 진리성을, 후자는 명제의 유용성을 각각 나타내



인간본성, 그 의미와 교육적 중요성 31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고 있다. 어떤 명제가 진리라고 해서 그 명제를 믿고 그 명제에 입각하여 행하였을 때 반드시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때때로 진리를 믿고 그것을 실천에 옮김으로 해서 불

이익이나 박해를 받기도 한다. 이와 유사하게 우리는 허위를 믿고 그에 따라 행하였는데 이익

과 명예를 얻기도 한다. 하긴 아는 것은 병이고 모르는 것은 약이라는 말도 있지 않는가? 이들

이 봐라. 유용한 결과를 가져오지 않느냐? 그러므로 우리들의 입장이 맞지 않느냐? 라고 말하

는 것은, 소박한 실용주의자(pragmatists)들의 진리에 대한 입장과 일치하며, 그런 만큼 진리와

유용성을 혼동하는 오류에 빠져 있다고 할 수 있다.

필자들은 이렇게 생각한다. 비록 성선설이 반쯤 진리일 뿐이지만, 교육에서는 반쯤 진리라도

좋을 수 있다. 교육은 어디까지나 구체적 실천이다. 교육은 이론적 활동이 아니라 실제적 활동

이다. 우리의 삶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우리의 진리에 대한 인식이 우리 자신의 삶과 연결되

지 않았을 때 얼마나 공허한 것이던가? 삶은 구체적 실천이지 이론적 활동이 아니다. 다만 우

리의 삶에는 그 구체적인 실천들 속에 모종의 일관성과 체계성이 붙박혀 있기를/ 지기를 기대

할 뿐이다. 교육도 마찬가지이다. 교육에서 중요한 것은 확고한 신념과 그 신념에 일관되고 체

계적인 실천이다. 성경에 우리 마음속에 겨자씨 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산을 저리 가라 하면

간다 는 말이 있다( 聖經 , 마태복음). 우리의 삶도 그렇듯이, 교육에서도 필요한 것은 겨자씨

만한 믿음이다. 만약 그러한 믿음에 하나 더 붙인다면, 그 믿음에 일관되고 체계적인 구체적인

실천들이다. 섬머힐학교는 인간본성이 선하다는 신념으로 철저하게 무장된 교사들이 혼연일체

가 되어 교육의 장면 장면에서 그 신념을 구현해내는 학교이다. 이 점이 바로 섬머힐학교가 의

미있는 교육성과를 이루어내는 토대라고 생각한다. 과연 우리는 교육자로서 인간본성에 대한

겨자씨 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과연 우리는 그러한 믿음에 일관된 말과 행동을 구체적인

교육의 장면에서 실천하고 있는가?

Ⅴ. 맺으며

필자들은 이제까지 인간본성의 의미를 정의내리고, 인간본성론을 윤리학적 범주와 인식론적

범주로 나누어 고찰하였다. 그리고 이들 각각의 특징을 살펴보고, 이들에 입각한 교육의 모습

을 그려보았다. 필자들은 인간본성을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태어나면서,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쉽게 드러나는 특성 이라고 정의내리고, 또 이와 일관되게 인간본성론은 기본적으로 경

험적 명제에 속한다고 규정지었다.

그런데 이러한 필자들의 생각과는 전혀 반대되는 생각이 있어 그것을 소개하고, 이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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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들의 간단한 논평을 함으로써 이 글을 마치고자 한다. 이홍우교수는 인간본성론 이라는

논문에서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있다(이홍우: 17).

성(性)과 도(道)와 교(敎) 사이의 연쇄적 관련을 진술한 중용(中庸) 첫 문장(하늘이 명령하는 것,

그것이 성이며, 성이 자국을 남긴 것, 그것이 도이며, 도를 닦는 것, 그것이 교이다: 天命之 謂性 率

性之 謂道 修道之 謂敎)은, 그 표면상의 진술형태와는 달리, 교육과 인간본성 사이의 개념적 관련을

지적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교육은 인간본성을 실현하는 행위이다라는 말은 그 문법적 형태로

말미암아 교육을 하기 이전에, 교육과는 무관하게 인간본성이라는 것이 주어져 있고 교육이 그것을

실현한다는 연상을 불러 일으키지만, 이것은 사태의 성격상 용납될 수 없다. 인간본성은 교육에 의하

여 규정되며 인간이 그 본성을 갖추게 되는 것 또한 교육을 통해서이다. 이 점에서 인간본성은 인

간이 태어날 때 이미 갖추고 있는 성질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본래 갖추어야 할 성질을 뜻

한다. 교육은 이 성질을 갖추도록 하는 행위이다. 이것이 중용의 첫 문장을 의미있게 해석하는 유일

한 방법이다.

물론 그렇다. 인간본성론은 인간이 태어날 때, 어떤 상태로 태어나느냐 에 관한 주장으로,

경험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고 볼 수도 있지만, 인간이 마땅히 갖추어야 할 특성이 무엇이냐

에 관한 주장으로, 당위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고 볼 수도 있다. 필자들은 인간본성론을 전자와

같이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반해, 이홍우교수는 후자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인간본성론에 대한 이 두 가지 중 어떤 해석이 타

당하다고 보아야 하는가?

필자들은 필자들의 해석이 옳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인간본성을 논할

때, 그것은 인간이 어떤 상태로 태어나느냐에 대한 경험적인 주장으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물

론 인간본성은, 이제까지 이 글에서 고찰한 것처럼, 윤리학적 또는 인식론적 관심에서 탐구하

기도 하고, 교육과 관련하여 논의하기도 한다. 그리하여 각각의 관심영역에 의해 인간본성에

대한 탐구가 경험적인 것이 아니라 당위적인 성격을 띠기도 한다. 그렇지만 그것은 각각의 관

심에 입각한 인간본성에 대한 고찰로서, 그 관심의 성격에 따라 경험적인 것이 되기도 하고 당

위적인 것이 되기도 한다. 따라서 교육과 관련하여 볼 때, 교육은 결국 이상적인 인간을 형성

하려는 노력이라는 점에서, 인간본성을 당위적인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이홍우교수의 주장

대로, 중용의 첫 문장을 의미있게 해석 하려면 인간본성을 당위적으로 해석해야 한다. 왜냐하

면 중용의 첫 문장은, 인간본성과 교육을 직접적으로 관련짓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자들은 인간본성론이 교육과 관련하여서도 경험적으로 해석될 수 있

다고 생각한다. 인간본성을 교육과 관련하여 논의할 때, 인간본성을 당위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과연 유일한 방법 이라고 보아야 하는가? 필자들은 하나의 그럴듯한 방법이기는 하지만 유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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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방법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인간본성을 교육과 관련하여 논의할 때라도 당위적인 것이

아니라 경험적인 것으로 파악하는 것도 충분히 의미있을 수 있다. 이 글은 인간본성을 경험적

인 것으로 파악하고 이를 교육과 관련시켜 볼 때, 어느 정도 의미가 있을 수 있는 지를 보여준

한 가지 예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이에 대한 필자들의 논의가 과연 제대로 된 것이지는 알 수

가 없다. 그렇지만 필자들은 인간본성 자체를 탐구하는 것도 성격상 경험적이어야 하며, 인간

본성을 교육과 관련하여 논의할 때도 인간본성을 경험적으로 규정하여도 충분히 의미있음을

확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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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mai l : kmki m@sar i m. changwon. ac . kr

* 양병한 : 계명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과에서 교육심리학을 전공하여 교육학박사 학위를 취득하였으며, 현재 창원대

학교 특수교육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주요 저서로는 수업이론과 설계 , 교육연구의 실제 등이 있으며, 관심분

야는 인지심리와 교육, 교육공학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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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Review of the Educational Implications of Human
Nature Theories

Kim, Ki Min* ·Ya ng , Be ong Ha n*

This study attempts to clarify the meaning of human nature and to review the

educational implications of human nature theories. Though the educational implications of

human nature theories have been often explored, the meaning of human nature have been

rarely analyzed. Many educators think that it is important for teachers to know a certain

sound theory of human nature in order to be a good one. Is that true? This study tackles

on this issue.

Some say that the meaning of human nature should be regarded as a prescriptive one in

the context of education. Because education has something to do with a good or desirable

state of human mind, so the human nature in context of education is to be considered not

as an innate reality, but as a standard of the educated person. But we think that it is not

right. We think that the meaning of human nature should be regarded as a descriptive one.

Because here nature means the significant, innate and shared characteristics of a certain

existence, so nature is not normative but in existence.

The theories of human nature may be examined by the two categories, the ethical and

the epistemological. The theories of human nature may be divided into three in the light of

the ethical category: the view of human nature as fundamentally good, the view of human

nature as fundamentally depraved and the view of human nature as indeterminate. The

theories of human nature may be divided into three in the light of the epistemological

category: the view of human nature as tabula rasa, the view of human nature as innate

ideas and the view of human nature as eclectic.

The educational implications of various human nature theories may be defined as such: If

* Professor, Department of Special Education, Changwon National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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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 have the view of human nature as fundamentally good, we will have to pursue the soft

education. The view of human nature as fundamentally depraved, the hard education. The

view of human nature as indeterminate, the powerful education. If we recognize the human

nature as tabula rasa, we will welcome the education as cramming. The human nature as

innate ideas, the education as unfolding. The human nature as eclectic, the education as

interaction.

Then we think that it is more important to do our best consistent with a certain view of

human nature rather than to have a sound view of human nature. As you know, education

must be a kind of not theoretical but practical activity. So the faith in a certain view of

human nature and the consistent practices grounded on the faith seem to be critical of

education. Summerhill may be a representative case of this point.

Key Words : human nature, the viewof human nature as fundamental ly good, the viewof

human nature as fundamental ly depraved, the view of human nature as

indeterminate, the viewof human nature as tabula rasa, the viewof human

nature as innate ideas, the viewof human nature as eclect ic.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