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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본 논문은 양성평등을 실현하려는 여성적 시각인 배려윤리의 관점에서 교육과정․ 학교조직․ 교육평가 영
역을 포함한 학교교육전반에 대해 실제적인 문제들과 관련지어 검토․ 논의했다. 이러한 배려관점은 곧 
Noddings의 교육적 시각이다. 배려관점은 피배려자의 성장에 최우선순위를 두고, 구체적 상황을 감안해서 교
육문제들을 풀려고 하는 교육적 입장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다. 이 논문에서 고찰하여 밝힌 내용은 다음
과 같다. 첫째, 배려윤리에 따른 여성적 가치를 실현하는 일은 최소한 학교구성원의 인간관계를 개선할 수 있
고, 배려의 실천은 제로섬 게임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교육적 기능을 축소시키지 않는다는 것이다. 둘째, 배
려관점이 비공동체적인 윤리라는 비판을 극복하기 위해서 개인의 관심뿐만 아니라 공적 이익도 고려할 필요
가 있다는 점이다. 셋째, 배려관점은 교육현상을 이분법적으로 파악하지 않으며, 불평등, 억압, 강제, 획일화
를 일으킬 수 있는 교육에 반대한다는 것이다. 넷째, 배려관점은 다른 페미니즘보다 지배․억압에 대처하는 방
법이 급진적이지 않고 중도적이며, 교육실제를 미시적 관점에서 이해하지 않고 거시적으로 파악하고, Dewey
는 물론 Hutchins, Adler의 견해까지도 절충․종합하는 측면이 있다는 점이다. 다섯째, 배려관점이 포스트모던
화된 교육현실에서의 분권화, 수평화, 시스템화, 재구조화, 관계화를 계속적으로 지향한다는 사실이다. 결론적
으로 교육에 적용함에 있어서 배려윤리의 여성적 접근은 정의윤리의 남성적 접근을 보완하는 하나의 대안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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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언

20세기에 학교에서 강조된 도덕성은 부분 이론 ․형식 ․덕목 이었으며 어느 정도 

선의 내용도 포함하고 있었다. 기독교 교리와 개인주의 이데올로기에 의존한 도덕교육은 자기

통제와 자기희생을 강조하지만, 결단․야망․경쟁을 통해서 결국 개인의 성공을 강조했던 것

이다. 인격교육과 유 한 교과들도 일부분 개인의 성공에 한 이야기들로 그 내용이 짜여졌

던 것이다. 

그리고 최근 수십년간 학교교육은 도덕  목 과 분리되는 상을 래해왔을 뿐만 아니라 

무기력을 일으키는 도덕  형식과 내용이 학교에서 아직도 남아있는 것이다. 컨  Noddings

는 Holmes Group과 Carnegie Task Force의 향력이 있는 보고서(Tomorrow's Teachers, 1986; 

A Nation Prepared, 1986)들에서조차 으로 교육의 윤리  측면을 도외시했던 것을 지 했

다. 이들 보고서에서는 교사들이 교육내용․교육방법․교수 비에 해 선택하는 따른 윤리

인 고려와 학생들의 도덕 인 성장에 기여하는 학교의 근본 인 책임에 해서도 언 하지 못

했다는 것이다. 

학교는 무엇보다 학생의 도덕 ․사회  성장에 심을 가져야 한다. 배려의 에서는 피

배려자의 성장이 가장 핵심 이고 요한 문제이다. 학교교육의 교육내용과 방법  조직 등

에 있어서 지속 으로 주요한 변화가 수반됨으로써 피배려자의 성장이 보다 가능할 것이다. 

더불어 오늘날 학교가 도덕  삶을 해 사람들을 교육하는데 목 을 두어야 하며, 이 목 을 

성취하는 최선의 방법이 철 하게 도덕  방법으로 교육의 과정을 수행하는데 있다고 제안하

는 일은 신 ․강제 이기 조차한 것으로 여겨질 것이다. 그리고 기성세 에서조차 가치

의 혼란이 있는 사회에서 도덕교육의 목 ․내용․방법을 결정하는 일은 그리 쉽지 않은 

것이다(목 해, 2002, p.46).

그러나 재 학교와 유 기  나아가서 사회 반에서 도덕교육을 경원시하고 있을지라도 

실제 인 도덕교육에 한 심은 여 히 남아있을 것이다. 도덕성은 재에 이르기까지 학교

에서 오래 계속되어온 심사인 것이다. Noddings(1994, p.171)는 F. Bobbitt 같은 공학  모델

을 옹호하는 진보주의 인 학자들조차도 도덕인․훌륭한 시민․자질있는 부모․평온한 혼

을 증진하는데 도덕  심이 있어 왔다고 보는 것이다. Hutchins(1947, p.104)도 교육이란 이

상 인 에서 인간의 인격을 형성하는 신 한 시도로 보았다. 

모든 사람에게 도덕교육은 필요하다. Dewey(1916, p.414～415)는 도덕이란 타인과의 계에 

한 행동들을 포 하는 개념이며, 도덕은 잠재 으로 인간의 모든 행동이고, 행 의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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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과 도덕  특성은 서로 같다고 이해하고 있다. Dewey(1916, p.418)는 사회  삶에 있어서 

효율 으로 함께 참여하는 능력을 기르는 모든 교육을 도덕교육이라고 보는 것이다. Peters(1970, 

p.44～45, 1981, p.141～142)도 모든 교육을 도덕교육으로 보고 있으며, 모든 교사들을 도덕교사

로 간주하고 있다. 

이와 동일한 입장을 취하는 Noddings는 학교교육에서 도덕교육이 차지하는 비 을 크게 취

하고 있다. Noddings의 도덕교육은 바로 여성  근에 따른 배려교육인 것이다. 그런데 왜 

․ 등학교에서 배려지향의 도덕성을 길러주는 교육이 특히 필요한 것인가?

Gilligan(1988)이 제시한 세 가지수 의 도덕발달단계에서 보면, 자기 심  수 에서 책임

감을 강조하고, 자기희생을 도덕  이상으로 간주하며, 선행으로부터 인간 계에 한 진실성

으로의 심의 변화를 거치는 단계의 수 을 거쳐서 자신과 타인을 배려하는 수 으로 발달한

다(정옥분․곽경화, 2003, p.34～36). 여기서 정옥분․곽경화(2003, p.154～157)를 비롯한 국내외

연구의 공통 은 제3수 의 도덕성이 가장 으며, 청소년보다 성인의 배려지향  도덕성이 

높다는 사실이다. 이처럼 심리발달  측면에서도 ․ 등학교에서 배려지향  도덕성을 진

하는 배려교육이 크게 요구되는 것이다. 

배려교육은 바로 배려능력을 기르는 일이다. 타자에 해 배려하는 일은 상 를 보다 윤리

 존재로 승화시키며 윤리  삶으로 인도하는 기능을 한다. 남을 배려하기 해서는 먼  나

를 배려하는 것부터 배워야 한다. 타자를 배려하는 것은 존 과 존경에서부터 시작되는 일이

고, 결국 남을 사랑하는 마음과 생각  태도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일상 으로 주의깊은 사랑을 실천하는 모성  배려는 신체  배려와 심리학  배려를 포함

한다(Noddings, 1992, p.45). Ruddick(1989)은 3가지 큰 심 즉 아동의 삶을 보존하고, 아동의 

성장을 진하며, 마음에 드는 아동을 형성하는 일에서 특히 이러한 배려  사고가 나타난다

고 본다(Noddings, 1994, p.175). 이 게 3차원의 심을 갖는 도덕 인 과업 즉 모성  사고로

서의 배려는 학교 장에서의 교육에서 충분히 나타나고 잘 용되어야 하는 것이다. 배려는

실천을 수반하는 정서 ․도덕 인 개념으로서 상 의 마음을 치유하게 만드는 진실

한 심과 사랑의 행동이자 인간소외, 불평등, 억압 등으로 인한 험과 갈등을 여 주는 성

향이다(김수동, 2002, p.26). 한 배려는 개인  덕목이 아니라 배려자와 피배려자 사이에 형

성되는 특정한 계이다(박병춘, 2002, p.130; 목 해, 2002, p.48). 그리고 배려  사고는 피배

려자라는 존재를 한 숙고, 반응, 구원, 확신, 보호, 보존, 실존, 변화, 이해, 염려와 련한 일

인 것이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배려의 이란 피배려자와 련된 주변세계를 개선하는 일을 추진

하는 의미이고, 각자의 고유한 타자성을 발휘하면서 계를 유지․개선하는 측면이며, 상호의

존․ 계성․공유․신뢰․기쁨․평화 등의 여성  가치를 실 하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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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려의 은 원칙들에 입각해서 논리 으로 생각하기보다는 구체  상황에 따라서 교육

문제들을 풀려고 하는 교육  입장이다(김수동, 2002, p.36). 부연하면 이같이 배려 은 행

의 보편성․추상성을 강조하기 보다 행 자의 특수성과 구체  상황을 계 인 측면에서 고

려한다. 

배려의 은 여성에게만 열려져 있는 것은 아니라, 모든 인간에게 해당되는 것이며 남성

에게 제외된 것이 아니다. 따라서 배려의 과 정의의 을 히 사용해서 교육 상을 

이해해야 교육문제를 효율 으로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배려의 이 오늘날 왜 요한가? 의 많은 학교들은 배려의 기라고 불리워

질 수 있는 상태에 처해있다. 학교와 교실이 붕괴되고 있다는 지 이 많았고, 실제로 경쟁자와 

자를 생산하고 유지시키는 측면이 있는 것이다. 학교를 가정과 같은 배려의 센터로 만들

고, 학생들의 심리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방법들을 배려의 에서는 지향하고 있는 것이

다. 즉 배려윤리 는 배려교육론이 립․갈등․폭력․억압이 나타나고 있는 지구 의 도덕

 기 상황에 처할 수 있는 새로운 안윤리로 부각되고 있는 것이다(목 해, 2002, p.46). 

집단 따돌림, 도덕  무 심, 타인에 한 심 부족 등을 해결할 수 있는 근은 배려의 입

장이다. 자율성과 공정성을 강조하는 개인 ․합리 인 교육은 이기심, 고립, 소외, 인정의 상

실, 이웃간의 단  같은 문제들을 다루고 도덕  심정력을 길러주는 데는 미흡한 면이 있는 것

이다. 사회에서처럼 공동체  가치가 약화되는 사회에서는 배려의 이 남성  교육에 

한 하나의 보완책이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가부장  남성문화가 지배 인 한국의 교육 실에서는 이러한 배려의 이 학교

에서의 양성평등의식을 고취하고 정서 ․인간 인 교육의 실 을 해서 특히 도움을  것

이다. 남성과 여성이 공존하는 계를 이루고, 인을 양성하는 인성교육의 측면에서 특히 여

성  은 더욱 필요한 것이다.

교육학의 에서 배려의 실천을 주장하고 있는 표 인 학자는 Noddings이다. 교육을 

통해서 양성평등을 실 하려는 여성  시각인 배려의 은 곧 Noddings의 입장이라고 말할 

수 있다. Gilligan․Ruddick․Martin은 여성주의  즉 정치사회 인 개 을 강조하는 페미니

즘 인 경향을 한층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Gilligan․Ruddick은 정의의 

과 상반되는 차원에서 Noddings가 주장하는 배려의 을 보완하는 이 있다. 나아가서 

직 으로 배려윤리를 표 하고 있지 않을지라도 교육학자들의 견해에서도 배려에 련된 의

미있는 내용들을 발견할 수 있다. 그래서 본고에서는 Noddings의 배려윤리와 배려 을 명

료하게 밝히기 해 학교교육의 범주 내에서 Gilligan․Ruddick은 물론 Kohlberg․Freire․

Dewey․Peters․Hutchins․Adler․Bantock․Click 등의 견해와 련지어 논의할 것이다.

학교에서 기쁨을 창출하는 공동체를 이루기 해 이러한 배려윤리와 배려 을 학교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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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왜 반 해야 하는가 뿐만 아니라, 교육과정․학교조직․교육평가 역과 련한 실제

인 문제들을 심으로 배려를 한 Noddings의 학교교육론에 한 검토․논의를 함으로써 배

려윤리가 어떻게 용․실천되어야 하는지에 한 시사를 얻고자 하는 것이다. 

Ⅱ. 학교교육과 배려윤리

Kohlberg는 도덕교육의 근원이자 종착 으로 간주하는 정의공동체(just community)에 심

을 집 했다(Kohlberg, 1981, p.1984; Noddings, 1994, p.175에서 재인용). 도덕  단력을 

시하는 Kohlberg의 선형  논리에 근거한 신주지주의 도덕교육론과 신체를 시하는 덕목

심 도덕교육론은 복잡하게 얽 져 있는 첨단 정보화사회에서 도덕  실천에로 이르지 못하게 

될 뿐만 아니라 도덕문제를 해결하기에 부족하다는 지 이 있다(목 해, 2000, p.211～212). 신

주지주의 도덕교육론에서는 네트워크  계성을 충족시키지 못하며 도덕문제의 해결을 개별

 인간의 단에 맡겨버리는 것이다(목 해, 2000, p.212). 

이에 반해서 Noddings의 계윤리학 내지는 배려윤리학은 Kohlberg등의 통  윤리학과 

근본 으로 다르다(Noddings, 1994, p.174). 양자의 가장 요한 차이 은 배려윤리학이 의무

에 해 통 으로 강조해온 것을 거부한다는데 있다. 칸트는 일 이 의무감에서부터 우러나

온 행 만이 도덕 인 것으로 분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에 배려의 에서는 이러한 

여성  가치들이 실패했을 경우에 한하여 의무감이나 계약을 따져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배려윤리에서는 사랑과 자연  성향으로부터 나온 행 들을 선호하는 것이다. 개인과 개인

을 결합 계로 이끄는 것이 포용과 책임의 요소를 지닌 사랑의 사회  기능인 것이다. 

Freire(1998, p.67)도 교육이 사랑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는 않지만, 교사에게서 가장 필요한 것

이 사랑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즉 가르치는 일은 사랑하는 것이다. 이 듯 Freire가 학생의 입

장에서 교육 상을 이해하고 있지만 그 다고 해서 그의 시각이 Noddings에 버 가는 배려

을 지향한다는 말은 아니다. 

배려는 남성의 경험보다 여성의 경험으로부터 더 자연스럽게 우러나오는 것으로 보이기 때

문에 흔히 여성주의 인 특성을 갖는 것이다. 여성  을 채택하는 행 자들은 법률․원

리․정의․자율성․공정성 같은 남성  가치 는 비도덕 인 재화에 의해서만 행 를 단하

지 않는다. 그러한 여성  의 행 자들은 원리와 효용성의 2가지를 모두 고려하는 것이다. 

목 해(2002)가 언 하 듯이, 지 의 한국의 학교교육은 통 으로 공동체의 이익을 시

하는 남성 심  유교윤리에 지배되어 왔기 때문에 앞으로는 개인의 구체  실과 필요를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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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고려하는 여성  배려윤리와의 한 결합과 연계를 통해 학교 반에 용하는 것이 요구

된다. 이러한 배려윤리를 학교교육에서 어떻게 반 하고 실천되어져야 하는지를 Ruddick(1989), 

Freire(1970), Dewey(1916), Peters(1966) 등의 견해를 참고하여 Noddings의 견해를 심으로 살

펴본다. 여기서 Freire, Dewey, Peters는 배려윤리와 직 인 련이 있는 학자는 아니다. 

첫째, Noddings(1992, p.52)는 학교에서 구성원들간의 친 한 계를 형성하는 일이 의미가 

깊은 도덕  삶의 시작일 뿐 아니라 끝이라고 본다. 

Freire(1970, p.119)의 말을 빌려서 표 하면, ‘A가B를 해, 는 ‘A가

B에 해 실행하는 것이 아니라 ‘A와B가 함께 계를 맺고 더불어 일을 

실행할 때 비로서 배려교육이라고 볼 수 있다. 다양한 혼재된 향을 끼치는 사랑․미움, 분

노․슬픔, 찬양․시기 등에 의해서 인간 계는 이루어진다. 배려의 측면은 타인에게 물리 으

로 발생하는 것뿐 아니라 그들이 느끼고 반응하는 연결된 계성에 보다 심을 갖는 것이다. 

사람은 유아기에는 미소와 꿈틀거림으로, 청소년시 에는 자신의 로젝트를 정력 으로 추

구하는 것으로 반응을 보이게 된다. 그 반응은 성숙한 계에서는 상호 이다. 배려의 에

서는 윤리  행 를 단함에 있어서 타인의 반응을 고려하는 것이다. 

 계는 호의 인 지각에 의해서 특성화된 개인간의 계로서 해석되며, 련된 상

방이 서로에게 무엇을 느끼는 일련의 만남이다(Noddings, 1994, p.173). 학교에서는 나이를 

넘어서서 교제를 극 권장해야 한다. 학교에서 직면하는 가장 어려운 과제 의 하나인 인간

계에 한 실천  학습은 배려의 차원에서 필수 인 일인 것이다. 

한 배려 계는 모든 계들에 있어서 흔히 발견된다. 윤리 으로 처신하는데 심이 있

는 사람은 주어진 기존의 계를 배려 계로 유지하거나 환시키려고 노력한다. Noddings(1994, 

p.174)의 배려윤리는 자연  배려에 근원을 가지고 있으며 그것에 의존하고 있다. 자연  배려의 

상태는 배려자는 물론 피배려자에게도 열정을 일으키는 효과 인 것이다. Noddings에 따르면, 

윤리  배려는 종속 인 것이다. 즉 자연  배려를 윤리  배려의 근원이자 종착 이라고 보

는 것이다. 그 다고 해서 모든 인간의 계가 열심과 친 함을 지닌 원형 인 부모와 자식간

의 계로 근해야 한다는 말은 아니다. 부모와 자식간의 계에서 나타나는 행 와 느낌들

은 다른 인간 계에서는 하지 않은 것이다. 

학교는 교사와 학생, 학생과 학생, 교사와 교사의 인간 계로 얽 진 사회구조이다. 교사는 

부모와 마찬가지로 마음에 드는 즉 정열 으로 생활하고 생산 으로 일하며 존경받고 신뢰받

는 사람을 배출해내기를 원한다. 그러한 사람들을 형성하려면 교사는 지 인 능력뿐만 아니라 

학생들과 연 된 사회구조에 한 지식의 축 을 필요로 한다. 

Freire는 자유에 따른 인간 계를, Rousseau는 계약에 기 한 인간 계를 말하고 있다. 

Noddings에게 Rousseau가 말하는 약속을 바탕으로 하는 계약 계라는 용어가 어울리지는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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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 그녀는 일 되게 수평  인간 계를 지향하고 있다. 학교에서는 학생들로 하여  힘과 

폭력을 포기하고 부드러운 공존의 인간 계를 유지하도록 조성하는 일이 무엇보다 요하다. 

흔히 학생들이 좌 이나 부정의(不正義)로 인해서 뿐만 아니라 친구들, 학교직원이나 심지어 

교사와 련한 갈등과 립으로도 흥분될 수 있다. 

인간 계에서 흔히 발생하는 갈등과 립을 최소화하는 일이 요구될 수 있다. 이와 련해

서 Ruddick(1989, p.161, p.174)이 내세웠던 4가지 이상 즉 평화유지(peacekeeping), 화해

(reconciliation), 항(resistance), 포기(renunciation)를 순차 으로 고려할 수 있다. 인간 계시 

나타날 수 있는 분노, 갈등, 투쟁에 해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결정하는 기 이 될 수 있다. 투

쟁을 피하는 기술로서의 평화유지가 우선 으로 염두에 둘 기 이고, 갈등을 해소하는 기술로

서의 화해가 그 다음으로 선택할 수 있는 기 이다. 강제를 싫어하고 그것을 평화 으로 처

하는 것을 의미하는 분별의 기술로서의 항, 평화를 이루는 기술로서의 포기 등은 최종 으

로 고려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이상  기 들을 염두에 두고 학교에서 인간 계를 맺어 가

면 학교조직을 보다 인간화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갈등을 해결하기 해 논쟁에서 ‘양보의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수용될 수 있는가?’의 문제도 

있다. 상호 양보를 통한 갈등 해결(conflict resolution through mutual concessions; 

CRTMC; Ruddick, 1989, p.178)은 불균형 인 재의 형식일 수 있으므로 가능하면 원인

이 무엇이든지 간에 논쟁에서는 안을 분명히 표 하는 것이 서로에게 유익할 것이다. 배려 

는 모성  에서 볼 때, CRTMC는 부분 으로는 이성의 교류가 실패했을 때 나타나는 

것이다. CRTMC는 상 방의 강제에 구애받음이 없고 독자 으로 평화감을 느낄 수 있을 때에 

비로소 의미가 있을 것이다. 

평화․상호의존성․화해․ 용 등의 가치를 실 하는 배려윤리에 따른 교육  은 극

이고 약속된 비폭력  태도와 생활을 한 학교훈련을 포함한다. 이를 해서 교사는 특권

을 분배하고 불평에 해 경청하며 권력과 보상이 불가피하게 차이가 나는 에 해 구체

으로 설명해야하는 것이다. 학교는 결핍, 편 , 제, 탐욕, 착취와 같은 구조  폭력으로부터 

구애받지 않는 곳이어야 한다. 이러한 평화는 모성 인 배려의 실천에서부터 생겨나는 것이다. 

둘째, 학교생활에서 배려윤리의 에 따른 도덕교육의 실천은 념, 확언(confirmation), 

포섭, 수용, 모범, 화, 토론, 사, 실천 등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교사들이 도덕교육에 해 윤리  원리가 아니라 배려 행 로부터 책임감을 가지고 학생들

에게 근하는 것은 도덕교육을 교과목으로 취 하는 일과는 다르다. 배려행 를 통해서 각 

학생들을 이성 으로 구성된 윤리  이상 내지는 윤리  생활로 안내할 수 있다. 교사는 윤리

 이상을 건설하는 것을 도와 으로써 마음에 드는 학생을 형성할 수 있는 것이다. 

교사와 학생들은 우연히 배려를 실행에 옮겨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한다. 내가 복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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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타인과 충돌한다면 두 사람은 모두 물리 인 충돌뿐만 아니라 그 뒤에 따르는 언행에 의해

서도 향을 받는다. “미안합니다” 혹은 “당신이 잘못했습니다”  어떤 말을 해야할지의 문

제가 발생한다. 련 당사자들은 서로에게 화를 통해서 어떻게 반응할지를 결정해야만 하는 

것이다. 

이 게 학교에서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교수하는 일에도 자주 배려의 일로 가득 차있다. 진

실한 화와 토론이 없는 교실에서는 배려도 없다. 남과 배려 계를 이루어 나가는 데 있어서 

가장 필수 인 것이 바로 화이다. 학교에서 개되는 다양한 토론들이 인간 계에 보다 유

의하여 진행되는 경우에는 교사가 지 인 활동뿐만 아니라 특히 사람들과 상호작용하는 방법

들의 모범을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 한 양 인 형식에 따른 비인격 인 등  매기기를 남

용함으로써 배려를 회피하려는 시도는 도덕교육과 상호  성장을 한 기회를 잃게 만든다. 

배려윤리에서는 배려의 구성요소  실천양식들이 특별한 것이 아니며, 그것에 한 해석과 

실천은 학교교육에서 무엇보다 핵심 인 일이다. 배려하는 교사들은 존 ․격려로 학생들을 

다루며 수업에서 배려를 실천하는 계기로 활용할 수 있다. 학생이 되고 싶어하는 것, 학생이 

수용할 수 있는 것을 이해한다면, 교사는 무엇을 격려할지를 알 것이다. 교사는 승인하고 승인

하지 않는 행 에 해서 학생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도 알아야 한다. 승인하지 않는 행 를 학

생이 할 때 아니면, 가치가 없는 행 를 해서 그것에 의미깊은 동기를 부여해 주는 일도 확

언에 해당할 것이다(Noddings, 1994, p.177). 확언이란 재의 행 에서 나타나는 것보다 더욱 

멋진 달성 가능한 피배려자의 이상 인 모습을 드러내 보여주는 것이다. 

그 지만 학생들에게 지나치게 높은 기 를 강요하는 것은 공허한 권유이다. 피배려자가 무

엇을 사랑하고 노력하며 원하는 가에 해서 배려자가 제 로 알지 못한다면, 배려자는 피배

려자에게 제시하는 것을 획일 으로 잘 하도록 기 하는 것이 된다. 높은 기 는 존 의 표시

가 될 수는 있지만, 다른 측면에서는 상 으로 낮은 기 를 하게 되는 것이다. 로서 과학

교사가 음악에 재능이 있고 음악가가 되려고 하는 학생에게 과학에 있어서는 낮은 기 를 하

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교사가 배려에 헌신하는데 있어서 우리와 함께 하는 일원으로 피배려자를 포섭하는 

것은 무척 요한 일이다. 확언․포섭을 실천하는 교사들은 학생들의 학문 인 성취뿐만 아니

라 도덕  발달에도 심을 가지고 있다. 이것은 제로섬(zero-sum) 게임이 아니다. 수학을 많

이 교수하는 것이 배려 계나 윤리  삶을 축소시킨다는 이유는 성립되지 않는 것이다. 

배려교사는 학생들이 배려를 실천할 것을 특히 권고한다. 배려를 받고 배려를 실천하는 것

은 바로 배려능력을 증진하는 길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한국에서도 고교 졸업규정에 지역사

회 사 수를 규정해 놓고 있는 것이다. 배려에 헌신 인 학교에서는 사를 더욱 후원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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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집단활동도 학문  성취를 높이는 것뿐만 아니라 배려실천을 한 활동을 제공할 수 있

다. 이러한 소집단활동의 목 은 앞서 언 한 배려의 요소와 양식들을 통해서 배려공동체를 

발 시키는데 있어야 한다. 이런 활동을 통해서 동료와의 상호작용할 기회가 제공되며, 배려차

원에서의 구성원간 상호작용의 질은 학문 인 성취만큼이나 요한 것이다.

셋째, 배려윤리에 따른 학교교육은 특정한 개인 인 흥미와 심을 고려하면서 아울러 공  

이익, 지역사회의 이익을 추구하는 극 ․실천 인 측면도 포함해야 한다. 

흔히 Noddings를 비롯한 배려윤리의 이 사회  측면보다 개인  측면을 강조하는 것으

로 보여진다. 일반 으로 정의윤리에서는 공 인 것․보편성 등의 가치를, 반 로 배려윤리에

서는 사 인 것․ 계성․구체 인 것 등의 가치를 신뢰하는 것이다. 한 배려윤리의 이 

규범, 정의, 약속 등의 사회  측면을 소홀히 하고 있다는 비 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 

이 에 해서는 배려윤리 내지는 배려 을 명료하게 밝힌다는 차원에서 지속 으로 논의

해 볼 필요가 있다. 여하튼 배려 은 개인의 가치를 지향하면서도 련된 공동체 체의 이

익도 고려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흥미에 한 Dewey와 Peters의 견해를 비교해서 살펴보기로 한다. Dewey(1916, 

p.161)도 말하듯이 흥미는 도야(discipline)와 더불어 유목 인 활동의 상호 련된 두 측면이

다. 심리학  측면에서 배려의 은 주의깊게 살피고 주의를 기울이는 학생의 흥미를 고려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흥미란 극  발달의 체 인 상태, 견된 객  결과, 개인의 정

서  경향을 뜻한다(Dewey, 1916, p.148). Dewey가 말하는 것처럼, 흥미에는 능동 인 욕망이

며, 상상력에 의해 상되는 변화의 의미가 담겨있고, 인간을 감동시키거나 감화력을 가져다

다는 , 주목을 끄는 것, 주변을 보살피고 주의를 기울인다는 의미가 있다. 흥미가 있다는 것

은 자아에 몰두한다는 것이며, 떨어져 있는 사물을 연결시키는 기능이 있다는 것이다. 흥미 없

이는 숙고(熟 )도 형식 이며 피상 이게 될 것이며, 일을 지속 으로 수행하는데도 흥미는 

필수  조건인 것이다(Dewey, 1916, p.152). Dewey(1916, p.152～153)는 흥미는 유목 인 경

험내에서 개인이 특정 사물에 해 마음이 움직 다는 증거라고 본다. 그리고 흥미를 가짐으

로써 사물들이 서로 연결되며, 상황들도 계속 으로 발 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따라서 

흥미를 고려하는 것은 개인의 성․능력․필요․기호를 참작하는 일이 되므로 배려 으로 

볼 수 있다. 학생의 흥미를 존 하는 것은 시험과 수, 진 과 낙제, 상벌에 의존하는 것과 거

리가 먼 것이다. 아울러 상 방에 한 흥미가 있어야 피배려자에 해 념할 수 있다. 

그런데 Peters는 교사는 학생의 흥미에 신경을 써야하지만 학생이 하고 싶은 것, 흥미가 있

는 것에 반드시 신경을 써야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오히려 교사는 학생들의 권리를 보호해

주거나 가치있는 것을 실 해가도록 도와주어야 하며, 학생의 소질과 능력이 무엇인가를 고려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배려가상 방의 성장과 가능성 실 을 돕는 것(Mayero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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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1)이라면 학생의 흥미와 심만을 고려하지 않고 그의 생존과 행복을 해서 다른 측

면도 고려해야 할 것이므로 Peters의 입장도 배려의 이 된다.

Peters는 흥미의 본질  기능에 집 하기보다는 사회의 이익과 가치가 있는 것을 우선 으

로 강조한다. Peters는 개인의 흥미보다 가치있는 것인가를 먼  고려해야 한다고 본다. 그에

게서는 개인의 흥미보다 개인의 이익이 본질 이며, 이익이 흥미의 수단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Peters에 따르면 흥미는 상 인 단에 의한 것이지만 한 사람의 이익은 모두에게 유익하다

는 에서 가치가 있다고 보는 것이다. 요컨  어떤 것이 우선하는가를 고려하지 않더라도, 개

인이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그것이 사회 으로 가치있는 일이면 되는 것이다. 그 흥미가 교육

인 것이라면 사회의 이익과 배치되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어려운 것이다. 

결국, Noddings의 배려 은 Dewey와 Peters의 이러한 견해를 충하여 보완하는 것이 고

려되는 것이다. 배려윤리가 비공동체 인 윤리라는 비 을 극복하기 해서는 Peters와 같이 

공  이익을 반 해야 하기 때문이다. 배려의 은 학교가 개인의 심과 사회의 이익 모두

를 해서 실천 으로 기능해야 함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학생들의 심만을 만족시키고 그

들 체의 이익을 소홀히 하는 것을 온 한 교육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Ⅲ. 교육과정과 배려윤리

남녀 모두에게 배려윤리의 내용을 균형있게 교육해야 한다는 것은 Gilligan, Noddings, 

Martin은 물론 배려교육에 한 국내선행연구들(박병춘, 1999; 심성보, 1998)에서도 이론(異論)

의 여지가 없다. 즉 도덕  민감성을 진시킬 수 있는 내용, 사람을 상호의존 인 존재로 인

식시키거나 사회 인 교제에 련한 내용, 남녀평등의 필요성을 깨닫게 하는 내용 등이 교육

과정에 포함될 것이 좀더 요구되는 것이다. 그리고 친 하게 서로 하나가 되게 하는 사랑에 

한 내용, 타인에 한 배려 능력을 발달시킬 수 있는 내용, 타자의 감정  심리상태를 더불어 

느끼는 사회  감정인 공감을 길러  수 있는 내용, 노동의 신성함을 깨닫게 하는 내용 등도 

배려의 에서 볼 때 필수 인 것들이다. 

이러한 배려의 도덕성을 진할 수 있는 내용들은 역사․문학․도덕․ 술 등의 교과와 보

다 련되어 있을 것이다. ․ 등학교의 국어․도덕․윤리․사회 교과서에 등장하는 인물들

은 부분 개인보다는 국가와 민족을 내세우고 배려보다는 정의를 시했던 사람들이며, 교과

서에 나타난 인물들이 남성이 많고 상 으로 여성이 다는 사실도 이미 심성보(1998)에 의

해서 지 되었다. 인습 ․ 통 인 교육과정은 어느 정도 학생들을 계의 세계로부터 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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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서 객 화시킨 남성  기획일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의의 도덕성과 배려의 도덕성을 

실천하여 모범이 되는 사람들의 비율을 조 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정의와 배려를 함께 실천

하는 모범  인물을 도덕  이상형으로 제시할 필요도 있다. 그리고 배려자는 자신, 가족, 친

척, 친구, 선후배, 이웃사람, 낯선 사람 등이 포함되는 것이다. 

이러한 제를 바탕으로 배려의 에서 이해하고 있는 Noddings의 교육과정에 한 견해

를 살펴보기로 한다. 

첫째, Noddings는 교사가 아동과 청소년을 배려한다면, 그들이 지녀야 할 기본 인 인지

․도덕 인 측면에서의 직업  능력에 한 필요를 진지하게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Noddings(1984, p.187)는 교육이 직업  목 들을 한 기술 습득보다는 숙련된 직업기술들이 

어떻게 배려와 련된 능력으로 기여할 수 있느냐를 요하게 여긴다. 직업을 가진 성인들이 

교육 로그램 속에서 자신들의 문 역에서 교사로서 기능을 하며, 학생들의 윤리  이상들

을 키워 나가는데 좋은 향을 미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Noddings는 정의의 도덕성을 길러주는 기하학․ 수학(代數學, algebra)․과학도 성

인을 한 장래의 직업수행능력 향상에 도움을 다고 생각한다. 한 Noddings는 공학․회

계학을 공할 청소년들에게도 수학과 련된 직업을 갖지 않을지라도 마찬가지로 수학은 필

요하다고 본다. 그래서 모든 교사들이 아동에게도 의료비용 지출과 연 된 일상 인 수학문제

들을 가르칠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이는 것이다. 

둘째, Noddings는 가정을 포함하는 일상생활과 공 인 시민생활의 분리를 타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역설한다. 시민정신이 민주교육의 핵심 인 목 이지만, 가족구성원․아동양육

자․가정주부로서의 역할을 배제하는 공 인 용어로 해석되어지는 경향이 있는 것이다. 서양

의 통에서 이러한 사 인 역할은 역사 으로 공 인 역과 분리되어 왔다. Noddings는 이

러한 분리가 여러 면에서 해롭다고 본다. 이러한 분리는 통 으로 여성과 련된 역할들을 

종속 인 신분에게 맡겨왔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게다가 그러한 분리는 요한 사상과 활동은 

공 인 역에 한정된다는 생각으로 이끌어져 왔다. 아동양육과 같은 활동들은 지  역의 

범주에서 벗어난 것으로 분류되어 왔기 때문이다. 

Noddings는 가정 리가 경제학․미술․ 양학․지리학․역사․공학․문학 같은 통  교

과의 범주에 의존하고 있다고 이해한다. 등교육의 수 에서는 가정 리와 연 된 교육내용

이 실용성과 지역사회  특성이라는 측면에서는 필수 이다. 재 한국의 학교에서도 남학

생들이 기술․가정과목을 여학생과 마찬가지로 수강하고 있다. 

그 지만 사회과 학습에 있어서 Noddings가 가정 리와 국가 리에 동일한 비 을 두는 것

에 해 납득하기는 쉽지 않다. 실 으로 가정 리가 지 으로 도 받고 있고, 학에서는 

가정 리의 역이 상당히 축되어 있는 실정이다. 특히 고등교육 수 에서는 국가 리와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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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한 역으로 간주해서 교육되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이다. 그 실례로 한국의 학에서는 가

정 리학과가 소비자․아동학과 등으로 부분 그 명칭이 바 어진 것이다. 

덧붙여서 Noddings는 포 인 교육과정 구성에 있어서 인지  측면과 도덕  측면이 분리

될 수 없다는 사실도 강조한다. 이 게 분리 내지는 이분법  시각을 지니는 것에 해 

Dewey도 Noddings처럼 반 한다. Dewey(1916, p.391)도아는 것(knowing)과하는 

것(doing)즉 정신과 신체의 분리 내지는 학습과 도덕의 분리, 목 과 수단의 이원론  구

분 등이 교육  폐단을 가져온다고 지 하는 것이다. 

셋째, Noddings(1992, p.86)는 능력이나 지능보다 인간의 활동과 행 들을 교육과정에 포함

할 것을 주장한다. 그녀는 통 ․인지 ․구조주의  보다는 경험  에 치우친 교

육과정을 구상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F. Bobbit가 종교활동․시민활동․직업과 가족에 한 

의무․여가․독서와 사고 등을 심으로 교육과정이 조직되어야 한다는데 동의한다. 그리고 

Dewey가 제시하는 의사 달(communication), 사물을 만드는 구성(construction), 그리기․노래하

기․춤추기의 표 (expression), 사물을 이해하는 탐구(investigation)도 수용하고 있는 것이다. 

넷째, 이러한 내용만으로는 부족하고 Noddings(1992, p.47)는 신체  건강과 매력(grace)에 

한 교육과정을 주장한다. 그녀는 교육에서 신체  자아에 한 배려에 우선 순 를 두고 있

다(Noddings, 1992, p.48). 신체교육에 해 Noddings는 배려의 심으로 근하고 있는 것이

다. 그녀는 신체에 한 배려를 한 과목으로는 체육․건강․ 생․성․약물․ 양교육을 들

고 있다(Noddings, 1992, p.48). 그리고 매력이란 신체․정신․ 혼의 통합을 나타내는 말이며, 

특히 혼의 측면을 강조하는 용어이다. 자아의 혼 인 측면에 해서 특히 의 공립학

교들이 거의 심을 기울이지 않았다고 Noddings(1992, p.49)는 지 했다. 성(靈性, 

spirituality) 증진에 도움이 되는 것은 역사․문학․도덕․ 술․종교 등의 실존  교과들이다. 

Noddings는 이런 교과에 나타난 실존  주제들이 열정․태도․연계․ 심․책임 등에 주의를 

기울이게 한다고 이해한다.

다섯째, Noddings(1992)는 교양교육이 융통성이 없고, 학생들이 필요로 하는 내용도 아니며, 

지 에 와서는 교양교육의 이상이 변질되었다고 본다. Noddings는 교양교육이 20가지 이상에 

달하는 인간의 능력 에서 일부분만을 계발시키며, 융통성이 없는 교육과정으로 단하고 있

다. 그녀는 교양교육이 만인을 한 최선의 교육이 아니고, 학교에서 50% 이하의 학생들에게

는 교양교육이 우선 으로 필요하지 않으며, 그들의 필요․ 성․능력․흥미․ 심에 맞는 교

육과정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녀는 직업도 평가된 능력들이 아니라 학생들의 심들에 따라

서 직업  배치가 결정되어야 한다고 보는 것이다. 

Noddings는 Hutchins․Adler가 제안한 교양교육론이 통 인 교과에 한 편견을 지니고 

있으며, 그들의 편견이 단편 인 지식과 교육내용의 피상 인 용으로 이끌게 된다고 주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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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러한 사실이 보편 인 인간이 된 이후에 문화된 인간이 되어야 하며, 교양교육의 기반 

에서 문직업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교육단계의 순서마  Noddings가 부인하는 것은 

아니다. 

Adler와 Hutchins는 교양교육과 직업교육을 상반된 것으로 악했다. 이에 비해 Noddings

는 Hutchins․Adler의 교양교육을 비 하면서도 문직업교육과 교양교육의 연 성 내지는 

계열성을 보다 염두에 두고 있다. 나아가서 교양교육이 실제 으로 인간의 당면한 문제를 해

결하는데 한 도움을  수 있는 배려의 교육으로 개선 내지는 체되어야 한다는 을 강

조한 것이다. 

여섯째, Noddings는 좁은 문 역으로 갈라놓은 직업  구조들을 분해해야 한다고 신 하

게 제안한다. 이러한 그녀의 문화에 반 하는 입장은 Hutchins․Adler와 다르지 않다. 교육

의 탈 문화가 공동체에 속해있는 성인들로 하여  본질 인 교육문제들에 해서도 심을 

갖고 능동 으로 참여하게 만드는 이 있는 것이다. 

Adler와 Hutchins는 학교가 특별한 직업을 한 비기 이 아니며(Noddings, 1992, p.88), 

교양교육이 직업을 한 비와 무 하다고 주장한다. Adler는 기본 인 내용을 가르칠 시간

이 부족하기 때문에 학교교육과정이 한가지 특정 직업에 한 훈련에 집 해서는 곤란하다고 

지 하는 것이며, 여러 직업에 한 소개와 이해를 한 직업교육을 반 하는 것은 아니다. 아

울러 Noddings는 직업교육이라고 하더라도 자발성을 제로 하고 학습자들의 흥미를 유발하

며, 그 내용에 해 비 인 태도를 취할 수 있다거나, 교육내용의 내재  가치가 강조되고, 

지  안목을 길러 주는 것이라면 교양교육화된 것으로 보는 Peters(1966, p.39～44)의 과 

다르지 않다. Hutchins나 Adler도 직업교육에서의 이러한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

다. 덧붙여서 Adler(1983, p.44～45)는 요리 등의 가정 리․목공작업 같은 실과․운 교육 등

을 직업훈련의 범주에 넣고 있다. 이러한 직업교육이 학교에서 필요하다고 보는 데에는 

Noddings는 물론 Adler조차도 이의가 없는 것이다.

일곱째, Noddings는 Adler가 평등한 교육과 동일한 교육을 같은 것으로 이해하는 일이 잘

못이라고 비 했다. 평등한 교육은 결핍을 보상해주거나 서로 다른 차이를 감안하며, 같은 

은 동일하게 취 하고 차이가 나는 것은 다르게 우하는 일을 포함하는 교육이다. 동일한 교

육은 모두에게 같은 목표를 가지고 동일한 교육내용을 유사한 방식으로 교육하는 것이다. 과

연 Adler가 그것을 혼돈했는지는 의문이 있다. 그가 동일한 교육을 매우 강조했기 때문에 그

게 비춰질 수 있는 것이다. Adler도 아동이 동일한 기간동안 학교에 머물지만 실 으로 

평등한 우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악했다. 그는 가르칠 수 없는 아동은 존재하지 않으나, 

학교․교사․부모가 가르치는 일에 실패할 수 있다고 보았다. 동일한 필수 교육과정이 제공되

어야 한다는 Adler(1983, p.14～15)의 말이 국가 으로 동일하게 그 내용을 선정하는 것을 의



232  아시아교육연구 5권 4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미하지는 않는다. 다원주의 사회에 걸맞게 단 학교 자체에서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이다. 

실 으로 지역과 환경에 따라 차이가 나게 용되는 것이 흔히 있는 상일 것이다. 

Hutchins(1968, p.85～86)는 최고귀족에서 100명, 하층계 에서 100명을 선택하여 비교해보

면 그들간에 능력의 차이가 없다는 T. H. Huxley(1894)의 말을 인용하면서, 모든 아동에게 좋

은 교육을 제공하는 것이 그들의 능력을 발 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G. H. 

Bantock(1980)은 동일한 최상의 교육을 제공했다고 해서 모두가 엘리트가 되지 못한다고 지

했다. 모든 아동이 배울 수 있고, 모든 아동을 가르칠 수 있다는 표 은 험스럽게도 매혹

인 것이다. 모든 아동에게 많은 학습을 동기화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 배려교육의 에서 

그것이 이타주의 인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해로움을 일으킬 수도 있다. 모든 아동

이 같은 활동을 통해서 같은 내용을 배울 것을 요구하는 신에 각 아동이 자신의 활동을 스

스로 지도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더욱 필요한 것이다. 

반면에 Noddings의  역시 결과 으로 가치있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아동과 그 지 못

한 아동을 분리시키는 것이 될 수 있다. 그 다고 해서 Bantock(1980)처럼 상류층과 하류층으

로 계층을 구분해서 그에 합한 교육과정을 선정해서 가르쳐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

다. 여하튼 소수의 우수한 아동들에 의해서 학교교육의 목 이 반드시 달성된다고 보기는 힘

들다. 교수학습을 시킬 수 없는 아동은 없으며, 교정이 불가한 결손이 있을 수 없고, 개인차를 

과장해서 이해하며 지나치게 민감한 반응을 나타내는 것은 학생에 한 분리를 고착화시키는 

결과가 된다는 Adler의 입장이 어떤 면에서는 Noddings 이상으로 더욱 아동을 배려하는 인간

인 으로도 이해될 수 있는 것이다. 

Hutchins가 원칙 으로 개인차가 있다는 것을 부인하지 않는 것처럼, Adler도 개인차를 무

시해서는 안되며, 개인차를 고려하지 않은 학교교육과정이 성공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이해했

다(Adler, 1982, p.46～48). 아동들이 소외당하고 있는 교육제도 하에서는 동일한 목 이 추구

되기 어렵다는 것을 Adler도 알고 있었던 것이다(Adler, 1982, p.27). 

Adler와 Hutchins는 아동의 동일한 특성이 개인  차이보다 더 요하다고 주장한다. 물론 

인간은 평등하며, 한 아동이 다른 아동보다 더 인간 이거나 덜 인간 이지 않고, 개인차는 정

도의 차이이지 종류의 차이가 아니라는 Adler의 주장은 일리가 있다. 그런데 과연 인간의 동

일성이라는 개념은 무엇인가? 모든 사람이 인격이라는 공통성을 갖고 있는 것은 사실이며, 도

덕교육․인격교육이 모든 학생에게 동일하게 실행되어야 하는 것은 당 성을 갖는다. 그러나 

지식과 기능조차도 모든 사람이 동일할 수는 없으며, 이 역에서의 교육은 수 과 차이를 염

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남녀의 생물학  차이와 환경  차이를 고려하지 않은 평등교육은 진실된 평등교육이 아니

라고 Noddings는 지 한다. 그녀는 성을 무시하는 것은 자기기만  행 이고, 성과 성별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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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에 뿌리내리고 있는 한 교육이론과 교육  행도 성에 민감해야 한다고 역설한다. 다만 

Noddings는 성별이 차이를 만들어낼 때는 고려하고 그 지 않을 때는 무시할 수 있다는 을 

덧붙인다. 

여덟째, Noddings는 불평등, 억압, 강제, 획일화를 일으킬 수 있는 교육과정에 반 한다. 이

러한 것들은 존재가 아니라 소유를 통해서 계할 때 생기는 것이다. 근본 으로 

Noddings(1992, p.96)는 억압과 강제가 인간의 정서  삶에 좋지 않다고 이해한다. Freire(1970, 

p.97)도 억압은생명체에 한 사랑(biophily)을 진하지 못하며,비유기체 인 즉 

성장하지 않고 기계 인 것에 한 사랑(necrophily)을 낳는다고 본다. 한 억압은 생명

이 아니라 죽음과 련이 있고 학생들을 탐구가 없는 피동 인 상으로 락시킬 수 있는 것

이다(Freire, 1970, p.98). 

Noddings는 어머니가 자녀들이 아버지의 요구에 따른 역할들을 그 로 받아들여 계승해가

려고 하는 것에 능동 으로 항해야 한다고도 주장한다. 그녀에게 있어서 사회구조  억압에 

반 하는 정신이 교육과정에 한 자신의 인식에서도 드러나고 있다. Noddings는 여성들이 

남성문화속에서 어떻게 억압받고 있는지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것이다. Noddings는 

성  불평등에 심을 갖고 여성의 종속과 억압을 제거하려는 여성주의 윤리학  경향을 보이

고 있다. 그러나 Noddings는 반 으로 다른 여성주의 인 페미니스트들보다는 지배와 억압

에 처하는 방법이 진 이지 않다.

그 다고 해서 성  차별이나 억압을 Noddings가 강조하는 개인 인 배려만으로는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양성평등을 해서는 그러한 역기능을 해소할 수 있는 사회문화  환경

의 개선이 필수 으로 수반되어야 하는 것이다.

여하튼 Noddings는 인습 인 학과의 심 밖에 떨어져있기 때문에, 많은 가치있는 교육내

용이 교육과정에서 배제되었다고 주장한다(Thornton, 2001, p.7). 이러한 과목들을 포함한 교과

과정을 국가가 통제하는 것에도 그녀는 분명히 반 한다. Dewey조차도 이같은 교육과정을 통

제하는 것에 결코 도 한 이 없었다(Thornton, 2001, p.7; Noddings, 1992, p.11)는 사실에 비

추어 보더라도 그녀의 입장이 페미니즘 임을 알 수 있다. 

한 배려에 따른 학습은 강제를 최소화시킨다는 기본 제하에 이루어진다. Noddings는 

교육에 있어서 강제․표 화를 반 한다. 아동이 학습하고 싶지 않을 때, 교사가 동기부여를 

어느 경우에도 할 수 있다는 가정을 Noddings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교육내용을 아동에게 강

제하는 것은 도덕 이지 않은 일로 이해하는 것이다. Noddings는 학생의 목 과 능력을 무시

하는 독단 인 학습기 과 책임기제들을 세우는 것에 반 한다. 이러한 략들은 배려와 학습

능력을 갖춘 학생들의 발 을 방해하는 결과를 낳는다는 것이다. 학교에서의 통제를 반 하는 

측면은 Freire도 Noddings와 일치하고 있다. Freire는 학교장의 교사에 한 지나친 통제는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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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들의 존재 자체를 지하는 것이 된다고 본다. 

배려교육에서는 교사의 주된 역할 의 하나가 학생들로 하여  그들에게 의미깊은 탐구

역으로 안내하는 일이기 때문에 학습목표는 교사와 학생들에 의해서 상호 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교사는 가치있는 활동을 후원하고 기 하며 평가하고 진할 의무를 지니고 있고, 학생

들은 구성되고 승인된 로젝트를 추구할 권리가 있는 것이다. 

끝으로, Noddings는 학생을 한 읽기․쓰기․말하기, 시민으로서의 권리와 책임을 표 하

는 것 등에 한 필수 인 교육내용이 있어야 한다고 본다. Noddings(1992, p.65)는 인습 인 

통  교육과정 외에 배려의 심과 주제에 교육과정의 50%를 할당할 것을 권장한다. 교육과

정 안에 배려의 주제를 심으로 구체화된 과목들이 조직화되어야 한다는 말이다. 이러한 배

려의 심과 주제에 따른 교육내용 외에도 그녀는 세계에서 만족스럽게 살아가기 해서 꼭 

필요한 기술과 개념이 있다고 믿는다. 학생들은 미래의 학입시에 필요하기 때문에 직 인 

심을 갖고 있지 않은 주제나 교과에 해서도 학습지도 받을 필요가 있는 것이다. 그런데 학

생이 그러한 주제에 해 심이 결여되어 있다는 것 때문에 학생이 결함이 있다는 인상을 교

사가 불러 일으켜서는 안된다. 교사는 이러한 교육내용이 학생의 목 에 왜 필요한지에 해 

정직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Noddings에게도 Hutchins와 Adler처럼 본질  교육내용을 지지하는 측면도 있

다. Adler(1982, p.28～30, 1983, p.8)는 정신 ․도덕 ․  측면에서 자기발 을 해 지속

인 성장을 이루는 일, 민주사회에서 정치․경제  시민으로서의 비를 하는 것, 생계를 유

지할 수 있도록 기본  기능을 습득하는 일을 학교교육의 목 으로 본다. 그는 학교교육을 자

기교육 내지는 평생교육을 한 비의 과정으로 보는 것이다. Adler는 ․ 등학교의 교육

내용을 크게 3가지 즉 일반  지식의 획득, 외국어․과학  도구․컴퓨터 등과 련된 기능의 

개발, 교과서 이외의 과학․문학․ 술 등의 역에 한 이해의 확 로 구분한다. 

Adler와 Hutchins에게는 이러한 교육내용을 통해서 미래를 한 비의 교육이 된다는 것

이다. 그 다고 해서 Adler(1983, p.5)와 Hutchins가 ․ 등교육의 목 이 고등교육을 한 

비가 된다고 보는 것은 아니다. 이와 련하여 Dewey의 비  시각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미래를 한 비의 교육이 갖는 약 에 해서는 학생들이 그 비를 뒤로 미루려는 욕망이 

생기며 동기가 충분히 활용되지 않고 개인의 특수한 능력을 진하기 보다 평균 으로 요구되

는 능력을 표 으로 삼게될 뿐만 아니라 쾌락과 고통이라는 외  동기에 의존하게 된다는 

Dewey(1916, p.63～64)의 지 이 배려의 에서 설득력이 있다. 왜냐하면 배려교육에서는 

미래를 한 비를 해서 피배려자의 재 가능성을 소홀히 취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

다. 배려자라면 재의 경험을 풍부하고 의미있게 해주도록 노력할 것이다. 

요컨  학생을 하나의 인격 주체로 인정하는 교사는 학생의 능력이 성장하고 있는 것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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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을 가져야 한다. Noddings는 교사가 학습의 교육  방향과 학생의 학습계획의 미래결과에 

해 조언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배려를 받는 학생은 해야만 하는 공부의 내용에 하

여 진정으로 그것을 학습하고 싶은 의지가 있다거나 아니면 정직하게 그것을 하고 싶지 않은 

분명한 이유를 밝힐 필요가 있는 것이다. 

Ⅳ. 교육평가와 배려윤리

교과성 에 따라 학생들을 평가하고 우등생과 열등생으로 구분하여 차별 으로 우하지 

않고 학생을 이해하는 것이 교육평가에 한 배려의 이다. 그러면 평가에 련된 배려의 

에 해 Noddings의 견해를 심으로 그 의미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Noddings는 등 을 나 는 학습평가가 배려자와 피배려자 사이의 계성을 방해하는 

결정 인 계기가 된다고 본다. 그녀는 교사에 의해 수를 매기는 일이 학생에게 제공되는 폭

력으로 여겨질 수도 있다고 본다. 수를 매기는 일이 교사와 학생간에 있어서 배려의 계성

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학생의 발 에 하여 타인에게 알리기 해서 수를 

매기거나, 표 화된 평가정보를 얻기 한 경우가 있다. 그런 것이 아니라면 평가의 은 서

열화에 있지 않고 학생의 능력, 성취수  등에 있어야 하는 것이다(정종진, 1999, p.89).

Noddings에게는 학교가 성 에 따라 서열화하고 등 화하는 경쟁의 장소가 아니라 도덕  

실천력을 길러 주는 배려공동체이다. Noddings(1989, p.194)는 학과성 에 따라 도덕  성품을 

무의도 으로 결정하게 되는 오류를 교사들이 경계해야 할 것을 지 한다. 배려의 에서는 

지 인 차이를 도덕  측면에서도 같이 취 하는 일은 용인될 수 없는 것이다. 

배려자로서의 교사와 피배려자로서의 학생 모두는 평가의 문제와 련하여 항시 어려움이 

있다. 학교에서의 시험은 불가피하게 학생에 해 경쟁 으로 등 을 매기게 된다. 이러한 

근은 평균이하의 학생들을 항상 만들어내기 때문에 재뿐만 아니라 미래의 승자와 패자까지

도 언하게 만드는 측면이 있다. 특정한 학생이나 그룹은 원히 낙오된 계층으로 떨어지게 

만들 수 있는 것이다. 이처럼 학교의 심각한 문제 은 경쟁자․ 자․낙오자를 지속 으로 

산출해낸다는 사실에 있다(Noddings, 1992, p.54). 

그래서 Noddings는 경쟁 인 순 화를 지양하고,합격․불합격․합격

+1로 등 화할 것을 주장한다. ‘합격+1‘은 목표를 과달성한 것이 된다. 그래서 ‘합격+1

‘을 받은 학생들은 학기말에 추가 수를 받는 것이다. 이처럼 시험성 을 러스해 나가고, 이

것을  수화하자는 것이다. 여기서 합격 정을 받지 못한 학생들에게는 교사의 결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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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만족할 때까지 계속 재시험의 기회를 주어 다시 치르게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다른 과제

들을 재차 부여하자고 주장한다. 등학교보다는 등학교에서 이같은 방식이 보다 가능할 것

이다. 그 지만 이런 일을 해내기에는 학교로서는 시간이 부족하다. 시험을 출제하고 수를 

매기기 해 비효율 으로 시간과 열정이 많이 소요되며, 제한된 기한 내에 학생들의 수를 

결정해야 한다는 실  제약이 있는 것이다. 그리고 교사와 학생들이 학습량에 의한 계약을 

통해서 학 을 주는 방법은 갈등을 약간 완화시키기는 하지만 분명히 제출된 과제의 질보다는 

양에 을 두는 단 이 있는 것이다. 

둘째, 배려의 에서는 교사가 세운 목표들을 향하여 학생과 함께 학습할 때, 모든 평가는 

학생과 교사 양자에 한 평가를 지향한다. Noddings는 학교에서 평가를 한 교수학습이 아

니라 필요에 의한 교수학습을 한다고 이해하며, 교사 심의 평가가 아니라 교사-학생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배려의 에서는 학생들이 자기평가와 동료평가의 방

법을 통해서 평가과정에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며(Harris, 2000, p.14), 교수-학습과정을 통합

하고, 과정지향 ․종합 인 평가, 교사 자신에 의한 평가와 동료평가를 병행하는 것이 권장되

는 것이다. 

Noddings는 모든 학생들을 비교하는 기  에 세워진 평가들이 성․생활환경의 차이

을 무시하게 되는 을 지 했다. 그래서 Noddings는 모든 과목의 역들 속에 특별한 성취를 

요구하거나 조직 인 평가를 시도하기 보다는 자유로이 제공되는 경험들을 평가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국에서도 최근의 교육평가는 학생의 지  특성 즉 학업성취만을 측정하여 

미시 으로 단하던 데에서 벗어나 수업평가, 환경평가 등과 련된 거시  측면에서 이해되

고 있는 것이다(정종진, 1996, p.98). 배려의 에서는 학생평가에 있어서 무엇보다 요한 

것이 원칙 으로모든 학생이 X를 배웠는가가 아니라각 학생이 무엇을 배웠는가

를 측정하는 방향으로 학습을 평가해야 한다는 이다. 

한 가치 단보다는 자료수집에 무게를 두고 양  평가만이 아니라 질  평가로 보완하며, 

잠재  교육평가를 반 하는 것이 지 의 교육평가 경향이다. 수, 우, 미, 양, 가 등의 양  평

가에서 문장기술식 같은 질  평가로의 환도 학생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비롯된 것이다. 학

생의 지  특성만을 평가하지 않고 정의  특성에 한 평가도 연구해서 용하며, 교사와 교

육과정․조직운 을 비롯한 학교에 한 평가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배려교육에서

의 평가는 선발  교육 에 근거한 규 지향평가라기 보다는 발달  교육 에 기 한 목표지

향평가이다. 실제로 이러한 후자의 평가경향이 한국에서도 그 뿌리를 내려가야 할 것이다. 이

처럼 평가에 해서는 인교육과 배려교육이 지향하는 바가 같을 것이다. 

셋째, 교사는 학생들이 평가한 것에 해서 교사는 충분한 코멘트로 피드백을 해 주어야 한

다고 Noddings는 주장한다. 동일하게 용된 기 에 의하여 공정하게 수를  것이라도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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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의 결정들을 피배려자에게 설명하며, 어떻게 해서 자신이 그러한 결정에 이르게 되었는지에 

하여 학생에게 납득시켜주어야 한다고 Noddings는 본다. 이 게 설명하는 일이 보편 으로 

교사의 품 를 떨어뜨리거나, 교사와 학생간의 계성을 훼손시키지는 않을 것이다. 

넷째, Noddings(1984, p.195)는 완 하지 않지만, 한 안이 되는 새로운 평가방식들을 

제안한다. 모든 그룹 인 평가를 하되, 수 매기는 일을 교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시험  

같은 고용된 사람에게 맡기자는 것이다. 성시험의 시험 들 혹은장학사들이 

통제 세력이 되는 것이다. 그러면 교사들과 학생들은 무지에 항하는 투 속에 함께 있는 것

으로 인식되어진다는 것이다(Noddings, 1984, p.195). 그런데 입학시험을 제외하고 과연 이런 

방법으로 학교시험을 치를 수 있을지는 더 사려깊은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Noddings

의 입장은 교육의 경제성을 고려한다면 낭만 인 측면이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Ⅴ. 학교조직과 배려윤리

한국의 학교조직은 아직도 획일 인 교육체제를 제 로 극복하지 못했다. 특히 ․ 등학

교의 조직에서 네트워크 ․유기 인 동 계보다 개인  경쟁과 수직 ․권  계로 인

해 구성원들의 정신이 자유롭게 기능하지 못하고 있다(한명희, 2002, p.152). 이러한 실을 고

려하면서 Noddings가 배려의 에서 학교조직에 해 어떠한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

고자 한다. 

첫째, Noddings는 학교가 배려의 제도로 재구조화(재조직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배려

를 유지할 수 있도록 교육행정가는 학교조직을 지속 으로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Noddings(1984, p.199)가 재와 같은 교장․학장․감독 ․지도자․상담자․자문

원들로 구성된 료제와 유사한 거  조직이 능률 ․효율 이지 않다고 보기 때문이다. 본

래 Noddings(1984, p.200)가 생각하는 조직은 힘이 아닌 도움의 집단들이다. Noddings는 ․

직 많은 교사들이 학생들과 을 유지하고 싶어하지만 지 과 같은 교실구조를 원하지 않

는다고 생각한다. 실지로 많은 교사들이 재의 조직체계로는 교육  변화를 일으킬 수 없다

고 믿고 있는 것이다. 

학교의 재구조화는 분권화․개 ․체제  근(systems approach)을 의미하며, 교육의 질  

향상을 하여 권한의 임에 따른 자율성 증진, 수요자인 학생 심의 유연한 교육과정 운 , 

교사의 문성 향상, 학교경 의 생산성 제고, 학교문화개선, 교사들의 의사결정 참여도의 증

가 등을 그 핵심 내용으로 한다(김창걸, 2003, p.27～28; 이정훈, 2003, p.220). 교직원에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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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교와 슬로건을 이고 행정․ 차․구조 등의 system을 개선함으로써 학교의 실  문제

를 해결하는 기능을 진할 수 있다(김창걸, 2003, p. 54). 무엇보다도 이러한 학교의 재구조화

를 해서는 학교단 의 책임경 을 진 으로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 요하다. 학교의 재구

조화는 근본 인 방식으로 개 하는 것과 학교단 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새로운 변화라는 

사실을 모두 포함한다. Noddings는 주로 후자에 해서 제안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재의 학교조직은 문  료조직으로 볼 수 있다. Noddings는 료 ․계 으로 조직

된 곳은 배려가 필요하지 않은 기 들이라고 주장한다. 료제는 명령계통에 따라 수직 인 

구조를 가진 계선조직으로서 통제를 한 수단  기능을 지니고 있으며, 흔히 획일주의․권

주의․형식주의를 낳기도 한다. 한 료제의 문제 은 타부서와의 계성이 결여되며, 경력

지향 이고 변화신축성이 부족한 데 있다. 

이러한 수직  조직에서는 교사들이 자발  의욕이 나타나지 않고 주어진 과업을 마지못해 

억지로 처리하는 시늉만하며 이탈 상을 보일 수 있고 학교행정가를 장애 인 존재로 인식하

여 배려를 해하는 상이 나타날 수 있다. 덧붙여서 학교에서 교장도 교수와 학습에 한 가

장 요한 교사로 기능해야 하는 것이다(Adler, 1983, p.22～23). 

조직의 가장 요한 구성요소는 인간이며, 학교조직의 효과성 는 능률성은 계성과 상호

의존성에 달려 있다. 그러므로 과업지향 이며 료  문화보다는 변화지향 이고 인간지향

인 문화가 조직효과성을 높이는데 도움이 되는 배려의 조직이라고 볼 수 있다. 조직효과성을 

향상시키기 해서는 직무와 교사에 한 조직 내지는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 학교조직의 효

과성을 높이려면 상호의존성이 큰 집단들의 기능과 요구에 해 제 로 이해하여 그에 응함

으로써 가능할 것이다. 

학교조직은 문성을 띠고 있으나 조직화된 무질서의 상태도 지니고 있다. 학교조직은 서로 

연결이 되어있으나 독자성을 유지하면서 어느 정도 분리되어 있는 이완결합체제이기 때문에 

참여구성원들간 신뢰 계가 특히 통제의 기제가 되는 것이다(주삼환, 2000, p.53). 즉 학교조직

은 정체성과 독립성이 강한 반면에 조직간의 연결이 약한 이완조직이다. 따라서 상호간의 반

응은 느리지만 독창 인 아이디어의 발굴과 실천이 가능한 것이다. 그러므로 학교는 상호의존

성을 유지하면서 자율성도 길러주는 조직이어야 하는 것이다. 

Noddings가 생각하는 배려조직은 수평 ․계약  인간 계에 따른 형태로 이해된다. 실지

로 독단 인 의사결정을 막고 문가의 지식과 경험을 극 활용해야 하는 사회에서는 비

공식조직, 참모조직, 분권화조직의 기능이 더욱 필요해진다. 비공식조직은 구성원들간의 신념

과 태도의 일치, 정서  유 에 의한 개인  의 결과로 자연발생 으로 형성되는 집합체

이다. 막료조직으로 불리우는 참모조직은 계선조직이 원활하게 목 을 달성하도록 연구․조사

에 근거한 자문․조언․권고를 통해서 계선 기능을 지원․보조하는 부차 ․측면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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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조직이다. 그리고 지방자치 내지는 자율성에 입각해서 하부조직에 의사결정권을 균형있게 

배분하는 것을 지향해야 할 것이다. 

둘째, Noddings는 종래의 계  질서 신에 모임(circles)․연쇄(chains)․순환(cycle)의 방

식을 제안하고 있다. Noddings가 말하는 모임은 보다 실제  계를 뜻하고,과학을 사랑

하는 모임,학교환경을 생각하는 사람들,학습방법연구회같은 정서  유

계도 함께 하는 교사의 자발 인 조직으로 이해된다. 한 연쇄란 형식  계를 의미하며 

공식 인 시스템으로서 단 학교와 교육 련기 들간의 네트워크, 학교내의 부서간 업무 조

와 교과내용․교수학습방법에 한 정보공유․교류를 한 네트워크로 이해된다. 한층 심화되

고 있는 사이버사회에서 교사․학부모․학생을 한 정보지원서비스를 구 하기 해서도 연

쇄는 필연 인 것이다. Noddings가 말하는 순환은 경력있는 교사들을 일정 기간 교육직에 머

물게 한 후, 교육활동을 문 으로 지원하는 장학직․연구직․행정직으로 보내는 일이다. 

를 들면 한 교사가 3년 동안 학생집단의 학교교육을 담당하고 4년째는 감독자나 교육과정 계

획자, 혹은 훈육상담자나 행정 리인력으로서 역할을 맡는 것이다. 그러한 행정경험을 가진 교

사들이 상 반 수업을 맡음으로써, 학생들이 마지막 학년에 몇 년 에 배웠던 교사들을 다시 

만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순환과 련해서 좀더 논의하고자 한다. Noddings는 보통 교사들이 학교에서의 행

정 ․ 리  책무를 수행할 능력이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Noddings(1984, p.200)는 교사

들이 행정기능들을 배울 필요가 있으며, 행정력의 필요가 교사들의 교수 수 을 높이는 것과 

무 하지 않다고 본다. 이러한 일이 업무처리에 따른 교사와 행정기  내지는 행정직원간의 

갈등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에서는 교육행정가․연구사 등은 교감 이상의 직 이다. 

공립학교에서는 이들간의 교류가 되고 있지만, 사립학교에서는 이들이 일선 교사와는 거의 서

로 순환이 되지 않고 있다. 사립학교에서는 힘든 과업이지만 일차 으로 교감․부장교사․상

담교사․평교사간의 교류부터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차원에서 교사․부장교사․학교행정가, 장학사․연구사의 교류는 조직구성원간의 결

속력을 의미하는 응집성을 높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구성원들 그리고 학교와 행정기

과의 교수학습체제와 지원경 체제 반에 한 수평  정보교환이 이루어짐으로써 의사소통이 

원활해질 것이다. 그리고 나와 다른 집단을 이해하고 각 집단간의 권한의 불균형이나 목표와 가

치의 불일치로 인한 개인간 는 집단간 갈등을 완화하는 측면에서도 순환은 필요하다. 한 교

육정책, 교수학습  교육과정이론, 학교경 방식, 학생이나 학부모의 요구와 지역사회에 한 

정보의 공유도 보다 용이해지며, 교사의 행정  능력을 향상시키게 되어 교사의 업무처리 나아

가서 교사의 반  능력에 한 교사와 학부모들의 신뢰성을 증진할 수 있을 것이다. 

요컨  학교가 료조직화되고, 부장교사와 평교사집단 사이의 수직  구조에서 나타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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앙집권 ․획일  계성의 역기능을 일 수 있는 방안이 순환일 것이다. 이같은 순환으로 

인해 교육하는 일이 주된 역할인 교사의 문성과 자율성을 해칠 수 있다는 지 이 나올 수도 

있다. 그러나 학교교육에 해 거시 ․ 체 인 차원에서 이해하는 것을 가능하게 만들고 교

사로서의 기능을 한층 증가시킬 수 있다고 보여지는 것이다. 

모임․연쇄․순환 등의 재구조화 방식은 배려의 계성에 향을 미치는 교사들의 의식, 동

기, 사기, 직무만족과도 정  상 을 나타낼 것이다. 이러한 학교의 재구조화를 한 노력이 

진 인 교육개 으로 발 하게 되는 것이다. 

셋째, Noddings(1984, p.186)는 신뢰와 이해의 수 을 확립하기 해서 교사들과 학생들간의 

을 확 할 수 있도록 학교를 재조직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배려공동체는 무엇인가 다르게 

조직되고 편성되어야 할 것이다. 배려의 실천을 해서 Noddings(1992. p.67)는 학교의 규모 기

보다 학 의 인원이 은 것이 더 요하다고 강조한다. 1년에 등학교에서 한국의 교사들은 수

십 명의 학생들과 만난다. 이러한 다인수 학 은 잘 배려하는 헌신 인 교사들의 노력을 좌 시키

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작은 규모의 학교와 교실이 더욱 배려 인 교육환경을 제공하는 것이다.

규모 학교들은 사회에서 불가피하게 정당화되고 있고, Noddings도 그것을 인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학교들에서는 학생들이 배려를 받는다고 느끼지 못하며 자주 익

명성을 낳기 때문에 그녀는 작은 학교를 지지하는 것이다. 학교의 소규모화가 이루어지지 않

는 이유는 작은 학교에 우선권이 두어지지 않는데 있을 것이다(Thornton, 2001, p.8). 배려를 

해 구조화된 작은 학교에서는 Noddings(1984, p.198)가 말하듯이, 흔히 사용되어온 ‘ 리’나 

‘훈육’의 기술들이 덜 필요할 것이다.

일반 으로 작은 학교는 포 인 교육과정을 제공할 수 없다. 그런데 Noddings는 자신이 

1960년 ～1970년  근무했던 학교가 큰 학교들보다 더욱 다양한 교육과정을 제공했다는데 주

목하고 있다. 이 사실은 작은 학교라고 할지라도 학교행정가와 일선 교사들의 의지와 다른 물질

 환경에 따라서 외 으로 융통성있는 교육과정 운 을 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요한 것은 학교규모의 크고 작음과 계없이 작은 학 이 배려를 한 교육에 합할 것이다.

넷째, Noddings는 배려교육을 실천하려면 학교 구성원과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연결되고 

을 자주 갖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Noddings(1984, p.198)는 배려를 해 조직

된 학교들에서는 학부모들과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학교를 빈번하게 방문해서 소그룹을 리하

고, 토론을 이끌며, 운동장에서 학생들과 놀이를 하며, 학생들과 같이 식사를 한다고 이해한다. 

즉 학생들의 복지와 진보를 교사 단독으로 책임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아직도 학교가 지역사회 는 학부모와 분리된 채로 운 되고 있으며, 운 원회에서는 주

로 학교행사나 경 과제에 한 논의를 할뿐이다. 요한 것은 이들 주체들이 교실수업과 학

교교육 장에서 학부모들이 학생들과 더불어 정서 으로 커뮤니 이션을 하고, 방과후 과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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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등에 참여해서 특정 주제에 해 지 인 토론도 하며, 그들 간에 교육을 돕는 모임을 이

끌면서 학교가 낳는 교실붕괴 같은 부정 인 기능을 여주는 역할을 실질 으로 수행하는 일 

등이다. 학생들로 하여 세련되고 진실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려면 등학교

에서 운동(movement)․ 술 등을 통한 신체․정서교육을 으로 실천해야 한다(Walker, 

1986, p.54)는 Bantock(1980)의 지 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래도 재 한국의 등학교

에서는 지역사회 인사나 학부모에 의한 배려교육이 잘 실천되고 있는 곳도 있는 것이다. 

다섯째, Noddings는 배려를 한 시간 내지는 배려의 계속성을 고려하는 학교의 재구조화

를 제안하고 있다. Noddings(1984, p.186, 1992, p.66)는 등학교 교사들이 한 반의 학생들과 

함께 통 으로 1년을 같이 지내는 것에 의문을 갖는다. 그녀는 3년 동안 학생들과 함께 생활

한다면 신뢰와 참된 화를 나 는 깊은 배려의 계를 발 시킬 수 있는 시간이 된다고 본다. 

Noddings(1992, p.68)는 1년보다는 자발 으로 3년 이상 같이 지내는 교사에게서 편안함을 느

낄 수 있다고 역설하는 것이다. 

Noddings(1992, p.108)에 따르면, 교사들은 학생들과의 배려 계를 확립하기 해서 가  

오랜 시간을 투자하고 헌신해야 한다는 것이다. 배려는 시간을 필요로 하는 능력이기 때문이

라는 것이다(Noddings, 1992, p.114). 학생들과 함께 하는 짧은 기간에는 미미한 변화만을 기

할 수가 있을 뿐이라는 것이다. Click(1994, p.165)도 학생의 행동은 장시간을 통해서 변화한다

고 지 했다. 한 번 는 두 번의 방침만을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것으로는 변화를 일으키기에 

충분치 못한 것이다. Noddings의 말처럼 원칙 으로 배려의 ‘계속성’은 유지되어야 할 것이다. 

배려의 행 들이 계속성을 지녀야 하는 은 요한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Noddings(1984, p.198)는 신임교사가 처음 임용되어 3년 동안 선임교사와 

함께 일하는 것을 제안한다. 이 연장된 견습기간동안 앞서서 3년을 한 학생그룹과 지내면서 그

들을 돌보아 온 선임교사는 은 교사에게 향력이 있는 배려실천을 수하게 된다는 것이다. 

한 Noddings는 1명의 교사로 하여  6년간 가르치게 하는 교육을 주장했다. 한 교사로 

하여  소속감․책임감을 가지고 맡겨진 학생들을 보살피는 데 6년이라는 기간은 길 수 있다. 

부연해서 Noddings는 학생들이 불충분한 교사에게 맡겨지는 것,  제도의 인 인 제약에 

해서도 고려하고 있다. 그녀는 미천한 교사의 수 에서 학생들을 1년 맡기는 것도 불가함을 

지 하고 있다. Noddings는 학생과 교사가 부모의 승인 하에 상호 합의에 의해서 오랜 기간동

안 더불어 머물러야 한다고 제안하는 것이다. 

Noddings(1992, p.68)는 담임교사의 연임 조치가 반드시 학생과의 상호 동의에 근거해야 한

다고 덧붙인다. 의사와 변호사를 싫어하거나 불신할 경우에 다른 새로운 사람을 찾는 것과 같

은 이유로 학생이 교사도 선택할 수 있는 것이다. 학생이 싫은 선생님과 1년동안 함께 생활하

는 것조차도 수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그녀는 강조한다. Noddings는 학생의 학습권을 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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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를 선택할 수 있다는 입장에 있는 것이다. 그런데 1년이 되지 않은 경우에 마음에 들지 않

는다는 이유로 교사를 학생이 바꾸거나 아니면 학생 스스로 다른 반으로 옮겨갈 수 있는가의 

실  제약도 뒤따르는 것이다. 

 Noddings는 교사가 배려자가 되게 하기 해서 신규교사와 견교사(master teacher)에게 

공동으로 학 담임을 맡기는 것도 제안했다. 견교사의 배려를 통해서 신규교사는 배려의 방

법을 배울 것이다. 2명의 교사가 함께 담임을 맡는 일은 배려행 를 한층 증가시킬 수 있을 것

이다. 한 학교조직 운 에 있어서 Noddings가 말하는 학 담임과 교과담임의 3년 는 6년 

이상의 연임제가 교사들이 학생들과 화하고 할 기회를 늘려주고, 일반 으로 교육 으

로 좋은 향을 끼칠 수 있다. 그 다고 해서 교사와 학생의 배려 계와 만남의 질이 반드시 

시간에 의해서만 좌우된다고 볼 수도 없는 것이다.

한국사회에서 일반 으로 생각해볼 때, 이것은 교육  환경이 풍요로운 사회에서 가능할 수 

있는 낭만 인 주장일 것이다.학교가기 싫어요!라는 말이 보편화되었을 정도로 열악

한 환경의 학교들에서는 다른 여러 요인으로 인해서 교사와 학생의 좋은 계가 계속 이어지

기가 쉽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교사는 친 감을 가지고 학생의 성장을 육성하고 배려능력

이 있는 사람으로 형성하는 것에 해 깊이 심을 가져야 될 것이다. 

그리고 Noddings는 1명의 수학교사가 1반의 학생들을 입학해서부터 졸업할 때까지 수학교

과의 과정을 담당하게 하는 것이 좋다고 주장한다. Noddings가 이 게 주장하는 이유를 살

펴보면 그에 따른 교육 인 의미를 보다 이해하게 된다. Noddings는 이러한 계획의 이 이 분

명하고 다의 이라고 해석한다(Noddings, 1994, p.178). 첫째, 교사와 학생들이 확언이 보다 가

능한 인간 계로 발 될 것이고 도덕교육이 용이한 환경이 확립될 것이며 둘째, 교사가 다양

한 수학  주제를 진하는 것을 즐기게 되며, 수학 1을 5학 에 들어가서 지루하게 

같은 내용을 가지고 가르치지 않게 되고 나아가서 수학의 체내용을 꿰뚫게되는 등의 학문

․ 문  이익이 실 된다는 것이다. 나아가서 학생들의 수학  발 에 해 교사 스스로 

진지한 책임감을 갖게 될 수 있다. 여기서 교사교육 내지는 교사의 능력개발이란 에서 두 

번째 이유가 시사하는 바가 있는 것이다. 

Ⅵ. 논의 및 결언

학교에서 제1의 교육목 으로서 간주되어온 도덕 인 사람들을 교육하는 일은 실로 필수

인 것이지만, 도덕 으로 되는 것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기술하는데 있어서 근시안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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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는 않았는지 교사는 물론 학교행정가도 반성해야 할 일이다. 그리고 학교의 직무는 기

인 학문  지식과 기술을 가르치는데 있다고 하더라도, 학교가 의도  는 부주의로 인해서 

발생되는 사회  악을 치료하는 규범 ․도덕  기 으로 기능하는 측면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학교교육에 해 Nodding가 갖고 있는 배려의 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는 특히 학생들의 상처를 치유하고, 구성원간의 계성을 유지․개선․회복시켜 

주는 배려의 인큐베이터이다. 이러한 계증진의 기능은 사회에서 정보기술 명이 발 할

수록 더욱 학교에서 계속 인 주된 심사여야 한다. 그 이유는 학교 구성원간의 계성을 

시하는 배려의 인성교육이 그만큼 더 필요해지기 때문이다. 그리고 등학교가 학입시를 

한 지식교육에 치 하고 있는 한국사회에서 공교육으로서의 학교교육이 과외와 학원교습으로

서의 사교육과 차별화․내실화를 이룰 수 있는 방안 의 하나가 여성  에서의 배려교육

일 것이다. 

배려의 계성에 바탕을 두는 여성  은 소극 이고 수동 인 의미를 포함하는 것이 아

니며, 공동체를 향한 오히려 능동 이고 본질 인 성향이며 추구라는 사실을 이해해야 할 것

이다. Noddings는 확실히 19세기의 남성   내지는 정의의 도덕성으로 회귀하는 것을 꺼

려했다. 그 지만 정의의 도덕성을 무시해서는 남성  과 그에 따른 세계 을 극복할 수 

없을 것이므로 오히려 그것을 비 으로 탐구해서 배려의 과 조화․ 충해 나가야 할 것

이다. 그리고 주체․역사의 문제를 무시한 채, 배려에 의한 경험만을 강조하는 것은 학생들을 

한 온정 ․낭만  교육으로 이끌 수는 있지만 비  참여자를 배출하는데 실패할 수 있다

는 사실도 고려해야 한다. 

배려의 에서 학교교육을 개선하려면 교사․학생들이 우선 배려의 계양식들을 충분한 

시간을 갖고 실천하는 일이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교사와 연구자는 학교구성원들이 친 함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법들도 공동으로 탐구해야 하는 것이다. 

둘째, Noddings가 생각하는 학교교육내용은 역사․문학․도덕․ 술 등의 여성  교과뿐만 

아니라 Dewey가 강조하는 실과와 가정 리를 포함하여 앞에서 언 한 내용들, 정의의 교과라

고 할 수 있는 수학․과학에 이르는 교과목들도 모두 포 하고 있다. 즉 Noddings는 특정한 

교과를 배제하기보다는 모든 과목이 배려의 측면을 갖고 있다고 보고, 학교교육과정에 해 

체 ․ 충 인 시각에서 근하고 있다. 실질 인 문제해결과 개인  필요에 근거해 교육

과정의 통합을 지향하는 배려의 교육과정은 후 주의 사회에서의 새로운 교육 ․ 계  시

각을 제공해주는 안  운동으로서의 홀리스틱교육과 함께 기존의 통  교육을 보완하고 

체할 뿐만 아니라, 합산  인교육주의로 인한 교과목의 양  증가를 이는 기능도 할 것

이다. 그리고 Noddings는 도덕교육․시민교육․건강교육을 기본교과 만큼 시하는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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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만 아니라 변화에 응하면서 사회생활의 방식들을 가르쳐야 한다고 보는 진보  

을 충하는 입장도 지니고 있다.

덧붙여서 학교에서 학습하는 내용이 학생들의 인격에 좋은 향을 미치며, 지식의 내용과 

방법이 도덕  성장과 유기 인 연 성이 있어야 교육의 통합  목 으로서의 도덕  목 을 

제 로 실 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평가와 련해서 보면, 인간의 지능은 수십 가지 이상의 능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몇 개의 능력을 기 으로 학생을 서열화하는 일에는 보다 신 해야 한다는 것이 Noddings의 

입장이다. 한 시험성  등의 인습 인 학습기 은 활동이  이 아닌 과정을 시하는 

상호작용  에서는 배려를 한 평가도구로 덜 활용될 것이다. Noddings는 평가의 목

이 선발․분류․배치에 있지 않고 지도․조언․개선에 있으며, 평가시기도 학습활동의 모든 

과정에 있다고 보는 것이다. 최근의 학교평가도 안평가, 과정 심평가, 수행평가를 지향하고 

있는 것이다. 

Noddings가 제시한 평가  학교운 에 따른 방법들은 실 으로 고려해야 될 사항들이 

있다. 외부시험 을 고용해서 시험을 치르는 것이나 학생이 학습목표수 에 이를 때까지 지속

으로 재평가를 하는 일 등은 문보조인력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학교의 재정  지원을 통

해서만이 가능한 일이다. 한 학교교육에서 학생과 교사 양자에 한 평가, 자기평가와 동료

평가의 방법을 통해서 학생이 평가과정에 참여하는 방법 등은 더욱 실에 맞게 신 한 논의

를 거쳐 진 으로 시행해야 한다.

Noddings는 교사에 한 세 한 행정  평가를 실시한다면 불평과 소요가 상당 부분 차단

될 것이라고 본다. 그 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교사평가와 련해서 오늘날 집단이기주의와 보

수 인 유교 통이 혼재되어 있는 한국사회에서는 개 에 거스르는 의견들이 나타날 것이며 

이를 해소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넷째, Noddings가 제안하는 모임․연쇄․순환은 학교조직의 집 화․획일화․ 료화를 방

지하면서 수평 ․개방 ․신축 인 조직의 재구조화를 지향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재 학교

에서 교원․교과교육 문가․학부모 등이 참여하는 학교교육과정 원회를 비롯해서 생활지도

원회, 인사 원회, 간부회의 라고 불리우는 기획 원회, 동학년 의회, 학교운 원회, 교과

의회, 연구․연수 의회, 지역사회 련 의회 등이 다양하게 존재하지만, 보다 계지향 인 

교과활동간, 학 활동간, 업무부서간, 학교․지역사회․학부모간의 조와 연계의 진을 한 

새로운 모형을 제안하는 개념으로 이해되는 것이다. 

학교교육의 가장 큰 문제  의 하나는 한국교직사회의 경력지향성으로 인하여 능력과 실

이 소홀히 취 되어 조직효과성을 기하기 어려워지는데 있는 것이다. 따라서 배려의 에

서 보는 학교조직의 재구조화를 해서, 고정화된 조직구조가 아닌 수요자의 만족도 내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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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결과에 따라 탄력 으로 조직을 생성․폐지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학교는 보수에 

맞춰서 타산 으로 일하는 공리  조직이 아니라 도덕 으로 여하는 규범 ․ 사  조직임

이 강조될 필요가 있다. 

배려학교에서는 지역사회와 학교가 공동의 교육 로그램을 운 하는 일, 지식공유 네트워크

를 구축하는 일이 많아질 것이다. 그리고 학부형과 지역사회인사들이 다양한 을 구성하여 

학교에 교육 로그램을 주고, 반 로 학교도 지역사회에 교육과 련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

함으로써 양방향 교류 력이 활성화되는 양상이 학교에서 많아져야 하는 것이다. 배려 의 

학교조직은 능력에 따른 경쟁을 추구하는 과업지향이라기 보다는 학생과 학부모 요구에 부응

하는 인간지향체제라고 볼 수 있으며, 교사․학부모․지역사회인사 등의 학교조직구성원들에

게 권한이 고르게 나뉘어져 있고,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의해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으

며, 특히 학교와 가정이 연계된 개방형 조직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학교조직을 효과 으로 운 하려면 새로운 내외 환경변화에 신축 으로 응하는 조직

응성, 새로운 생각과 방법에 의해 교육서비스를 창안․수용하는 신성을 길러야 한다. 이 일

은 특히 인  자원을 히 활용함으로써 가능할 것이다. Noddings가 주장하는 학교의 재구

조화는 구성원들의 의식․태도․가치 등의 변화가 함께 나타나야 학교교육의 실제를 보다 개

선시킬 수 있을 것이다. 요컨  고객확보를 해 경쟁하지 않는데 길들여 온 한국의 ․ 등

학교의 실에 비추어 볼 때, 배려윤리에 따른 제반 교육이념과 이론들을 실 으로 실천하

려면, 학교와 지역사회의 구성원 모두가 학교교육과 연 된 모든 측면에서 계속 인변화

를 제안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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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ddings's proposals of schooling for caring

1)Kim Soo-dong*

Caring as a rational moral orientation and maternal thinking is richly applicable to 

teaching. For instance confirmation is to reveal to the cared-for an attainable image of 

himself that is lovelier than that manifested in his present acts. A high expectation can be a 

mark of respect, but so can a relatively low one. One acting from a perspective of caring 

moves consciously in the other direction; that is, calls on a sense of obligation in order to 

stimulate natural caring and on a sense of duty or special obligation only when love or 

inclination fails. Small schools can help the pupils to get the serenity. Noddings believe that 

the chief obstacle to making schools smaller is simply a failure to set proper priorities in 

schooling. To take on a group of students when they enter high school and guide them 

through their entire high school mathematics curriculum can develop the relation of teacher 

and students that makes confirmation possible and may realize academic and professional 

benefits. The teacher may come to understand the whole math curriculum. Noddings 

suggested that students and teachers stay together by mutual consent and with the 

approval of parents. Noddings rejects the tests that is predictable winners and losers 

because someone has to be below average. Therefore I think in schools learning outcomes 

must be assessed by what each child learn rather than what all the children learn. Schools 

must pay attention to the moral and social growth of their citizens. We explore seriously an 

ethic of caring for education and suggest changes in every of schooling.

Keyword: Care, Caring, ethic of caring, Feminine approach, Moral education, Schoo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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