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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철학상담의 도덕교육적 함의 연구

정나나

최근 학교교육은 학생들이 경험하는 다양한 정신건강 문제를 해결하

기 위해 학교상담 역량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하지만 학생

들이 겪는 정신적 위기는 ‘삶의 의미’ 에 관한 자각과 반성의 부재에 기

인한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학교상담은 표면적으로 드러난 학생들의 정

신적 위기를 진단하고 치료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학생들이 자신의 문제

를 스스로 파악하고 현실에서 마주하는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자생력

을 키우도록 도울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철학상담의 도덕교육적 함

의를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철학상담은 학생들이 건전한 세계관을

구축하고 당면한 문제를 다룰 수 있는 자율성을 배양하도록 격려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학교상담을 보완할 수 있는 적절한 대안이라 할 수 있다.

철학상담은 ‘내담자의 세계관을 개선하기 위해 내담자의 세계관을 해석하

는 과정’ 으로 정의할 수 있다. 철학상담은 내담자가 직면한 문제 상황 해

결에 그치지 않고 ‘세계관 해석’ 을 거쳐 궁극적으로 ‘세계관 개선’ 에

이르는 것을 목표로 진행된다. 그렇기 때문에 철학상담은 학생들에게 자

기배려의 경험, 즉 자기인식과 자기이해로부터 시작하여 자기연마로 나아

가도록 하는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철학상담의 자기배려 과

정은 도덕교육이 학생들로 하여금 사색과 통찰을 거쳐 주체적이고 자율적

인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것을 책무로 삼는다는 측면과 접점을 지닌다.

본 연구에서 밝힌 철학상담의 도덕교육적 적용 가능성은 다음과 같다.

자기배려적 관점에서 철학상담은 ‘심리적 치유를 통한 인격 형성의 토대

마련’ 과 ‘세계관 개선을 통한 자율적 인간 형성’ 이라는 도덕교육적 의의

를 갖는다. 즉, 철학상담 과정에서 학생들은 반성적 성찰과 비판적 탐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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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심리적 안정을 회복할 수 있다. 나아가 학생들은

지속적으로 세계관을 재구축함으로써 자율적 인간으로 성장할 수 있다.

도덕과 교육의 목표 달성과 철학상담의 지향에 도달하기 위해 도덕과 교

육과 철학상담에서 공통적으로 도덕적 탐구 및 성찰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양자 사이의 상관성을 찾아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도덕과 교육의 내용

구성 원리인 가치관계 확장법과 철학상담 과정에서도 연관성을 발견할 수

있다. 이에 더해 도덕과 교수․학습 방법으로서 도덕적 성찰 및 탐구를

내용으로 하는 철학상담 방법이 활용될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철학상담의 도덕교육적 적용 방안은 다음과 같

다. 먼저, 철학상담에서 다룰 수 있는 주제를 활용하여 도덕과 내용을 보

완할 경우 학생들로 하여금 도덕적 성찰 및 탐구를 통해 자신의 세계관

을 개선하고 자신만의 철학을 정립하도록 도움으로써 도덕과의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철학상담에서 다루는 주제들은

도덕과에서 중시하는 세 가지 물음 즉, ‘나는 누구인가?’ , ‘나는 무엇

을 위해 살아야 하는가?’ ,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 의 물음과 맞닿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철학상담 방법을 수정․보완하여 새롭게 제시한 도

덕과 교수․학습 방법으로서의 ‘4단계 방법’ 은 특히 학생들로 하여금

문제 상황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므로, 자신을 인식하고 비판적으로 성

찰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마지막으로 도덕교사가 철학상담사적 역

할, 즉 공감과 경청을 자세를 갖출 경우 학생들의 자기표현을 증진시키

고 자기 이해를 통해 자아존중이 가능한 교육적 분위기를 형성할 수 있

다. 나아가 도덕교사가 학생들을 능동적인 주체로 존중하게 되면 학생들

이 ‘자기화’ 를 바탕으로 도덕성을 함양하도록 조력할 수 있다. 이처럼

철학상담의 도덕교육적 함의를 밝혀내기 위한 본 연구 과정이 도덕과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도덕과 교육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

을 끊임없이 모색하도록 하는 자극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주요어 : 철학상담, 도덕교육, 세계관 해석, 세계관 개선, 자기배려

학 번 : 2013-2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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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 목적 및 필요성

자아정체성(self-identity) 형성은 청소년기의 주요 발달 과업이다. 청

소년들은 내외적으로 다양한 변화를 맞이하며, 끊임없이 가치관(values)

과 세계관(world view)을 재구성하고 통합적 자기상을 확립하려 한다.

청소년기는 정서적 불안과 충동적 행동이 발현되는 부정적인 시기로 여

겨지기 쉽다. 그렇지만 청소년기는 자아정체성을 확립하고 성숙한 인간

으로 도약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는 시기이기도 하다. 그런데 만일 청

소년들이 자아정체성 형성에 실패하게 될 경우, 그들은 삶의 목표를 정

립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삶에의 의미를 찾으려는 욕구마저 상실할 수

있다. 즉, 청소년들은 정체성 형성에 어려움을 겪는 과정에서 자신의 정

체성을 구성하는 가치관 및 세계관을 형성하는 데에도 실패하기 쉽다.

이는 청소년의 정서 위기를 촉발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

한국 청소년들의 정체성 형성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는 가장 큰 원인

은 상급 학교 입시를 목표로 하는 교육 환경과, 사회 전반에서 목격되는

학벌주의 및 학력지상주의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분위기 속에서 학생

들은 수동적으로 지식 습득에만 몰두하기를 요구받는다. 이들 중 대부분

은 무한 경쟁의 속도전 속에서 ‘나는 누구인가?’ , ‘어떻게 살아야 하는

가?’ 등과 같은 스스로에 대한 근원적인 물음을 던지지 못한 채, 삶의 무

의미함이나 허무감, 불안감 등에 시달리고 있다.

이와 같은 정신적 위기를 겪고 있는 학생들을 돕기 위해 교육과학기

술부는 2008년 9월 ‘학교안전통합시스템 : WEE Project’ 를 발표하였

다. 이는 청소년 비행 예방을 위해 위기학생들을 대상으로 ‘진단-상담-

치료’ 를 제공하는 것이다. 일부 학생들을 대상으로 임상심리사나 사회복

지사, 전문상담사 등의 전문 인력을 투입하여 상담활동을 실행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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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학생들에 대한 처방이 될 수는 있다. 그렇지만 고통의 증세가 표면

적으로 드러난 일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사후약방문(死後藥方文)적 상

담이 대다수의 학생들이 겪고 있는 정신적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이 되

기에는 역부족으로 보인다.

보다 근본적으로 전반적인 학생들의 정신건강을 고양하기 위해서는

예방과 대비에 목적을 둔 학교상담이 이뤄질 필요가 있다. 상담사는 일

시적인 문제의 치료자로서의 역할뿐만 아니라 교육자로서의 역할도 담당

해야 한다. 더불어 학교상담도 교육의 일환인 만큼 전반적인 교육의 틀

속에서 고려되어야 하며, 교과와 연계하여 지도함으로써 교과의 목표와

학교상담의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어야 한다. 현실적으로 인적·물

적 자원이 한정된 학교 현장을 고려해 보았을 때, 학교상담은 교과와 연

계하는 것이 효율적이기도 하다. 특히 철학상담(philosophical

counseling)이 도덕교과에 연계될 때, 가치관 및 세계관의 혼란으로부터

기인하는 학생들의 정신 건강 고양과 이로 인한 도덕성 함양 촉진 효과

까지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앞서 논의한 주입식 교육의 폐해로 인해 발생하는 청소년 문제를 도

덕과 교육에서의 ‘체험 활동’ 이나 ‘실천 위주 인성 교육’ 을 강조함으

로써 해결할 수 있다는 잘못된 관점에서 비롯한 노력이 존재한다. 도덕

과 교육이 학생들의 행동 개선에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기 때문에 관례적

도덕성을 강조하는 것이 이를 해결할 수 있다고 여기는 것이다. 자신의

삶에 대한 성찰을 배제한 채로 정해진 행동 규칙을 준수하는 데에만 집

중하는 도덕과 교육은, 자칫하면 타인 배려를 위해 자신을 희생시킬 것

을 촉구하는 또 다른 형태의 주입식 교육으로 변형되어 악순환을 초래할

위험을 내포한다. 그러므로 도덕과 교육은 학생들의 정신 건강 제고를

위해 학생들에게 삶의 중요한 문제에 답할 기회를 부여하고, 자신의 내

면으로 관심을 전향하고 몰두하는 자기배려(self-care)를 강조하는 방향

으로 나아가야 한다.

인문치료는 “인간의 삶의 문제나 인간다운 삶에 대한 문제의식 속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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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탄생한 인문학의 고유한 힘에 대한 치료적 연구를 시도하고 있는 분

야이다(김선희, 2009a: 226).” 『2012 개정 도덕과 교육과정』 (교육과학

기술부 고시 제2012-14호, 27)은 도덕과가 인성교육의 주관 교과이자 핵

심 교과임을 밝히고, 새로운 교수․학습 방법으로 ‘인문치료 접근’ 을

적시하였다(윤영돈, 2014: 243). 이는 학생의 정신건강 고양에 도덕과가

기여할 수 있다는 가능성과 도덕과가 기여해야 한다는 규범적 성격을 동

시에 드러낸다. 우리는 인문치료의 영역에서 보다 근본적인 치유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학생들이 당면한 복잡한 정신적 고통은 인생관

이나 세계관, 가치관의 혼란 등에 의한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인문학의 다양한 학문 영역 중에서도 철학은 자기배려의 가능성을 갖

는다. 철학은 “인생, 세계와 관련한 문제들에 관해 묻고 대답하는 활동

(김명진, 2013: 118)” 이며, 이는 자신에 대한 물음으로부터 시작될 가능

성이 높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도덕과 교육이 철학과 관련한 ‘인문 치료

접근’ , 즉 철학상담을 실천할 경우 도덕과 교육의 목표 달성에 도움이

될 것이다.

철학상담은 철학실천 운동의 결과 생겨난 철학의 실천적 성격을 강조

한 영역으로, 내담자가 철학상담사의 전문적인 도움을 받아 스스로 철학

을 하는 활동이다. 즉, 철학상담은 개인이 내면의 성찰을 바탕으로 세계

관을 해석하고 개선하여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도록 돕고자 한다.

이와 같은 철학상담의 지향은 도덕과 교육에서 청소년이 건전한 가치관

및 세계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자기배려를 통한 반성적 성찰의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는 관점과 맞닿는 측면이 있다.

그렇다면 철학상담은 넓게는 도덕교육, 좁게는 도덕과 교육과 어떠한

면에서 접점을 가질 것인가? 도덕교육적 적용은 어떠한 방식으로 이뤄질

수 있을 것인가? 우리는 이러한 의문을 제기하면서 철학상담의 도덕교육

적 함의는 과연 무엇인가를 진지하게 고찰해 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특히 철학상담의 도덕교육적 적용 가능성

과 도덕교육적 적용 방안은 무엇인지에 주목하면서 철학상담의 도덕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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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함의를 밝히고자 한다.

철학상담의 중요한 목표 중 하나는 내담자의 ‘자기배려’ 를 격려하는

것이다. 이는 내담자가 자신의 상황을 고찰하고 끊임없이 내면을 성찰하

도록 조력하는 것이다. 자기배려는 철학상담사가 감정이입을 통해 내담

자의 어려운 상황을 공유하는 ‘보살핌’ 이 전제될 때 이루어진다. 내담

자는 상담사의 보살핌 속에서 방어적인 태도를 버리고 전적으로 자신의

내면을 성찰하게 된다. 상담사는 내담자가 습관적으로 지극히 정상으로

받아들이는 자기 이해에 의문을 갖게 하고, ‘나는 누구인가?’ 와 같은

문제를 점진적으로 깊이를 더해 가며 탐구하도록 조력할 수 있다. 그러

므로 철학상담은 상담사의 보살핌 하에서의 ‘자기 치료(self-treatment)’

에 비유할 수 있다. 보살핌의 개념은 스토아 학파와 에피쿠로스 학파가

강조한 영혼의 치유에서 그 연원을 찾을 수 있다. 그들은 영혼의 치유를

위해 세계에 대한 관점을 변화시키고 인간의 성격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영적 훈련을 강조했다. 철학상담에서도 상담사가 내담자의 영혼의 치유,

즉 심리적 치유를 위해 끊임없이 내담자 스스로 철학적 사유를 통해 자

신을 성찰하도록 유도한다(Raabe, 김수배 역, 2011: 34-36, 62-65). 철학

상담에서 내담자가 자기배려를 통해 세계관 개선을 달성한다는 점은 도

덕과에서 추구하는 도덕성 발달이 학생들의 도덕적 성찰을 통해 가능해

진다는 점과 연관성을 갖는다. 도덕적 실천, 도덕적 지식학습, 도덕적 탐

구는 모두 도덕적 성찰과의 연결 고리를 가지면서 전개되어야만 인격형

성이 촉진될 수 있고, 자신의 삶에 대한 성찰의 시도는 그 자체로 인간

이 인격체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이다(정창우, 2013:

29-35).

무엇보다 마음의 평화나 안정은 도덕성 발달이나 가치관을 함양하기

위한 필요조건이다. 철학상담을 통해 자신이 맞닥뜨린 곤경 상황을 인식

하고 성찰을 통해 해결하고 치유 효과를 거두게 되면, 인격 형성을 위한

안정적인 발판을 마련한 것과 같다. 누구라도 마음이 혼란스러운 상황이

누적되어 극심한 병적인 상태에 이른다면, 자기 자신을 보살피기 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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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만 아니라 타인을 배려하는 데에도 어려움이 따르게 될 것이기 때문이

다. 결국 철학상담에 의한 자기성찰의 유도는, 심리적 치유를 통한 인격

형성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다는 도덕교육적 의의를 갖는다고 할 수 있

다.

철학상담에서 이루어지는 자기성찰의 과정을 통해 내담자는 자신의

세계관을 탐색할 수 있다. 세계관은 ‘체험적 이해’ 나 ‘의미의 연결망'

으로 이해될 수 있으며, “개인이 우주와 그 우주 안에서 자신이 차지하

는 위치를 바라보는 일반적인 시각” 이라 정의된다(Raabe, 김수배 역,

2011: 36-39). 라하브(R. Lahav)는 철학상담이 주로 ‘세계관 해석’ 과 관

련된다고 보았다. 철학상담은 내담자가 자신의 일상적인 행동들에서 드

러나는 철학적 함축을 바탕으로 스스로 세계관을 해석할 수 있다는 데에

서 의미를 가진다. 다시 말해 내담자는 자신의 일상적 행동을 살펴보면

서 자신의 세계관을 살필 수 있고, 자신을 좀 더 철학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는 개인의 일상생활에서 발견되는 행동들과 개인의 안에 존재하

는 무의식적 사건의 인과관계를 분석하는 프로이트의 정신분석과 차이를

보인다. 프로이트는 개인의 안에 존재하는 무의식적 사건이 개인의 일상

생활에서 발견되는 행동들과 인과관계를 가진다고 본다. 그러나 철학상

담은 내담자의 정신세계가 표현하는 행동, 감정 등에만 관심을 갖는다

(Lahav, Tillmanns, 정재원 역, 2013: 5-27).

상담사가 내담자를 보살피고, 내담자가 그 안에서 세계관 혹은 ‘인생

관 구축(life-narrative constructions)’ 의 의미와 한계를 탐구하는 일은

일회적이거나 일시적인 활동이 아니다(Raabe, 김수배 역, 2013: 36). 만

일 내담자가 자기 자신의 존재적 특성이나 인간의 본성에 대해 무가치하

게 여긴다거나, 왜곡된 세계관을 바탕으로 자기중심적 사고에 매몰되어

있다면 이는 문제가 될 것이다. 철학상담의 최종 목표는 내담자가 일회

적인 치유 효과를 얻는 것을 넘어서 내담자 스스로 자신의 세계관을 탐

구하고 재구축해 나가고 자신만의 세계관을 생성해나가는 것이다. 이때

내담자는 끊임없이 세계관을 개선하고, 이를 통해 자신을 둘러싼 세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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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일어나는 사건들이 자신의 삶에서 가지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탐구하

는 과정을 통해 스스로 고난을 이겨낼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자신의 세

계관을 구축한 내담자는 타인의 행복에 무관심하던 수준에서 벗어나 모

두의 행복을 추구하는 높은 수준의 최대 도덕, 즉 도덕적 완숙을 경험하

는 데 이를 수 있다. 마찬가지로 학생들은 철학상담을 통해 궁극적으로

존재의 이유와 근거에 대한 깊은 통찰을 경험할 수 있고 인간 자신에 대

한 사유나 성찰을 통해 깨달음에 이르러 도덕적 인간, 곧 완성된 인간상

을 지향할 수 있다는 도덕교육적 의의를 갖는다.

이에 더해 철학상담은 도덕과 교육과 다음과 같은 상관성을 갖는다.

먼저 철학상담 과정에서 학생들이 자신의 내면을 성찰함으로써 반성하고

사색한다는 점, 철학적 사고의 기술을 통해 자신이 맞닥뜨린 문제를 해

결한다는 점에서 철학상담의 활용은 도덕과 교육의 목표 달성에 기여할

수 있다. 철학상담 과정은 내담자가 자기배려를 통한 성찰 및 탐구를 통

해 자신의 삶과 당면 문제를 인식함으로써 시작한다. 그리고 내담자로

하여금 자신의 세계 내 존재 방식을 자신, 타인, 공동체, 초월적 존재와

의 관계와 관련하여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세계관을 개선하도록 한다. 이

는 도덕적 공간 내에서 성찰 주체로서의 자신과 사고 대상 사이가 상호

연결되어 있고 성찰의 범위가 점차 확장되어 가는 도덕과의 내용 구성

원리와도 긴밀히 연계될 수 있다(정창우, 2013: 408-410). 마지막으로 철

학상담 방법은 『2012 도덕과 교육과정』 에 적시된 교수․학습 방법으

로서의 인문 치료 접근의 일환으로 활용될 수 있으며, 학생이 도덕적 성

찰 및 탐구를 통해 자신의 인생관, 세계관, 가치관을 개선함으로써 인격

함양 및 인간 완성에 도달하도록 조력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철학상담이 도덕과의 과업을 달성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

다는 관점을 채택하고자 한다. 즉, 본 연구의 목적은 철학상담이 도덕교

육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유일한 해답임을 밝히는 것이 아니라, 학생

들이 도덕성 함양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 보다 완숙한 인간으로 성장하

는 데 보탬을 줄 수 있다는 입장에서 철학상담의 도덕교육적 함의를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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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본 연구가 현 시대를 살아가는 학생들의 정신

건강의 고양에 도덕과가 핵심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자각이자 공언의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을 기대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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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방법 및 내용

본 연구는 철학상담의 도덕교육적 함의를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

다. 학생들의 자아 성찰을 돕고 그들의 정신건강을 고양하기 위해서는

학교 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자신을 돌보고 스스로를 치유하며, 문제에

대한 자생력을 신장시킬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만일 학생들이 겪는

고통이 자신과 삶, 세계에 대한 근원적 인식의 실패나 반성의 부족 등에

의한 것이라면 철학실천의 일환인 철학상담은 이를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연구는 철학상담의 도덕

교육적 함의를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도덕교육은 자신과 세계를

윤리적으로 성찰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윤리함(doing ethics)은 철학함

(doing philosophy)으로부터 파생되었기 때문이다(정창우, 2013: 30).”

그렇기 때문에 본 연구는 철학상담의 도덕교육적 의의는 무엇인지,

철학상담과 도덕과 교육은 어떠한 상관성이 있는지, 그리고 철학상담의

도덕교육적 활용 방안은 무엇인지를 규명하고자 한다. 철학상담의 도덕

교육적 함의를 밝히기 위해, 문헌 연구(literature review)의 방법을 적용

하여 철학상담과 관련한 연구 논문 그리고 각종 연구 기관에서 발행한

보고서 등을 체계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을 거칠 것이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내용 및 범위는 다음과 같다. 우선 철학의 본질

적 성격은 실천적임을 밝힌 다음 철학상담의 등장 배경을 고찰할 것이

다. 이 과정에서 현대인이 경험하는 정신건강의 특성은 무엇인지 밝히고

철학상담의 필요성을 검토하려 한다. 다음으로 철학상담의 정의를 도출

하고 철학상담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철학상담의 본질적 특성과 관련하여

면밀히 규명하고자 한다. 이후에는 철학상담에서 사용되는 접근법은 무

엇이고, 학자별로 어떠한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지 상세히 살펴볼 것이다.

이는 후에 논의될 내용인 철학상담을 활용한 도덕과 교수․학습 방법 제

안을 위해서도 유용한 탐구가 될 것이다.

다음으로는 본격적으로 철학상담의 도덕교육적 적용 가능성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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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의하고자 한다. 여기에서는 특히 ‘자기배려’ , ‘심리적 치유’ , ‘세계

관의 개선’ 의 개념에 주목하여 철학상담의 도덕교육적 의의를 밝히고자

한다. 본 연구자는 ‘자기배려’ 를 자신의 내면으로 관심의 방향을 돌려

자신이 당면한 문제에 대해 스스로 성찰하고 세계관을 탐색하며 개선하

는 철학상담의 전 과정을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하고자 한다. 내담자는

자기배려를 통한 자기 이해 및 인식, 이를 바탕으로 한 문제 해결을 통

해 심리적 치유에 접어들 수 있다. 이를 규명함으로써, 자기배려는 자기

이해 및 인식을 통해 인격 형성을 촉진할 수 있다는 철학상담의 도덕교

육적 의의를 밝힐 수 있다. ‘심리적 치유’ 에 대한 고찰을 통해 철학상

담을 통한 문제해결이 내담자의 마음에 평온을 가져오고 도덕성 함양의

토대를 마련하게 할 수 있다는 철학상담의 도덕교육적 의의를 발견할 수

있다. 그리고 내담자의 ‘세계관 개선’ 을 통해 자율적 인간을 형성하는

점은 도덕교육에 있어 인격의 함양으로부터 궁극적으로 자율적 인간의

형성으로 이어지도록 도울 수 있다는 철학상담의 도덕교육적 의의를 찾

을 수 있을 것이다.

이후에는 철학상담과 도덕과 교육의 상관성이 무엇인지 규명하기 위

해 도덕과 교육의 목표, 도덕과 교육의 내용, 도덕과 교수․학습 방법을

각각 철학상담의 지향, 철학상담의 과정, 철학상담 방법론과 대응시켜 연

구하고자 한다. 먼저 도덕과 교육의 목표가 내담자의 성찰과 반성 및 사

색, 탐구를 통한 문제 해결이라는 철학상담의 지향과 긴밀한 연관성을

가진다는 점을 살펴볼 것이다. 이어서 철학상담 과정과 도덕과의 내용

구성 원리인 가치 관계 확장법과의 유사성을 찾아볼 수 있음을 논증할

것이다. 덧붙여 철학상담 방법론은 도덕과 교수․학습 방법의 하나인 인

문치료 접근에 속하며, 도덕적 성찰 및 탐구를 활용하여 인격 함양과 도

덕적 인간 완성에 도달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근거를 제시할

것이다.

다음으로 앞서 밝힌 철학상담의 도덕교육적 의의, 도덕과 교육과의

관계를 바탕으로 하여 철학상담이 도덕교육적으로 어떻게 활용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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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지를 고찰해 볼 것이다. 먼저 철학상담은 학생들 스스로 탐구하고 도

덕적으로 성찰할 수 있는 자기 이해 및 삶의 방향성, 실천 방법에 대한

주제를 다룰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도덕적 민감성 및 도덕적 사고를 촉진

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음을 밝힐 것이다.

이어서 철학상담을 활용한 새로운 도덕과 교수․학습 방법을 제안할

것이다. 철학상담은 학생들이 자신을 반성적으로 성찰하여 당면한 문제

를 스스로 해결하도록 촉진함으로써, 자기를 돌보고 심리적 치료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도덕과 교수․학습 방법이 될 수 있다. 그리고 학생들로

하여금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도덕적 탐구를 통해 추론 능력

을 신장시키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매

리노프(L. Marinoff)의 PEACE 기법과 라베(P. B. Raabe)의 4단계 모델

의 장점을 수용하고 한계를 보완하여 새로운 철학상담 방법을 ‘나의 이

야기→자기 검토→철학적 통찰→신념 개선 및 평형’ 의 4단계로 고안하

려 한다. 이를 활용하면서 세계관은 문제 상황에서 비로소 왜곡 없이 정

확하게 파악될 수 있다는 특성을 참고로 하여 ‘문제 상황’ 중에서도

‘대인 관계에서의 분노 조절’ 을 주제로 한 수업 프로그램을 제시할 것이

다. 마지막으로 철학상담으로부터 도덕교사의 역할 개선에는 어떤 시사

점을 제공할 수 있는지를 모색하고자 한다. 도덕교사는 학생의 자기이해

와 자기인식을 장려하기 위해 공감과 경청의 태도를 갖출 필요가 있다.

그리고 학생의 능동성과 주체성을 존중함으로써 학생에게 자기 결정권을

부여하여 학생이 자율성을 신장시킬 수 있도록 격려해야 한다.

이와 같은 연구 과정을 통해 철학상담의 도덕교육적 함의를 밝힘으로

써, 현재 학교상담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심리치료 및 심리상담이 담당할

수 없는 인생관․세계관․가치관의 개선을 통한 예방적 성격을 갖는 철

학상담이 도덕교육을 통해 이뤄질 것을 제안한다. 즉, 자기배려를 통한

심리적 치유를 격려하고 세계관의 개선을 돕는 철학상담이 학생들의 실

천 지향적 성찰을 일깨워 궁극적으로 도덕성의 함양에 보탬이 되는 여러

가지 방법들 중 하나임을 밝히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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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철학상담의 이론적 배경

이 장에서는 철학상담의 이론적 배경을 개괄하려고 한다. 이를 위해

철학의 실천적 성격을 강조한 철학상담이 등장하게 된 배경을 살펴보고,

현대인들의 정신 건강 문제와 관련하여 철학상담이 요청될 수밖에 없었

던 상황은 무엇인지 알아볼 것이다. 이후에는 철학상담의 개념 및 정체

성이 무엇인지 규명하고자 한다. 1980년대 초반 철학상담이 등장한 이래

로 합의된 정의는 아직까지 도출되지 않았고, 그로 인해 정체성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자는 철학상담 연구자들이 정의한 철학

상담 개념을 살펴봄으로써 철학상담의 실질적 정의를 밝히고자 한다. 이

어서 논란의 핵심이 되고 있는 철학상담 특성 중 몇 가지 요소를 철학상

담의 특성으로 밝힘으로써 철학상담의 정체성을 규명하고자 한다.

1. 철학상담의 등장 배경 및 필요성

1) 철학의 실천적 성격

오늘날 철학은 자본주의 사회의 무한경쟁 체제 속에서 수요를 창출하

지 못하는 무용한 학문으로 낙인찍히기에 이르렀다. 이와 같은 철학의

위기는 철학이 현실적 경쟁력을 상실했다는 점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하지만 더욱 근본적으로는 근대 이후 철학이 스스로 거리의 철학

이 아니라 삶과 유리된 강단의 철학으로 매몰되어 사변적인 작업에만 몰

두했다는 점에서, 철학이 위기에 처하게 된 궁극적인 원인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고대 철학자들은 사람들에게 인간 삶의 본질적 문제에 해답과 삶의

지혜를 얻도록 돕기 위해 노력하였다. 일반인들과의 광장철학을 자신의

삶으로 삼았던 소크라테스를 떠올려 보면, 오래 전의 철학은 매우 실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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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성격을 띠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음미되지 않

는 삶은 가치가 없다’ 는 소크라테스의 신념은, 철학이 구체적이고 일상

적인 문제에도 적용될 수 있는 실천적인 학문이라는 그의 믿음을 보여준

다(김선희, 2012: 114). 이는 철학이 삶을 성찰하고 변화시키는 현실적인

힘과 역할을 가지고 있다는 철학 고유의 특성을 나타내기도 한다.

프랑스의 역사학자 아도(P. Hadot)는 고대 철학에 실천적이며 자기

계발적인 지향점이 존재했음을 밝힌다. 누스바움(M. C. Nussbaum) 역시

에피쿠로스 학파나 회의주의 학파, 스토아 등과 같은 그리스와 로마의

헬레니즘적 철학 전통에서 철학이 단순히 “영리함을 과시하기 위한 독

립된 지적 기술” 이 아니라 “인간의 비참한 상황을 다루는 참여적이고

세속적인 기술로서” , “인생의 매우 고통스런 문제들과 대결하는 방법

으로서” 기능했다고 주장한다(Nussbaum, 1994: 3; Raabe, 김수배 역,

2011: 18-19).

철학이 스스로를 ‘거리’ 에서 ‘강단’ 으로 무대를 옮겨가는 과정에

서, 철학 자체의 엄밀성과 논리성은 더욱 강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하지

만 철학이 다루는 주제가 전문가들의 울타리 속에 한정되면서, 철학이

현실세계에서 담당하는 영역은 점차 축소되었고 일반인들과의 소통이 불

가능해지는 지경에 이르렀다. 철학과 현실의 괴리는 본래 실천적 성격을

지닌 철학 자체의 활력을 감소하는 결과를 불러왔다.

‘철학함(doing philosophy)’ 은 이러한 철학의 실천적 본질을 설명할

수 있는 용어이다. 박남희(2010b: 19-20)에 의하면 철학은 ‘앎’에 머물렀

을 때가 아니라 ‘행하는 일’일 때 비로소 철학일 수 있다. ‘행하는 일’이

란, 구체적으로 일상에서 이루어지는 철학을 수행함을 뜻한다. 철학함의

수행은 철학적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자신이 직면한 삶의 문제

에 대한 고민과 그것에 반응하는 하는 방식에 대한 철학적 물음에서 출

발하여 행동으로 나아간다. 그러므로 철학함은 앎에 머무르지 않고 행함

이 이루어지는 철학 그 자체라고 할 수 있다. 결국 철학은 이론학에 머

물러서는 안 되며 실천적 본질을 강조해 현실적 영향력을 키워야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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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김선희(2012: 114)는 철학자들이 철학이 구체적이

고 일상적인 문제에 적용될 수 있도록 실천의 영역에 관심을 확장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일부 철학자들은 철학자로서 연구대상인 철학과 실제 삶에서의 철학

사이에서의 괴리를 해소하기 위해 삶에 대한 통찰력 및 지혜의 보고(寶

庫)라는 철학전통의 고유한 기능을 회복하려는 노력을 기울였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철학이 ‘철학실천’ 이라는 실천적 운동으로 전개되기에 이

르렀다. 이는 인간의 의미상실이나 자신의 정체성상실에서 비롯되는 고

통을, 이론적 탐구를 넘어 철학적 기반 위에서 스스로 해결하고 극복하

도록 돕는 철학내부의 변화의 움직임이었다(김정현, 2010: 48-50).

아벤바흐(G. Achenbach, 1987)는 1981년 ‘철학실천’ 을 개념화하였

다.1) 여기에서 ‘실천(praxis, practice)’ 은 ‘이론(theorie, theory)’ 에 대

비되는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 아벤바흐는 고정되고 확정적인 철학을

구체적인 사례에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정반대로 구체적인 문제를 생산

적으로 함께 생각하려고 시도했다(Achnbach, 1987: 7; 김정현, 2010: 13).

이진남(2009: 356)은 철학실천을 ‘철학함’ 의 과정이라 정의한다. 즉,

철학으로 삶의 구체적인 문제들을 풀어가는 과정이라는 것이다. 여기에

는 삶의 문제들을 풀기 위해서는 철학자나 철학 전문가가 철학적 지혜의

혜택을 베풂이 요구된다. 이러한 철학자들의 활동은 본래 철학이 가지고

있던 현실의 문제에 대한 책무를 다시 짊어짐으로써, 철학자들 스스로의

힘으로 삶에 대한 철학의 영향력을 회복시켜 간다는 점에서 의미를 가질

수 있다.

같은 맥락에서 김정현(2010: 52)은 철학실천이 강단 철학의 위기를

극복하고, 철학이 현실에서 다시 영향력을 행사하고 활력을 찾을 수 있

는 가능성을 찾도록 했다고 말한다. 철학실천은 상아탑 안의 이론

1) ‘철학실천’이라는 표현은 독일에서 쓰이고, 몇몇 유럽의 다른 나라에서 철학상담

의 의미로 쓰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철학적 사고를 구체적 상황에 적용하는 것이

라는 의미로도 활용되고 있다. 본 연구는 ‘철학실천’을 ‘철학상담’과 구분하여, ‘철

학상담’을 포함하는 상위 개념으로 다루고자 한다.



- 14 -

(theorie)으로서의 철학에 이의를 제기하고 실천(praxis)으로서의 철학을

역설하면서 기존의 이론 중심의 철학에 대한 자성을 촉진시켰기 때문이

다.

철학실천이 보여준 철학과 현실의 접점을 찾기 위한 노력은 철학상

담, 철학치료(philosophical therapy), 철학치유(philosophical healing), 임

상철학(clinical philosophy)과 같은 새로운 분야를 탄생시키는 촉매제 역

할을 했다. 이들은 최근에 철학의 새로운 존재양식을 보여주는 신생 분

야들로, 철학함을 통해 삶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초

점을 둔다. 이는 사변철학(speculative philosophy)과 대비되는 의미에서

의 응용철학(applied philosophy)이나 실천철학(practical philosophy)과는

달리 분류될 수 있다(이진남, 2010: 128-130).

2) 정신건강의 문제와 철학상담 등장

시대와 사회를 막론하고 인간이면 누구나 주변 환경이 부여하는 스트

레스 상황이나 내면의 문제로 인해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겪는다. 하지

만 현대인들은 정신질환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2) 그 이전에

비하여 삶의 문제, 인간의 마음의 고통 및 어려움을 더욱 호소하고 있으

며 과거보다 정신질환을 겪고 있는 환자의 수는 더 많이 보고되고 있다

고 할 수 있다(이진남, 2010: 123-124).

대부분의 현대인들은 심리치료나 상담을 통해 자신들의 문제 상황을

2) 이진남(2010: 123-124)에 의하면 1952년 미국 정신의학 협회(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APA)에서 발간하는 정신질환 진단 및 통계 편람(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DSM)은, 1994년 DSM-Ⅳ에 이르기까지 정

신질환의 종류를 374가지로 나누었다. 더 나아가 각종 정신과 진료뿐 아니라 심리상

담에서 다루는 정신질환에 의료보험이 적용되면서, 정신과 및 제약회사와 의료보험회

사 간의 공생관계는 공고해졌다. 1990년대에는 미국인 두 명 중 한 명꼴로 정신질환

자 꼬리표를 달게 되었다. 미국 초등학교 어린이 480만 명 중에 26만 명 정도는

ADHD(Attention Deficit Hyperactivity Disorder: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장애) 환자로

낙인찍혔다. 그로 인해 호기심이 지나치게 강한 아이들은 신경안정제를 복용해야 학

교에 갈 수 있도록 강요받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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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함으로써 고통에서 벗어나려 한다. 물론 우리는 기존의 다양한 심리

치료 이론과 정신의학의 효과를 전적으로 부정할 수는 없다. 하지만 이

것만으로는 현대인이 마주한 정신 건강의 문제들을 모두 해결할 수 없는

것이 사실이다. 심리치료를 통해 개인의 심리적 특징을 이해하거나 무의

식을 이해함으로써 갈등을 해소하는 것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존

재하기 때문이다. 가령 삶의 가치관이나 윤리, 세계관의 혼란 등과 연관

된 복잡한 문제들은 자신의 신념 체계를 수정하거나 보완해야만 해결할

수 있다. 이를 해결하는 데에는 자신의 생각의 이유와 그 생각에 숨겨진

가정을 파악하여 비논리적인 부분을 고치는 과정이 필요하다(박은미,

2013: 132). 철학은 이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우리는 철학을 통

해 자신의 사고 패턴을 성찰하고, 편향된 사고를 벗어나 보다 객관적인

사고력을 지향함으로써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성숙한 인간으로 거듭날

수 있기 때문이다.

심리학과 심리상담 분야는 자신의 이론적 한계를 극복하고자 끊임없

이 철학의 문을 두드렸다. 그렇지만 이러한 심리상담계의 한계는 심리학

의 영역에서 해결할 수 없는 영역이 있음을 인정하지 않고서는 궁극적으

로 해결될 수 없었다. 삶의 의미문제와 연관해 나타나는 문제들 중에서,

이와 같이 심리상담분야가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 미국

철학상담협회 회장인 매리노프가 ‘프로잭이 아니라 플라톤(Plato not

Prozac)’ 이라고 외쳤던 것처럼, 의식 있는 철학자들은 철학자로서의 해

답을 만들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노력은 1980년대 초 이후 ‘개인’ 의 실

존적 삶의 방식과 태도를 변화를 궁극적인 목표로 하는 철학실천을 포함

하여 다양한 철학적 운동의 등장으로 나타나게 된다.

철학실천은 처음에는 철학 카페나 시민강좌, 집단상담 등 집단을 대

상으로 하는 형태로 진행되었으나 이러한 형태는 개인 상담으로 넘어가

는 중간 단계라고 볼 수 있다. 마음의 고통은 결국 개인 상담을 통해서

더욱 효과적으로 해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정신건강의 문제를 효

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접근법을 찾고자 하는 요구 속에서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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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상담이 등장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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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철학상담의 개념 및 정체성

철학상담은 1981년 아벤바흐에 의해 등장하여 성장을 거듭하고 있는

분야이다. 많은 연구자들이 ‘철학상담은 무엇이 아닌가?’ 와 같은 부정

적인 정의, ‘철학상담의 효용은 무엇인가?’ 와 같은 적극적인 정의 등을

통해 철학상담이 무엇인가를 규정하고자 시도해 왔다. 그렇지만 이에 대

한 합의된 정의는 도출되지 않았다. 라베가 ‘역동적인 무질서의 상태’

로 진단한 의견 불일치 상태는, 철학상담을 단일의 본질적 핵심으로 정

의하거나 규정하려는 시도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Raabe,

김수배 역, 2011: 7). 철학상담에 대한 합의된 정의가 부재한 상황과 마

찬가지로, 철학상담의 정체성 역시 연구자들에 의해 각각 상이하게 규정

되고 있다.

이 절에서는 실질적인 철학상담의 정의를 시도한 연구자들의 다각적

인 주장을 개괄하고 그 속에서 중첩되거나 핵심이 되는 요소가 무엇인지

를 검토함으로써, 모두를 아우를 수 있는 철학상담 개념을 ‘내담자의 세

계관을 개선하기 위해 내담자의 세계관을 해석하는 과정’ 으로 규정하고

자 한다.

다음으로 철학상담의 정체성과 관련된 몇 가지 논점을 검토하고, 철

학상담이 어떤 특성을 갖는지를 중심으로 철학상담의 정체성을 확립함으

로써 앞으로의 논의에서 생겨날 수 있는 혼란을 방지하고자 한다.

1) 철학상담의 개념

본 연구자는 다양한 철학상담 연구자들의 정의를 포괄하면서도, 공통

의 핵심 개념을 포함할 수 있는 철학상담 개념은 ‘내담자의 세계관을

개선하기 위해 내담자의 세계관을 해석하는 과정’ 이라고 판단하였다. 내

담자의 문제를 해결하고 세계관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내담자의

문제를 활용하여 세계관을 해석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내담자의 세계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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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문제 상황에서 내담자의 진술을 통해서만이 정직하게 드러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철학상담의 목적을 ‘문제 상황에 대한 해결’

로만 한정하는 협소한 견해는 ‘세계관 해석’ 의 원리에 대한 고려가 부

족한 것에 기인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연구자들 각각이 제시하는 다양한 정의 속에서 철학상담이 내담자가

봉착한 문제의 원인을 자신의 세계관을 해석함으로써 찾을 수 있고, 이

를 해결하기 위해 문제의 원인으로 작용한 내담자의 세계관을 개선하도

록 돕는 상담활동이라는 내용을 도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루쉬만(E.

Ruschmann)이 “철학사 전체를 다양한 세계관의 연속으로 간주할 수

있고 사용할 수 있다(Corey, 1996: 317; Raabe, 김수배 역, 2011: 89).”

고 주장한 것도 이와 같은 입장에서이다.

먼저 ‘세계관 해석(worldview interpretation)’ 을 철학상담의 가장

중요한 요소라 본 라하브에 의하면 세계관이란 개인이 우주와 그 우주

안에서 자신이 차지하는 위치를 바라보는 일반적인 시각이다(Lahav,

Tillmanns, 정재원 역, 2013: 5-8, 23). 이는 개인의 행동에 영향을 끼친

다. 그렇다면 철학상담이란 내담자의 삶과 문제에 대하여 자신들이 취하

는 태도의 철학적 함축에 대한 통찰에 이르도록 하는 것이라 할 수 있

다. 상담사는 내담자가 지지하고 있는 세계관을 해석함으로써, 내담자의

혼란스러움과 불편함이 세계관의 비일관성이나 모순에 기인하지는 않는

지를 검토하도록 돕는 세계관 해석의 전문가이다(Raabe, 김수배 역,

2011: 26). 내담자는 자신이 맞닥뜨린 곤경에 감춰진 세계관 해석에 참여

하여, 세계관의 모순을 발견하고 이를 개선해야 한다.

철학상담 운동의 창시자인 아벤바흐에 따르면 “삶은 끊임없는 ‘해석’

의 과정이며 철학상담은 자신과 세계에 대한 지속적인 재해석 과정, 즉

결론을 열어둔 질문하기 과정(process of questioning)이다(Lahav,

Tillmanns, 정재원 역, 2013: 30).” 이는 철학상담의 목적이 내담자의 한

시적인 문제 상황에 대한 해결에 그치지 않고, 내담자가 자신과 세계에

대한 지속적인 재해석을 경험하도록 촉구하는 것임을 의미한다. 그러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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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철학상담 과정에서 상담사는 내담자에게 정신적으로 자극을 주어야

하며, 내담자가 철학함을 이용하여 자신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 스스로

풀어갈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박장호, 2014: 22).

셰프자이크(M. Schefczyk)에 의하면 “철학상담은 개인의 개념사

(conceptual history), 즉 내담자의 삶의 방식을 구성하는 저변에 깔려있

는 개념들에 대한 비판적 검토의 과정” 이다. 내담자는 철학상담을 통해

‘철학적 자기 이해(philosophical self-understanding)’를 개발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그는 개념의 변천(begriff sschicksal)을 비판적으로 검토하여,

자기소외(self-alienation)3)가 일어나지 않도록 할 수 있다(Lahav,

Tillmanns, 정재원 역, 2013: 105-114).

미유스코비치(B. Mijuskovic)에 의하면 철학상담은 내담자로 하여금

새로운 철학적 의미와 사고방식을 접하도록 함으로써, 자신의 신념의 방

향을 전환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그는 모든 인간이 항상

의식적으로나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행동을 두 가지 이상의 대립된 것들

간의 선택을 통해 행위하며, 이를 가능케 하는 궁극적 신념은 개인의 열

정적인 결정의 결과이다. 그러므로 철학상담을 통해 내담자는 문제의 원

인이 되는 궁극적 신념, 즉 제1원리를 인식하고 이로부터 개발된 체계에

모순은 없는지 비판적으로 검토해야 한다(Lahav, Tillmanns, 정재원 역,

2013: 120-127).

후겐다이크(A. Hoogendijk)에 의하면 철학상담의 목적은 내담자의

‘비전개발(vision development)’ 을 돕는 것이다. 여기에서 비전개발이란

어떤 사건에 대해 기대하는 상태에 대한 새로운 통찰과 해결책에 이르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내담자는 철학상담 과정에서 철학함, 즉 개념

3) 셰프자이크(Lahav, Tillmanns, 정재원 역, 2013: 111)에 의하면 개념의 변천은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개념, 어떤 사람이 명시적으로 혹은 은연중에

따르는 개념이다. 사람들이 자신의 개념의 변천(그들이 따르는 삶의 개념들)을

인지하지 못한다는 사실은 그들의 실제적 삶의 방식과 자기실현 및 행복을 위한

잠재적 삶의 양식 사이에 있을 수 있는 간극(間隙), 즉 자기소외가 일어날 수 있

는 공간을 만들어 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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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근본 개념 연결망에 대한 성찰, 비판적 사고, 근본 가정 검토, 대

화, 유토피아적 사고 등을 통해 자신의 삶의 양식을 재검토하여, 새로운

이해 방식을 취하고 새로운 선택을 시도할 수 있게 된다(Lahav,

Tillmanns, 정재원 역, 2013: 229-232).

노먼(B. Norman)은 생태학적(ecological)4) 철학상담을 제안한다. 생태

학적 철학상담에서의 ‘열린 마음으로 질문하기(open-minded

questioning)’ 와 ‘보살피는 공감(caring empathy)’ , 그리고 ‘재기술

(redescription)’ 을 통해, 내담자는 독단적 사고에서 벗어나 세계 안에서

자신의 존재 방식을 검토하고 재형성할 수 있다. 다시 말해 내담자는 자

신과 타인과의 관계가 ‘보살핌의 관계’ 이며 ‘상호의존적 관계’ 라는 가

정 하에, “자기 자신과 자기 세계를 해석할 수 있다(Lahav, Tillmanns,

정재원 역, 2013: 69-77).”

뵐레(D. Boele)는 철학상담이 ‘철학적(philosophical)’ 특징을 갖는다

고 말한다. 즉, 내담자가 철학상담에서 철학함을 통해 자신의 사고방식을

비판적으로 검토할 수 있고, 새로운 통찰을 획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에 더해 뵐레는 철학상담에서의 ‘대화(dialogue)’ 중요성을 강조한다. 상

담사와 내담자의 ‘상호주관적 관계(inter-subjective relationship)’ 속에

서, 내담자는 상담사와의 대화를 통해 자기성찰의 기회를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상담사의 비판적 질문과 의견을 통해 내담자는 자기자각

(self-awareness)을 경험할 수 있다. 즉, 내담자는 자신의 문제를 표현함

으로써 문제를 명료화하고 자신의 문제를 다른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게

된다(Lahav, Tillmanns, 정재원 역, 2013: 52-63).

시걸(S. Segal)은 철학상담의 목적이 내담자가 세계와의 관계를 맺는

방식의 변용을 체험하도록 돕는 것이라고 말한다. 이는 내담자가 자신이

4) 노먼(Lahav, Tillmanns, 정재원 역, 2013: 70)은 ‘생태학적(ecological)’ 이란 용어

가 다음과 같은 사고방식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첫째, 문화적이고 개인

적인 신념, 가치, 그리고 세계와 관계하는 태도에 대한 지속적인 해석과 재해석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다. 둘째, 대결적인 인간관계보다는 오히려 보살피

는 인간관계의 중요성을 인정하는 것이다. 셋째, 참여자들 간의 상호의존성, 특히

상담자와 내담자 간의 상호의존성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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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목적으로 수용한 신념이나 가치, 기대 등에 의문을 가지고, 새로운 방

식으로 스스로와 세계를 돌아봄으로써 달성될 수 있다. 시걸은 철학상담

의 특징을 밝히기 위하여 심리치료적 접근법과 철학적 접근법을 활용해

톨스토이가 경험한 실존적 위기 사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5) 심

리치료적 맥락에서는, 불안을 가치에 대한 위협이나 욕구나 소원에 대한

좌절, 혹은 자기실현을 성취하지 못한 무능함에서 비롯한 것으로 해석한

다. 그러므로 심리치료적 접근은 톨스토이가 느끼는 불안의 전체적 의미

를 간과하는 우를 범할 수 있다. 톨스토이의 불안을 철학적으로, 하이데

거(M. Heidegger)적으로 해석하면 이는 존재의 의미에 대한 물음으로부

터 기인한 것이다. 즉, 톨스토이의 불안은 자신의 가정과 신념에 의문을

가짐으로써 생겨난 것이다. 철학적 접근에서 볼 때, 이러한 위기는 새로

운 방식으로 세계와 관계를 맺도록 하는 계기라는 점에서 의미 있는 위

기라 할 수 있다(Lahav, Tillmanns, 정재원 역, 143-171).

용스마(I. Jongsma)와 매리노프는 세계관 해석과 궁극적인 세계관 개

선을 위해 철학이론의 활용을 강조한다. 먼저 용스마는 철학상담이 철학

함의 기법을 적용하는 데에 그쳐서는 안 되며, 특정 철학이론을 활용해

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에 의하면 철학상담은 철학이론과 분리되어 이뤄

질 수 없다. 철학상담이 철학적인 이유는 철학상담의 대화에 ‘철학적 자

기반성(philosophical self-reflection)' 이 포함되기 때문이다. 철학적 자

기반성은 자신의 문제에 철학적 성찰력을 적용할 때 가능해진다. 철학

사상을 내담자의 문제에 적용하면 내담자는 문제가 지니는 다양한 함축

적 의미를 명료화하여 새로운 대안적 사고방식을 탐색하고 자기성찰을

고취할 수 있다(Lahav, Tillmanns, 정재원 역, 2013: 43, 47-48).

매리노프는 철학상담의 목적이 내담자의 ‘문제 상황’ 을 해결하는 것

이라고 말한다. 매리노프에 의하면 철학상담은 문제 상황에 직면한 내담

5) 톨스토이의 위기 사례는 다음과 같다. “……5년 전에 매우 낯선 일이 내게 일어

났다. 나는 순간 당혹감에 휩싸였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혹은 무엇을 해야 할지

를 모르는 것처럼, 삶에 갇힌 듯하여 나 자신을 잃어버리고 낙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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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 철학 이론에서 통찰을 얻어 자신만의 철학을 구축하고, 이를 통해

앞으로의 문제 상황에도 대처할 수 있도록 돕는 깊이 있는 대화이다. 그

는 철학상담을 통해 논리, 윤리, 가치, 의미, 합리성, 갈등과 위험 상황에

서의 의사결정 등을 포괄적으로 다룰 수 있다고 주장한다(이종인 역,

2000: 19-23). 매리노프는 철학상담의 한 차원으로 ‘윤리상담(ethical

counseling)’을 제안하기도 하였다. 윤리상담은 내담자에게 어떤 가능한

선택에 대한 옳고 그름을 말하지 않고, 어떤 선택지가 자신의 총체적 신

념체계와 일치하는지 혹은 불일치하는지를 내담자 스스로 결정하도록 도

우며, 만약 불일치한다면 일치성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들이나 적절한

행동방식을 제안하는 상담이다(박장호, 2013: 26-27).

프린스-배커(A. Prins-Bakker)와 라베는 세계관 해석 및 개선을 위

해 철학적 추론 기술을 강조한 연구자들이다. 프린스-배커는 철학상담의

영역을 ‘결혼상담’ 으로 한정하여 설명하고 있다. 그녀는 결혼상담의 목

적이 내담자로 하여금 철학함을 익혀 자기인식(self-knowledge)을 성취

하는 과정을 지속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밝힌다. 이를 위해 프린스-배커

는 결혼상담 과정에서 내담자가 철학적 사고의 기술을 습득해야 한다고

말한다. 결혼상담은 단순히 내담자의 결혼생활 문제를 해결하는 데 그쳐

서는 안 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상담사는 내담자가 자신의 문제와 삶의

방식이 반영된 삶의 질문(life-questions)을 구조화하여 개인적인 해결책

을 발견하도록 하는 과정에서, 자신과 자신의 삶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

는가에 대한 이해를 개발하고 자각하도록 도와야 한다(Lahav,

Tillmanns, 정재원 역, 2013: 181-215).

라베에 따르면 철학상담은 내담자와 상담사의 협조 관계 하에서 내담

자가 철학적 탐구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도록 돕고, 내담자에게 의도적으

로 철학적 추론 능력을 교육하여, 내담자가 미래의 문제들을 피하거나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자율성을 고취시키는 것이다. 라베는 실질적인

철학상담 정의를 도출하고 여러 가지 철학상담 방법을 포괄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기 위해, 다양한 이론적 개념을 비판적으로 검토하였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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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철학상담을 구성하는 근본 요소 여덟 가지를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이는 ‘철학적 탐구, 합리적인 탐구 수행에서 요구되는 내담자의 최소한

의 능력, 내담자와 상담사의 협조 관계, 전문 철학을 상담에 적용할 수

있는 상담사의 능력, 직접적인 교육의 필요성, 내담자의 변화와 진전을

가능케 하는 제한 없는 토론 주제, 분명한 방법론’ 이다(Raabe, 김수배

역, 2011: 196. 240, 335-350).

2) 철학상담의 정체성

철학상담이 무엇인가에 대한 합의된 정의가 도출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철학상담 연구자들은 철학상담의 정체성을 각각 상이하게 규정

하고 있다. 그리하여 본 연구자는 철학상담의 정체성과 관련된 몇 가지

논점을 검토하고, 철학상담이 어떤 특징을 갖는지 정리함으로써 앞으로

의 논의에서 생겨날 수 있는 혼란을 방지하고자 한다.

(1) 철학실천으로서의 철학상담

이진남(2011: 11-30)은 철학상담이 타인을 돕는 대화의 과정이라는

점에서 이를 ‘상담’의 한 분야로 볼 수도 있지만, 이는 아직 섣부른 판단

일 수 있다고 지적한다. 심리학계 내에서는 보편적으로 ‘상담’과 ‘심리치

료’를 구분하지 않고 같은 영역으로 취급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6)

따라서 상담이 심리상담과 동일시되지 않고 독립적인 지위를 인정받기

전까지는, 철학상담도 상담의 한 분야로 자리매김하기 쉽지 않다. 이러한

현실을 고려해 볼 때, 철학상담이 상담의 하위 영역으로 분류되기 이전

6) 이진남(2011: 11-30)에 의하면 심리학계 내에서도 상담과 심리치료가 같은 개념

인가에 대해서 논란이 분분하지만, 암묵적으로는 상담과 심리치료를 같은 영역으

로 보면서 호환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심리상담과 심리치료의

차이점을 밝히는 것이 아니므로 논의에서 ‘심리상담’과 ‘심리치료’의 차이를 구별

하지 않고 유사한 것으로 간주하여 병기하고자 함을 밝혀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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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상담이 심리상담에서 완전하게 독립되는 일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며,

철학상담은 더 중요하고 본질적인 철학실천의 한 형태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인 정체성 규정이라는 것이다.

이진남은 철학상담을 ‘상담’ 의 한 종류로서가 아니라 ‘철학실천’의

일종으로 여겨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철학실천을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개념보다 다소 넓은 개념으로 설정한다. 그에 의하면 철학실천은 특정한

방법론이 있건 없건 마음의 병이나 철학적 병을 규정하건 하지 않건 간

에 채택할 수 있다. 이는 철학실천 및 철학상담은 철학치료, 철학치유,

임상철학이 정상과 비정상의 구분 혹은 마음의 병을 상정하는 것과 대비

된다. 그는 철학실천을 철학상담, 철학치료, 철학교육, 철학카페를 아우르

는 가장 종합적이고 광범위한 개념으로 설정하였다. 이진남은 “철학상담

을 인생관, 세계관, 가치관과 관련된 인간의 모든 문제와 고민들을 내담

자 스스로 풀어나가도록 상담사가 도와주는 대화의 과정” 으로 정의내린

다. 철학치료는 마음의 병을 고치려는 의료적인 뉘앙스를 가지는 구체적

인 활동으로 정의한다. 철학치료의 하위 분야인 철학치유는 스스로 마음

의 병을 고치는 데 주안점을 가지며 또 다른 하위 분야인 임상철학은 철

학치료사가 다른 사람의 철학적 병을 진단, 처방, 치료하는 과정으로 이

해될 수 있다. 철학교육은 철학함에 초점을 맞춰 철학하는 기술을 가르

치는 과정이다. 철학카페는 철학함을 취미로 즐기는 사람들을 위한 분야

로 철학적 주제와 관련한 독서토론회나 소크라테스 카페가 이에 해당된

다. 그가 제시하는 철학실천의 체계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2010: 129-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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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철학실천의 체계

본 연구자는 철학상담의 최근류(最近類)를 ‘상담’이 아니라 ‘철학실천’

으로 볼 것을 제안한 이진남(2011)의 주장에 동의하는 바이다. 철학실천

은 ‘사유 활동으로서의 철학하기’ , 즉 ‘철학함(doing philosophy)’ 이라

할 수 있다. 철학상담 역시 ‘인생의 구체적인 문제’ 에 대해 내담자가

‘철학함’을 할 수 있도록 철학상담사가 전문적으로 돕는 과정이라는 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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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철학실천의 일종에 속할 수 있다. 철학상담을 철학실천의 하위 영역

으로 볼 경우, 철학상담은 심리치료 및 심리상담과의 차별성을 확보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철학상담은 심리치료 및 심리상담과의 차이가 무엇

이냐는 비판에서 벗어나, 이들과 근본적으로 다른 분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다. 더욱이 매리노프와 미국철학실천가협회에서 철학상담을

철학실천의 하위개념 즉, ‘철학실천의 스펙트럼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

다는 사실 은 철학상담의 소속을 더욱 명확히 해주는 근거가 된다(이진

남, 2010: 350).

그러므로 본 연구자는 철학상담을 상담의 하위 분야로서가 아니라,

‘인생과 세계와 관련된 것들에 대해 문제를 던지고 풀어나가는 철학실천

의 한 형태’ 로 파악함으로써 철학상담의 정체성을 바르게 규정할 수 있

다고 생각한다.

(2) 심리치료와의 차별성

철학상담 운동의 창시자인 아벤바흐는 심리치료로부터 철학상담을 구

별하기 위해 ‘상호작용’ 이라는 요소를 강조하였다. 심리치료사나 상담

심리학자들과 달리 철학상담사들은 내담자와의 상호작용에 관심을 둔다

는 것이다. 이에 의거하여 아벤바흐는 “철학상담이 특정한 주제를 지니

지 않고, 교육 가능한 기술(teachable technique) 또한 갖지 않으며 고정

된 목표를 거부한다(Raabe, 김수배 역, 2011: 137-138).” 고 설명한다.

그러나 이와 반대 입장에 서 있는 철학상담 연구자들은 상담사와 내

담자의 상호작용은 이미 심리상담계에서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차별성의 기준으로 삼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다. 본 연구자 역시

‘상호성’ 이라는 단일 기준만으로 철학상담과 심리상담의 차별성을 드러

내고자 하는 시도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다만 철학상담과 심리상담

의 구분이 점차 약화되어 철학상담이 표면적으로 심리상담과 뚜렷한 차

이를 갖고 있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심리상담 내부의 한계로 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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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학적 방법을 차용한 결과로 인한 오해이지, 결코 철학상담의 독자성이

부족해서가 아니라는 이진남(2010: 132)의 주장을 한번쯤 상기해 볼 필

요가 있다. 철학상담과 심리상담의 차별성 논쟁을 각도를 달리하여 살펴

보면 심리상담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철학상담의

방법을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차용한 결과에 원인을 둔 것으로 파악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철학상담과 심리상담의 경계가 무너졌

다는 것이 사실이라 이를 인정할 수는 있더라도, 이 점이 철학상담과 심

리상담의 이상적인 관계임을 입증하는 근거가 될 수는 없을 것이다. 분

명 심리상담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존재한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

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철학상담과 심리상담의 차별성은 ‘상호작용’ 뿐만 아

니라 주제나 목표, 과정, 가정 등의 다양한 기준을 중심으로 검토하여 밝

힐 필요가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철학상담 연구자들은 여러 가지 관점

에서 철학상담과 심리치료와의 차별성을 밝히고자 시도하였다.

미유스코비치에 의하면 “내담자의 문제는 자신이 선택한 원리와 체

계로 기인한 것이며 내담자가 이를 적극적으로 책임지고자 할 때, 이 문

제는 철학적인 것이지 정신과적인 문제가 아니다(Lahav, Tillmanns, 정

재원 역, 2013: 125).” 슈스터(S. Schuster)는 “철학상담사가 심리치료의

언어나 지각 방식을 벗어나 철학적 해석을 활용하여 내담자의 문제나 근

심거리를 재해석하려는 반면, 심리상담에서는 심리학적 언어나 지각 방

식으로 내담자의 문제를 분석하고 진단한다(Raabe, 김수배 역, 2011:

152).” 고 말한다.

매리노프에 의하면 철학상담은 심리치료에서처럼 내담자의 행동을 과

거에 발생한 원인의 결과로 보지 않는다. 철학상담은 현재적 맥락에서

사건을 파악하고 그 사건이 어떤 파급 효과를 가지는지 살필 뿐이며, 결

코 내담자의 과거로부터 문제의 원인을 발견하려 하지 않는다. 그뿐만

아니라 내담자의 행동이 여러 가지 선택 방법 중 하나이며, 그 행동이

내담자의 인생 전반과 관련된다고 여기지는 않는다. 그러므로 매리노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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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내담자가 느끼는 현재의 정신적 괴로움은 질병(disease)이라기보다

는 불편함(dis-ease)” 이라고 설명한다. 그리고 심리학이 아닌 철학이 이

러한 “불편함(dis-ease)을 편안함(ease)로 변화시켜줄 수 있다” 고 주장

한다(이종인 역, 2000: 13, 39).

라하브에 따르면 “철학적 주제를 철학적 의미와 함축이라는 관점에

서 검토하는 것은 온전히 철학상담사의 역할이다(Lahav, Tillmanns, 정

재원 역, 2013: 17-18).” 즉, 전문가 수준에서 철학할 수 있는 고유한 전

문적 철학 지식은 철학상담사만이 소유한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

(Raabe, 김수배 역, 2011: 151). 그러므로 라하브는 실존적, 윤리적, 개념

적, 그리고 그 외의 철학적 주제들을 철학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역할을

철학상담사의 몫으로 돌린다. 즉, 심리학자들은 이와 같은 능력이나 지식

을 갖추지 못했다는 것과 같다. 구체적으로 심리학자들은 경험적 연구방

식을 통해 심리 과정이나 기법을 이해하므로, 윤리적이고 실존적인 주제

에 대한 토론에 익숙하지 않다. 그뿐만 아니라 삶의 중심 개념에 대한

철학적 접근법들을 알지 못한다는 것이다.

라베는 위와 같은 ‘철학상담과 심리치료와의 차별성’ 과 관련하여 철

학상담 연구자들이 주장한 내용을 개괄하여 검토한 이후, 철학상담과 심

리치료 사이에 유사성이 발견된다고 하여, 철학상담이 심리치료와 동일

한 것이라 말할 수는 없지만, 실질적으로나 절차적으로 철학상담이 심리

치료와 절대적으로 다르다는 주장을 반박할 수는 있다고 말한다. 철학상

담만이 세계관 해석이나 윤리적 물음, 인생의 의미 발견 등에 관한 물음

을 다룰 수 있다는 주장은 심리치료의 넓은 영역에 관해 제대로 이해하

지 못한 결과라는 것이다(Raabe, 김수배 역, 2011: 149).

즉, 라베는 심리치료의 외연을 어떻게 정의하는지에 따라 철학상담과

의 차별성을 밝힐 수도 있고 철학상담과의 유사성을 발견할 수도 있다고

결론짓는다. 다시 말해 심리치료를 정신분석으로 좁게 한정할 경우 철학

상담과 구분하기 쉽지만, 실존적․인지적․행태적 치료를 포함하여 심리

치료를 넓게 규정할 경우 철학상담과의 차이를 밝히는 것은 쉽지 않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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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심리학에 기초하면서 철학적인 접근법을 구상하는 심리치료에서,

이미 내담자들의 철학적 문제와 관심사를 직접 다루고 있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내담자 중심(혹은 인격 중심) 치료, 실존적 치료, 로고테라피,

정신역동 이론, 또는 다른 형태의 심리치료에게 안내 역할을 하는 통찰

이론등과 같은 기타 접근법들은 자세히 살펴보면 모두 그 주제나 접근

법, 기본 가정에 있어 철학상담과 상당히 유사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

다(Raabe, 김수배 역, 2011: 146).

라베는 라하브와 유사한 관점에서, 철학상담사가 철학적 접근법의 상

담에 더 잘 준비되어 있으므로 내담자에게 비판적 사고에 필요한 능력과

자질을 교육하는 데 적합하다는 점은 인정한다. 그렇지만 철학상담사를

심리치료사와 궁극적으로 구별해 주는 차이점은 오로지 철학적 전문성의

수준에 국한된다고 주장한다(Raabe, 김수배 역, 2011: 181-182).

라베는 철학상담과 심리치료 사이의 차별성을 확보하려는 시도가 다

소 과장된 것이라 지적하면서도 자신이 제시한 4단계 모델 중에서 ‘의

도적인 행위로서의 교육’ 이나 ‘초월’ 단계는 심리치료에서는 발견할 수

없는 것으로, 철학상담과 심리치료를 분명하게 구분시켜 줄 수 있다고

확언한다(Raabe, 김수배 역, 2011: 316). 다시 말해 만일 철학상담에서

내담자들에게 의도적으로 철학적 추론 능력을 교육하는 활동을 포함시킨

다면, 이것이야말로 철학상담을 심리치료와 분명하게 구별시켜 주는 중

요한 차이점이자 철학상담에 존재해야만 하는 방법이라는 것이다. 라베

는 더 나아가 철학상담과 심리치료의 더욱 중요한 차이점이 내담자가 자

발적인 결정에 의해 적정하고 합당한 철학적 탐구에 몰두하도록 유도하

는 데 있다고 주장한다(Raabe, 김수배 역, 2011: 334-337).

이진남(2011: 28-30)에 따르면 라베의 이러한 주장은, 철학상담과 심

리치료의 차이점을 ‘철학하기’ 에서 찾아낸 것이라 이해할 수 있다. 이

러한 ‘철학하기’ 는 앞에서 논의하였듯이 그 자체로 철학실천이라 볼 수

있고, 철학상담은 철학실천의 한 형태라는 점에서 심리치료와 결정적인

차별성을 갖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이진남은 철학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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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철학실천의 한 분야일 때 심리치료와는 유(類)가 달라지므로,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다고 파악한다.

본 연구자는 이와 같은 이진남의 주장에 동의하면서, 철학상담과 심

리치료와의 종차(種差)는 ‘자율성 함양 유무(有無)’ 를 기준으로도 밝힐

수 있다고 생각한다. 라베는 자신이 이미 철학상담과의 차별성을 발견하

기 어렵다고 설명했던 심리치료의 일종인 합리정서행동치료(R. E. B.

T.)가 단순히 내담자가 사물을 다른 방식으로 보도록 돕는 것에 그친다

고 분석한다. 그렇지만 철학상담에서의 의도적 교육은, 내담자가 자신의

‘자율성을 향상’ 시킬 수 있는 철학적 추론 과정에 대한 이해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므로 심리치료와는 극명한 차이를 가진다고 주장한다. 라베는

철학상담이 심리치료와의 차이를 ‘자율성 함양’ 이 아니라, 이를 달성하

기 위한 직접적인 수단으로서의 ‘의도적 교육’ 을 더욱 강조함으로써 차

별성을 확보한다. 그렇지만 이는 다시 ‘교육’ 과 관련하여 철학교육과의

차별성 논란에 접어들 수 있는 여지를 남긴다. 만일 철학상담과 심리치

료가 차별될 수 있는 지점을 의도적 교육을 통해 궁극적으로 내담자의

문제 해결을 위해 ‘자율성을 함양시키는 것’ 으로 간주한다면, 이는 철

학상담과 철학교육의 차별화까지 꾀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한다. 철학교

육은 철학상담과 같이 학생들이 마주하게 될 미래의 문제에 대한 대비와

예방을 위해 자율성을 함양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기보다는, 사고력을

증진하여 진리를 인식하는 것을 목표로 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철학상담과 심리치료와의 차별성을 ‘의도적 교육 활동’ 보다는 내담자의

미래 문제에 대한 대비를 위한 ‘자율성 함양’ 에 두는 것이 더욱 합당할

것이다.

(3) 철학적 탐구

라하브는 모든 철학상담의 근본 요소는 ‘세계관 해석’ 이라고 주장한

다. 그러나 라베에 의하면 세계관 해석은 자기 삶의 방식에 대한 철학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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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구로 인해 산출된 결과물이지 그 역은 아니다. 극단적으로 말하자면

세계관 자체를 탐구하지 않고서도 내담자의 문제나 개념을 검토할 수는

있지만, 철학적 탐구 없이 세계관을 해석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즉, 라

베는 철학적 탐구가 세계관 해석에서 근본적이며, 세계관 해석이 모든

철학상담에 대해 근본적이라면, 결과적으로 철학적 탐구가 모든 철학상

담의 근본 요소라고 주장한다. 세계관 해석이 철학상담의 중요한 한 가

지 요소 중 하나일 수는 있을지라도, 이 역시 철학적 탐구의 결과이므로

철학적 탐구보다 더 중요한 것이라 간주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Raabe,

김수배 역, 2011: 336).

본 연구자는 이와 같은 라베의 주장에 동의한다. 철학상담의 정체성

을 가장 명확히 확립하는 방식은 철학상담을 ‘철학함’ 으로 바꾸어 쓸

수 있는 철학실천의 하나로 파악하는 것이라는 점을 지금까지의 논의를

통해 밝힌 바 있다. 그러므로 인생의 구체적인 문제를 대상으로 한 ‘사

유 활동으로서의 철학하기’ 인 철학상담이 ‘철학적 탐구’ 를 근본 요소

혹은 중심축으로 삼아야 하는 것은 논리적 귀결이라 할 수 있다.

철학적 탐구는 비판적이고 창의적인 사고를 포함하며 사전에 검토되

지 않은 신념, 가정, 선입관적인 개념들을 의식적인 지각 상태로 가져오

려는 의도이다. 이는 내담자의 일상적인 의사결정 과정에 영향을 주어,

내담자가 전통이나 습관이 아니라, 합리적이고 반성적인 사고에 의해 행

동하도록 한다(Raabe, 김수배 역, 2011: 251-252). 라베는 내담자가 이러

한 철학적 탐구를 효과적으로 실행하기 위해서 철학적 탐구 기술을 배워

야 한다고 주장한다.

여기에서 라베는 철학상담사들이 심리치료사들과 마찬가지로, 단순히

내담자들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담 회기에 참여하는 것을 철학적 탐

구의 기술을 학습하는 것이라고 간주하는 한, 철학상담은 대부분의 현대

심리치료에서 행해지고 있는 것과 동일한 수준에 머무를 것이라고 선언

한다. 그리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상담사가 내담자에게 의도적으로 철

학적 탐구 능력을 가르쳐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를 통해 내담자는 삶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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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에 대해 적절한 방식으로 자율적인 반성을 수행하고 능동적인 참여

자이자 주도적인 탐구자로서 자기진단을 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이다

(Raabe, 김수배 역, 2011: 255-256, 258). 이 과정에서 내담자는 자신의

문제를 이해할 수 있게 될 뿐 아니라, 그 문제가 자신의 삶 속에 등장하

게 된 과정까지 의식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4) 세계관 해석

위에서 논의된 철학적 탐구는 세계관 해석으로 이해할 수도 있다. 세

계관이란 내담자 자신과 자신의 세계에 대한 다양한 태도를 형성하는 것

과 같은 체계이고, 철학적 탐구는 검토되지 않은 신념이나 가정을 의식

적으로 지각하려는 활동이기 때문이다(Lahav, Tillmanns, 정재원 역,

2013: 9). 그러므로 철학상담에서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영역에 대해,

자신의 반응의 기본적인 의미에 대한 탐구는 세계관 해석과 같다. 라베

역시 이와 같은 입장에서 철학적 탐구를 사실상 세계관 해석으로 간주할

수 있다고 말한다(Raabe, 김수배 역, 2011: 251-252).

라하브에 의하면 “세계관이란 사람이 삶에서 만나는 사건들을 조

직․분석․ 범주화․정형화하고, 관계성을 만들고, 이해하고, 일반적으로

의미를 부여하는 방법이다.” 그는 “철학상담이 내담자의 삶의 양식으로

나타나는 세계관을 해석하는 것, 곧 내담자가 자신과 세계에 대한 태도

의 철학적 의미와 함축에 기초하여 자신의 곤경과 삶을 다루게 하는 활

동” 이라고 말한다. 이러한 세계관 해석은 내담자에게 자신들이 문제를

이해하고 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통합적 체계를 제공한다. 다시 말

해 내담자가 자신의 곤경을 이해할 수 있는 구조틀 안으로 조직하는 데

도움이 된다(Lahav, Tillmanns, 정재원 역, 2013: 9-11, 16, 20-21). 내담

자가 자신의 세계관을 이해함으로써, 그는 자신의 행동이나 정서, 신호,

희망, 결정 등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자기 자각을 통해 내담자

는 문제를 다루고 ‘자기변화(self-change)’ 로 나아갈 수 있다(Raabe,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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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배 역, 2011: 268-269).

즉, 라베에 의하면 내담자가 자신의 세계관이나 신념 체계를 구성하

고 있는 가정과 신념을 의식하게 되면, 내담자 자신의 신념과 가치에 대

한 지식으로부터 출발하여 이성적 추론을 행할 수 있다. 내담자가 자신

의 일상에서 특정한 이슈나 문제를 자신의 패러다임에 따라 숙고한다는

것이다. 내담자의 결정이 자신의 세계관과 일치하지 않거나 그것과 모순

될 때 내면적인 갈등이 일어나게 된다는 점에서, 자신의 세계관을 자각

한 채로 특정 문제나 이슈에 대해 결단할 때, 그 내담자는 자신의 결정

이 올바르다고 느끼기 쉽고 내면적 갈등을 겪을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

다(Raabe, 김수배 역, 2011: 269).

(5) 치유적 성격

‘철학상담이 치료적 성격을 가지는가?’ 하는 물음에 대해서는 치료를

어떻게 정의하는가에 따라 정반대의 답변이 가능하다. 치료를 임상의학

적 의미로 해석할 경우에는 철학상담을 치료라고 보기 어렵다. 철학상담

에서 내담자에 대한 진단이나 처방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치료의 의미를 일상적 의미로 확대해서 사용할 경우, 철학상담은 치료로

간주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다.

전자의 입장에는 미유스코비치, 러셀(M. Russell), 조플링(D. Jopling)

등이 있다. 미유스코비치는 철학상담은 내담자가 가지고 있을지도 모르

는 증상이 아니라, 내담자의 세계관, 원칙, 체계에 관심을 갖는다는 점에

서 치료라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Lahav, Tillmanns, 정재원 역, 2013:

99). 러셀(M. Russell) 역시 치료로 간주되기 위해서 존재해야만 하는 일

곱 가지 핵심 조건을 제시하면서, 철학상담은 질병이나 고통을 치유하는

일이 다뤄지지 않고, 진단도 없으며, 내담자는 자신이 수동적으로 다루어

지를 기대하지 않으므로 치료라고 할 수 없다고 논증한다(Raabe, 김수배

역, 2011: 56-57). 같은 입장에서 조플링은 철학상담이 정상상태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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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규범적 이상에 의해 진행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치료라고 규정하

기 어렵다고 말한다(Lahav, Tillmanns, 정재원 역, 2013: 16).

철학상담의 치료적 효과를 인정하면서도, 철학상담의 목표가 치료는

아니라고 주장하는 입장에는 라하브, 슈스터가 있다. 라하브에 의하면 철

학상담이 자기변화(self-change)로 나아가도록 하는 점에서 치료적이라

할 수 있지만, “철학상담을 특정한 문제를 극복하도록 돕는 데 목적을

두는 것으로 여기는 것은, 철학을 단지 고통을 완화시키는 기능적 도구

로만 보는” 실수를 범할 수 있음을 우려한다(Lahav, Tillmanns, 정재원

역, 2013: 20-21). 슈스터는 철학상담에서는 “치료적 이상(therapeutic

ideals)이나 특정 가치를 가르치지 않는다.”고 선언하면서도 “철학상담

안에서 진솔한 대화와 자기 이야기가 치료 효과를 가질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한다(Schuster, 1995: 113; Raabe, 김수배 역, 2011: 55-56). 국내연구

자 박은미 역시 철학상담은 부수적으로 치료효과가 있을 수는 있지만,

철학상담 과정 자체를 치료라는 단어로 지칭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주

장한다(박은미, 2013: 149). 철학상담은 내담자가 자신에게 고통을 일으

키는 생각을 비판적으로 검토하여 생각을 변화시키려는 목적을 갖기 때

문에 이것이 보다 바람직한 방향으로의 변화라면 치료 효과가 있다고 인

정할 수 있지만, 치료는 비정상 상태를 정상 상태로 바꾼다는 것을 전제

하는 가치개입적인 단어이기 때문에 이를 철학상담에 적용하기에는 부적

절하다는 것이다.

뵐레(Boele)는 철학상담이 부분적으로 치료적일 수 있다는 입장에 속

한다. 그는 철학상담이 부정적인 어떤 것을 제거하는 일이며 철학적인

기술을 동원하여 장애와 괴로움을 덜어 준다는 측면에서 부분적으로 치

료적이라는 점을 인정한다(Raabe, 김수배 역, 2011: 59).

철학상담의 목표를 치료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하는 입장 또한 존재한

다. 시걸은 철학상담을 반성적인 치료 활동이라고 규정한다. 철학은 개인

이 세계를 경험하고 관계하는 방식을 변화하도록 만들 수 있다는 점이

그 근거이다(S. Segal, 1998, 36-37; Raabe, 김수배 역, 2011: 60). 피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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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Feary)는 철학상담이 어떤 맥락에서는 치료적이어야만 한다고 주장

한다. 그녀는 ‘사회복귀교육’ 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철학상담이 교

도(矯導)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사용될 경우, 재소자 내담자들의 삶에 변

화와 개선을 분명하게 지향하는 치료적인 영향력을 행사해야 한다고 주

장한다(Raabe, 김수배 역, 2011: 60-61). 라베는 치료의 의미를 확장시켜

철학상담에 의한 치유의 효과를 치료의 영역에 속한다고 했다. 철학상담

은 내담자의 조건 개선 등 실제로 내담자가 겪는 어려움에 대해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라베 역시 전통적인 치유와 치료의 개념의

차이를 부정한 것은 아니다. 그가 철학상담의 치료적 효과를 강조한 것

은, 철학상담이 사실적 기술에서 뿐만 아니라 규범적으로 의미 있는 활

동이 되기 위해서는 철학상담의 치료적 측면을 강조해야 한다고 생각했

기 때문이다(Raabe, 김수배 역, 2011: 334-335).

본 연구자는 라베의 의견에 동의하면서도, 철학상담의 효과는 치료보

다는 치유에 가깝다고 판단하였다. 이를 설명하기 위해 치료와 치유의

차이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이봉원은 ‘치유’ 가 ‘치료’ 보다는 포

괄적인 용법으로 사용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즉, ‘치료’ 는 구체적이고

명확한 수단과 체계가 있고 이 체계에 따라 수행되는 활동이며, ‘치유’

는 다소 근원적인 건강성을 지향한다는 것이다(이봉원, 2013: 142).

엄찬호 역시 치료와 치유의 차이는 ‘근본성’ 에 있음을 밝힌다. 그에

의하면 치료는 병을 고치거나 상처를 아물게 하기 위한 단순히 외과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며, 치유는 병의 근본원인을 제거해 그 병이 없던 상

태로 되돌리는 것을 의미한다. 그는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도 치료와

치유의 의미에 차이가 있다는 점을 예시로 들어 설명한다. 즉, 인간의 정

신이 부패하고 퇴락하여 사회적 문제가 발생했을 때 임시적 처방으로 새

로운 규정을 만들고 벌칙을 가하는 것은 치료에 해당하고, 그러한 문제

가 발생하게 된 근본 원인을 찾아내 다시는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

록 조치를 취하는 것은 치유에 해당한다는 것이다(엄찬호, 2010: 422).

김정희는 건강 상실에 대한 치료와 치유 용어의 차이를 <표 1>과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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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리하였다. 그녀 역시 치료의 ‘구체성’과 치유의 ‘근원적 속성’을 대

비하여 설명한다(2012: 11).

<표 1> 건강 상실에 대한 치료와 치유의 차이

치료 치유

• 의사들의 행위(약물/수술 등)

• 외형적인 것

• 완치 후 재발․반복 가능한 것

• 누구에게나 내재된 힘

• 내부에서 시작되어야 하는 것

• 근원과의 접촉에 의해 마무

리 된 것

이와 같은 연구자들의 논의를 바탕으로 할 때, ‘치유’ 는 ‘치료’ 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근원성’ 을 지향한다고 볼 수 있다. 철학상담의 경

우에는 내담자의 문제 해결을 목표로 하며, 세계관을 해석하고 개선하는

과정을 통해 같은 문제에 봉착했을 때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자생력

을 길러 주는 것을 궁극적인 목표로 한다. 그렇기 때문에 철학상담으로

부터 얻을 수 있는 효용은 분명 일회적이고 임시적인 처방이나 해결인

‘치료’ 의 결과라고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인다.

철학상담이 치료인지 아닌지는 철학상담 등장 초기, 철학상담이 무엇

인가를 밝히기 위해 ‘무엇이 철학상담이 아닌가?’ 의 부정적인 정의 방

식을 빌려올 경우, 더 분명히 알 수 있을 것이다. 심리치료의 경우 환자

의 문제를 분석하고 진단하여 치료사가 환자에게 처방을 내려 줌으로써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점에서 ‘치료’ 행위라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철

학상담의 경우 내담자를 환자로 간주하지 않는데다가, 상담사가 문제를

분석하거나 진단하지 않으며, 이에 대한 처방을 내리지도 않는다. 그렇지

만 철학상담 과정이 종료된 후, 내담자는 자신이 직면했던 문제를 해결

했다는 점, 미래의 비슷한 문제를 피하거나 해결할 수 있는 자생력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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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했다는 점에서 분명한 효과를 거둔다. 내담자가 문제를 일으킨 ‘근본

원인’ 이 되는 사유 방식을 찾아 스스로 개선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철학

상담을 ‘치료’ 라기보다는 ‘치유’ 이자, ‘영혼의 치유’ 로 이해하는 것

이 더욱 적합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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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철학상담의 방법론

이 장에서는 철학상담에서 활용되고 있는 각양각색의 접근법은 무엇

이며, 철학상담 연구자들이 각각 제안한 철학상담 방법은 무엇인지 살펴

볼 것이다. 논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본 연구는 철학상담 분야에서 혼용

되고 있는 기술(technique), 절차(procedure), 접근법(approach), 방법

(method) 등의 용어에 대한 라베의 정리를 따른다는 점을 밝혀둔다. 즉

일관되지 않은 용어의 사용에서 오는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방법’ 은

실천가들에 의해 실천, 절차, 기술 등으로 자주 명명되는 것들의 집합체

(cluster) 및 체계로, ‘절차’ 또는 ‘기술’ 은 어떤 방법 안의 한 요소로,

‘접근법’ 은 어떤 방법을 적용하는 실천가의 개인적인 스타일이나 방식

(Raabe, 김수배 역, 2011: 84-85)으로 이해하여 사용하고자 한다.

1. 철학상담의 접근법

1) 문제 중심 대 인격 중심

문제 중심 접근법은 결정 못함(indecision)이나 가족 갈등, 의미 위기

등 내담자의 당면문제를 극복하고 해결하는 데에 집중한다. 그러므로 이

와 같은 접근법을 활용한 철학상담에서 성공적인 철학상담이란, 내담자

가 문제를 해결하고 자신의 곤경을 다루는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인격 중심 접근법을 활용하는 실천가들은 철학상담은 특정 문제만을

다루는데서 나아가 전체로서의 사람을 지향해야 한다고 말한다. 철학적

탐구의 초점이 인생에 대한 내담자의 전반적인 태도에 맞춰져야 한다는

것이다. 즉 철학상담가는 내담자가 세계와 관계를 맺는 전반적 태도

(entire stance in the world)를 검토하고 개발하도록 도와야 한다. 이는

내담자들이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여 자신의 생각에 책임을 지도록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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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시킨다(Lahav, Tillmanns, 정재원 역, 2013: 37, 181).

2) 결론 열어두기 대 결론 중심

결론 열어두기 접근법을 지지하는 아벤바흐는 앞에서도 살펴보았지

만, 철학상담을 ‘자신과 세계에 대한 지속적인 재해석’ 으로 이해한다.

이 접근법은 상담의 목적을 ‘질문하기 과정(process of questioning)’ 으

로 본다. 이를 통해 목표를 설정하거나 의미를 발견하는 것은 내담자의

특권이다(Lahav, Tillmanns, 정재원 역, 2013: 30, 73). 라하브 역시 철학

상담은 최종 목표보다는 탐구의 진행 과정에 관심을 둔다고 주장한다.

그는 “철학상담이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이론이 아니라, 개인이 세계 내

에서 존재하는 구체적인 방식을 표현해야 한다(R. Lahav, 1996: 260;

Raabe, 김수배 역, 2011: 92).” 고 말한다. 이 접근법은 내담자의 당면 문

제가 좀 더 일반적인 탐구에 의해 궁극적으로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는

가정에 기초하고 있다(Raabe, 김수배 역, 2011: 92).

문제 중심 접근법은 명확한 결론을 목표로 한다. 그러므로 결론 중심

접근법의 사례로 간주될 수도 있다. 여기에서 철학상담사는 내담자가 자

신의 문제를 완화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돕는다. 더 나아가 상담사

는 내담자가 결정적인 해결 방법을 찾도록 조력한다.

3) 내담자의 자율 대 상담사의 개입

내담자의 자율성을 강조하는 입장에서는 인간의 본래적 자율성을 존

중하며, 인생에 옳은 방식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는다. 그러므로 이 접

근을 따르는 이들은 철학상담사는 내담자가 스스로 자신의 결론을 도출

할 수 있도록 자신의 개인적 견해나 선입견을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한

다. 상담사의 역할은 질문을 제기하거나, 내담자의 자기분석을 돕기 위해

다른 대안을 제안하는 데 그친다(Raabe, 김수배 역, 2011: 94). 셰프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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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는 철학상담이 “내담자의 문제에 대해 이미 만들어진 관점을 전달해

서는 안 되며, 자기반성과 자기검토의 과정이어야 한다.” 고 주장한다

(Lahav, Tillmanns, 정재원 역, 2013: 79). 매리노프 역시 철학상담이

‘불간섭 접근법(hands off approach)’ 을 사용해야 한다고 말한다. 이를

통해 내담자는 자신의 모든 도덕적 결정에 대해, 자율성의 핵심 요소인

도덕적 책임을 질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Lahav, Tillmanns, 정재원 역,

2013: 179-180).

이와 반대로 철학상담사들의 개입을 허용하는 입장도 존재한다. 여기

에서는 상담사가 내담자에게 자신의 지식이나 관점을 제시하고 기술을

구사하거나 요구할 수도 있다고 주장한다. 이 입장에 의하면 내담자에게

자율을 촉구하거나 자신만의 결단을 내리도록 요구하는 것은, 내담자에

대한 상담사의 의무를 포기하는 것이다. 노먼은 자신이 주장하는 생태학

적 철학상담의 실천에서 상담사가 내담자에게 분명한 지시를 내릴 것을

제안한다. 피어리도 철학상담의 실천 과정에서 내담자에게 분명한 안내

와 지침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4) 비판적 탐구 대 기술적 해석

철학상담의 창시자 아벤바흐에 의하면 “철학상담은 내담자의 가장

기본적인 가정에 대해 의문을 문제시하는 비판적인 모색 과정이다

(Raabe, 김수배 역, 2011: 95).” 이와 유사한 관점에서 셰프자이크도 “철

학상담을 개인의 개념사(conceptual history)에 대한 비판적 검토로 간주

한다(Lahav, Tillmanns, 정재원 역, 2013: 76; Raabe, 김수배 역, 2011:

95).” 튀디오 역시 “철학상담에 대한 포스트모던적 접근은 비판적인 접

근법이라고 주장한다(Raabe, 김수배 역, 2011: 95).” 이는 철학상담 과정

에서 내담자가 삶의 기초로 당연시할 수 있는 가치나 해석, 기대, 신념에

대한 비판적 탐구가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달리 철학상담사의 역할은 내담자들의 가정을 비판적으로 해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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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보다는 기술적으로 해석하는 것이라 믿는 입장이 존재한다. 내담자

의 견해에 숨겨진 가정을 명료화하는 해석은, 내담자 스스로 비판적인

평가로 나아가도록 하여 결국 문제를 해결하고 삶을 풍요롭게 한다는 것

이다(Raabe, 김수배 역, 2011: 95). 이러한 입장은 비임상적인 종류의 진

단으로도 여겨진다. 이는 슈스터가 “철학상담사는 내담자의 문제를 그

원인이나 본성을 철학적으로 검토함으로써 진단할 수 있다(Schuster,

1995: 24; Raabe, 김수배 역, 2011: 96).” 고 강조한 부분을 통해 이해할

수 있다.

본 연구자는 위와 같은 다양한 철학상담의 접근법들이 서로 정반대의

입장을 지지하고 있어 마치 양립하기 어려운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철학상담의 진행 과정에서 내담자의 특성 및 개별적 상황에 따라 다양하

게 활용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즉, 자신이 겪고 있는 문제로 인해 현재

극심한 상태의 혼란을 겪고 있는 내담자에게는 문제 중심 접근법을 적용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당면 문제의 해결 이후에는 인격 중심 접

근법을 적용하여 내담자가 세계와 관계를 맺는 전반적인 태도의 개선을

도울 수 있다. 마찬가지로 내담자가 겪고 있는 문제가 매우 복잡하여 내

담자 스스로 문제를 인식하기조차 어려운 경우에는 상담사가 적절히 개

입하여 문제를 이해하고 검토하기 쉽게 분리할 수 있다. 그렇지만 상담

사의 도움을 받아 내담자가 단순화 된 문제를 인식하고 자기 검토로 나

아갈 수 있게 된 순간에는, 상담사가 개입을 멈추고 내담자에게 이전보

다 큰 자율성을 부여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철학상담 접근법에

있어, 어느 한 가지 접근법이 다른 접근법에 비해 언제나 옳다거나 그르

다는 평가는 부적절한 것으로 보인다.



- 42 -

2. 철학상담의 방법

철학상담의 방법에 대해서는 여러 연구자들에 의해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되고 있다. 첫 번째 입장은 철학상담에 있어 특정한 방법론이 필요

하지 않다는 것이다. 이는 아벤바흐의 ‘방법 초월적 방법(the

beyond-method method)’ 이 대표적이다. 두 번째 입장은 첫 번째 입장

에 반대하면서 철학상담 방법을 일련의 단계와 절차로 제시한다. 이러한

방법은 다시 주로 내담자의 구체적 문제 해결을 목적으로 하는 방법과,

내담자의 철학적 탐구력을 증진시키는데 더 집중하는 방법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코헨(E. Cohen)의 논리기반치료(Logic-Based Therapy),

호프만(K. Hoffman)의 지평(HORIZONT) 상담, 매리노프의 MEANS 기

법과 PEACE 기법, 김선희의 자아정체성에 기초한 철학상담 방법은 주

로 내담자가 현재 직면한 문제의 해결에 초점을 둔 것이라 볼 수 있다.

프린스-배커의 여섯 단계 관계는 철학적 탐구 기술을 교육하고자 하지

만 그 목적은 내담자의 당면 문제 해결에 있다는 점에서 전자와 같은 입

장으로 분류할 수 잇을 것이다. 한편, 라베의 4단계 모델은 철학적 탐구

기술을 의도적으로 교육하고, 내담자의 당면 문제를 넘어서는 문제들에

대해 철학적 토론을 다룸으로써 내담자의 자율성을 고취시킬 수 있다.

그러므로 이 방법은 ‘철학적 체질 개선(이진남, 2007: 245)’ 을 목표로

한 철학상담 방법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이 장에서는 지금까지의 논의

를 바탕으로 분류한 철학상담 방법에 따라, 각각의 철학상담 방법의 핵

심과 특성은 무엇인지 살펴볼 것이다. 연구자별로 제시한 철학상담 방법

이 도덕과 교육에 적응할 수 있는지, 한계는 없는지 등의 논의는 Ⅴ장에

서 철학상담을 활용한 도덕과 교수․학습 방법을 제안할 때 자세히 살펴

보고자 한다는 점을 미리 밝혀둔다.

1) 아벤바흐(G. Achenbach)의 방법 초월적 방법(the

beyond-method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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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벤바흐는 철학상담에 특정한 방법은 존재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철학상담사가 준수해야 할 네 가지 근본 규칙’ 을 다음과 같이 소개한

다. 첫째, 철학상담사는 모든 내담자들을 결코 동일한 방식으로 취급해서

는 안 되며 그들의 상이한 요구에 자신을 적응시켜야 한다. 둘째, 철학상

담사는 내담자를 이해하도록 노력하고, 그들이 이해하고자 하는 바를 도

와야 한다. 셋째, 철학상담사는 결코 내담자를 변화시키려 하지 말아야

하며, 오히려 사전에 인지된 모든 목표와 의도를 피해야 한다. 넷째, 내

담자가 자신의 관점이나 이야기의 틀을 확충하거나 확대하도록 도와야

하며,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보이는 것을 통해 내담자를 양육해야 한다

(Raabe, 김수배 역, 2011: 102). 그는 이처럼 철학상담사의 역할을 규정

하면서도, 철학상담에서의 특정한 방법이나 방법의 필요성을 부정한다.

슈스터는 이러한 아벤바흐의 방법을 “방법 초월의 방법” 이라 명명한다

(Schuster, 1993: 589; Raabe, 김수배 역, 2011: 101).

아벤바흐는 선박 항해사의 비유를 활용하여 자신의 주장을 설명한다.

철학상담사는 잘 훈련된 도선사(pilot)이다. 그는 풍랑이나 암초를 피해갈

수 있는 숙련된 선장(captain)이 아니다. 그는 속도나 방향을 잃은 배에

올라타 선장, 즉 철학상담에서의 내담자와 함께 나침반과 지도, 망원경을

점검하고 해류나 풍향 등에 대해 대화를 나눌 뿐이다. 대화 도중 그는

자신이 들었거나 알고 있는 선장의 역할이 무엇인지 선장에게 이야기해

줄 수 있다. 선장은 항해사와의 대화 및 토론을 통해 배를 점검하고 또

다시 안정된 항해를 위해 준비하여 항해를 시작할 수 있게 된다(Raabe,

김수배 역, 2011: 102-103).

이와 같은 아벤바흐의 방법 초월적 방법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철학

상담이 분명한 방법을 가져야 한다고 역설한 구어드, 용스마, 뵐레, 라베

의 의견을 다음과 같다. 먼저 구어드(M. Goord)는 위와 같은 아벤바흐의

철학상담 개념이 ‘무엇이든 괜찮다’ 는 식의 포스트모던적 의미를 가진

다고 지적한다. 다시 말해 아벤바흐가 철학상담 방법과 내용을 애매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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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로 만들고, 철학상담에 의해 다뤄질 수 있는 문제들 및 상담 시에

사용되어야 할 개념들과 방법들을 명시하는 데 실패하여 일종의 상대주

의를 조장할 위험이 있다는 것이다.

비슷한 맥락에서 용스마는 아벤바흐의 입장이 철학상담의 정체성을

모호하게 만들고 있다고 염려하면서, 철학상담의 기본 가정과 일반적 방

법론적 구조틀을 명확히 확립해야 한다고 주장한다(Lahav, Tillmanns,

정재원 역, 2013: 44).

뵐레 역시 철학상담을 ‘세계관 해석’ 이라든지 ‘문제 이해하기’ 처럼

추상적으로 모호하게 정의해서는 안 되며, 분명하게 정의할 수 있는 방

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Raabe, 김수배 역, 2011: 103-105).

라베에 의하면 아벤바흐의 모델은 이론적 일관성을 갖지 못한다. 이

는 철학상담의 목표나 일반적인 방법, 그리고 상담사의 어떠한 전문 지

식까지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는 철학상담을 철학상담이 아닌 것

에 의해 설명하려는 현재의 부정적인 정의의 경향을 존속시킬 뿐만 아니

라, 그로 인해 철학상담이 무엇인지에 대한 실질적 정의를 내리기 어렵

도록 만든다는 것이다(Raabe, 김수배 역, 2011: 277-278).

그는 아벤바흐와 마찬가지로 ‘선장과 항해사 비유’ 를 통해 철학상담

에서의 상담사와 내담자 관계를 설명한다. 라베에 따르면 내담자는 항해

에 필수적인 나침반이나 망원경 등의 도구를 갖추지 못한 사람이다. 그

는 홀로 해풍이나 해류 등의 문제에 직관이나 습관, 전통 등에 의존하여

해독해 왔다. 하지만 더 이상 문제를 홀로 대처하기 어려워져 나침반이

나 망원경 등의 도구를 얻기 위하여 상담사를 찾아가게 된다. 그로부터

항해에 필요한 도구를 건네받음으로써, 내담자는 비로소 능력 있는 항해

사가 되고 나아가 자기 배의 선장이 될 수 있다. 그리하여 그는 인생이

라는 항로에서 배의 방향과 속도에 대한 의식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된다. 이러한 비유를 통해 라베는 내담자가 철학상담사로부터 자신의 문

제 해결을 용이하게 해 줄 수 있는 철학적 탐구, 자기 탐구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능력이나 도구, 기술을 얻고자 한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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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상담사가 내담자에게 적극적인 도움을 주어야 한다고 주장한다(Raabe,

김수배 역, 2011: 275-276).

본 연구자는 아벤바흐의 방법 초월적 방법이 철학상담에 있어 무방법

론을 주장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한다. 철학상담을 창시자로서 아벤바흐

는 심리치료와 차별되는 철학상담의 정체성을 강조할 수밖에 없었을 것

이다. 객관적인 기준으로 내담자를 진단하고 처방하는 심리치료와의 차

별성을 부각시키기는 방법은, 정형화된 객관적 방법론을 부정하고 개별

내담자의 자율성에 더 큰 의미를 부여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아벤바흐가 모든 방법의 무용을 주장했다기보다, 특정한 하나의 고정

된 방법에 집착하지 않아야 함을 강조함으로써 철학상담만의 고유한 방

법을 창조해야 함을 한 것으로 보인다. 슈스터가 이를 ‘방법을 초월한

방법’ 이라 명명했듯이, 이는 내담자 개개인의 특수성을 존중하며 내담자

스스로 변화를 일으키도록 하기 위한 하나의 대원칙이자 ‘방법' 을 제

시한 것으로도 볼 수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해 상담자가 내담자와의 대화

속에서, 내담자 각각의 문제의 독특성을 고려한 개별적인 철학상담 방법

을 구성하고 실천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는 방법 초월적

방법이면서도, ‘열린 방법’ 인 것이다.

아벤바흐의 방법 초월적 방법은 언뜻 보기에 다른 방법에 비해 상담

사의 역할을 협소하게 규정하고, 내담자에게 막중한 자율성을 부여하는

것처럼 여겨질 수 있다. 그렇지만 아벤바흐가 제시한 철학상담사가 준수

해야 할 근본 규칙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어떤 방법보다 상담사에게

막중한 역할을 부여한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아벤바흐는 상담사가 표

준화 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없이 모든 내담자들의 상이한 요구를 파악

하고, 상담사 자신의 견해를 배제하면서 동시에 내담자가 관점을 확충하

도록 조력할 것을 강조하기 때문이다. 이는 오랜 연구와 경험이 뒷받침

되지 않은 초보 상담사가 책임지기 어려운 역할이다. 지혜의 전수는 단

순한 지식의 전달에 비해 까다롭고 복잡한 과정이기 때문이다.

아벤바흐의 방법초월적 방법이 철학상담 방법으로서 회의적이지는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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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다만, 본 연구의 목적이 ‘철학상담의 도덕교육적 적용 및 함의 도출’

인만큼, 구체적이고 상세한 방법을 밝히지 않은 아벤바흐의 방법 초월적

방법을 현장의 도덕교사가 도덕과 수업에 적용하는 데에는 무리가 있다

고 판단하는 바이다. 앞서 밝힌 대로 아벤바흐의 방법 초월적 방법은 내

담자가 눈치 챌 수 없도록 하면서, 내담자로 하여금 숨은 전제를 찾아내

어 불일치를 간파하고 의미를 도출하는 활동 등을 도울 수 있는 수준 높

은 상담사를 전제하고 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도덕교사가 그렇게 높

은 수준의 철학상담 실력을 갖추기란 불가능하다. 동시에 명백하고 구체

적인 철학상담 방법에 대한 설명이 부재한 아벤바흐의 철학상담 방법을

도덕과 교육에 적용하게 될 경우, 상담의 성패가 상담사 역할을 맡는 도

덕교사의 수준이나 재량에 맡겨지게 되는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러

므로 철학상담을 활용한 도덕과 수업을 위해서는, 내담자의 요구에 효과

적으로 응할 수 있는 일련의 절차나 단계를 통하여 방법을 제시한 철학

상담 방법이 부합하다고 여기는 바이다.

2) 당면 문제 해결에 집중하는 방법

(1) 코헨(E. Cohen)의 논리기반치료(Logic-Based Therapy,

LBT)

코헨은 철학과 심리학을 결합시킨 ‘논리기반치료’를 통해 철학상담에

서의 논리와 비판적 사고의 역할을 부각시킨 인물이다. 그에 의하면 논

리기반치료의 목적은 철학적 이론 자체나 사유를 위한 것이 아니라, 철

학적 방법과 이론을 사용하여 사람들의 실제적 삶의 문제를 극복하는 것

이다(E. Cohen, 2012: 16, 이진남, 2013b: 302-303). 이를 위해 코헨은 철

학상담이 해로운 정서적, 행동적 결론을 이끌어 내며 심각한 문제에 직

면하도록 하는 비합리적 신념체계를 교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코헨은 논리기반치료가 엘리스(A. Ellis)의 합리적 정서 행동 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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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tional Emotive Behavior Therapy, REBT)7)의 변종이라고 설명한다.

그에 의하면 합리적 정서 행동 치료와 대비되는 논리기반치료의 특징은

첫째, 비합리적 신념들은 추론과 숙고의 결과이지, 원인적이거나 조건적

인 반응이 아니라는 점이다.8) 둘째, 인간을 자신의 결정에 책임을 지는

존재로 파악한다는 점이다. 인간의 행동을 인과적으로 설명한다면, 인간

의 행동에 대해 윤리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가능성의 여지가 사라지기

7) 엘리스(A. Ellis, A. Ellis and C. Maclarn, 2005; 이영의, 2012: 158-163)가 합리적

정서 행동치료로 제시하는 ABCDE모형은 다섯 단계로 구성된다.

• 사건 A(activating event)

• 신념 B(belief)

• 인지적, 정서적, 행동적 결과 C(consequence)

• 논박 D(dispute)

• 효과 E(effect)

사건에 따라 원인(A, B)이 결과(C)를 야기한다는 진단을 내리고, 그 진단에 따라

치료(D, E)가 이뤄지는 것이다. 합리적 정서 행동치료는 인과관계에 기반을 둔 치

료이다. 예를 들자면 다음과 같다.

• 여자 친구의 절교선언→비합리적 신념 형성→적대감

치료 과정은 비합리적 신념을 논박하여 새로운 신념으로 대체함으로써 자기 파괴

적인 정서로부터 벗어나는 것이다.

• 여자 친구의 절교선언→비합리적 신념 형성ㅡ새로운 신념→새로운 정서 또는

행동

8) 이영의(2012: 159-161)에 의하면 논리기반치료는 합리적 정서 행동 치료와 달리,

인과 과정이 아니라 추론 과정으로 분석한다. 여기서 말하는 추론은 다음과 같은

형식을 갖는 실천적 삼단논법(practical syllogism)이다.

(소전제) 사실들의 보고

(대전제) 일반적인 행위규칙

(결론) 판단이나 행동

• 비합리적 추론

(보고) 여자 친구로부터 새로운 남자 친구가 생겨 관계를 끊자는 말을 들었다.

(규칙) 여자 친구로부터 절교를 당한 남자는 가치가 없는 사람이다.

(결론) 나는 보잘 것 없는 인간이다. (또는) 여자 친구의 새로운 남자친구를 죽인다.

• 합리적 추론

(보고) 여자 친구로부터 새로운 남자친구가 생겨 관계를 끊자는 말을 들었다.

(규칙) 여자와 사귀는 경우 절교를 당할 수 있으며, 그것은 인간적 가치와는 무

관한 일이다.

(결론) 여자 친구와 헤어진 것은 가슴 아프지만 마음을 정리하겠다. (또는) 기회

가 되면 새로운 여자 친구를 사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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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이다. 논리기반치료는 다음의 다섯 단계로 이뤄진다(E. Cohen, 2012:

19-28, 이진남b, 2013: 305-308).

<그림 2> 논리기반치료의 진행 과정

1단계 내담자의 정서적 추론 확인하기

(Identifying A Persons's Emotional Reasoning)

↓

2단계 비이성적 전제들 확인하기

(Identifying Irrational Premises)

↓

3단계 비이성적 전제를 반박하기

(Reputing Irrational Premises)

↓

4단계 철학적 해독제 구축하기

(Constructing Philosophical Antidotes)

↓

5단계 의지력 훈련하기

(Exercising Willpower)

1단계에서는 삼단논법에서 생략된 대전제를 밝힘으로써 내담자의 정

서적 추론을 확인한다. 2단계는 내담자의 비합리적 전제를 확인하는 단

계이다. 3단계는 연역적 반론, 귀류법, 이중기준 폭로, 전제 불건전성 보

이기 등 논리-철학적 방법들을 사용하여 2단계에서 드러난 오류를 반박

하는 단계이다. 4단계에서 철학상담사는 내담자가 다양한 철학적 관점과

이론을 사용하여 반박된 전제들에 대해 이성적이고 해독적인 추론을 정

립하도록 돕는다. 마지막 5단계는 비이성적인 행동적 정서적 경향을 극

복하기 위해 실천적 행동9)을 습관화하는 단계이다.

9) 실천적 행동에는 행동적 과제, 강화, 수치심 깨뜨리기 작업, 독서치료, 합리적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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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헨에 의하면 내담자가 실천적 삼단논법의 실행에 있어 합리적인 것

을 알면서도 하지 않거나 참지 못하는 것은 의지가 약한 결과이다. 그는

4단계에서 구축된 철학적 해독제를 덕을 위한 처방전으로 본다. 다양한

철학 이론, 개념, 사상으로부터 나온 합리적인 해독제들은 인지를 통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며, 부단한 연습을 통해서 삶 속에서 덕으로 만들어

져야 한다. 다시 말해 내담자가 해독적 추론의 도움을 받아 제대로 행동

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의지력(willpower)을 강화해야 한다. 그럼으로써

내담자의 생산적인 행동적․정서적 변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김

선희, 2013: 357).

(2) 김선희의 자아정체성에 기초한 철학상담

김선희는 내담자의 자율성과 자기 주도적 문제해결을 강조하는 ‘자

아정체성에 기초한 철학상담’ 을 제안한다. 자아정체성에 기초한 철학상

담 방법의 목표는 내담자로 하여금 자기이해를 바탕으로 자신의 문제를

올바로 이해하고, 자신이 되고 싶거나 자신이 지향하는 바에 비추어 문

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시각을 찾도록 돕는 것이다(김선희, 2009b:

231-233).

김선희에 의하면 자아정체성을 구성하는 것은 개인의 욕구․믿음․가

치들의 체계이며, 그 체계가 반영하는 가치관과 세계관을 포함한다. 그렇

다면 자아는 욕구와 믿음, 가치 등 행위자의 모든 상태들의 체계라 할

수 있다. 행위자의 정체성은 개별적으로 다양하고, 이는 개인의 개성을

드러낸다. 이것은 개인의 삶을 의미 있게 만들어 주는 소중한 가치이자

삶의 목표이기도 하다. 자아정체성에 기초한 철학상담 과정은 다음과 같

이 진행된다(김선희, 2009b: 237-243).

서 심상 형성, 역할극, 관련되는 인지 행동적 활동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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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자아정체성에 기초한 철학상담의 진행 과정

1단계

자유롭게

말하기 →

2단계

자아정체성

탐색하고

확인하기

→

3단계

자아정체성

안에서

문제

조망하기

→

4단계

문제

해결하기

1단계에서 내담자는 상담사에게 자신이 처한 문제 상황을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다. 상담사는 소크라테스적 의미의 산파 역할을 하며, 주

의 깊게 경청해야 한다.

2단계에서 상담사와 내담자는 자아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는 철학적

대화를 나눈다. 이로써 내담자는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탐색할 수

있다. 내담자가 자아정체성을 확인하고 탐색하기 위한 주요 물음들은, 내

담자에 대한 물음뿐만 아니라 그가 관계 맺는 타인(가족, 친구, 동료, 이

웃 등)과에 대한 물음을 포함한다. 이는 다음과 같다.

• 나는 누구인가?

• 나는 어떠한 사람인가? 나를 나답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나의

고유한 정체성 혹은 개성은 무엇인가?

• 타인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내가 생각하는 나와 타인이 생

각하는 나 사이에 차이가 있는가? 타인의 생각이 나에게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

• 가치관에 대한 물음 : 내가 소중히 여기는 가치관은 무엇인가? 그

가치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며, 중요한 정도에 따라

가치들의 순서를 배열한다면 어떻게 되는가? 당신의 가치가 타인

의 가치나 사회의 가치와 충돌할 때 자신의 가치를 유지하는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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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가? 혹은 어떻게 조정하는가? 당신의 가치체계는 일관적인가?

가치들이 서로 충돌하곤 하는가? 당신의 성품/인격은 일관적이고

통일적이라고 생각하는가? 아니면 간혹 상충하는 다수의 자아(혹

은 다수의 성품체계)가 공존하는가?

• 욕구와 목표에 대한 물음 : 나의 삶의 목표는 무엇인가? 현재와

미래의 욕구들은 무엇인가? 나의 욕구와 믿음들의 성품체계에서

중심에 위치하는 욕구와 상대적으로 덜 중요한 주변적 욕구는 무

엇인가? 나아가 나의 삶을 의미 있게 만들어 주는 욕구나 가치는

무엇인가? 즉 내가 살아야 할 이유가 되는 정언적 욕구는 무엇인

가?

• 믿음체계에 대한 물음 : 종교에 대한 신념이나, 과학기술과 관련

한 나의 믿음과 신념은 무엇인가? 나의 사상적, 윤리적 태도와

신념은 무엇인가?

• 인간관계에 대한 물음 :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사람들은 누구인

가? 그 이유는 무엇인가? 사랑하는 사람/친구/가족의 관계는 어

떠한가? 친구관계, 배우자관계, 가족관계, 직업이나 일로 만난 동

료관계, 참여하는 공동체의 구성원간의 관계는 어떠한가? 자신이

관계 맺는 사람들 중에서, 자신을 있는 그대로 보일 수 있는 사

람이 있는가? 너 자신을 이해하고 믿어주며 절대적으로 믿을 수

있는 사람은? (경제적으로, 업무적으로)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과

의 관계는 어떠한가?

3단계는 내담자가 자신의 정체성 안에서 문제를 조망하는 단계이다.

여기서 내담자는 자기 정체성의 욕구․믿음․가치 체계를 바탕으로, 문

제를 새롭게 이해하고 재기술 할 수 있다.

4단계에 이르러 내담자는 주체적인 관점에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거

나 자율적으로 다룰 수 있게 된다. 개인의 정체성 안에는 타인과의 관계

도 포함된다. 그러므로 이 방법은 다른 사람의 배려와 고려 없이 무조건

자신이 원하는 것을 선택하는 이기적인 욕구를 따르도록 만들지는 않는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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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매리노프(L. Marinoff)의 MEANS 기법 및 PEACE 기법

매리노프는 의사가 우리의 몸을 진찰하고 회계사가 우리의 소득을 계

산하듯이, 철학자는 우리의 생활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한다. 매리노프는

생활에 대한 철학적 검토를 돕기 위한 방법으로 아래와 같은 MEANS

기법을 제시한다(Marinoff, 김익희 역, 2006: 380-401).

<그림 4> 매리노프의 MEANS 기법

‘진리의 순간(Moments of truth)' 에서는 삶에서 겪는 시련의 순간에,

철학적 성찰을 통해 진리를 깨닫고 비약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한다. 만사가 순조로울 때 보다는 시련의 한 복판에 서 있을 때 통

찰력을 발휘하기 쉽기 때문이다.

‘기대(Expectation)’ 에서는 기대수준을 낮출 것을 조언한다. 어떠한

불편이든 충족되지 않은 기대가 원인이기 때문이다. 특히 ‘당위적’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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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들에 대한 기대수준을 낮추면, 일이 실패하더라도 다른 대안을 모색할

수 있다.

‘집착(Attachment)’ 에서는 긍정적 집착은 유지하고 부정적 집착을

회피할 것을 강조한다.10) 욕구와 혐오를 포함하는 집착이 지나치면 편안

함과 즐거움을 빼앗기고 불편함과 불행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

러므로 되도록 긍정적 집착은 유지하고 부정적 집착은 회피해야 한다.

특히 과거의 사건에 대한 불쾌한 기억에 집착하지 않아야 한다.

‘부정적 감정(Negative emotion)’ 에서는 부정적 감정을 변형시키는

두 가지 방법을 제시한다. 하나는 부정적 에너지를 중립적 에너지로 바

꾸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부정적 에너지를 긍정적 에너지로 바꾸는 것이

다.11)

‘현명한 선택(Sagacious choices)’ 에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선택을

해야 할 때 생활철학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한다. 즉 ‘진

리의 순간, 기대, 집착, 부정적 감정’에서 조언하는 바를 참고로 하여 생

활철학을 수립하라고 조언한다.

매리노프는 이와 별개로 자신이 제시했던 두 단계 접근법12)을 확장

하여, 마음의 지속적 평화를 가져오기 위한 철학상담 방법인 PEACE 기

법을 소개한다. 이는 다음과 같은 5단계로 진행된다(이종인 역, 2000:

10) 자식을 사랑하되 자식을 위해서 그러하면 긍정적인 집착이며, 자기 자신을 위해

서 그러하면 부정적인 집착이다.

11) 매리노프(Marinoff, 김익희 역, 2006: 398)는 부정적 에너지를 중립적 에너지로

바꾸는 방법으로 장작 패기, 골프, 자전거 타기 등과 같은 육체운동이나 장기, 카

드놀이, 보드게임 등과 같은 정신운동을 제안한다. 부정적 에너지를 긍정적 에너

지로 바꾸는 방법으로는 일기, 시, 단편소설 혹은 장편소설 쓰기, 악기 연주, 연

기, 작곡, 그림 그리기, 조각, 사진 촬영, 도자기 빚기 등과 같은 순수예술이나 공

예, 토론, 캠페인, 무용, 영화 촬영 등과 같은 역동적인 행위를 제시한다. 그는 부

정적 에너지를 긍정적 에너지로 바꾸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최선

의 방법이라고 설명하면서 후자의 방법이 전자의 방법에 비해 좋은 방법이라고

말한다.

12) 이 방법은 다음 두 단계로 구성된다.

• 1단계 : 내담자에게 유용한 옵션들을 명료화기

• 2단계 : 그 옵션들로부터 나오는 결과 분석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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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72).

<그림 5> PEACE 기법의 진행 과정

1단계

문제(P)

Problems

→

2단계

정서(E)

Emotions

→

3단계

분석(A)

Analysis

→

4단계

명상(C)
Contemplation

→

5단계

평형(E)

Equilibrium

1단계는 문제를 인식하는 단계이다. 이를 위해 내담자는 현재 진행되

는 사태에 대하여 아무런 판단을 내리지 않은 채로 냉철하게 ‘현상’을 직

시해야 한다.

2단계는 문제에 대한 정서적 반응을 분석하는 단계이다. 이때 내담자

는 정서의 발견에서 그치지 않고 정서의 해결을 위해 자신이 느꼈던 정

서를 건설적인 방식으로 표출해야 한다. 부적절한 감정 표현은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기 때문이다.

3단계에서는 문제의 원인과 발생 경위를 파악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

한 대안을 열거하고 평가한다. 이때 이상적인 해결 방법은 문제와 문제

에 의해 야기된 정서를 동시에 해결하는 것이다. 이러한 해결 방법을 생

각해 내는 가장 일반적이고 효과적인 방식은 유추, 즉 다른 상황과의 공

통점을 찾는 것이다. 이는 문제에 대한 내담자의 느낌을 바꾸어 놓지는

못한다. 하지만 그 문제의 원인과 발생 경위를 파악하게 해주고 적절한

대응 방법을 생각하게 해준다.

4단계는 넓은 전망을 확보한 상태에서 편견에서 벗어나 문제와 거리

를 갖고서 전체적 상황을 명상하는 단계이다. 즉, 1단계부터 3단계에 이

르는 과정에서 수집한 모든 정보를 철학적 관점에서 통합하는 것이다.

내담자는 서로 다른 철학이 제공하는 상이한 해석 및 대응 방안을 고려

하여 타당한 가치를 획득하고, 자신의 철학적 전망을 획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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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단계에서는 4단계에서 획득한 철학적 전망을 바탕으로 문제에 대한

타당한 대응 방안을 선택하고, 구체적으로 생활에 적용함으로써 평형에

도달하는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는 문제의 본질뿐 아니라 자신이 처한

상황의 본질을 깨닫게 되므로 가장 본질적 단계라 할 수 있다. 이러한

통찰로 인해 내담자는 다음번 문제도 같은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게 된

다.

라베는 매리노프의 두 단계 접근법이나 PEACE 기법 모두 주로 문제

해결에만 초점을 두는 한계를 보인다고 지적한다. 즉, 문제 해결이라는

요소 이외에 내담자의 다른 요구를 충족시키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것이

다. 즉 미래의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 철학적 추론 능력을 습득하려 한다

든가, 문제를 처리하는 데 간접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관심 주제에 대해

토론하는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한 단계를 찾아볼 수 없다는 것이다

(Raabe, 김수배 역, 2011: 207).

3) 철학적 탐구력 증진을 강조하는 방법

(1) 호프만(K. Hoffman)의 지평(HORIZONT) 상담

호프만에 의하면 철학상담의 목적은 내담자의 ‘지평(horizon)’ 을 넓

히는 것이며 문제 해결은 그 과정에서 얻어지는 부산물일 뿐이다. 호프

만은 내담자가 새로운 전략을 통해 변화를 일깨우는 곳을 ‘지평’으로 비

유하여 설명한다.13)

지평상담에서 상담사의 역할은 외부적 입장을 견지하면서 내담자의

문제에 개입하여, 내담자를 문제의 악순환에서 벗어나도록 만드는 것이

13) 호프만(Hoffman, 박규호 역, 2003: 270-271)에 의하면 지평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가시적 지상과 눈으로 볼 수 없는 먼 곳의 하늘이 맞닿은 선이다. 가시적

지상은 매순간의 삶의 조건을 뜻하고 하늘은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는 꿈을 뜻

한다. 이들 사이에 놓인 지평선은 현실과 비전이 만나는 지점으로, 새로운 전략이

나타나 변화를 일어나게 하는 곳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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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호프만은 지평상담을 통해 내담자가 다음 세 가지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말한다. 첫째, 사고를 폭넓게 확장시켜 나감으로써 문제의 악순환

에서 벗어날 수 있다. 둘째, 다양한 행동 가능성들을 시험하여 더 나은

선택지를 발견할 수 있다. 셋째, 생각하며 느끼는 방법을 배워 무의식의

작용을 의식할 수 있다.

지평상담의 상담전략은 시간적 순서에 따라 구성된 것이다. 그 과정

은 다음과 같다(Hoffman, 박규호 역, 2003: 257-278).

<그림 6> 지평상담의 진행 과정

1단계 Herausforderung 도전의 시작

↓

2단계 Option 가능한 선택 모색

↓

3단계 Reality 현실성에 대한 평가

↓

4단계 Intuition 전체에 대한 직관

↓

5단계 Zielsetzung 목표 설정, 궁극적인 목표

↓

6단계 Organization 체계화와 조직화

↓

7단계 Nutzen 사용, 사용과 의미

↓

8단계 Tanz 춤, 활력의 상징으로서의 춤

1단계는 인생을 자신에게 주어진 도전과 과제로 파악하는 것이다. 이

단계는 우리가 편안함과 습관에서 탈피하여 삶의 문제와 의미에 대한 답

을 찾도록 하고, 삶을 가꿀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기르도록 촉구한다.

2단계는 비전과 상상력을 발휘하여 의미나 가치에 관계없이 가능한

모든 선택을 고려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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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는 선택의 현실성을 검토하는 단계이다.

4단계는 직관을 발전시켜 현실에 적용하기 위해 직관을 훈련하는 단

계이다. 직관은 시야를 넓혀 전체에 대한 조망을 가능하게 해주기 때문

이다. 이로써 내담자는 목표를 명료화하고 폭넓은 관점에서 전체에 대해

조망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총체적 존재로서의 개인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 통찰을 경험할 수 있다.

5단계는 충분한 시간을 투자하고 숙고하여 신중하게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다. 목표를 확정짓는 순간부터 개인은 현실 속에서 이를 추구해야

한다.

6단계에서 내담자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어느 정도의 시간과 노력

을 투자할 것인지 계획해야 한다.

7단계에서 내담자는 자신이 설정한 목표가 타인을 위해 어느 정도로

효용성을 갖는지 고려해야 한다. 이로써 내담자는 목표 완수를 위해 의

욕을 갖고 지속적으로 목표를 추구할 수 있다.

8단계에서 내담자는 타인 및 세계와 결합된 자신의 존재를 자각하고,

그 속에서 자신만의 스타일을 창조하면서 세계 내 존재로 살아가도록 격

려 받을 수 있다.

(2) 프린스-배커(A. Prins-Bakker)의 여섯 단계 관계

프린스-배커에 의하면 진정한 철학적 대화는 권위를 배제한 대등한

관계 내에서 이뤄지는 개방적 대화다. 그러므로 철학상담사는 내담자의

‘대화ㅡ파트너(partners in dialogue)’ 로서 자신의 문제와 경험을 얘기하

고 내담자의 이야기에 대해 자신의 견해를 표현해야 한다. 이를 통해 내

담자가 자신만의 개인적 견해를 발견하고 다른 가능한 견해를 탐색하도

록 도울 수 있기 때문이다. 프린스-배커가 제시한 여섯 단계의 결혼상담

단계는 폭넓은 변화와 불확실성을 허용하는 잠정적 의미에서의 방법이

다. 상담 과정은 다음과 같다(Lahav, Tillmanns, 정재원 역,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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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211).

<그림 7> 결혼상담의 진행 과정

1단계 내게 말해 주세요.

↓

2단계 당신은 누구인가요?

↓

3단계 당신의 삶(인생)은 어떤가요?

↓

4단계 당신은 지금 자신의 삶(인생)에서

어떤 국면(시기)에 있습니까?

↓

5단계 부부 관계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

6단계 결혼 생활을(관계를) 지속해야 하는가?

부부는 첫 단계부터 마지막 단계에 이르기까지 부부가 각각 따로 상

담을 받는다. 필요할 때에는 처음부터, 혹은 마지막 단계에만 함께 상담

할 때도 있다.

1단계는 상황에 대한 초기 분석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 상담사는 내

담자에게 집중하여 이해하고 위로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내담자는 객관

적으로 자신의 삶과 상황을 돌아보고 결혼생활의 문제점을 이야기하도록

격려 받는다. 그는 이 과정에서 상담사의 도움을 받아 철학함을 통해 자

신의 생각, 느낌, 정서를 체계화하고 드러내어 자각한다.

2단계는 부부 관계로부터 관심을 돌려 개별 내담자에 초점을 둔다.

내담자가 문제와의 동일시에서 벗어나, 객관적인 관점에서 고유한 인격

체로서의 자신을 이해하고 성찰하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이 단계에서 상

담사는 내담자에게 자기인식(self-knowledge)을 위해 필요한 탐구기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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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한다.

3단계는 내담자가 자신의 실제 삶과, 자신의 개인적인 관념 및 신념

으로 만들어진 안경을 통해 바라보고 있는 삶 사이의 괴리를 자각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내담자는 자신의 관념 및 신념을 통해 세계를 바라보

는 관점이 얼마나 개인적인 것인지를 깨닫는 과정에서, 자신의 인생철학

을 노출시키고 명확하게 표현하고 검토하며 발전시킬 수 있다.

4단계에서 상담사는 내담자가 자신의 삶을 여러 국면으로 나누어 보

고 현재의 국면을 기술해보도록 격려한다. 그 이후 삶을 여러 국면으로

구조화 한 원칙의 중요성과 각 국면에 대해서 토론한다. 이를 통해 내담

자는 상대의 삶의 국면 및 자신의 현재 국면을 인지하고 결혼생활의 문

제를 이해할 수 있다. 이는 결국 내담자로 하여금 개인적 변화나 발전으

로 나아가게 하여 부부 관계를 회복하는 데 이를 수 있다.

5단계에서는 관계 일반에 대한 토론이다. 상담사는 내담자에게 먼저

일반적 관계에 대한 태도를 질문하고 그 후에 내담자들의 부부 관계를

검토하도록 한다. 이 단계에서 내담자는 관계 개선을 위해 자신이 어떤

점에서 준비가 되었는지를 성찰할 수 있다. 나아가 부부관계가 자신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에 대해 검토할 수 있다.

6단계는 부부 관계에 관한 개인의 입장이 아니라, 부부 당사자의 결

합된 관점에 주목한다. 여기에서는 부부 관계의 갈등과 문제들에 대해

부부가 공유하는 생각에 초점을 맞춘다.

프린스-배커에 의하면 이 여섯 단계 과정이 내담자들에게 유예 기간

을 부여하여, 스스로에 대해 성찰하고 자신을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다.

즉 결혼상담을 통해 결혼생활의 지속 여부와 관계없이 내담자는 철학함

을 시작하게 되어 자기성찰과 자기계발의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것이다.

라베에 따르면 프린스-배커의 여섯 단계 관계는 시간에 따라 변화하

는 내담자의 요구 및 욕구를 반영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는다. 지금까지

논의된 철학상담 방법과는 달리 문제 해결에서 더 나아가 내담자에게 철

학적 추론의 기술을 가르치는 단계까지 포함하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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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는 이 방법 역시 내담자의 당면 문제를 넘어서는 문제들에 대한 철학

적 토론을 다룰 만한 단계가 부재하는 한계를 갖는다고 비판한다(Raabe,

김수배 역, 2011: 209).

(3) 라베(P. B. Raabe)의 4단계 모델

라베(Raabe, 김수배 역, 2011: 195-198)에 따르면 철학상담 연구자들

은 다음과 같은 실수를 범하고 있다. 첫째, 그들은 특정한 실천 양식에서

비롯한 특정한 관점에 기초한 설명을 마치 철학상담 과정 전체에 대한

포괄적인 이해라 믿는 경향이 있다. 라베는 코끼리를 묘사하는 장님 일

곱 명에 대한 내용을 담은 고대 자이나교의 우화를 빌려14) 검토되고 있

는 것에 대한 어느 한 가지 관점은 일면에는 타당할 수 있다 해도 전체

적인 상(像)을 나타내지는 못한다는 점, 복잡한 문제에 대한 하나의 관점

은 다른 본질적인 관점을 놓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라베에 따르면

철학상담 연구자들이 저지른 두 번째 실수는 잘못된 믿음을 전제한 채로

철학상담 방법을 제시한 것이다. 즉, 내담자의 욕구가 안정적이라든가,

철학상담 과정이 하나의 고정불변한 상태라는 전제가 그것이다. 라베는

이로부터 내담자의 욕구는 다양하고, 이로 인해 상담 과정 또한 유연하

고 중첩되며 서로 연결되는 변천 과정으로 이뤄져야만 한다고 주장한다.

위와 같은 두 가지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라베는 철학상담 방법으로

‘4단계 모델’ 을 고안하여 제시한다. 그는 이 모델의 장점을 다음과 같이

밝힌다. 첫째, 철학상담에 관한 서로 다른 여러 개념들이나 서로 갈등하

는 것처럼 보이는 방법들과 조화될 수 있다. 둘째, 의도적인 교육 및 초

월 단계를 통해 내담자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다. 셋째, 내담자

14) 이 우화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장님 일곱 명이 코끼리를 만져 본 후 코끼리란

어떻게 생겼는지를 설명하였다. 코끼리의 꼬리를 잡은 사람은 그것이 밧줄 같다

고 하고, 귀를 만진 사람은 그것이 커다란 가죽 천 같다고 말한다. 또 팔로 다리

를 감싸 안아 본 사람은 그것이 나무 밑동 같다고 하며, 코를 잡은 사람은 그것

이 분명 뱀과 같다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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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문제와 걱정거리를 의도적으로 해결하려고 시도한다는 점에서 목표

지향적이므로, 아벤바흐의 방법 초월적 접근법의 애매함이나 모호함을

피할 수 있다. 넷째, 내담자에게 철학적 추론 기술을 가르쳐야 한다는 규

범적인 요구를 설명할 수 있고, 내담자는 자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라

베의 4단계 모델은 다음과 같다(Raabe, 김수배 역, 2011: 211-272).

<그림 8> 라베의 4단계 모델15)

1단계

자유롭게

떠돌기

Free-Floating ⇢

2단계

당면 문제

해결

Immediate

Problem

Resolution

⇢

3단계

의도적인

행위로서의

교육

Teaching As

An

Intentional

Act

⇢

4단계

초월

Transcendence

1단계는 ‘자유롭게 떠돌기(Free-Floating)’ 이다. 이 단계는 네 단계

중 가장 비지시적이면서도 결론 개방적이다. 그러므로 아벤바흐의 방법

초월적 방법이 가장 잘 들어맞는다.16) 이 단계에서 내담자는 방해받지

않고 자유롭게 자신의 문제와 희망 사항을 말할 수 있다. 상담사는 질문

을 최소화하고 경청함으로써 내담자와 내담자의 당면 문제를 이해하도록

15) 라베는 위와 같은 네 단계가 실천 과정에서 늘 구분되는 것은 아니며, 각 단계

는 서로 중첩되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 이전 단계로 돌아갈 수 있다고 설명하기

때문에, 본 연구자는 ‘진행 과정’이라는 용어 사용을 지양하였다. 그리고 단계와

단계 사이를 ‘→’가 아닌 ‘⇢’로 표현하여 철학상담 과정의 유연성, 연결성, 중첩

가능성을 나타내었다.

16) 라베는 이 단계에서는 “철학이 방법을 사용하지(use) 않고 그것을 만들어 낸다

(develope).” 는 아벤바흐의 주장이 잘 들어맞는다고 주장한다(S. C. Schuster,

1996: 251; Raabe, 김수배 역, 2011: 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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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력해야 한다. 이를 위해 상담사는 말하는 사람이 자신의 생각과 사고

를 분만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방식의 듣기인 ‘산파술적 경청’ 의 자

세를 가져야 한다(Raabe, 김수배 역, 2011: 213).17)

이 단계에서 자유롭게 말함으로써 카타르시스를 경험하게 된 내담자

들은 상담을 바로 종료하기도 한다. ‘어떻게 하면 인생 문제를 철학자처

럼 생각할 수 있는지’ 를 배우고 싶은 내담자는 바로 3단계로 나아갈 수

있다. 철학적 탐구를 수행하고자 하는 내담자는 4단계로 이동할 수 있다.

시급히 다루고자 하는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내담자는 2단계로

들어서게 된다(Raabe, 김수배 역, 2011: 222-223).

2단계는 ‘당면 문제 해결(Immediate Problem Resolutio)’ 의 단계이

다. 상담사는 주로 귀납적․분석적인 철학적 탐구 및 접근법을 활용하여

다음과 같은 일을 수행한다. 첫째, 내담자의 복잡한 문제를 다루기 쉬운

특수한 문제로 나누어 검토한다. 둘째, 내담자의 감추어진 가정을 드러낸

다. 셋째, 내담자의 개인적 이론이나 세계관에 대한 이해와, 그가 자신의

현재 곤경 상황에 대응하는 방식 사이의 일관성을 검토한다. 넷째, 내담

자의 추론에서 논리적 결함을 드러내어 준다(Raabe, 김수배 역, 2011:

236-237).

이 단계에서 상담사는 비판을 목적으로 하는 능동적인 경청의 태도를

가져야 한다. 내담자가 자신의 논증 요소들을 검토하도록 도와야 하기

때문이다. 내담자는 자신에게 거리를 두고 객관적으로 자신을 검토하여,

그동안 정서적 부담감 때문에 회피해 왔던 모든 사실과 관점을 다룰 수

17) 1단계에서 철학상담사가 피해야 할 경청은 다음과 같다(L. Shipper, 1995: 75;

Raabe, 김수배 역, 2011: 219).

• 사이비 경청 : 내담자의 말이 끝나자마자 곧바로 무슨 말을 할 것인가를 생각하

면서 그저 듣고 있는 체하는 것

• 자기중심적인 경청 : 자신의 관점과 일치하는 것만을 열심히 듣는 것

• 선택적 듣기 : 일부만을 듣고 나머지는 들을 가치가 없다고 무시하는 것

• 방어적 듣기 : 내담자가 말하는 것을 그 내담자나 내담자의 문제에 대한 상담사

자신의 가정에 대한 공격으로 여기는 것

• 둔감한 경청 : 내담자가 말한 것을 문자 그대로 취하거나 액면 그대로만 받아들

이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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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Raabe, 김수배 역, 2011: 234-235). 이 과정만으로도 일부 내담자는

자신감을 획득하고 상담을 종료시킬 수 있다.

상담을 지속하고자 하는 내담자에게 상담사는 논리 중심적이고 문제

중심적인 접근법을 활용한다. 그는 도전적인 질문, 산파술적 대화를 이용

해 내담자가 스스로 자신의 사고에서 모순을 자각하고, 잊어버린 신념과

가정을 기억해 내도록 돕는다. 내담자는 이 단계에서 당면한 문제를 해

결할 수 있다. 하지만 자신의 문제를 다룰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키기는

어렵다(Raabe, 김수배 역, 2011: 234-238).

3단계는 ‘의도적인 행위로서의 교육(Teaching As An Intentional

Act)’ 이다. 이 단계는 상담사가 내담자를 자신의 가치, 신념, 원리에 대

한 비판적 검토와 재구축을 수행하는 철학자로 만들고자 시도한다는 점

에서 심리치료와의 차별성을 드러낸다. 내담자는 의도적으로 철학적 탐

구 기술18)을 학습한다. 상담사는 구체적으로 내담자에게 자기 진단 능

력19)을 함양시킨다. 철학적 탐구 기술을 학습한 내담자는 더 이상 인습

이나 습관에 의존하지 않는다. 그는 합리적이고 반성적인 사고를 통하여

신념을 체계화하는 능력을 함양할 수 있다(Raabe, 김수배 역, 2011:

251).

다음으로 상담사는 내담자가 마음속의 특정한 가치와 특성을 계발시

키도록 독려한다. 이러한 특성을 계발한 내담자는 이후 4단계에서 통합

18) 라베(Raabe, 김수배 역, 2011: 244-245)에 의하면 이때 교육의 내용은 비판적 사

고의 기술, 윤리적 결단 전략, 철학적 분석 등이다.

19) 자기 진단을 위한 철학적 탐구의 과정, 기술 및 전략은 다음과 같다(Splitter,

1997: 34; Raabe, 김수배 역, 2011: 251). 근거를 제시하는 방법, 좋은 근거를 나쁜

근거와 구별하는 것, 추론을 구성하는 것, 논증을 평가하는 것, 일반화하는 것, 유

비를 사용하는 것, 가정을 발견하고 문제 삼으며 정당화하는 것, 모순을 인지하는

것, 오류 추리를 찾아내는 것,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 구분과 관계(부분-전체, 수

단-목적, 원인-결과)를 이해하는 것, 질문하는 것, 효율적으로 경청하는 것, 예측

하는 것, 가설을 형식화하고 검사하는 것, 사례와 반증 사례를 제공하는 것, 내담

자 자신의 사고를 수정하는 것, 기준을 공식화하고 사용하는 것, 애매성과 모호성

을 찾아내는 것, 증거를 요구하는 것, 관계된 모든 고려 사항을 설명하는 것, 다

른 관점과 견해에 자신을 개방하는 것, 공감과 도덕적 상상력을 연습하는 것, 맥

락 관계에 민감해지는 것, 진리에 대한 추구에 전념하는 것, 탐구의 절차를 배려

하는 것, 다른 사람들과 다른 사람들의 관점을 존중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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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에 기초한 지속적인 자기 존중에 이를 수 있다(H. Chamberlain, 1999:

42; Raabe, 김수배 역, 2011: 253). 이는 내담자가 문제에 대한 자신의 사

고방식을 채택하는 것,20) 즉 자신이 선택한 신념과 가치와 일치하도록

행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4단계는 ‘초월(Transcendence)’이다. 이 단계에서 내담자는 자신의 삶

을 전체적으로 바라보고 세계관을 탐구하면서 철학적 이해에 도달하고자

한다. 예를 들어 2단계에서 내담자는 주로 당면 문제와 관련하여 “무엇

을 해야 할 것인가”와 같은 실천적 차원의 질문에 집중했지만, 4단계에

서는 인생을 전체로서 검토하면서 “나는 누구인가?”, “우리는 어떻게 살

아야 하는가?”와 같은 보편적 질문에 집중한다(Raabe, 김수배 역, 2011:

266-267).

상담사는 내담자가 내담자 자신의 세계관, 신념 체계를 구성하고 있

는 가정과 신념을 의식하도록 돕는다. 이로써 내담자는 첫째, 자신의 사

유 패턴 속에서 편견이나 가정 및 선입견으로 파악한 것, 잘못 파악한

개념들을 인식할 수 있다. 둘째, 그것이 자신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

할 수 있게 된다. 셋째, 확장된 세계관의 맥락 속에서 그것이 타인들의

삶에 미치는 영향까지도 이해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내담자는 자신의

개인적 삶의 상황이 가지는 특수성을 분명히 파악하고, 이를 사회적․역

사적․보편적 삶이라는 더 넓은 맥락 속에서 바라볼 수 있다. 자신과 자

신의 신념을 자신의 가족, 공동체, 세계라고 하는 더 큰 관점에서 더 잘

바라보게 됨으로써, 내담자는 반성적이지 않은 정서나 습관으로부터 해

방될 수 있다. 다시 말해 이성적 추론을 활용한 반성과 숙고를 통해, 좋

은 삶에 대한 자신의 개념에 가장 잘 맞는 신념이나 행동을 선택할 수

있다(Raabe, 김수배 역, 2011: 259-260).

라베에 의하면 내담자의 자율성21)은 특히 이 단계에서 발달하게 된

20) 예를 들어 사회의 약자의 권리에 대한 신념을 자신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에

적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사회복지사가 되거나 적어도 사회적 약자와 관련한 봉

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어야 한다.

21) 라베(Raabe, 김수배 역, 2011: 271-272)에 의하면 철학상담사는 내담자가 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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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내담자가 자신의 도덕적 신념의 정합성을 검증할 수 있고, 신념의 요

지를 스스로 검토함으로써 그것이 자신의 산물임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

이다. 내담자는 자신의 특수성이 보편적인 것과 가지는 상호 관계를 이

해함으로써, 자기 초월적인 관점의 맥락 안에서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검토할 수 있다. 나아가 자신의 세계관에서 벗어나 있는 어떠한 것들이

갈등을 촉진하게 될 것인지를 더 잘 예측하게 됨으로써, 삶에서 봉착할

수도 있는 미래의 우연적인 문제들을 능숙하게 피하고 해결할 수 있다

(라베, 2011: 272). 그러므로 이 단계는 철학상담의 대비적․예방적 특징

이 가장 잘 부각되는 단계이다.

모던적인 자율성 개념을 초월하여 이와는 다른 종류의 자율성에 이르도록 도와

야 한다. 즉, 내담자가 자신의 내재적인 가치뿐만 아니라 자신과 더불어 살아가고

있는 다른 사람들의 공동체, 그리고 자신이 그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자연 공동

체 등과의 상호 관계를 더 잘 인식하게 해 주는 자율성을 얻게 도와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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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철학상담의 도덕교육적 적용 가능성

이 장에서는 철학상담의 도덕교육적 의의가 무엇인지, 푸코(M.

Foucault)의 ‘자기배려(epimeleia heautou, self-care)’ 개념을 중심으로

하여 고찰해 볼 것이다. 다음으로 철학상담이 도덕과 교육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은 무엇인지를 염두에 두고 도덕과 교육의 목표, 도덕과 교육

의 내용, 도덕과 교수․학습 방법과 철학상담의 지향, 철학상담 과정, 철

학상담 방법론이 각각 어떠한 관계를 맺는지 밝힐 것이다.

1. 자기배려적 관점에서 철학상담의 도덕교육적 의의

청소년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우려 속에서 학생들의 심리적, 정신적,

행동적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는 목적으로, 2005년부터 지역교육청

에 전문상담교사가 배치되었으며 2007년에는 단위학교에도 전문상담교사

가 배치되기 시작하였다. 그렇지만 상담교사 배치인원이 소수일 뿐만 아

니라 행정적․전문적 지원체계가 미흡하여, 상담 성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이지희 외, 2012: 194).

상담활동 지원시스템의 문제 외에도 학생들이 학교상담에 대한 불신

을 가지고 있다는 점은, 상담을 통한 청소년들의 정신적 문제 해결에 걸

림돌이 될 수 있다. 학생들은 특히 ‘비밀보장의 한계와 비자발성’ , ‘상

담실의 물리적 문제와 비활성화’ , ‘학교상담에 대한 편견’ 등의 이유로

학교 상담에 상당한 불만족을 느끼고 있다. 일회적 학교상담에 대한 불

만족 역시 학생들이 상담활동에 큰 기대를 하지 않는 이유이다(이현아

외, 2010: 131, 141). 더욱이 대부분의 학교 상담이 문제를 일으킨 학생에

대한 사후처리식 상담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문제를 예방하

거나 대비해야 하는 역할을 전혀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은 문제로

작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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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상담에서 상담자는 대부분 심리학적 훈련을 받고 심리학적 이론

에 기반을 둔 심리상담가이다. 하지만 학생들이 겪는 정서적 위기는 많

은 경우 ‘삶의 의미’ 에 관한 질문들이 불안이나 슬픔, 당혹감과 같은

반응을 일으킨다는 점에서 생겨난다. 도덕과 교육이 학생들의 정신건강

제고를 위해 상담을 활용하고자 할 때, 학생을 일종의 질환을 가진 치료

의 대상으로 간주하는 관점에서 접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삶에는 분명

심리적인 구조와 과정으로 해결할 수 없는 중요한 철학적 측면이 존재하

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자는 철학상담이 심리상담보다 학교상담에서

더욱 강조되어야 할 상담분야라고 주장하는 바이다.

철학상담을 학교교육에 접목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이다. 첫 번째

는 철학상담이 개인상담의 형태로 학교 상담 내에 자리하는 것이다. 상

담사와 학생간의 개인상담은 학생들이 겪는 정서 문제를 가장 효율적이

고 강력하게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철학상담사가 학생들이 당면하기 쉬운 문제를 미리 파악하여 문제 발생

이전에 이를 차단할 수 있다는 예방적․대비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하지만 이는 전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상담 활동 지원이 힘들다는 한

계로 인해 시행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두 번째는 철학상담이 도덕과

교육에 연계되는 것이다. 도덕과의 핵심 배경 학문이라 할 수 있는 윤리

학이 철학의 주요한 한 영역이어 왔다는 사실은, 도덕교육이 철학상담에

서의 연구 성과로부터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한다(박

장호, 2014: 20-21).

하지만 철학상담이 학생들에게 ‘정서적 위기 극복’ 이라는 긍정적 효

과를 가져다 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만으로 철학상담을 도덕교육에 연

계해야 한다는 주장에는 비약이 있을 수 있다. 그러므로 철학상담이 학

생들의 도덕성 함양을 위해 어떠한 측면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지에 관

한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철학상담의 도덕교육적 의의를 알기 위해서는

철학상담의 순차적인 단계들 속에서 내담자가 어떠한 변화를 겪는지를

이해해야 한다. 본 연구자는 푸코의 ‘자기배려’ 개념이, 철학적 자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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찰로부터 시작하여 세계관 개선에까지 이르는 철학상담의 일련의 과정들

과 그 의미들을 함축하여 나타낼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래서 우선 푸

코의 ‘자기배려’ 개념과 철학상담의 자기인식부터 세계관 개선까지의 자

기변화를 꾀하는 일련의 과정이 어떻게 닮아있는지 밝히고, 앞으로의 논

의에서 철학상담 과정을 자기배려로 포괄하여 지칭하도록 하겠다.

1) 심리적 치유 및 인격 형성

푸코의 자기배려는 더 나은 삶을 위해 자기 자신의 변형을 목적으로

한다(1988, 이희원 역, 1997: 58; 허영주, 2013: 353). 푸코가 말하는 행복

의 극점, 가장 나은 삶은 ‘자기구원’ 이다. 이는 외부의 어떤 상황에도

흔들림 없이 마음의 평정을 유지하면서 자기 자신을 통해 만족감을 얻는

것이다. 인간이 이와 같은 상태에 이르고 진리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자

기변형, 즉 총체적인 자신의 변화가 필요하다. 다시 말해 좋은 삶이란 자

기애, 자기관심, 자기존중, 자기존경에서 나온 자기배려와 자기수련을 통

한 자기변형에서 비롯된다는 것이다.

자기배려는 종종 비도덕적으로 이해되기 쉬운 경향이 있다. 자기 자

신에게 시선을 돌린다는 것을 자칫하면 이기주의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

이다. 그렇지만 자기배려는 결코 이기주의의 한 유형이 아니라 궁극적으

로 내면화된 도덕규범을 완성하기 위한 필수조건이라 할 수 있다. 자기

배려를 도외시하고 외부에서 주어진 도덕적 규율을 따르는 수동적 인간

은 더 이상 자신의 삶에서 주체가 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푸코가 지속적으로 자신의 내부로 시선을 돌려 바람직한 자신을 형성해

야 하며 이를 통해 자신과의 관계를 더욱 새롭게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

한 것이다.

푸코의 자기배려는 자신만의 행동규칙을 세워 자신의 특성에 따라 실

천하여 자유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인간에 대한 믿음을 전제한다. 여

기에서 핵심은 자기배려가 자발성을 강조하며, 그동안 발견하지 못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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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만의 고유한 모습을 발견하는 것을 중시한다는 점이다. 인간은 자신

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자신을 돌보고 연마하는 자기배려를 통해, 자신의

삶을 예술작품처럼 형성할 수 있다(김태원, 2006: 192). 자신에 대한 관

심은 인간이 성찰과 반성을 통해 대체 불가능한 가치를 갖는 자신의 고

유한 모습을 발견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지대한 중요성을 가지는 것

이다. 결국 자기배려는 인간이 주어진 도덕규율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율성을 가진 윤리적 주체로서 살아갈 수 있게 한다(고미숙, 2014: 52).

위에서 밝힌 자기배려의 핵심은 인간이 자기배려를 통해 자신의 고유

성을 발견하고 자발성을 발현하는 주체로서, 자신과의 관계를 더욱 강화

시킬 수 있다는 믿음이다. 동시에 인간이 능동적인 주체로 거듭나 자신

의 행위에 대한 진정한 자유를 영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철학상담 과정

을 통해 내담자가 얻을 수 있는 효과는 푸코가 말하는 자기배려의 모습

과 일맥상통한다. 철학상담에서 내담자는 자기인식과 성찰을 통해 자기

로의 전향을 통해 삶의 경험을 반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는 맹목적으

로 자신에게 강요되는 것을 따르기보다는 이성에 의해 인도되는 주체적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움 받는다. 다시 말해 철학상담사는 내담자로 하여

금 ‘자기배려’ 를 통해 자율적․도덕적 인격을 형성하도록 유도하는 것

이다. 이러한 이유로 본 연구에서 ‘자기배려’ 는 푸코의 자기배려의 개

념을, 그리고 ‘철학상담의 자기배려’ 는 철학상담의 전 과정, 즉 자아성

찰부터 세계관 재구축까지의 과정을 포괄하는 개념을 지칭하기 위해 사

용하려 한다. 특히 철학상담에 자기배려의 개념을 접목한 이유는, 철학상

담의 자기인식 및 성찰의 특성을 강조하기 위함임을 다시 한 번 밝혀둔

다.

도덕 교육에서 자기배려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데도 불구하고,

자기배려의 원리는 소홀히 다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

여 문정애는 “기존의 전통적인 윤리학, 특히 인지적 도덕성 발달론의 경

우 자율성이나 초월성 같은 탈관계적 개념들에 기초한 개인주의적이고

합리적이며 객관성과 보편성을 확보할 수 있는 관념의 영역에 중점을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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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기 때문에 원리의 도덕성만을 추구하였고 맥락적․실천적 윤리로서의

한계를 가졌다(문정애, 2007: 59).” 고 지적한다. 고미숙에 의하면 도덕성

과 관련하여 배려는 이중적인 의미를 지닌다. 도덕성을 위해 배려가 필

수적이면서도, 한편으로는 도덕성을 위해 자기배려는 배제되어왔다는 것

이다(고미숙, 2011: 232-233). 도덕교육에서 자기배려가 배제되고 타인

배려에 치중하는 교육이 이루어져 온 데에는 먼저 자기배려를 자기희생

과 상반되는 자기중심성이나 이기심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는 관점이

그 원인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더하여 현 사회에서 나타나는 도덕적 문

제가 타인을 배려하지 못하는 데에서 기인하는 것이라는 관점에 의한 것

으로도 볼 수 있다.

학생들은 타인배려만이 강조되는 교육환경에서 도덕적 주체로서의 자

기 자신을 등한시하며, 자기 자신에 관심이 없고 소홀하여 자기 자신을

잃게 된 결국 궁극적인 타인 배려로 나아가는 데에도 문제를 겪을 수밖

에 없다(고미숙, 2011: 234). 즉 타인배려를 우선시하는 풍조 속에서 자

기에게 관심을 두고 전념할 기회를 부여받지 못한 채로 경쟁 속에 순응

하고 비주체적 삶을 살아갈 때, 학생들은 심각한 정신적 위기에 봉착할

수 있다. 인간은 스스로에 대한 이해를 추구하는 존재이자 삶과 세계에

대한 의미를 추구하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정신건강을 위협받고 있는 학생들에게 도덕성 발달을 기대한다는 것

은 무리가 있을 수밖에 없다. 온전한 의미에서의 도덕적 인식과 정서와

행동은, 온전한 마음과 정신에서 발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학생

들이 겪는 고통과 상처가 무엇인지 사려 깊게 살펴보고, 그들이 가진 상

처와 아픔을 치유하여 정신적으로나 심리적으로 정상적인 상태를 회복하

도록 하는 것은 도덕적인 인간으로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공고히 하는

데 선행조건이자 필요조건이라 할 수 있다(김은수, 2013: 141, 165).

푸코에 의하면 인간은 “인생 전반에 걸쳐서 주의와 시선과 정신, 그

리고 존재 전반을 자기 자신에게 향하게 할 필요”가 있다(Foucault, 심세

광 역, 2007: 238). 이는 학생들이 자신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시선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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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 내부로 향하는 자기배려를 통해서 당면한 삶의 위기를 해결할 필요

가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철학상담이 내담자로 하여금 문제

의 원인이 된 자신의 세계관을 교정하여 마음의 평정을 얻도록 돕는다는

점은, 심리적 치유를 통해 인격 함양에의 토대를 마련해야만 하는 도덕

교육에 활용될 수 있는 의의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자기배려는 자기인식 및 자기이해로부터 시작된다고 할 수 있다. 철

학상담에서 이루어지는 자기이해는 상담사로부터의 진단이 아니라 내담

자 자신에 의한 진단이다. 이는 구체적으로, 자유롭게 그리고 방해받지

않고서 말하고자 하는 내담자의 욕망을 암묵적으로 허용해 줌으로써 달

성될 수 있다. 방해받지 않고 말하는 행위 그 자체는 자기인식과 자기이

해를 달성하도록 하므로 내담자에게 카타르시스를 가져다준다. 라베에

의하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더라도 내담자는 이 순간, 이미 치유 효과

를 거둘 수 있다(Raabe, 김수배 역, 2011: 220). 이러한 의미에서 철학상

담의 효과는 영혼의 치유이기도 하다.

내담자는 상담사로부터 도움을 받지만, 결국 스스로 문제를 진단하고

해결하고 균형 상태(equilibrium)를 회복한다는 점에서 다음과 같은 의미

를 발견할 수 있다. 즉 내담자가 스스로의 문제해결 과정을 통해 자신의

존재 가치를 자각하고 스스로를 존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

는 것이다.

이러한 학생들의 자기 효능감(self-efficacy)은 학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자기 효능감이 높은 학습자는 낮은 학습자에 비해 학업성

취도가 뛰어날 뿐만 아니라, 학습에 대한 강한 내적 동기를 지닌다(정창

우, 2006: 176). 이는 도덕교육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도덕교육의 궁극 목

적인 인격 함양을 위해서는, 우선 학생들에게 자신감을 길러주고 긍정적

인 자기 이미지를 제고하도록 도와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철학상

담을 활용한 도덕교육은 학생들로 하여금 내면으로 시선을 향하고 자신

을 성찰하고 관조하도록 이끎으로써 자기배려의 부재로 인해 직면하게

된 삶의 곤경과 이로 인해 확립된 부정적인 자기 이미지, 낮은 자아 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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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감, 자아 왜곡까지도 교정할 수 있는 계기를 부여할 수 있을 것이다.

철학상담은 내담자가 자기인식과 자신이해에서 그치지 않고, 정서적

불안이나 삶의 의미 상실 등의 문제를 일으킨 원인을 자신의 사유 방식

속에서 발견하도록 한다. 결국 내담자는 자신의 사유 방식을 검토하고

변형함으로써 문제 해결에 이르고 삶의 조화를 회복할 수 있다. 이는 철

학상담 결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궁극적인 심리적 치유 효과이다. 이러

한 맥락에서 철학상담의 방법론이 적용된 도덕교육은 학생들이 자유롭게

자기에게 몰두하고 자신의 신념체계를 살펴봄으로써 문제를 해결하고,

이로 인해 치유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자기배려의 체화와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당면 문제의 해결은 학생들의 영혼을 치료하는 데

일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철학상담을 도덕교과에 적용할 경우 학생들은 당면 문제를 해결함으

로써 정서적 불안, 삶의 의미 상실 등을 치유하고 도덕 학습을 위한 기

본적인 마음의 안정을 되찾을 수 있다. 정신적 위기로 인해 부정적인 자

기 이미지와 낮은 자존감으로 인한 왜곡에 시달리는 학생들은 도전이나

비판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자신의 문제에 관련하여 말할 수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치유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또한 비판적 탐구를 통해 자신

의 사고과정에서 오류를 발견하고 이를 개선하는 것은 미래에 맞이하게

될 비슷한 문제 및 그로 인해 발생하게 될 정신적 위기에 대한 대비 및

예방 효과까지도 가져다 줄 수 있을 것이다.

철학상담을 통해 청소년들의 불안정한 정신적ㆍ심리적 상태를 치유할

수 있다는 지금까지의 논의가, 철학상담 자체로 도덕교육의 궁극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앞서 언급한 바대로 심신의 안정

회복은 도덕성 발달의 필요조건일 뿐 충분조건이라 볼 수는 없기 때문이

다. 다만, 극심한 혼란 및 불안으로 자신의 마음을 돌보지 못하는, 즉 자

기배려에 이르지 못하는 학생들은 타자의 복지에 관심을 가진다거나 타

자의 필요에 응답하는 등의 타자배려에 이르기 힘들 것이다. 철학상담은

이러한 학생들에게 심리적 치유 효과를 가져다주며 마음 평화를 되찾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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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으로써 이들의 정신건강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학

생들은 도덕교육의 궁극 목표라 할 수 있는 ‘도덕적 인격완성’ 즉 ‘최대

도덕(maximal morality)’ 수준을 지향하기 위한 전 단계인 ‘최소 도덕

(minimal morality)’ 수준에 도달하도록 하는 안정적인 토대를 마련하는

데에 이를 수 있게 될 것이다.

2) 세계관 개선 및 자율적 인간 형성

철학상담이 도덕과에 대해 의미를 가지는 이유는 우선 앞에서 밝힌

철학상담이 가지는 ‘심리적 치유를 통한 안정적인 도덕성 함양의 토대

마련’이라는 효용성의 측면에서 찾아볼 수 있다. 두 번째 이유는 철학상

담의 내재적인 특성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는 푸코의 자기배려에서 잘

설명될 수 있다.

푸코의 자기배려는 자기인식 및 자기이해에서 나아가 영적 앎의 획득

과 자기연마의 과정을 거쳐 달성할 수 있다. 영적 앎을 위해서는 명확한

이성적 원리와 이성적 사유가 요구된다. 자기수련을 위해서는 명상을 통

해 자신의 생각을 다스리고 마음을 평화롭게 하여, 적절한 관계와 행동

을 해나갈 수 있는 새로운 사고체계를 자신 안에 장착해야 한다(허영주,

2013: 362-363).

철학상담에서의 세계관 개선 과정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자기배려

를 위한 영적 앎의 획득과 자기연마의 과정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먼저 철학상담은 내담자의 문제 해결을 위해 내담자로 하여금 이성적 탐

구 활동을 통해 자신에게 영향을 주는 신념, 가치, 태도와 욕구들에 대해

끊임없이 재해석(Lahav, Tillmanns, 정재원 역, 2013: 74)하도록 한다. 더

나아가 내담자가 독단적 사고에서 벗어나 타인 및 공동체와 세계 등에

관하여 숙고할 수 있도록 세계관을 수정하여 보다 넓은 관점에서 사고하

도록 자극한다. 이 과정에서 내담자는 비판적 사고 및 창의적 사고를 통

한 철학적 탐구 능력을 발휘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철학상담 과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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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간접적으로 학생들의 인격 발달에 기여할 수 있는 가능성을 드러낸

다.

먼저 버코위츠(Berkowitz)는 청소년기의 인격 발달의 특징으로 ‘도덕

적 정체성의 형성’을 제시한다. 도덕적 정체성이란 자아 개념을 선한 사

람이 되는 것에 중심을 두는 것이다(정창우, 2004: 123-124). 아동과 청

소년들은 자신에 대한 깊은 숙고와 반성을 통해 도덕적 정체성을 형성하

고 도덕적 인격을 함양할 수 있다(이정렬, 2009: 199-200).

그런데 데이먼(Damon)에 의하면 청소년들은 자신의 신념 체계, 개인

철학, 그리고 도덕적 기준에 기초하여 자아를 정의하는 모습을 보인다.

청소년들이 “나는 기독교인이다.”, “나는 평화주의자이다,” 등과 같이 진

술하는 것은 그들이 자아를 구성하는 주된 원칙을 보여준다. 이처럼 청

소년들이 가지는 신념 체계는 그들의 개인적 정체성에서 중심적 요소에

해당할 수 있다. 이러한 신념 체계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들의 선택과

해석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이정렬, 2009: 40).

만일 한 개인이 다양한 의견을 참작하지 못한 관점이나 과장, 현실성

이 없는 기대, 오류를 내포한 사고 등을 내포하는 신념 체계를 전제하고

있다면, 그는 건강하지 못한 신념체계가 반영된 정체성을 형성하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그는 삶을 어떻게 살아야만 하는지에 대한 혼란스러워

하고 위기와 불안에 시달릴 가능성이 있고, 이는 개인으로 하여금 도덕

성 발달이나 인격 형성에 지체를 겪거나 유보하도록 만들 수 있다는 데

서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때 철학상담은 세계관 해석을 통해 개인의 신념 체계를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다. 개인의 자아정체성을 구성하는 핵심적인

요소는 개인의 욕구와 믿음과 가치들의 체계이며, 세계관을 검토하는 것

은 가치관과 세계관을 이루는 신념 체계의 검토도 포함하기 때문이다(김

선희, 2009b: 231). 예를 들어 내담자가 자신이 당면한 문제 해결을 위해,

자신의 세계관이나 가치관이 일관적인지를 검토하는 것, 자신의 가치와

욕구와 믿음들의 성품체계 안에 갈등이나 모순은 없는지를 살펴보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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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의식하지 못하는 자신의 가치와 신념체계의 숨은 가정을 발견하

는 일은 개인의 정체성 및 자아의 정합성을 검토하는 것과 같다. 이처럼

내담자는 자기배려를 통해 자신의 전제와 가정의 배후에 있는 신념을 반

성적으로 검토할 수 있으며, 이는 도덕적 정체성 형성 및 도덕적 인격

함양의 초석을 마련하는 일이라 할 수 있다.

철학상담은 내담자의 세계관 해석 및 검토에서 그치지 않는다. 자기

배려는 나 자신을 단순히 발견하는 문제가 아니라, 나 자신을 무엇으로

만들어야 할 것인가와 같은 윤리적 주체로서 자기를 ‘형성’하는 것이기

때문이다(고미숙, 2011: 259). 철학상담은 내담자로 하여금 비판적 검토

를 통해 자신의 검토되지 않은 신념이나 가정, 선입견, 편견 등이 타인이

나 공동체, 세계에 미치는 영향이 무엇인지 함께 고려할 수 있다. 내담자

는 다른 가치관에 입각한 다른 신념 또한 존재할 수 있음을 깨닫게 된

다. 그리하여 세계관 해석에 머무르지 않고, 이를 변형하고 개선하게 된

다. 내담자는 이제 가족, 공동체, 세계 등을 고려하는 확장된 세계관의

맥락 속에서 자신의 사유 패턴이 타인에게 미치는 영향이 무엇인지 알

수 있게 된다.

철학상담을 통해 인식의 한계를 자각한 내담자가 자신의 세계관을 재

형성하고 재구축한다는 것은, 자기중심성에서 벗어나 자신을 둘러싼 타

인 및 공동체와 세계와의 상호관계를 숙고하고 이전보다 더 보편적인 기

준에 맞는 방식으로 사유 방식을 변경하는 일이다. 그렇다면 도덕교육이

타인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신의 행복을 추구하는 최소

수준의 도덕을 지향하는 것으로 출발하여, 타인의 행복까지 함께 고려하

는 최대 수준의 도덕을 지향하는 방향으로 나아간다고 할 때, 철학상담

은 내담자의 치유에 머무르지 않고 개인의 세계관 개선을 통해 타인과의

상호 의존성을 고려하는 윤리적 주체 형성까지 도모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다고 볼 수 있겠다. 다시 말해 도덕교육의 역할이 개인의 도덕성 함

양 뿐 아니라 공적 도덕성을 함양해야 한다는 점에서, 철학상담이 내담

자로 하여금 타인과의 상호의존성을 자각하고 보다 확장된 세계관 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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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살아가도록 촉구한다는 점은 학생들의 인격 형성에 보탬이 될 가능성

을 드러내는 지점이라 할 수 있다.

버코위츠는 청소년기의 인격 발달의 또 다른 특징으로 ‘도덕적 추론

의 발달’을 제시한다. 도덕적 추론은 효과적이고 성숙한 도덕적 의사 결

정과 도덕적 판단을 통해 옳고 그름의 문제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인지

적 능력의 성장을 의미한다. 이러한 능력은 새롭고 애매한 도덕적 문제

들과 딜레마에 봉착했을 때 매우 중요하다(정창우, 2003: 126).

철학상담 과정에서 구체적인 당면 문제가 해결되면, 내담자는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등의 보편적 물음에 대해 철학

적으로 탐구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내담자는 철학적 추론 기술을 습득하

여 지적 자유와 지성적 자율성을 확장시키고 철학적 추론을 삶의 한 방

식으로 채택할 수 있다. 즉 내담자는 상담사의 도움 없이도 자신의 삶에

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재구축할 수 있게 된다. 만

일 이러한 종류의 활동에 내담자가 엄격성과 열정을 갖고 오랫동안 종사

한다면 그는 자신의 인격까지 바꿀 수 있다. 다시 말해 철학적 탐구에

있어서 다른 사람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서 자율적으로 그러한 탐

구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뀔 수 있다(Raabe, 김수배 역, 2011:

241, 256).

도덕교육에 있어 철학상담을 활용할 경우, 문제 해결에 필요한 효과

적이고 성숙한 의사 결정과 판단을 통해 옳고 그름의 문제에 대해 생각

할 수 있는 도덕적 판단력의 향상을 위한 다양한 기회를 가질 수 있다.

학생들은 왜 어떠한 가치와 행동은 자신 및 타인에게 유익하고, 왜 다른

가치와 행동은 타인과 자신에게 유해한지를 스스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로써 학생들이 문제에 직면하였을 때 본능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대응

전략과 방안의 합리성에 대해 충분히 숙고할 수 있는 도덕적 판단력을

배양하도록 도울 수 있다.

철학상담을 통해 학생들의 도덕적 판단력 신장과 더불어 실천지

(pronesis, practical wisdom) 함양까지도 기대할 수 있다. 예방적이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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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대비적인 성격을 띠는 철학상담은 내담자의 세계관을 개선하고 문제

를 해결하는 데서 종료되지 않고, 미래에 더 적절하고 지각 있게 그리고

잘 행동하기 위해 어떻게 선택해야 하는지에 대한 실천지를 얻는 데 도

움을 제공함으로써, 내담자가 더 자율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을 계

발시키는 데 목표를 두기 때문이다(Raabe, 김수배 역, 2011: 197).

실천지의 덕은 건전한 도덕성을 지닌 사람, 유덕한 인격을 지닌 사람

으로 되는 데 결정적인 요소가 된다. 도덕적 인간이란 배운 대로 행동하

거나 훈련에 의해 행동하는 사람이 아니라 가장 적절하고 합당하며 최선

의 것으로서의 중용을 선택하기 위해, 깊은 사유와 숙고를 바탕으로 올

바른 이치(right rule) 내지 이성적 원리(rational principle)가 명하는 바

에 따라 결정하고 행동하는 자율적 인간이기 때문이다(유병열, 2008:

299).

결과적으로 철학상담은 세계관 개선을 통해 최대 수준의 도덕을 지향

하는 도덕적 자아를 형성하고, 도덕적 추론 및 도덕적 판단 능력을 포함

한 도덕적 사고력을 길러줌으로써 자율적 인간을 완성시키는 데에 기여

할 수 있다는 도덕교육적 의의를 갖는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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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철학상담의 도덕교육적 상관성

1) 도덕과 교육의 목표와 철학상담의 지향

오늘날 도덕과 교육에 대한 뿌리 깊은 회의주의 및 교과 정체성에 대

한 논란은 도덕과 교육의 목표에 대한 국가적․사회적 오해와 편견에 기

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도덕과는 도덕적 행동 변화 자체를 목표로

하면서 실천 및 습관화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는 것이다. 정창우에 의

하면 이러한 관점은 도덕성 및 도덕교육에 대한 일면적 이해에서 비롯한

협애한 발상이다. 도덕과 교육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도

덕과 교육에 대한 회의주의를 걷어내고 교과 정체성을 명확하게 제시하

기 위해서도, 도덕과 교육의 목표에 대한 정확한 이해는 필수적이다(정

창우, 2013: 50).

도덕과 교육은 학생들이 “나는 누구이고,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며,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 에 대한 도덕적 물음에 답하도록 안내한다.

이에 대한 답변을 추구하는 과정은 도덕적 가치관․인생관․세계관 혹은

도덕적인 삶의 철학 형성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는 과정이자, 도덕적 행

동을 위한 동기화를 촉진하는 과정이다. 즉, 도덕과 교육의 목적은 학생

들로 하여금 이에 대한 답을 찾는 과정에서 첫째, 삶의 목적과 방향을

고민하고, 둘째, 타인․공동체․자연과 올바르게 관계 맺는 법을 배워,

셋째, 자신의 도덕철학을 스스로 정립하도록 하여 궁극적으로 훌륭한 인

격을 형성시키는 것이다(정창우, 2013: 156-160).

윤리학은 이러한 도덕과 교육의 책무를 달성하는 데 근간이 되는 배

경학문이다. 윤리학은 보다 근원적 물음에 대해 학생들이 스스로 답을

얻도록 돕는 것이다. 학생들의 인격 형성과 도덕적 성장을 위한 배움의

수단으로서의 근원적 물음을 통해, 도덕과 교육의 과업을 달성할 수 있

다. 근원적 물음은 ‘왜 그러한가’ 의 측면에서 타당성 있는 근거를 묻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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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물음과 변화하는 세계 안에서 타자들과 함께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실천적 물음으로 나뉜다. 학생들은 도덕적 성찰 및 탐구를 통해 삶

의 세계의 초월적 근거에 대한 물음과, 삶의 세계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

야 하는가에 대한 물음을 ‘자기화’ 하면서, 도덕적 자기(修己) 형성과 타

자 형성(治人)을 이뤄내야 하는 것이다(정창우, 2013: 156-160).

『2012 도덕과 교육과정』 에서는 도덕과 교육의 목표를 “자율적이

고 통합적인 인격 형성” 으로 규정한다(교육과학기술부, 2012: 4).22) 이를

통해 도덕과에서 추구하는 바를 이해할 수 있다. 여기에서 ‘자율적’이라

함은 합리적인 판단과 굳은 의지를 바탕으로 옳고 바른 일을 스스로 실

천해 가는 것을 말한다. 즉, 도덕과에서 말하는 도덕적 행위는 인간이 자

율적으로 내린 도덕적 결정의 결과로서의 행위를 뜻함을 확인할 수 있

다. 자율적인 행위 속에서 인격적 주체로서의 인간의 반성적 고찰이 의

미를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도덕과는 행(行), 덕목, 태도 등을 중

시하면서도 이성을 바탕으로 한 지(知), 원리, 이론, 학문 등과의 통합을

체계적으로 시도한다는 측면에서 다른 형태의 도덕교육과 일정 정도 차

별성을 가질 수 있다. 다시 말해 도덕과의 목표 달성을 위해 도덕과는

사회화 과정을 통해 행위규범의 습득을 강조하는 관례적 도덕교육에서,

합리적 판단과 비판적 반성을 통해 숙고한 결과를 자기화할 수 있는 반

성적 도덕교육으로 나아가는 것을 지향해야 하는 것이다(정창우, 2013:

51, 55-56, 406).

‘자율적이고 통합적인 인격 형성’에서 ‘통합적’ 이라 함은 인지․정

22) “도덕 교과는 인간의 삶에 필요한 도덕규범과 예절을 익히고, 인간과 사회, 자연

ㆍ초월적 존재와의 관계 속에서 올바른 도덕적 책임과 의무를 이해하며, 다양한

도덕 문제에 대한 민감성과 사고력 및 판단력을 향상시키고 도덕적 앎을 실천으

로 연결할 수 있는 실천 동기 및 능력을 함양하여, 개인의 바람직한 가치관 확립

과 나아가 우리 사회와 세계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교과이다. 이

를 위해 도덕과는 학생들로 하여금 다양한 도덕 문제에 대한 성찰과 탐구를 통해

올바른 판단능력과 도덕적 덕성 및 바람직한 가치관을 확립하여 각자 자율적이

고 통합적인 인격을 형성하도록 교육하는데 역점을 둔다(교육과학기술부, 201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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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행동적 측면에서 배우고 익혀야 할 것을 조화롭게 갖추면서 성숙시

켜 가는 것을 뜻한다. ‘인격’ 이라 함은 바람직한 도덕적 자질과 품성,

덕성 등을 형성하여 지니게 된 ‘사람으로서의 됨됨이’ 를 말한다(정창

우, 2013: 406). 이는 인격, 즉 도덕성이 도덕적 사고나 도덕적 행동이라

는 단일한 구성 요소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며, 도덕적 행동에 영향을 미

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을 통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본 연구자는 이와 관련하여 정창우(2003: 120-124)가 제안한 ‘구성주

의적 인격 교육’ 에서의 도덕성의 구성 요소를 살펴보고자 한다. 구성주

의적 인격 교육은 도덕적 사고를 강조하는 구성주의적 도덕 교육과 도덕

적 행동에 중점을 두는 인격 교육을 통합하는 교량의 개념이다. 구성주

의적 인격 교육에서 도덕성의 구성 요소는 ‘도덕적 민감성’ , ‘도덕적

판단’ , ‘도덕적 정체성’ 그리고 ‘도덕적 행동’ 이다. 정창우에 의하면

도덕교육의 궁극적 지향점인 도덕적 행동의 표출에 대한 예언력을 높이

기 위해서는, 도덕적 정체성뿐만 아니라 도덕적 판단 및 민감성의 측면

을 함께 고려하는 것이 효과적이라 할 수 있다. ‘도덕적 민감성’ 은 공

감 및 역할 채택 기능을 바탕으로 상황적 정보로부터 원인-결과, 행동-

영향의 관계에 대한 다양한 시나리오들을 구성해 보는 것을 의미한다.

‘도덕적 판단’ 은 어떤 행위나 사람 또는 대상에 대해 내리는 도덕적 옳

고 그름, 좋고 나쁨에 관한 판단이다. 이는 특히 도덕적인 선택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가장 합당한 것인가를 도덕적인 의미에서 판단하

는 것을 의미한다. ‘도덕적 정체성’ 은 자신의 자아 개념을 선한 사람이

되는 것에 중심을 두는 것으로 도덕적 행동을 동기화하 자기 규제적 메

커니즘으로 기능한다. 이는 도덕적 판단과 도덕적 행동의 일관성에 있어

가장 강력한 결정 요인이다.

『2012 도덕과 교육과정』 은 위와 같은 ‘자율적이고 통합적인 인격

형성’ 이라는 도덕과 교육의 목표를 달성하고 교과 정체성을 강화하기

위해 ‘도덕적 탐구’ 및 ‘도덕적 성찰’ 을 강조한다. 유병렬(1992)은 행

동을 통한 규범적 실천의 내면화는 그 행동의 외적 조건 또는 습관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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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약해지면 그 행동을 보장하기가 어려운 것처럼, 도덕적 탐구와 성찰

을 배제한 도덕과 교육은 자칫 강제된 습관화 훈련이나 무의식적 모방이

될 위험이 있다고 지적한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도덕 공부의 유형은 ‘도덕적

실천’ , ‘도덕적 지식’ , ‘도덕적 탐구’ , ‘도덕적 성찰’ 을 전체적으로

포함하되, ‘도덕적 성찰’ 이 세 공부 방법을 하나로 꿰어주는 끈이자 중

심점으로 기능할 수 있어야 한다. 다시 말해 도덕과에서의 배움은 체계

화된 이론으로서의 윤리학이 아니라 윤리학적 탐구의 과정인 ‘윤리함

(doing ethics)’ 이어야 하며, 이와 더불어 몸 공부, 마음공부, 독서(경서

강독) 공부를 포괄하여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정창우, 2013 31-35).

도덕적 지식 공부, 도덕적 탐구를 통해 습득한 경험과 지식은 ‘도덕

적 성찰’ 로 인해 비로소 내면화․가치화․인격화가 촉진되고 도덕적 실

천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즉, 진정한 의미에서의 도덕과 교육의 목표

는 훈련이나 조련이 아닌 반성적 성찰을 통해 자율성을 내면화함으로써

달성될 수 있는 것이다.

자율적이고 통합적인 인격 형성을 위해서는 도덕적 성찰뿐만 아니라,

도덕적 탐구 역시 강조된다. 도덕적 탐구 능력을 갖추었다는 것은 능동

적인 도덕철학자로서, 직면하는 상황에 대해 합리적으로 숙고하여 선택

할 줄 안다는 것이다. 일방적으로 도덕적 지식을 주입받는 수동적 학습

자는 도덕적 탐구 능력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도덕적 탐구

는 도덕적 문제에 대해 자율적으로 사고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할 줄 아

는 도덕적 인간 형성이라는 도덕과 교육의 목표 달성을 위해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한편, 철학상담은 내담자가 철학적 탐구와 성찰을 통해 세계관을 개

선함으로써 당면 문제를 해결하고 자신을 치유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만일 철학상담이 이러한 목표를 완수하였다고 하여 상담을 종료하게 된

다면 심리치료와의 차별성은 무엇인가에 관한 논란에 직면할 수 있을 것

이다. 그러나 철학상담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내담자에게 의도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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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학적 추론 능력을 교육시켜, 상담사의 도움 없이도 스스로 문제를 해

결할 수 있는 자율성을 함양하는 것을 궁극적으로 지향한다. 이는 철학

상담을 심리치료와 분명하게 구별시켜 주는 중요한 차이점으로 간주될

수 있을 것이다.

분명 철학상담은 직접적으로 내담자의 도덕성 발달이라든가 인격 함

양을 목표로 두지는 않는다. 다만, 철학상담이 ‘문제 해결’ , ‘세계관 개

선’ , ‘자율성 고취’ 등의 철학상담 지향으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내담자

가 마주한 근심거리와 사유 방식에 대해 탐구하도록 하고 반성적으로

성찰하도록 격려한다는 점은, 도덕과 교육의 목표 달성에 기여할 수 있

다는 가능성을 드러낸다. 도덕과 교육은 학생들의 바람직한 윤리관과 세

계관 형성을 위해 도덕적 문제․이슈․주제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사고

하고 자신의 윤리적 안목을 성찰하도록 안내해야 하기 때문이다(정창우,

2013: 415).

철학상담 과정에서 내담자가 철학적 자기성찰을 통해 자신의 사고방

식에 깔려 있는 근본 가정과 개념을 검토하고, 철학적 탐구를 통해 실천

적 지식을 습득할 수 있다는 점은 ‘도덕적 사고력’ 및 ‘도덕적 판단력’

배양에 유의미하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즉 학생들은 철학상담을 통

해 자신의 이론과 패러다임, 그리고 세계관 등을 성찰하고 비판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 이에 더해 더 적절하고 지각 있게 잘 행동하기 위해 어

떻게 선택해야 하는지에 대한 실천지를 획득할 수 있다. 이로써 학생들

은 자율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자신

의 행동과 환경에 대해 잘 숙고하여 행동하고 결단을 내릴 수 있게 된

다. 요컨대 학생들은 철학상담을 통해, 개인적 문제에 직면한 상황에서

반성적 검토를 배제한 무의식적 신념에 의해 행동하기를 멈추고 스스로

이성적 숙고를 거친 현명한 선택 및 결단을 내릴 수 있는 자율적 인간으

로 도약할 수 있다.

철학상담 과정에서 자신의 당면 문제나 근심거리, 이슈를 파악하고

세계와 자신을 이전에 바라보던 방식보다 더 깊고 넓게 바라보려는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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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의 노력은, ‘도덕적 민감성’ 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숨겨진 가정, 함축된 가치들, 기저에 놓인 패턴을 벗겨내어 탐구하거나

이전과는 다른 관점에서 문제를 숙고해 봄으로써 ‘도덕적 판단력’ 을 기

르는 데 일조할 수도 있다. 마지막으로 세계관 해석 및 재구축을 통해

자신이 선택한 신념 및 가치가 세계 내에서 자신이 하는 행동과 일치하

도록 행동한다는 사실은 ‘도덕적 정체성’ 을 확립하여 ‘도덕적 행동’으로

나아가도록 하는 데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철학상담의 지향이 ‘문제 해결 및 내담자의 자율성 고취’

이며 이를 달성하기 위해 내담자가 비판적으로 사고하면서 대안을 모색

하는 탐구 활동을 중시한다는 점, 의식적으로 자신의 삶의 양식 및 내면

을 성찰한다는 점은 도덕과의 목표인 ‘자율적이고 통합적인 인격 형성’

을 위해 철학상담이 기여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시사 한다고 볼 수 있

을 것이다.

2) 도덕과 교육의 내용과 철학상담 과정

현재 도덕과 교육의 내용 구성 원리인 가치관계 확장법은 도덕적 주

체인 ‘나’ 를 중심으로 가치관계가 확장되는 방법이다(교육과학기술부,

2009: 177). ‘가치관계’ 란 도덕적 주체와 사고 대상(객체) 간 관계를 의

미하며, 도덕적 주체와 사고 대상 간의 관계는 ‘도덕적 가치’ 에 의해

규정되고 이를 통해 상호 연결되어 있음을 뜻한다. 그러므로 ‘가치관계

확장법’에 의한 도덕과의 내용 구성은 가치관계 속에서 도덕적 주체가

성찰하는 대상의 범위가 점차 확장되어가는 방식(나→우리․타인→사

회․국가․지구공동체→자연․초월적 존재)으로 이뤄진다(정창우, 2013:

410).

‘가치관계 확장법’ 은 도덕적 주체인 ‘나’ 를 중심으로 다양한 가치

관계를 포섭하는 네 개의 내용 영역을 <표 2>와 같이 설정하고 있다(정

창우, 2013: 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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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도덕과 내용 영역의 명칭과 구성 방향

영역의 명칭 영역별 내용 구성의 방향

Ⅰ. 도덕적 주체로서의 나
도덕적 가치의 주체적 기반으로서 도덕

적 자아가 확립되는 영역

Ⅱ. 우리․타인과의 관계
도덕적 자아와 우리․타인과의 인간관계

측면에서 인격적 가치가 추구되는 영역

Ⅲ. 사회․국가․지구 공동

체와의 관계

도덕적 자아와 사회․국가․지구 공동체

와의 관계에서 책임 및 의무와 사회적

정의의 가치가 추구되는 영역

Ⅳ. 자연․초월적 존재와의

관계

도덕적 자아와 자연․초월적 존재와의

관계에서 도덕적 가치의 고양이 추구되

는 영역

<그림 9>는 가치관계 확장법의 성격을 그림으로 나타낸 것이다(정창

우, 2013: 401).

<그림 9> 가치관계 확장법의 성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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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창우에 의하면 (가) 화살표는 도덕적 주체가 가치관계로 연결된 대

상에 대해, 도덕적으로 사고하고 성찰함으로써 도덕적인 의미를 능동적

으로 구성해가는 자율적 도덕인의 특성을 나타낸다. 그리고 (나) 화살표

는 주변 대상이 도덕적 주체의 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보

여준다. 이러한 가치관계 확장법은 도덕적 주체를 내세우는 능동적인 학

습자관을 기반으로, 학생 스스로 다양한 도덕적 문제들에 대해 사고하고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다

(정창우, 2013: 410, 443-444).

철학상담은 내담자가 경험하는 문제에 몰두함으로써 시작된다. 내담

자는 세계 내의 존재이다. 이를 감안할 때 내담자의 문제는 개인이 삶에

서 맺는 다양한 관계 속에서 시작되는 문제일 수밖에 없다. 즉, 철학상담

과정에서 다룰 수 있는 내담자 문제의 범위는 ‘나’ 를 중심으로 하는 문

제, 가족이나 친구와 같은 가까운 ‘타인’ 과의 관계와 ‘우리’ 라는 공동

체와의 관계에서 생겨나는 문제, ‘사회’ 와 ‘국가’ 및 ‘지구공동체’ 와

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문제, ‘자연’ 및 ‘초월적인 존재’ 와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벗어나지 않는다.

내담자가 겪고 있는 문제의 원인에 해당하는, 숙고되지 않은 신념이

나 가정 또한 세계 내 존재로서의 내담자가 맺은 다양한 관계로부터 영

향을 받았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이성적 추론을 거치지 않은 습관

화된 신념은 모두 주체인 ‘자신’ 뿐만 아니라 ‘타인’ , ‘사회’ , ‘국가’

, ‘지구공동체’ , ‘자연’ 및 ‘초월적인 존재’ 등과의 관계에서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내담자가 과장이나 오류를 포함한

사고 등 자신의 세계관에서 문제되는 측면을 고려한다는 것은, 주체의

세계관에 영향을 끼친 그 외의 것들과의 관계에 대한 고려를 포함할 수

밖에 없다.

내담자의 문제를 해결하고 세계관을 개선하기 위해, 내담자의 세계관

을 해석하는 과정은 도덕과 교육의 내용 구성 원리와 유사성을 나타낸

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세계관은 ‘자기 자신과 세계를 향한 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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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 다양한 태도를 의미화 하는 체계’ 이다(Lahav, Tillmanns, 정재원

역, 2013: 9). 이는 내담자의 삶의 양식이자 자기와 세계에 관한 진술, 자

신과 세계에 대한 견해와도 같다. 그러므로 세계 내 존재인 내담자의 세

계관은 필연적으로 세계를 구성하는 타인과의 관계, 공동체와의 관계, 초

월적 존재와의 관계를 내포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철학상담 과정에서 내담자의 세계관을 해석한다는 것의 의

미는, 내담자 자신뿐만 아니라 내담자가 타인이나 공동체, 초월적 존재에

대해 어떠한 개념 구조와 철학적 함축을 소유하고 있는지를 분석하는 것

과 같다. 이는 다시 말해, 내담자가 삶에서 만나는 타인, 공동체, 세계와

관련한 사건들을 어떻게 조직하고, 분석하고, 범주화하고, 정형화하고, 관

계를 만들고, 이해하고, 의미를 부여했는지를 펼쳐 보이는 것과 같다.

내담자가 자신에 대해, 타인에 대해, 공동체에 대해, 초월적 존재에

대해 어떠한 태도와 신념을 바탕으로 하여, 어떻게 관계를 맺고 있는지

파악하고 해석함으로써, 내담자는 이전에는 문제시조차 하지 않았던 가

정이나 모순 등을 발견할 수 있다. 즉, 자신의 사고와 경험의 세계를 통

찰함으로써, 세계를 지각하는 자신의 내적인 개념적 구조 혹은 ‘가치 평

가의 장소’를 이해할 수 있게 된다(Corey, 1996: 183; Raabe, 김수배 역,

2011: 43). 그리하여 자신과 자신의 세계관을 성찰 및 탐구할 수 있는 능

동적인 주체로서의 내담자는, 자신의 세계관에 수정을 가해 세계관을 풍

부하게 하거나 개발할 수도 있다. 이로써 내담자는 확장된 세계관의 맥

락 속에서 자신의 삶의 경험을 자율적으로 반성하고, 습관화된 신념을

배제하며 이성적 추론을 통해 행위를 선택하고 결단할 수 있다.

이는 내담자가 더 이상 ‘방관자적 관점(disengaged perspective)’ 에

서 세계를 바라보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는 자신의 환경을 의식

적으로 지각하며, 동시에 그 환경에 자신이 몰입되어 있고 그것에 의존

하고 있다는 느낌을 가지면서 바라본다(Lahav, Tillmanns, 정재원 역,

2013: 51-52, 58; Raabe, 김수배 역, 2011: 259). 자율적인 인간으로서의

내담자는 자신을 타인, 공동체, 그리고 세계라고 하는 더 큰 관점에서 바



- 87 -

라볼 수 있다. 그는 단순하게 따라가는 존재의 방식이 아니라 의식적으

로 선택한 세계 내 존재로서의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Raabe, 김수배

역, 2011: 265). 이에 더해 자신에게 그저 강요된 것을 따르지 않으며 이

성에 의해 인도되는 주체적인 삶을 살 수 있다.

결국 내담자는 자신의 일상이 특정한 문제들과 가지는 관계에서, 숙

고를 통한 패러다임에 맞춰 결단하고 행동할 줄 아는 자율적 인간으로

거듭날 수 있다. 결과적으로 내담자는 자신이 더불어 살아가고 있는 타

인과 공동체, 자연 공동체와의 관계를 더욱 잘 인식할 수 있는 것이다.

3) 도덕과 교수․학습 방법과 철학상담 방법론

(1) 교수․학습 방법으로서의 도덕적 성찰 및 도덕적 탐구

도덕과 교육의 목표는 도덕과의 교육적 지향점을 밝혀 주고, 교과의

내용 구성과 지도 방법 선정, 평가 및 기타 여러 가지 교육 활동의 방향

성을 설정해 주는 준거가 된다(정창우, 2013: 406). 그렇기 때문에 도덕

과 교수․학습 방법의 핵심은 도덕과 목표를 고찰함으로써 밝힐 수 있다

고 할 수 있다. 『2012 도덕과 교육과정』 에 제시된 중학교 단계의 목

표23), ‘생활과 윤리’ 의 과목 목표24), ‘윤리와 사상’ 의 과목 목표25)를

23) “중학교 단계에서는 도덕적 가치․덕목에 대한 이해를 심화하고, 현대 사회의

여러 가지 도덕문제에 대한 참여적 활동 과정을 통해 학생들이 도덕적 탐구와 성

찰을 함으로써 의사소통 및 갈등 해결 능력을 의사소통 및 갈등 해결 능력을 제

고하고 도덕적 민감성과 도덕적 판단력, 그리고 실천 의지를 함양하여 합리적이

고 바람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도덕적 능력과 태도를 지닌다(교육과학기술부,

2012: 6).”

24) “현대 생활의 제 영역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윤리 문제들을 주도적으로 탐구하고

성찰함으로써 인간과 세계를 윤리적인 관점에 비추어 올바르게 이해하고, 도덕적

판단력 및 의사 결정 능력을 함양하며, 공동체 안에서 도덕적 삶을 실천할 수 있

는 인성을 기른다.(교육과학기술부, 2012: 32).”

25) “동서양 및 한국의 윤리 사상과 사회 사상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는 소

중한 지혜를 체득하여 현대 사회 생활의 여러 영역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윤리적

문제들을 깊이 성찰하고, 이를 도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과 태도를 지닌

다.(교육과학기술부, 2012: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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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분석해 보면, 자율적이고 통합적인 인격 형성을 위해 도덕과 수업

에서 ‘도덕적 성찰’ 과 ‘도덕적 탐구’ 의 활용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

을 밝힐 수 있다. 이뿐만 아니라 『2012 도덕과 교육과정』 에서 제시한

교수․학습 방법26)에서 ‘도덕적 성찰’ 과 ‘도덕적 탐구’ 의 중요성을 재

확인할 수 있다.

정창우에 의하면 학생들은 도덕적 성찰을 통해 이미 ‘행한’ 경험적

사실을 도덕적인 관점에서 반성하고 살필 수 있다. 먼저 학생들은 ‘자신

의 밖’ 이 아니라 자신의 내면을 주시함으로써 자신의 존재를 자각할 수

있다. 다음으로 타인 및 공동체와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

가에 대해 사색함으로써 자기중심적 삶의 한계를 초월할 수도 있다

(2013: 34).

도덕적 탐구는 학생들로 하여금 도덕적 지식 학습을 바탕으로 하여

스스로 사고하고, 조사하고, 검토하는 과정을 거쳐 도덕적 문제를 합리적

으로 해결하도록 만든다. 이는 도덕적 추론을 통한 비판적 사고만을 일

컫는 것이 아니다. 정창우에 따르면 도덕적 탐구는 기존 학자들이 머문

그 자리에서 새로운 이론적 지형을 추가하고 재구성시키며 ‘자기화’ 하

는 작업도 포함한다. 학생들은 도덕적 탐구를 통해 공자와 칸트와 같은

학자들이 사상 정립 과정에서 가졌던 진리에 대한 그리고 진리를 향한

열정(passion)을 공유해 볼 수도 있다. 학생들은 또한 도덕적 탐구를 통

해 서로 연관이 없어 보이거나 대화 불가능할 것 같은 이론들 간에 새로

운 관계를 모색할 수 있다(정창우, 2013: 33).

이와 같은 도덕적 성찰과 탐구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도덕 교사들

26) “현대 사회와 일상생활에서의 도덕 문제와 현상을 학생들이 옳고 그름의 관점에

서 탐구하고 성찰하여 유덕한 인격과 건전한 인성을 발달시키는 데 적합한 방법

을 활용하도록 지도해야 한다. 학습 과정에서는 학생들이 도덕적 가치․덕목과

판단 원리에 따라 추론, 결정해 보고 바람직한 삶을 기르려는 의지를 기르며 자

신의 생활을 반성하여 보다 나은 삶을 실천할 수 있는 도덕적 행동 방안을 찾아

보도록 한다(교육과학기술부, 2012: 27).”

“교사는 학생들이 자기 주도적으로 도덕적 탐구에 참여하며, 이러한 참여적 활동

을 통해 도덕적으로 의미를 구성하고 반성적 자기성찰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교육과학기술부, 20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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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학습 주제로 새롭게 포함된 도덕적 성찰이라는 주제를 수업에서 적용

하기 가장 어려운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김국현, 2012:

101).27)

『2012 도덕과 교육과정』 를 살펴보면, 도덕적 성찰 및 도덕적 탐구

의 중요성에 비해 그 구체적인 활용 방안에 대한 설명은 미흡한 편임을

알 수 있다. 교육과정은 도덕적 성찰을 위한 방법으로 동양의 전통수양

법으로 활용해 왔던 것들과 명상, 일기쓰기만을 제시하고 있을 뿐, 도덕

과 수업 내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밝히고 있지는 않은 실정이다.

도덕적 탐구와 관련해서는 도덕적 문제 해결을 위한 도덕적 상상력과

도덕적 추론, 비판적 사고와 같은 핵심 개념들을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이해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으면서도, 이를 활용하는 방법으로 토론만이

명시되어 있다(교육과학기술부, 2012: 20-21). 앞으로의 교육과정에서는

도덕적 탐구를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소개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도덕적 성찰 및 탐구 학습을 위한 수업 방법 등에 대해 실질

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명확하고 구체적인 자료와 안내를 제공하고

도덕적 성찰과 탐구를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교수․학습 방법을 소개할

필요가 있다. 도덕과 수업을 통해 학생들은 도덕적 자기 성찰을 경험하

고 이를 통해 획득한 믿음, 가치관 등이 도덕적 삶의 바탕이 되도록 하

여, 자율적이고 통합적인 인격을 형성해야 한다. 이에 더해 학생들은 도

덕과 수업을 통해 도덕적 문제, 도덕적 이슈, 그리고 도덕적 주제에 대해

그들 스스로 생각하여 나름대로의 의미 있고 책임감 있는 결정을 내리는

능력을 발달시켜야 한다(정창우 외, 2007: 79-81). 이에 본 연구자는 학

생들의 자율적이고 통합적인 인격 형성을 위해 도덕적 성찰 및 탐구 활

동을 중심으로 하는 도덕과 교수․학습 방법의 일환으로, 철학상담이 활

용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27)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2011 도덕과 교육과정’의 적용 관련 실태 및 요구,

변화 내용별 적응상 쟁점과 해결 방안 등에 대한 설문 조사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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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수․학습 방법으로서의 철학상담 방법 검토

앞 장에서 살펴보았던 바와 같이 철학상담의 방법은 일반적으로 적용

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방법 초월적 방법, 명확한 단계나 절차를 활

용한 방법으로 분류할 수 있다. 전자는 구체적이고 상세한 철학상담 방

법을 제시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높은 수준을 갖춘 철학상담사를 요구

하고 있으므로 도덕과 수업에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이와 달리

후자의 방법은 실제적으로 도덕과 수업에 큰 어려움 없이 적용할 수 있

을 만한 분명한 절차를 제안하고 있다. 이러한 방법은 상담이 진행되는

동안 상담사 및 내담자들이 수행해야 하는 활동이 무엇인지 분명히 가늠

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다. 그러므로 상담 진행 과정을 헤아려 볼 수

있다는 점은 도덕과 수업에 활용할 수 있다는 근거가 될 수 있다. 일련

의 단계와 절차를 제시한 철학상담 방법은 다시 내담자의 문제 해결에

집중하는 방법과, 내담자의 철학적 탐구력을 증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방법으로 나눌 수 있다.

먼저 주로 내담자의 당면 해결에 집중하는 철학상담 방법 중에서, 내

담자에게 통찰을 줄 수 있는 철학 사상들을 활용하고 주로 도덕적 탐구

활동을 촉진함으로써 도덕성을 함양에 기여할 가능성이 있는 철학상담

방법은, 단계 설정 및 단계별 과업이 명확하고 구체적인 장점을 가지는

매리노프의 PEACE 기법이라 할 수 있다.

코헨의 논리기반치료 과정 역시 내담자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

해 내담자의 비합리적 추론을 검토하고, 철학의 제 영역을 탐색하여 신

념의 오류를 해독하고, 철학적 지혜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다.

하지만 이는 내담자의 비합리적 추론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내담자

의 에 적용하기에는 범위가 협소하다는 한계점을 가진다.

김선희의 자아정체성에 기초한 철학상담은 개인의 개별적 다양성을

인정함으로써, 학생들을 자율적인 윤리적 주체로 성장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닌다. 이는 각기 다른 욕구와 개성을 지닌 학생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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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괄적으로 개인 외부에 존재하는 도덕을 따르도록 하지 않고, 자신의

내면을 살피는 성찰을 통해 스스로 자신의 도덕철학을 정립하도록 도울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이 방법 역시 프린스-배커의 결혼상담과 마

찬가지로 적용 범위가 한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문제를 지닌다.

매리노프는 철학상담 과정에서 주로 철학 사상가들의 가르침을 전수

함으로써 내담자가 자신의 문제를 해석, 해결하고 관리하도록 돕는다. 그

는 상담사가 서양철학, 힌두교와 불교를 포함한 인도 철학, 유교와 도교

를 포함한 중국 철학 등 폭넓은 철학 이론을 활용함으로써 내담자가 문

제를 해결하기 위한 통찰을 획득하여 문제를 대하는 태도에 변용을 일으

키도록 협조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이 경우 상담사가

내담자에게 다양한 사상과 구체적 철학 이론을 제시함으로써, 내담자로

하여금 전체 상황을 바라보는 조망법을 획득하게 하여 자신의 상황에 대

한 처방을 내리는 데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즉, 매리노프의 PEACE 기법

은 학생들로 하여금 삶의 가치와 도덕적 의미를 능동적으로 탐색하는 도

덕적 탐구 활동을 통해, 위대한 철학자들의 사상을 현실 문제 해결을 위

한 도구로 활용하도록 촉구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학생들은 윤리 사상

을 재구성하거나 수정 및 보완하면서 ‘자기화’할 수도 있다. 이에 더하여

그 속에 숨어 있는 도덕적 메시지를 적극적으로 습득하여 자신만의 철학

적 관점을 구축하는 데에 도움을 받을 수도 있을 것이다(정창우, 2013:

32-33).

이 방법은 특히 윤리와 사상의 교수․학습 방법의 일환으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2012 도덕과 교육과정』 에서 윤리와 사상의

교수․학습 방법으로 “동서양의 윤리적 지혜를 오늘날의 삶과 연결할

수 있는 논의 주제를 제시하여 학생들로 하여금 진지하게 숙고하고 탐구

하도록 할 것” , “동서양의 윤리적 지혜를 현대적 상황에 맞추어 해석

하고 적용하여 자신을 둘러싼 다양한 윤리 문제와 도덕적 갈등을 슬기롭

게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형성하도록 지도할 것” , “동서양 및 한국의

윤리 사상과 사회 사상을 활용하여 학생들의 생활세계에서 중요한 도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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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쟁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창의적인 도덕적 대안 및 원리를 추론해보

도록 할 것(교육과학기술부, 2012: 57)” 을 강조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매리노프의 PEACE 기법은 학생들로 하여금 다양한

철학 사상을 접하고 이로부터 영적 자양분을 습득할 수 있도록 조력할

수 있다. 학생들은 철학사상을 박제된 지식으로서 피동적으로 습득하는

데에 머무르지 않고, 이로부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통찰을 얻고 자기

화하여 삶의 지혜와 기술을 함양할 수 있을 것이다.

매리노프는 내담자에게 통찰을 줄 수 있다면, 철학 사상뿐만 아니라

문학 작품 등을 활용하기도 한다. 그러므로 학생들은 철학은 물론이고

문학․예술 등을 포함한 인문학을 토대로 하여 인문학적 교양과 상상력

및 실천적 지혜를 기를 수 있을 것이다. 이는 『2012 도덕과 교육과정』

에서 도덕과 교수․학습 방법으로 제시된 ‘인문치료 접근’ 으로도 활용

될 수 있는 근거라 할 수 있다. 인문치료 접근이 마음의 건강 및 인간다

움을 회복하기 위해 인문학적 정신과 방법을 활용하는 활동이라 할 때,

철학은 인문학의 중심이라 할 수 있는 까닭에 철학상담을 인문치료 접근

의 일종으로 채택하는 것은 무리가 없다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문제 해결 보다는 주로 철학적 탐구 능력을 증진시키는 데

집중하는 방법 중에서도, 특히 학생들의 도덕적 성찰 활동을 장려함으로

써 인격 함양을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적절한 철학상담 방법은 라베의 4

단계 모델이라 할 수 있다.

호프만의 지평 상담은 철학상담의 과정에서 지향해야 할 바를 비유나

상징을 활용하여 설명한다는 특징이 있다. 이는 내담자가 직관을 활용하

여 폭넓은 관점에서 문제를 새롭게 바라보도록 하는 데 목적을 두지만,

직관의 개발이라든가 훈련은 어떻게 이뤄져야 하는지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이 부재하다는 점, 단계에 대한 설명이 불명확하거나 추상성 및 모

호성을 띠는 점 등으로 인해 철학상담에 미숙한 도덕교사가 이를 온전히

이해하여 수업에 적용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다고 할 수 있다.

프린스-배커의 결혼 상담은 여섯 단계에 걸쳐 내담자의 변화하는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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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에 응답할 수 있으며, 문제해결을 중심으로 하는 철학상담 방법 중에

서도 내담자에게 철학적 추론 기술을 가르친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가진

다. 그렇지만 프린스-배커 자신이 결혼 상담으로 영역을 국한하여 제시

한데다가, 대인관계를 벗어난 문제에 적용할 수 없다는 점에서 어느 정

도의 한계를 노정하고 있다.

라베의 4단계 모델은 문제 해결에서 나아가 의도적으로 철학적 탐구

의 다양한 과정이나 기술, 전략을 교육하여 자율성을 향상시킴으로써 심

리치료와 구별되는 철학상담의 정체성을 확고히 할 수 있다. 그뿐만 아

니라 내담자의 당면 문제를 넘어서는 문제들에 대한 철학적 토론을 가능

하게 하여 내담자의 다양한 요구에 응답할 수 있다. 이로써 내담자가 미

래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예측하고 피할 수 있는 능력을 획득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다.

도덕적 성찰을 주제로 한 수업에서 학습 활동의 출발점은 자기 자신

의 경험을 일정한 거리를 두고 복원해보는 것이다. 라베의 4단계 모델은

1단계와 2단계에서 학생이 경험을 정확하게 되살려 기술하도록 도울 수

있다. 이는 학생들로 하여금 자신의 사고, 감정, 행동, 가치를 객관적으로

살펴볼 수 있도록 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김국현, 2013: 210).

김국현에 의하면 도덕적 성찰의 중요한 목적 중 하나는 과거의 경험

에서 무엇인가를 배우는 것이다. 과거의 경험 중에서도 도덕적 가치와

신념이 현재의 나의 도덕적 가치와 신념 및 삶의 태도와 어떻게 관련되

고 있는지, 어떤 영향을 어떻게 미치고 있는지를 스스로 깨우치는 것은

중요하다. 그러한 깨우침은 도덕적 정체성을 형성하고 도덕적 동기로 작

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김국현, 2013: 209). 같은 맥락에서 학생들은 라

베의 철학상담 방법 4단계에서, 반성적 성찰을 통해 자신의 세계관을 해

석하고 이것들이 자신의 삶에 끼친 영향이 무엇인지 알 수 있고 자신의

신념 체계를 수정하고자 할 수 있다.

도덕적 경험에 대한 성찰은 또한 학생들이 자신의 경험을 더 넓은 맥

락, 즉 사회적, 정치적, 교육적 맥락에서 볼 수 있게 해준다(김국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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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23). 마찬가지로 학생들은 철학상담을 통해 자신의 신념 및 세계관

에 대해 성찰함으로써 자신과 자신의 신념의 특수성을 명확히 파악하여

가족이나 공동체, 세계라는 더 큰 맥락 속에서 바라보게 되는 초월을 경

험할 수 있다. 이는 도덕적 성찰이 자신의 삶에서 일어난 일들의 의미를

숙고하고 관계성을 기초로 생각할 기회를 준다는 점에서 개인의 도덕적

성숙을 촉진한다는 김국현(2012: 9)의 주장과도 밀접한 연관을 가진다.

도덕과에서 이뤄지는 배움이 도덕적 성찰과의 연결 고리를 가지면서

전개되어야만 인격 형성이 촉진될 수 있다고 할 때, 라베의 4단계 모델

은 학생으로 하여금 자율적 행위자로서, 타인과 공동체를 고려하면서도

“나는 누구인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와 같은 보편적 질문

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는 점에서 도덕과 수업에 적용할 만한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겠다. 아울러 철학상담을 통해 학생이 자신의 내

면을 주시하면서 반성적으로 성찰한 결과의 깨달음은 세계관의 개선으로

이어져, 미래에 마주할 행위 선택과 결정의 순간에 반영할 수 있으므로

성찰과 실천의 환류를 반영할 수 있다는 장점 또한 찾아볼 수 있을 것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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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철학상담의 도덕교육적 적용 방안

이 장에서는 철학상담의 도덕교육적 적용 방안을 각각 도덕과 내용,

도덕과 교수․학습 방법, 도덕교사 역할과 관련하여 제안하고자 한다. 먼

저, 철학상담의 핵심 주제는 무엇이고 이를 활용하여 도덕과 내용을 보

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 검토할 것이다. 다음으로 도덕과 수업을

위해 적용할 수 있는 새로운 철학상담 방법을 제안하고, 이를 바탕으로

‘내 안의 분노 다스리기’ 프로그램을 고안하여 제시할 것이다. 마지막으

로 철학상담사의 역할로부터 획득할 수 있는 도덕교사 역할에 대한 보완

점은 무엇인지 살펴볼 것이다.

1. 철학상담을 활용한 도덕과 내용 보완

1) 도덕과 교육의 주제와 철학상담의 주제

윤리함은 도덕과의 배움의 과정을 표상할 수 있는 개념이다(정창우,

2013: 30). 이는 학생들이 도덕적 지식의 습득과 동시에 반성과 성찰을

통해 일상의 도덕적 상황에 대해 능동적으로 사유능력을 활용함을 의미

한다. 윤리함의 과정에서 “나는 누구이고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며 어

떻게 행동해야 하는가?” 에 대한 도덕적 물음에 대한 답변을 추구함으로

써 성찰의 결실을 얻을 수 있다.

앞 장에서 살펴보았듯 도덕과 교육의 중요한 과업이 학생들로 하여금

“나는 누구이고,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며,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 에

대한 도덕적 물음에 답하도록 안내하는 것이라 할 때, 도덕과에서 다뤄

지는 주제들은 개인적 차원과 사회적 차원을 모두 포괄한 물음에 답하도

록 도와주어야 한다. 도덕과 교육은 학생들로 하여금 개인의 도덕성 함

양 뿐 아니라, 사회적 왜곡과 불의를 해소하고 사회 변화를 진전시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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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도와야 하기 때문이다(정창우, 2013: 156). 앞 장에서도 살펴보았듯이,

도덕과 내용은 가치 관계 확장법을 바탕으로 도덕적 주체로서의 나, 우

리․타인과의 관계, 사회․국가․지구 공동체와의 관계, 자연․초월적 존

재와의 관계의 네 가지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네 가지 영역은 각

각 독립된 틀로서 전체를 구성하고 있지만, 학생들의 도덕성을 함양한다

는 측면에서 상호 간의 밀접한 연관성을 지녀야 한다. <표 3>은 도덕과

내용 영역에 따른 핵심 주제이다(정창우, 2013: 408-409, 414).

<표 3> 도덕과 내용 영역에 따른 핵심 주제

내용

영역

Ⅰ.

도덕적

주체로서의나

Ⅱ.

우리․타인과

의 관계

Ⅲ.

사회․국가․지

구공동체와의

관계

Ⅳ.

자연․초월적

존재와의

관계

핵심

주제

도덕적 탐구

및 성찰 주체

로서의 자기

이해와 자신

에 대한 도덕

적 성찰 기회

부여

다양한 인간

관계를 형성

하고 있는 사

람에 대한 도

리 이해와 그

들과의 관계

에 대한 도덕

적 성찰 기회

부여

다양한 공동

체의 구성원

으로서 바람

직한 모습 이

해와 자신이

직․간접적으

로 관련된 공

동체와의 관

계에 대한 도

덕적 성찰 기

회 부여

자연과 우주,

종교, 예술, 학

문의 고유한

가치를 지향

하는 인간의

심성과 활동

을 도덕적 관

점에서 검토

할 수 있는

기회 부여

이를 위해 도덕과 교육에서 다룰 수 있는 주제는 도덕적 자기 이해와

삶의 방향성 및 실천 방법에 관한 것이다. 학생들은 자기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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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lf-understanding)에 도달하게 될 때,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 수 있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 궁구하다 보면 초월적 자아와 만나게 될 수 있기 때

문이다. 이에 대한 답변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얻은 성찰의 결실을, 학생

들이 현실적 삶에서 의도적으로, 지속적으로 실천해 나가는 과정은 곧

도덕적 성장의 과정이라 할 수 있다(정창우, 2013: 161-166).

한편 철학함은 철학이 철학적 사유의 학문적 축적물로써 머무르지 않

고 인간의 삶의 다양한 측면들을 비판하고 반성하는 사유 활동을 요구한

다. 이러한 철학함을 실천하는 철학상담은 인간의 삶의 다양한 영역과

관련한 문제로부터 자신을 인식하고 비판적으로 성찰하도록 촉구한다.

이때 비판적 성찰은 윤리함에서의 그것과 마찬가지로 인간의 삶에서 당

면한 문제들에 대한 물음을 통해 자신의 가치관, 신념체계 등을 파악하

고 개선하도록 한다.

철학상담이 대상으로 하는 영역이나 주제는 의학적 수준의 심리치료

의 대상을 제외한 심리상담의 범위보다 다소 넓다고 할 수 있다. 독일의

철학상담사 레베카 라인하르트(Rebekka Reinhard, 2009)는 철학상담이

다룰 수 있는 주제를 가치나 인생관 문제(의미와 무의미의 혼동, 정체성

의 위기 등), 대인관계 문제(의사소통의 장애, 대인기피 등), 삶의 방식

문제(일상에서의 좌절감, 만성적 불만, 만성적 지루함, 방향 상실 등), 그

리고 삶 자체에 대한 문제(자살충동, 죽음에 대한 두려움, 존재의 유한성

인식 등)로 범주화하여 설명하였다(박장호, 2014: 21). 이를 표로 나타내

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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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철학상담이 다루는 주제

철학상담

이 다루는

주제

가치나 인생관 문제

-의미와 무의미의 혼동

-정체성의 위기 등

삶의 방식 문제

-일상에서의 좌절감

-만성적 불만

-만성적 지루함

-방향 상실 등

대인관계 문제

-의사소통의 장애

-대인기피 등

삶 자체에 대한 문제

-자살충동

-죽음에 대한 두려움

-존재의 유한성 인식 등

도덕 교과에서 학생들이 자기 이해 및 삶의 방향성, 실천 방법에 대

한 질문에 답하려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도덕적 가치관․인생관․세계관

혹은 도덕적인 삶의 철학 형성을 위한 토대를 마련할 수 있듯이, <표

4>에서와 같은 철학상담이 담당하는 주제들은 도덕과의 세 가지 물음

즉, ‘나는 누구인가?’ ,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가?’ , ‘어떻게 행

동해야 하는가?’ 의 물음과 맞닿으면서도, 학생들로 하여금 철학적 탐구

및 성찰을 통해서 자신의 세계관을 개선하고 인생철학을 정립하도록 돕

는다. ‘가치나 인생의 문제’ , ‘삶의 방식 문제’ 는 주로 개인 내부와 관

련한 문제로, 철학상담에서 내담자가 이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은 ‘나는

누구인가?’ 에 대한 답을 구하는 것과 같다. 철학상담에서 ‘대인관계 문

제’ 를 다루는 활동은 주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 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는 것과 같으며, ‘가치나 인생관 문제’ , ‘삶의 방식 문제’ 에 대

한 탐구 및 성찰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가?’ 하는 가치 영역과 관

련된 물음에 대한 답을 추구해 나가는 것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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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철학상담 주제를 활용한 도덕과 내용 보완 가능성

위에서 살펴본 철학상담에서 다루는 주제가 도덕과 내용에 보탬이 되

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논의가 필요하다. 정창우(2006: 177)에 의하면,

도덕과에서 주제 중심의 내용체계화를 위한 출발점인 주제 선정단계에서

는 다음과 같은 기준 및 원칙에 대한 고려가 반드시 요구된다. 첫째는

‘다룰 주제가 학생들의 관심(고민) 및 실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가?’ 이다. 철학상담은 내담자가 당면한 문제를 상담사에게 털어놓는 것

으로부터 시작하여, 점차 추상적이고 보편적인 본성을 지닌 문제들에 접

근해 가는 과정이다. 그러므로 철학상담에서 다루는 주제가 도덕과의 주

제로 포함될 경우 학생들로 ‘학습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continuing

impulse to learn)’ 을 환기하고 도덕과 교육의 적합성을 높일 수 있다.

또한 학생들은 단순히 정신 속에 받아들여지는 무기력한 지식(inert

knowledge)이 아니라, 시급히 해결하고자 원하는 자신의 문제를 학습의

주제로 삼을 수 있기 때문에 활성화되지 않은 지식 학습이 가져오는 한

계를 극복할 수 있다. 실제적인 삶과 연관된 도덕과 내용의 학습은, 학생

들에게 학습에 대한 주인 의식을 고취하고 내적 동기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두 번째로 고려해야 할 기준은 ‘학생들의 자아 성찰적․비판적 사고

를 촉진할 수 있는 주제인가?’ 이다(정창우, 2006: 177). 철학상담에서 철

학적 탐구 즉, 비판적 사고와 창의적인 사고는 내담자가 당면 문제를 분

석적이고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내담자 개인의 패러

다임, 세계관 등을 초월적으로 탐구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이에 더하여 철학상담 과정 자체가 내담자의 삶의 방식에 대한 철학적

성찰 과정이라 볼 수 있으므로, 철학상담에서 다루는 내담자의 문제들

중 일부는 도덕과 교육의 주제로 선정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세 번째로 도덕과 내용을 위한 주제 선정을 위해 고려해야 할 기준은

‘실천적 행동으로의 연결 가능성’ 이다(정창우, 2006: 177). 철학상담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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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시작하게 한 내담자의 근심거리, 이슈 등은 내담자가 이전에 따르던

좁은 신념의 그물망을 벗어나면서 해소된다. 이후에 내담자가 비슷한 문

제 상황을 맞이했을 때, 세계 내에서 자신이 하는 행동이 개선된 패러다

임에 일치하도록 숙고하고 행위 하게 된다는 점에서 이 기준에 부합할

수 있다.

네 번째로 고려해야 할 기준은 ‘가치충돌 혹은 가치갈등 문제의 포함’

이다(정창우, 2006: 177). 내담자를 곤혹스럽게 만드는 문제는 사전에 검

토되지 않은 신념, 가정, 그리고 선입관적인 개념들이 모순을 일으키고

충돌하는 데서 비롯한 철학적 갈등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철학상담

에서 다루는 주제는 필연적으로 가치충돌이나 가치갈등을 내포한다고 볼

수 있다. 이는 비판적 사고와 도덕적 추론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에

서 도덕과 교육의 주제로 제시될 수 있는 근거를 드러낸다.

마지막으로 검토해야 할 기준은 ‘자료수집이 용이한 주제인가?’ 이다

(정창우 , 2006: 177). 철학상담은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철학적 갈등을

주제로 하여, 내담자의 감정의 원인이나 사고와 행동의 의도 등에 대한

자기 검토를 감행하도록 도와준다. 철학상담은 주제는 다름 아닌 내담자

자신으로부터 도출된다는 점에서, 철학상담이 취급하는 주제는 도덕과

내용의 주제로 선정되기 위한 ‘자료수집의 용이성’ 기준을 무사히 통과

할 수 있다.

이렇게 도덕교과가 다루는 주제와, 그리고 철학상담이 다루는 주제

역시 삶의 영역으로 크게 다르지 않음을 알 수 있으며 도덕교과와 철학

상담 모두 인간의 삶의 근원적인 물음에 대해 답변하는 과정을 통해 이

러한 주제에 대한 성찰이 일어난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진다. 그러므로

도덕교과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철학상담은 도덕교과의 내용적 측면을

보완하는 기능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윤리함이 철학함과 마찬가지로 탐구와 성찰을 통한 사유 활동

이라는 측면에서, 윤리학과 철학상담의 역할이 혼동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비판이 있을 수 있다. 그렇지만 윤리학은 철학상담과 마찬가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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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이 도덕적 딜레마에 봉착했을 때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하기 위해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윤리 사상과 이론들을 학

생들의 삶에서 도덕적 이상이나 도덕성의 본질을 이해하는데 활용하고

그것들이 도덕적 삶의 준거로서 역할을 하도록 하며, 궁극적으로 학생들

의 도덕적 성장을 도모한다(정창우, 2013: 157)는 점에서 도덕과 교육 내

에서의 윤리학의 위상을 확인할 수 있다.

그렇지만 윤리학이 실천을 전제하되 추상적 경향이 강하다는(정창우,

2013: 154) 한계로 인해 여러 학문 간에 활발한 소통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맥락에서, 철학상담은 도덕교과의 핵심 배경학문인 윤리학을 보

완할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부여받을 가능성을 가질 수 있다. 즉, 철학

상담은 윤리학의 역할에 더해 이를 실천적인 의미에서 보완할 수 있는

하나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

도덕과 내용 영역은 자율적인 인간 육성을 위해 ‘도덕적 주체로서의

나’ 영역이 기반이 되고, 다른 세 가지 영역에 대한 학습은 이 영역과의

연관성을 지니면서 이뤄진다(정창우, 2013: 409). 인간이 삶의 주체로서

외부 세계와 가치 관계를 맺는 존재이기도 하지만 이와 동시에 주변 대

상이 세계내 존재로서 인간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는 점에서, 철학상담

의 주제 역시 한 인간이 일상의 삶 가운데 직면하는 문제를 포괄하기 때

문에 도덕과 내용을 구성하는 모든 영역에서 직․간접적으로 다루어질

수 있다.

예를 들어 ‘삶의 방식 문제’ 와 관련한 주제는 개인이 만성적 지루함

이나 불만을 느끼는 관계에 따라 ‘도덕적 주체로서의 나’ 영역을 포함하

여 전 영역에서 다뤄질 수 있다. 마찬가지로 ‘가치나 인생관 문제’ 와 연

관된 주제는 인생의 의미나 가치 등에 대한 전반적인 견해이므로 네 영

역 모두에 걸쳐 깊은 연관성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철학상담의 주제를 활용한 도덕과 내용 구성은 학생들과

유리된 보편성이나 초월성의 차원만이 아니라 실생활 문제들과 직접적으

로 연관된 주제를 활용함으로써 학생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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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수업 내용을 더욱 풍부하게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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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철학상담을 활용한 도덕과 교수-학습 방법 제안

이 절에서는 도덕과 수업을 위한 철학상담 방법을 제안하고, 실제 수

업에서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를 ‘내 안의 분노 다스리기’ 프로그램을

통해 설명하고자 한다. 지금까지의 논의에 따르면 도덕과 교육에 철학상

담을 적용함으로써 기대할 수 있는 효용은 ‘자기인식과 성찰 및 탐구로

부터 비롯되는 세계관 해석과 세계관 개선’ 이며, 이것은 도덕과 교육의

목표 달성에 직․간접적으로 기여한다고 볼 수 있다. 도덕과 수업을 위

해 본 연구자가 제안하고자 하는 철학상담 방법은, 철학상담에서 기본적

으로 활용되는 기법인 상담사(즉, 교사)와의 ‘대화’ 를 중심으로 전개되

지는 않는다. 한 명의 교사가 수십 명을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도덕과

수업의 현실적인 제약을 극복하고, 철학상담을 통해 기대할 수 있는 바

를 최대한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철학상담의 기법에 수정을 가해

교사와의 ‘대화’ 가 아닌 ‘내러티브’ , 또래와의 ‘대화’ 등을 활용하고

자 하였음을 미리 밝혀두는 바이다.

1) 도덕과 수업을 위한 철학상담 방법 제안

도덕과 교수․학습 과정은 도덕과 교육의 목표 달성을 위해 학생들로

하여금 자신의 문제에 대한 인식과 이해, 성찰, 다양한 해결책의 모색 등

의 활동을 장려해야 한다. 매리노프의 PEACE 기법은 내담자의 문제해

결 과정으로서의 탐구를 강조함으로써 내담자의 창의적 사고력을 신장시

킬 수 있다. 문제해결 과정은 가설과 대안이 중심을 이루고 가설과 대안

은 현재 존재하지 않는 것을 찾아내는 상상의 영역이기 때문이다.

존슨(M. Johnson)에 따르면 도덕적 문제 해결에는 창의적 사고가 필

수적이다(노양진 역, 2008: 375-397; 김혜숙, 2011: 7). 김혜숙(2011: 7)은

이러한 도덕적 사고가 가져야 할 창의적 특성을 다음 세 가지로 설명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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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첫째, 도덕적인 문제 앞에서 물러서지 않고 어떻게든 해결해보고자

하는 도전적인 성격을 가진다. 둘째, 가설을 세우거나 대안을 찾거나 결

과를 예측하는 등의 사고과정은 상상을 통해 이뤄진다는 점에서 상상적

이다. 셋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합당한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는 점에

서 산출적이다.

매리노프의 PEACE 기법은 위와 같은 창의적인 도덕적 사고를 육성

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는 문제중심 접근법으로, 내담자들이 문제

상황에서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찾아 그 적절성을 검토하고 가장

적합한 대안을 선택하도록 조력하기 때문이다.

다만, ‘문제 인식→문제에 대한 정서적 반응 분석→문제의 원인, 발

생 경위 파악 및 해결 대안 탐색’ 의 3단계에서 내담자가 자신의 사고

과정을 성찰한다거나 상담사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세계관을 펼쳐 보이

는 과정은 존재하지 않거나 매우 소홀한 것으로 보인다. 내담자의 결정

장애(decision paralysis)를 극복하는 데 집중한 나머지, 내담자의 사유

패턴 속에 숨어 있는 가정이나 신념을 발견하고 이를 수정하여 세계관을

개선하는 자기배려의 과정이 어느 단계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이뤄지는

것인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은 이 방법의 한계라 할 수 있다.

라베 역시 이 모델이 오로지 문제 해결이라는 요소에 초점을 둔 나머

지, 그 밖에 내담자가 미래의 개인적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 자신의 능력

향상을 도모하고자 철학적 추론 기술을 배우려 한다든가, 개인적인 문제

를 처리하는 데 간접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관심 주제에 대해 토론하고

자 하는 욕구를 다루지 못한다고 지적한다(Raabe, 김수배 역, 2011:

207).

그러므로 도덕과 교수․학습 방법으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1단계 문제

인식 과정에서 충분히 자신의 상황을 성찰하는 시간을 부여하고, 3단계

에서 문제 분석과 아울러 내담자가 자신의 사고 과정을 검토할 기회를

제공해야 할 필요가 있다. 3단계 후반부는 내담자 신념체계의 수정이 일

어나는지, 그렇다면 어떠한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 등에 대한 설명이 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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렷하지 않은 채로 대안의 탐색에 돌입하는 경향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

를 그대로 적용할 경우 초등학생들이나 중학교 저학년 학생들은 발달 특

성상, 문제 해결을 위한 대응 방안 제시나 평가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

다.

이와 더불어 제한된 시간 속에서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이뤄지는 도

덕과 수업에서, 철학상담은 일대일이 아닌 일대다수를 대상으로 이뤄져

야 하기 때문에 같은 주제로 여러 차례 수업하기에는 힘들다는 어려움이

있다. 이와 같은 문제로 일일이 학생들로 하여금 세계관을 개선하도록

독려하기 힘든 만큼, 3단계에서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을 열거하고 평가

하기 이전에, 관련 철학자들의 사상을 접하도록 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

이다. 즉 철학 사상을 참고로 통찰을 얻도록 하여 자신의 세계관을 개선

한 이후에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을 탐색하게 될 경우, 학생들은 재구

축한 세계관을 바탕으로 합리적 추론을 통해 더욱 풍부하고 합당한 대응

방안을 고안해 낼 수 있게 될 것이다.

라베의 4단계 모델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매리노프의 PEACE 기법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학생들의 자기배려를 독려할 수 있

다. 1단계에서 학생들이 자신과 자신의 문제에 대해 자유롭게 이야기함

으로써 외부로부터 내부로 자신의 시선을 이동시킬 수 있다. 2단계에서

는 제3자의 입장에서 자신의 세계관과 곤경 상황에 대응하는 방식의 일

관성을 검토하거나 감추어진 가정과 논리적 결함을 검토함으로써 자신과

타인 그리고 세계에 대한 태도의 문제를 자각할 수 있다.

둘째, 학생들이 도덕적 탐구를 위해 필요한 총체적인 도덕적 사고력을

증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다. 3단계에서 학생들로 하여금 철학

적 탐구 기술을 학습함으로써 자기 진단 능력을 갖추도록 할 수 있다.

이후 4단계에서 세계관을 구성하고 있는 가정과 신념이 자신과 타인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이성적 추론을 활용한 반성과 숙고에 의

한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한다.

그렇지만 라베의 4단계 모델 역시 몇 가지 한계로 인해 도덕과 수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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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문제가 있다. 먼저 단계별로 수행해야 할 내용

이 다른 철학상담 방법에 비해 지나치게 많다. 정해진 수업 시간 내에

수업 주제와 관련한 학생들의 문제 해결 및 세계관 개선 이외에, 학생들

의 또 다른 관심 주제에 대해 토론한다거나 오랜 시간 동안 철학적 탐구

기술을 가르치기는 교육과정 운영 상 무리가 있다.

다음으로 매리노프의 PEACE기법에 비해 단계 구분이 명확하지 않아

도덕과 수업에 당장 활용하기에는 추상적이고 모호하다는 한계를 가진

다. 그리하여 본 연구자는 매리노프의 PEACE 기법과 라베의 4단계 모

델의 장점을 바탕으로 도덕과 수업에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모형을 아

래와 같이 제시해 보고자 한다.

<그림 10> 도덕과 수업에 활용할 수 있는 철학상담 방법

나의

이야기
→

자기

검토
→

철학적

통찰
→

신념

개선 및

평형

1단계 ‘나의 이야기’ 는 매리노프의 PEACE 기법 중 ‘문제’ , ‘정

서’ 단계와 ‘분석’ 단계에서 문제 원인과 발생 경위를 파악하는 부분,

라베의 4단계 모델 중 ‘자유롭게 떠돌기’ 를 바탕으로 하여 구상한 것이

다. 이 단계는 학생들이 수업 주제와 관련하여 자신의 문제 상황을 풀

어내기 위해 활용될 수 있는 방법으로는 마인드맵 활동, 짧은 수필 쓰기,

시 쓰기, 네 컷 만화 그리기, 완성되지 않은 소설 이어쓰기 등을 찾아볼

수 있다. 일대다수의 수업 환경 속에서 교사가 모든 학생들의 이야기에

경청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1단계에서는 자신들의 도덕적 이야기를 말하도록 하는 내러티브

(narrative) 접근법을 활용할 수 있다. 이는 인간이 이야기를 통해 다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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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삶의 조각들을 이해할 수 있듯이, 자신의 도덕 경험을 이해하고 인식

하기 위해서는 이야기의 도움을 받지 않을 수 없다는 데서 착안한 것이

다.

윤영돈은 사회구성주의적 내러티브 치료의 도덕교육적 적용 가능성을

고찰함으로써 교사의 내러티브와 학생의 내러티브의 만남과 조율을 통해

사회구성주의적 내러티브 접근에서의 치료가 진행될 수 있다고 설명한

다. 즉, 학생 각자의 내러티브와 교사의 내러티브가 소통될 수 있는 교수

학습 과정을 통해 ‘왜 삶이 고통스러운가?’ , ‘삶의 의미와 목적은 무엇

인가?’ ,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등에 대한 학생 각자의 이야기를

진정성 있게 구성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다

(2014: 253-254).

이 단계에서의 내러티브 접근법은 전통적인 방식의 스토리텔링의 한

계를 극복하고 학습자들의 인격 함양과 도덕성 발달을 효율적으로 수행

할 수 있다. 학생들은 실생활의 도덕적 이야기, 즉 자신들의 생각과 감정

과 행동이 담겨있는 이야기를 할 수 있다. 우리의 도덕적 삶은 이상적이

거나 추상적․보편적 원리와는 다른 맥락적․관계적 특성을 가진다(김은

수, 2013: 146). 그러므로 학생들로 하여금 현실생활과 유리된 훌륭하고

아름다운 동화가 아니라 자신의 경험을 말하도록 함으로써, 자신의 삶에

대한 성찰을 용이하게 하고 이로부터 얻을 수 있는 깨달음을 통해 도덕

적 실천의지를 함양하도록 할 수 있다.

이 단계에서의 다양한 내러티브 접근법 중에서도 수필 쓰기는 자신의

체험에 의미를 부여하고 사색에 머물게 함으로써 자기 성찰을 장려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다. 권대근(2010: 292, 297)에 의하면 수필은 인식과

발견, 깊은 성찰에 의해 자신의 일상적인 체험을 문학적인 체험으로 바

꿀 수 있다. 그는 수필이 성찰의 문학이며, 태생적으로 사색의 편린이기

에 종국에는 자기 성찰과 관조에 머물 수 있는 반성의 문학이라고 설명

한다. 푸코(1988, 이희원 역, 1997: 51-52; 허영주, 2013: 366) 역시 자기

자신을 배려하는 일은 글쓰기를 통해 이뤄질 수 있으며, 글쓰기 활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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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는 자기 자신이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자기 표현적 글쓰기는 자기배

려의 시작인 자기이해를 더욱 견고하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2단계 ‘자기 검토’ 단계에서는 자신의 문제에 거리를 두고 객관적으

로 자신의 사고 과정을 점검할 수 있다. 이 단계에서는 매리노프의

PEACE 기법의 ‘분석’ 단계에서처럼 문제 상황에 대해 대한 대안을 모

색하고 평가하지 않는다. 다만 라베의 ‘당면 문제 해결’ 단계에서 내담

자의 문제를 이해하기 쉽게 단순화하고 추론에서의 논리적 결함을 드러

내는 등의 수행 내용은 유사하되, 해결 방안을 도출하여 문제를 해결하

는 데까지 나아가지는 않는다.

이 단계에서는 어깨 짝과의 인터뷰 시간을 가질 수 있다. 이 활동은

자신의 사고 및 행동에 관한 어깨 짝의 질문에 답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인터뷰 활동이 끝나면 어깨 짝이 정리한 인터뷰 내용을 타자의 시점에서

읽어볼 수 있다. 학생들은 또래의 시각을 통해 정리된 기록물을 통해, 자

신이 세상을 바라보고 사고하는 시각은 어떤 시각인지 확인할 수 있고

더 나아가 그 속에서 오류나 모순, 편견, 선입견 등을 발견하게 될 수도

있다. 그뿐만 아니라 또래와의 상호작용을 전제로 하는 인터뷰 활동은,

대화를 통해 자신과 타인에 대한 배려, 관심, 연민 등의 태도를 형성하는

데에 도움을 줄 수 있다.

3단계 ‘철학적 통찰’ 은 매리노프의 PEACE 기법 중 ‘명상’ 단계와

라베의 4단계 모델에서 ‘의도적인 행위로서의 교육’ 단계를 활용한 것이

다. 학생들은 이 단계에서 철학 사상을 접하고, 이후 4단계에서 새로운

관점으로 문제를 바라보고 대안을 탐색하거나 자신의 사고방식에서 오류

가 있는 부분을 수정하기 위해 필요한 철학적 통찰을 얻을 수 있다. 이

는 특히 고등학교 ‘윤리와 사상’ 과목의 학습 시 학생들이 위대한 사상

을 자신의 삶과 유리된 지식으로서가 아니라, 자신의 세계관을 풍부하게

하고 현실 문제 해결을 위한 삶의 지혜로 받아들이도록 할 수 있다.

4단계 ‘신념 개선 및 평형’ 은 매리노프의 PEACE 기법에서 ‘평형’

단계, 라베의 4단계 모델 중에서 ‘초월’ 단계를 바탕으로 구상한 단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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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 단계에서 학생들은 교사의 안내 하에 철학적 탐구 기술을 학습할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자신의 세계관을 구성하고 있는 가정과 신념을

의식하고 자신의 사유 패턴 속에서 잘못 파악한 개념은 무엇이며, 편견

이나 가정, 선입견으로 파악한 것은 무엇인지 확인해 볼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이 자신의 삶에 미치는 영향과 타인들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

고, 자신의 세계관을 변형 및 개선할 수 있다. 학생들은 자신의 삶이 가

지는 특수성을 파악하고, 자신의 신념을 더 넓은 맥락 속에서 바라봄으

로써, 인습이나 전통, 습관이 아닌 반성과 숙고를 통해 행위 할 수 있는

자생력을 기를 수 있을 것이다.

이 단계에서 학생들은 2단계에서 어깨 짝이 기록해 준 답변지를 다시

읽고 자신의 사유 방식에서 오류를 발견하여 수정하고, ‘나의 신념 개선

하기’ 활동지의 질문에 답하면서 개선한 세계관을 자기화 할 수 있다. 학

생들은 개선된 세계관을 바탕으로 같은 문제를 주제로 하여, 1단계와 다

른 결론의 자전 소설을 써 볼 수 있다. 확장된 세계관의 맥락 속에서 자

신을 주인공으로 한 자전 소설을 쓰면서 자연스럽게 이성적 숙고를 통해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대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1단계에서 작성하였던 수필과 이 단계에서 작성한 자

전 소설을 대조해 봄으로써, 같은 상황에 대해 다른 관점으로 바라보고

차원이 다른 대응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발견의 과정을 경험하고 자신을 좀 더 확대된 자율

적 행위 주체로 경험함으로써 쾌감을 느낄 수도 있다. 그리고 상당한 정

도의 자신감도 얻게 될 것이다. 특정한 이슈나 문제들에 대한 결단이 자

신의 세계관에 대한 자각을 수반할 때, 내면적인 갈등이 일어날 가능성

이 낮아지기 때문이다(Raabe, 김수배 역, 2011: 269). 이를 통해 학생들

은 도덕적 탐구 능력을 신장시키거나, 생각을 고치고 마음을 바로잡는

반성적 성찰의 기회를 가질 줄 수 있을 것이다.

위 네 단계의 철학상담 방법을 활용한 도덕과 수업은 결국 학생들로

하여금 미래에 생겨날 수도 있는 비슷한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 삶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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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화를 회복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본 연구자가 주장

한 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한 예방적․대비적 상담으로서 도덕과 수업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 ‘내 안의 분노 다스리기’ 프로그램

철학상담이 내담자의 문제 상황에 집중하여 세계관을 해석하는 것은,

단순히 문제 해결을 위해서만이 아니다. 문제 상황에서 나타나는 내담자

의 행동과 생각에서 읽어낼 수 있는 세계관이 가장 왜곡되지 않고 정확

하게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철학상담을 적용한 도덕과 수

업은 문제 상황에 집중하여 이뤄질 때, 학생이 자신을 인식하고 비판적

으로 성찰하는 데 가장 효과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학생들이

경험할 수 있는 ‘문제 상황’을 중심으로 도덕과 수업 프로그램을 고안해

보고자 한다.

최근 초․중․고 학생들의 인성 실태를 분석한 연구에 따르면 학생들

의 인성을 구성하는 세 가지, 즉 사회성, 도덕성, 정체성 중에서 정체성

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정체성을 구성한 문항은 자기이해, 자기 존중(효

능), 자기 조절이었다. 그 중에서도 중등학생들에게 특히 자기 조절 및

긍정성이 낮게 나타났다. 정서조절능력은 일탈행동, 인지적 왜곡이나 오

류 등과 연관된다. 그러므로 정서조절능력이 낮은 경우 높은 문제행동의

가능성을 보일 수 있다(손경원․정창우, 2014: 45-46). 이와 관련하여 본

연구자는 앞서 밝힌 4단계의 철학상담 방법을 바탕으로 ‘대인 관계에서

의 분노 조절’ 을 주제로 하여 ‘내 안의 분노 다스리기’ 프로그램을 고

안해 보았다. 앞서 논의한 바대로 ‘분노 조절’은 도덕적 주체인 자신과

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문제일 수도 있다. 예를 들어 늘 노력한 만큼 성

과가 없다고 생각하여 만성적으로 자신에게 화가 나는 경우, 자신의 처

지를 비관하여 자신의 존재 자체에 대한 화를 참지 못하는 경우 등이 그

것이다. 그러므로 이와 관련하여 수업하고자 할 경우에는 ‘도덕적 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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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서의 나’ 영역에서 초등의 경우 5․6학년 ‘감정의 조절과 표현’ 에서,

중등의 경우 ‘도덕적 성찰’ 에서 다루어 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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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명 내 안의 분노 다스리기 시간 45분(50분)

학습주제 철학상담을 통해 분노 조절하기 활동장소 교실

이론적 기반

철학상담 방법 중 매리노프의 PEACE 기법과 라베의 4단계

모델을 수정․보완하여 새롭게 제시한 4단계 방법을 활용한

다.

관련단원

학년(군) 영역 내용

초등 5～6 우리․타인과의 관계 대화와 갈등 해결

중등 우리․타인과의 관계 타인 존중의 태도

학습목표

1. 자신이 분노할 때의 모습이 어떠한지 자세히 설명할

수 있다.

2. 어깨 짝과의 인터뷰 활동을 통해 자신의 사고과정을 검

토할 수 있다.

3. 철학 사상과 철학적 탐구 기술을 활용하여 자신의 신

념을 개선할 수 있다.

수업의

단계

나의

이야기
→

자기

검토
→

철학적

통찰
→

신념

개선 및

평형

수업개요

‣막스 에르만의 ‘한 친구에 대해 난 생각한다’는 시를 읽고

시 속에 등장하는 ‘친구’와 같이 분노를 참을 수 없었던

자신의 경험을 떠올려 짧은 수필을 적어 본다. (초등의 경

우 ‘자. 화. 상.(자신이 화가 난 상태) 그리기’ 활동지에 분

노를 조절할 수 없었던 상황, 나의 감정과 사고 및 행동

은 어떠했는지 그림과 글로 표현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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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개요

‣기록해 둔 수필(초등의 경우 ‘자. 화. 상. 그리기 활동지’)

을 바탕으로 옆 어깨 짝의 인터뷰에 응한다. 역할을 바꾸

어 ‘인터뷰 활동지’의 질문을 바탕으로 어깨 짝에게 질문

하고 답변을 기록한다. 활동이 끝나면 기록물을 바꾸어 읽

어본다. 이를 통해 자신의 사고 속에 오류는 없었는지 면

밀히 검토해본다.

‣교사의 안내에 따라 스토아 철학자들의 사상을 통해 자신

의 문제와 관련하여 통찰을 얻는다. (주제에 따라 필요할

경우에는 철학적 탐구 기술을 학습할 수 있다.)

‣교사의 안내에 따라 ‘나의 신념 개선하기’ 활동지를 통해

자신의 사유 패턴 속에서 잘못 파악한 개념, 편견이나 가

정, 선입견으로 파악한 것 등 오류를 발견하여 수정한다.

수정된 세계관을 바탕으로 같은 문제를 주제로 하여 이

를 해결하기 위해 이전과는 다른 대안을 제시하는 자신

을 주인공으로 하여 자전 소설을 써 본다.

‣완성하지 못한 자전 소설은 과제로 써 오도록 하고, 수업

도입부에서 썼던 수필과 비교해 보도록 한다. (혹은 자신

이 도입에서 접했던 막스 에르만의 ‘한 친구에 대해 난

생각한다’의 시 속에 등장한 화자의 친구였다면 어떻게

생각하여, 어떻게 행동했을지 적어오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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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친구에 대해 난 생각한다

한 친구에 대해 난 생각한다

막스 에르만

한 친구에 대해 난 생각한다

어느 날 나는 그와 함께 식당으로 갔다

식당은 손님으로 만원이었다

주문한 음식이 늦어지자

친구는 여종업원을 불러 호통을 쳤다

무시를 당한 여종업원은

눈물을 글썽이며 서 있었다

그리고 잠시 후 우리가 주문한 음식이 나왔다

난 지금 그 친구의 무덤 앞에 서 있다

식당에서 함께 식사를 한 것이

불과 한 달 전이었는데

그는 이제 땅속에 누워 있다.

그런데 그 10분 때문에 그토록 화를 내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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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화. 상.(자신이 화가 난 상태) 그리기- 초등 고학년용, 중등 저학년용

예시

예시와 같이 내가 분노했던 났던 상황, 그 상황에 대한 나의 생각(평

가), 나의 행동 등을 짧은 문장과 그림으로 나타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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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분노에 대하여’ - 중등 고학년용

-최근에 가장 분노했던 상황

-그 상황에서 나의 생각

-그 상황에서 나의 감정

-그 상황에서 나의 행동

-그 상황에서 다른 사람(들)의 행동, 나와의 상호작용, 말, 벌어진 일 등

-그 상황의 종결까지의 과정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나의 분노’를 주제로 수필을 써 보세요.

(예시) 최근 한 친구로 인해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었던 사건이 있었다. 친구

와 나는 새롭게 개봉한 영화를 보기 위해 영화관 앞에서 만나기로 했다. 약속

시간은 오후 5시였다. 그렇지만 그 시간이 지나도록 친구는 나타나지 않았다.

기다리는 내내 온 몸에서 피가 거꾸로 솟는 것만 같았다. 그 친구가 날 완전

히 무시한 것이다. 약속한 시간을 30분이나 넘기고 나서야, 친구는 쭈뼛쭈뼛

내 앞에 나타났다. 친구가 이렇게 늦은 적은 한 두 번이 아니다. ‘이렇게 나를

무시한 적은 한 두 번이 아니라는 것과 같다!’는 생각이 들자마자 나는

“넌 어떻게 날 이렇게 무시할 수 있어? 정말 기분 나빠! 다시는 연락하지

마!”라고 소리를 지르고 집으로 와버렸다. 친구는 놀란 토끼눈을 하고 집으로

달려가는 나를 계속 바라보고 있었다. 그 사건 이후에 나는 친구와 생전 모르

던 남보다도 어색한 사이가 되어버렸다. 아직도 그 일을 생각하면 화로 인해

가슴이 두근거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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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활동

어깨 짝에게 다음 질문28)을 하고, 빈 칸에 답변을 적어 보세요.

1. (수필을 참고로 하여)누구에게, 어떤 일로 화가 났었나요?

(예시) 친구가 약속 장소에 늦게 나타나서 화가 났어요.

1-1. 어떤 생각으로 인해 분노하게 되었나요?

친구가 날 무시한다는 생각이요.

1-2. (질문 1-1에 대한 답변)과 같은 생각은 왜 나에게 분노를 일으킬까요?

저는 무시당하는 것을 싫어하거든요.

1-3. 누구나 나의 특정한 기준이나 신념이 타인에 의해 침해되었을 때 쉽게
화가 납니다. (질문 1-2에 대한 답변) 으로 미루어 볼 때, 나의 그러한 기준과
신념은 무엇일까요?

친구 사이에는 존중이 필요하다. 상대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

2. 상대방에게 화가 난 후, 어떻게 행동했나요?

소리를 버럭 지르고 먼저 집에 가버렸어요.

2-1. 그 상황에서 어떤 생각이 들어 (질문 2에 대한 답변처럼) 그런 행동을
하게 되었나요?

친구도 똑같이 당해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2-2. 나의 행동은 상대방이 나에게 어떤 반응을 보이도록 의도한 행동인가요?

받은 대로 돌려주어야 한다는 생각에서요.

2-3. 상대방은 나의 행동을 보고 무엇을 느꼈을까요?

저도 화가 나면 무서운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겠지요.

3. 자신의 행동에 상황의 측면들이 영향을 준 방식과 이유는 무엇인가요?

그 날은 하필 너무 추웠고, 몸이 아파서 제가 예민하기도 했어요.



- 118 -

왜 분노로 인생을 허비하는가29)

분노를 참으려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누군가의 행위 때문에 분노하게 되었

다고 가정해보자. 세네카는 우리 자신의 행동 역시 다른 사람을 화나게 한다는

사실을 명심한다면 화를 누르고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우

리는 악한 사람들과 더불어 사는 악한 사람일 뿐이다. 따라서 평온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다른 사람을 부드럽게 대하는 것이다.” 세네카가 제안한 분노

관리 방식은 불교와도 맥이 통한다. 세네카에 따르면 화가 날 때는 반드시 화

의 표정들을 반대로 드러내야 한다. 억지로라도 부드러운 표정을 짓고 목소리

를 낮추고 천천히 걸어야 한다. 이렇게 하면 우리 내면이 외면과 금방 비슷해

질 것이며 분노는 사라질 것이다.

불교에서도 이와 비슷하게 생각을 바꾸는 방법을 수행한다. 불교신자들은

정신수양에 해로운 생각을 하게 되면 억지로 정반대의 유익한 생각을 한다. 가

령 분노의 감정이 들 때 의식적으로 사랑에 대해 생각하는 것이다. 그렇게 되

면 두 가지 상반된 생각이 동시에 한 마음에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유익한 생각

이 해로운 생각을 내몰게 된다.

그런데 만약 분노를 조절할 수 없게 되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화나게 하는

사람을 때렸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당연히 사과를 해야 한다. 사과는 분노로

인한 사회적 상처를 즉각 치유할 수 있다. 사실 개인적으로도 사과는 유익하

다. 사과를 하는 행위는 우리를 침착하게 만들고, 우리를 분노하게 만들었던

일에 계속 집착하지 않도록 해준다. 결국 분노를 터뜨린 것에 대한 사과는 우

리가 더 나은 사람이 되는 데 도움이 된다. 실수를 인정함으로써 앞으로 그런

실수를 할 기회를 줄이는 것이다.

28) 김국현(2012: 22)의 성찰 포트폴리오의 상세안을 참고로 질문을 구성해 보았다.

김국현에 의하면 성찰 학습 저널 또는 성찰 학습 포트폴리오는 아이디어, 생각,

감정을 이해하기 위해 그것들을 기록하는 기제이다. 이는 학생들이 자신의 도덕

적 경험을 중심으로 삶을 성찰하도록 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29) Irvine, 박여진 역, 1952: 157-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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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화가 날 때가 있다. 슬픔과 마찬가지로 분노도 감정의 반응이다. 하

지만 늘 화난 듯 보이는 사람들도 있다. 이런 사람들은 주로 쉽게 화를 내고

분개할 만한 상황이 사라진 후에도 여전히 화를 품고 있다. 이런 사람들은 시

간만 나면 과거에 자신을 화나게 만들었던 사건이나 보통 자신을 화나게 하는

일들을 곱씹으며, 심지어 어느 정도는 그것을 음미하기까지 한다. 어떻게 보면

화가 그들에게 양분을 공급하고 그들을 화를 소비하는 것처럼 보인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이런 경우를 비극이라고 입을 모은다. 무엇보다도 화를

내며 보내기에는 인생이 너무 짧지 않은가. 게다가 늘 화를 내는 사람들은 그

주변사람들도 괴롭게 한다. 세네카는 묻는다. “왜 살아 있는 동안 사랑받는 존

재, 떠났을 때 그리운 존재가 되도록 자신을 만들지 않는가?” 더 보편적으로

말하자면 왜 즐거울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도 즐겁지 않은 삶을 사는가? 왜

그렇게 사는가? -윌리엄 B. 어빈의 『직언 : 죽은 철학자들의 살아 있는 쓴소리』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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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소하고 하찮은 일에 분개치 말 것30)

세네카는 분노를 막는 방법에 관해 여러 가지 구체적인 사례들을 제안했

다. 그는 타인의 최악의 모습을 믿으려는 우리의 성향, 상대의 자극에 바로

결론을 내리려는 성향을 다스려야 한다고 말했다. 모든 일이 우리가 바라는

방식대로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누군가 우리에게 한 행위가 부당하다고만

은 할 수 없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특히 우리가 화를 내는 대상이 사실

은 우리 편인 경우도 있다. 이러한 경우는 그 사람이 우리를 더 돕지 않았다

는 데 화를 내는 것이다. 세네카는 분노하지 않으려면 화나는 일들이 실제로

는 해를 끼치는 일이 아닌 경우가 많다는 사실을 기억하라고 조언했다. 보통

이런 일들은 단지 짜증나는 일일 뿐이다. 사소한 일에 습관적으로 화를 낸다

면 하루를 거의 망치게 되며 이로 인해 평정심이 동요되는 불안한 상태가 된

다. 더 나아가 세네카의 말대로 상처보다 분노가 더 오래 가는 법이다. 따라

서 소소한 일들에 평정심이 흐트러진다면 매우 어리석은 일이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모욕을 피하기 위해 유머를 이용하라고 권했다. 소 카토

는 누군가 자신의 얼굴에 침을 뱉었을 때 농담을 했고, 소크라테스 역시 누군

가 자신의 뺨을 때렸을 때 농담으로 대처했다. 세네카는 유머가 모욕에 효과

적인 방법일 뿐 아니라 분노를 막는 데에도 이용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그는

눈물 나게 하는 것들에 대한 적절한 반응은 웃음이라고 말했다. 우리에게 일

어날지도 모르는 나쁜 일들을 터무니없는 일로 여기기보다는 재미있는 일이

라고 생각하고, 우리를 분노하게 할지도 모르는 일들을 즐거움의 원천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아우렐리우스 역시 분노를 피하는 방법에 관해

조언했다. 그는 우리를 둘러싼 이 세상이 덧없다는 사실을 늘 성찰하라고 권

고했다. 이 세상이 순식간에 지나가버린다는 사실을 늘 유념한다면 중요하다

고 생각하는 많은 일들이 실제로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윌리엄 B. 어빈의 『직언 : 죽은 철학자들의 살아 있는 쓴소리』 중에서-

30) Irvine, 박여진 역, 1952: 155-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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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신념 개선하기

질문31)을 읽고 빈 칸에 답변을 적어 보세요.

1. 인터뷰 활동지에서 1-3에 대한 답변과 2-2에 대한 답변은 서로 모순되나
요? 그렇다면 어떠한 점에서 그러한가요?

예시 : 상대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신념과 받은 대로 돌려주어야 한다는
신념은 모순되는 것 같다. 상대를 무시하지 않으면서도, 상대가 나를 무시했
을 때 받은 대로 돌려줄 수는 없기 때문이다.

2. 그 상황에서 나의 행동이 가장 옳고 좋은 것이었나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
요? 스토아 철학자들의 조언을 참고하여 적어봅시다.

아니다. 세네카의 조언대로 내 행동 역시 다른 사람에게 화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또 모든 일이 내 뜻대로만 되는 것은 아니다. 상처보다 분노가 더
오래 간다는 것을 느끼고 있다.

3. 지금은 그 상황에서 몰랐던 것을 알고 있나요?

그 친구에게 어떤 사정이 있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그 친구가 날 무시하
려고 일부러 늦은 것은 아닐 수도 있다.

4. 지금 나의 신념을 수정할 필요가 있나요? 그럴 경우 어떻게 수정할 것인가
요?

네. 내가 무시당하는 것을 싫어하듯, 친구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똑같이 갚아주는 행동은 어리석은 생각이었어요.

5. 비슷한 상황에서 다시 같은 행동을 할 것 같나요? 과거와 다르게 행동을
할 것이라면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요? 왜 그렇게 생각했나요?

그 때처럼 행동하지 않을 거예요. 이제는 친구가 늦는다고 해서 나를 무시한
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거예요. 친구가 또다시 늦는다면 친구에게 먼저 왜
늦었는지 차분히 물어볼래요.

31) 김국현(2012: 22)의 성찰 포트폴리오의 상세안을 참고하고 이를 변형하여 질문

을 구성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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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도덕교사의 철학상담사적 역할

1) 공감하고 경청하는 도덕교사

학생들의 도덕성 발달과 인격 함양을 목표로 하는 도덕과는 학생들의

정신건강 고양에 관심을 둘 필요가 있다. 도덕과의 궁극 목적이 학생들

을 유덕한 인격을 갖춘 도덕적 인간으로의 성장시키는 데에 있다고 할지

라도, 학생들의 겪고 있는 다양한 근심과 고통을 이해하지 않고서는 그

들을 도덕적 인간으로 성장시키기 매우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 설령

이에 대한 고려 없이 도덕성 발달이 이뤄진다 할지라도 그것은 사상누각

(砂上樓閣)에 불과할 것이다. 마음의 안정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인격 완성이란 그 자체로 모순이고, 훌륭한 인격자라 함은 자신이 당면

한 삶의 문제를 현명하게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을 기본 전제로 하기 때문

이다.

따라서 도덕교사는 배려하는 교사로서 단순히 온유하고 친절한 것 이

상으로 학생들이 어떻게 느끼는가를 이해하고 그들의 성장을 위해 헌신

해야 할 필요가 있다(Noddings, 1995: 675-679; 정창우 외, 2007: 87). 도

덕교사는 학생들로부터 개별적인 삶의 문제를 가감 없이 이끌어내어, 학

생들이 자신을 성찰하고 문제의 해결 방안을 탐색하는 가운데 심리적 안

정을 찾아갈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마치 철학상담사와 같이 학생들이

마음을 열고, 자신들의 생각과 느낌, 문제들을 털어놓을 수 있도록 그들

의 아픔을 공감하고 이야기를 경청할 필요가 있다.

도덕교사의 역할보완을 위해 철학상담사의 태도로부터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먼저, 도덕교사는 학생들의 자기표현 촉진을 위한

보살핌의 태도를 지녀야 한다. 노먼(Lahav, Tillmanns, 정재원 역, 2013:

70)에 의하면 철학상담사가 열린 마음으로 질문하고 공감하는 보살핌을

통해 철학상담사은 더욱 상호작용적인 관계의 장이 될 수 있다. 보살핌

이 갖는 감정이입(empathetically)적 성격은 상담사가 내담자와 동참하고



- 123 -

있다는 느낌을 갖게 하며,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내담자는 실제적인 근

심거리에 전념할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은 관계의 일방 당사자를 대상화

하는 부버(M. Buber)가 말하는 나-그것 관계(I-It relationship)에서 좀

더 신뢰하고, 개방적이고, 비대결적이고 효과적인 대화가 이루어지는 나

-너 관계(I-Thou relationship)로의 이동을 보여준다(M. Buber, 1970;

Lahav, Tillmanns, 정재원 역, 2013: 74). 철학상담 과정에서 내담자가 자

기 삶의 자연적인 흐름을 방해하는 정신적 갈등과 긴장에 붙들려 있을

때 상담사가 내담자에게 안전한 항구를 제공하는(Raabe, 김수배 역,

2011: 36)것처럼, 도덕교사 역시 전적인 공감으로 구축된 안전한 항구에

서 학생이 자신의 문제에 몰입하도록 격려해야 한다.

다음으로 교사는 자신의 내면으로 시선을 돌린 학생이 자신의 이야기

를 털어놓을 수 있도록 경청의 태도를 갖추어야 한다. 철학상담사의 주

요 도구는 대화의 교환이며, 이 대화 가운데 산파술적 경청의 자세가 강

조된다. 산파술적 경청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인정하는 것이다. 그것은

공감하고 도움을 제공하면서 시간을 내주는 것이고, 안정을 주는 것이다

(Raabe, 김수배 역, 2011: 213). 산파술적 경청을 위해, 교사는 학생들이

자기몰입의 과정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풀어놓을 때 되도록 질문하지 않

아야 한다. 질문은 나올 수 있는 대답의 질과 수준을 제한하고 조건 지

으며, 앞으로 전개될 수 있는 정보의 공개를 방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Fiumara, 1995: 98, Raabe, 김수배, 2011: 219).

도덕과 교육에서 자기 이해는 도덕성을 형성하는 출발점이라 할 수

있다.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잘 알게 되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 수 있

으며, 무엇을 해야 하는지 궁구하다 보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의

물음에까지 마주하게 되기 때문이다(정창우, 2013: 156-162). 그렇기 때

문에 철학상담사와 마찬가지로 도덕교사는 학생으로 하여금 그 자신의

문제와 근심거리를 상호 대화를 통해 이해하고 표현하도록 도움으로써,

학생을 이해할 수 있고 스스로 문제 해결을 위해 한 발 더 나아가도록

자극해야 한다. 이는 나딩스(1995: 192; 허영주, 2013: 365)가 교사가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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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들의 자부심을 직접적으로 추구할 수는 없지만, 대안으로 자부심이 살

아날 수 있는 조건에 대해서 연구해야 한다고 기술하면서, 배려하는 교

사는 학생들의 진정한 자기표현과 자아존중이 가능한 교육적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한 면과 통하는 면이 있다. 이와 같이 교사의 공감

과 경청을 바탕으로 하는 허용적인 분위기 속에서 학생들은 자기이해와

자기인식을 통해 도덕적 성장과 성숙을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이다.

2) 학생의 능동성과 주체성을 존중하는 도덕교사

철학상담사는 내담자가 만족스러운 해결책을 찾는 데에 직접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을지라도 결코 내담자를 대신해서 결정하지 않는다. 이

를 통해 내담자의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고, 내담자 스스로 추론 능력과

의사결정에 관한 전문적인 기술을 습득하도록 하기 위해서이다(Raabe,

김수배 역, 2011: 30). 이와 같이 철학상담사가 내담자를 상담사로부터

존중받아야 할 존엄과 자율성을 지니며, 자기 지시적인 도덕적 행위의

주체이자 전인적 존재(whole person)로 간주한다(Lahav, Tillmanns, 정

재원 역, 2013: 180; Raabe, 김수배, 2011: 30)는 점은, 도덕교사가 학생들

을 자율적 주체로 존중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시사점을 발견할 수 있

다. 도덕교사 역시 적절하고 합당한 것이 무엇인지 주입하는 것을 지양

하고, 학생이 스스로를 위해 생각하는 책임을 대신 져서는 안 된다. 대신

학생 스스로 무엇이 참으로 옳고 좋은지를 사려 깊게 생각하고 심사숙고

하도록 자기 결정(self-determination)권을 부여해야 한다.

철학상담사는 내담자를 격려하여 내담자 삶의 문제의 토대가 되는 요

소들이 무엇인지 발견하도록 장려한다(Raabe, 김수배 역, 2011: 43). 즉,

비판적인 질문과 코멘트를 통해 내담자가 다른 의견들을 고려하고 다른

사람들의 관점을 통해 자신의 태도를 검토하도록 한다. 그리고 내담자가

원래 가지고 있던 관점을 다시 숙고하거나 변경하도록 동기를 부여한다

(Lahav, Tillmanns, 정재원 역, 2013: 162; Raabe, 김수배 역, 201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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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철학상담사는 내담자가 문제의 원인이 되는 사고

의 양식을 검토하는 데서부터 세계관 개선에 이르기까지 도움을 줄 뿐이

라는 것이다. 삶의 방식 가운데 표현되어 있는 다양한 의미를 발견하고

이를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활동은 내담자가 수행하는 일이다. 내담자는

자신이 처한 곤경의 뿌리를 해결할 수 있도록, 자신의 세계관을 스스로

개선해 나가는 능동적 인간이다.

마찬가지로 도덕교사는 학생들을 지식의 소비자가 아니라 능동적인

생산자로, 지식의 공동 구성자(co-constructors)로 이해해야 한다. 즉 도

덕교사는 단순히 학생들이 행위규범을 익혀 실천하도록 하는 데에 머무

르지 않고, 지식에 대한 주인의식(ownership)을 갖고(정창우 외, 2007:

90) 반성적 성찰과 탐구를 거쳐 도덕원리나 가치를 깊이 있게 이해하고

내면화함으로써 올바른 도덕적 신념을 형성하도록 도와야 한다.

맹목적인 사회화 과정을 통해 도덕규범을 일방적으로 전수받는 학습

자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도덕성을 발달시키기 어렵다. 바람직한 도덕성

은 합리적 판단과 비판적 반성을 통해 ‘자기화’ 함으로써 얻어지는 것이

기 때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도덕과 교육을 담당하는 도덕교사는 소

크라테스와 같이 학생의 영혼 깊은 곳에 찾아들어가 그 속에 있는 선을

파악하는 눈을 달래고 부추겨 불러내야 한다.’ 는 유병열(1992)의 주장은

도덕교사의 역할이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미 있는 답변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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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결론

오늘날 우리나라 학생들은 자신은 누구인지,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

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등에 대해 깊이 있게 사색해 볼 수 있는 기

회를 갖지 못한 채 외부로부터 주어진 삶을 살아나가고 있다. “반성하

지 않는 삶은 살 가치가 없다.” 는 소크라테스의 일침을 떠올려 보면, 우

리의 삶이 성찰로 가득할 때 참으로 인간다운 삶이라 할 수 있을 것이

다. 삶에 대한 성찰은 반성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치유적이다. 반성은

몸과 마음가짐을 바로잡기 위해 돌이켜 생각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는

진정한 자아를 형성해 내는 길이기도 하다. 도덕과 교육의 중요한 책무

중 하나는 학생들로 하여금 주체적이고 자율적인 삶의 중요성을 자각하

도록 촉구하고 삶에 대한 반성을 장려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도덕과 교

육은 삶에 대한 자각과 반성의 부재로 인한 어려움이나 고통으로 시달리

는 학생들로 하여금 사색과 통찰의 기회를 부여하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

하도록 장려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

서는 철학상담의 도덕교육적 함의가 무엇인지 논의해 보았다.

철학실천은 철학이 잃어버렸던 실천적 본질을 회복하려는 노력의 결

실이다. 철학상담은 철학의 고유한 능력을 회복하기 위한 철학실천 운동

속에서 등장하였다. 철학실천 일환으로서의 철학상담은 철학실천과 마찬

가지로 삶에 대한 앎을 강조한다. 즉, 철학상담은 철학을 인간의 삶을 개

선하기 위한 유용한 도구로서 재정립하려는 현대판 실용주의이다

(Shusterman, 1997: 5; Raabe, 김수배 역, 2011: 19). 이는 내담자의 당면

문제 해결을 시작으로 하여 내담자가 스스로 삶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

화시킬 수 있는 힘을 길러주는 것을 궁극 목표로 삼는다.

여러 연구자들이 철학상담의 실질적인 정의를 확립하기 위해 내놓은

개념들을 개괄해보면 철학상담이란 ‘세계관의 개선을 위해 세계관을 해

석하는 활동’이라고 정의내릴 수 있다. 세계관 해석은 내담자가 자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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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상황에 대한 자기인식과 성찰을 바탕으로 삶의 양식에서 다양한 의

미들을 드러내고 자신의 곤경이 표출하는 문제적 측면을 검토함으로써

이뤄진다(Lahav, Tillmanns, 정재원 역, 2013: 13). 세계관의 개선은 개인

의 일상적인 삶 속에서 드러나는 세계에 대한 ‘진술’ 인 세계관을 해석

함으로부터 시작된다. 철학상담은 세계관에 대한 비판적 검토와 재건을

통해 이뤄지는 세계관 개선을 통해 내담자가 미래에 현명한 선택을 가능

하게 만들고 습관에 의해 인과적으로 반응하는 것을 피하게 해준다

(Raabe, 김수배 역, 2011: 197). 궁극적으로 철학상담은 내담자를 자율적

주체로 성장시켜 그가 미래에 다가올 문제까지도 예방하거나 수월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다.

철학상담이 자기인식과 비판적 성찰을 바탕으로 내담자가 자율적 주

체가 될 수 있도록 조력하는 자기배려 과정을 포함한다는 사실은 다음과

같은 도덕교육적 의의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첫째, 철학상담이 학생들

에게 심리적 치유 효과를 가져다주어 도덕성 함양의 기본 토대를 마련해

줄 수 있다. 이는 학생들의 정서적 안정을 꾀할 수 있다는 철학상담의

기능과 관련 있으며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효과이다. 학생들은 철학상담

과정에서 자신의 문제 상황을 진술함으로써 자신을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자기 이해와 인식을 바탕으로 학생들은 비판적 성찰과 철

학적 탐구 과정을 거쳐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고 심리적 안정을 되찾을

수 있게 된다.

둘째, 철학상담은 학생들로 하여금 철학적 탐구를 통해 세계관을 개

선하도록 함으로써 도덕적 자아를 형성하고 최대 수준의 도덕을 지향하

는 자율적 인간으로 성장시킬 수 있다. 개인의 자아정체성을 구성하는

핵심적인 요소는 개인의 욕구와 믿음과 가치들의 체계이며 철학상담은

세계관의 검토를 통해 학생들의 신념 체계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올바

른 자아정체성 형성에 기여할 수 있다. 이는 도덕적 정체성 형성을 위한

초석을 마련하는 일이라 할 수 있다. 철학상담은 세계관의 검토에서 그

치는 것이 아니라 세계관의 재구축으로 나아가는데서 의의가 있다. 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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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려가 자기 인식의 수준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개인 스스로의 실천을

요구하고 행위 하는 것이라고 할 때, 세계관의 개선은 곧 신념 체계의

개선이며 이는 자아의 변형이자 형성과 같다.

학생들은 철학상담을 통해 자신의 가치관을 개선하고 도덕적 자아를

형성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더 적절하고 지각 있

고 그리고 잘 행동하기 위해 어떻게 선택해야 하는지에 대한 지식을 얻

는 데 도움을 제공받음으로써, 더욱 자율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다. 도덕적 정체성의 형성이나 도덕적 사고력 및 판단력의 배

양은 도덕교육에서 지향하는 건전한 도덕성과 유덕한 인격 함양에 결정

적인 요소라는 점에서, 철학상담이 도덕교육에 기여할 수 있는 바를 위

와 같이 발견할 수 있다.

철학상담의 도덕교육적 의의에서 심리적 안정의 효과에만 집중한다

면, 철학상담은 단순히 문제 상황 해소라는 표면적인 목표 달성에 그칠

것이다. 철학함이 가질 수 있는 도덕교육적 함의를 밝히기 위해 본 연구

자가 철학실천 중에서도 철학상담에 관심을 둔 이유는, 문제 상황으로부

터 시작하는 철학상담을 통해 학생들의 세계관을 효율적으로 읽어낼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만일 내담자가 ‘문제 상황’ 과 별개로 세계

관 해석을 위한 진술을 해야 한다면, 내담자는 자신의 세계관이 무엇인

지 의식적으로 생각하여 말해야만 한다. 이는 진술 내용의 정직성을 담

보할 수 없다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와 달리 내담자의 근심으로부터

시작하는 자기 진술은 자연스럽게 진행되므로 가식 없는 자신의 신념체

계를 살펴볼 수 있도록 하는 데 효과적이다. 결국 이를 통해 내담자의

‘문제 상황’ 이 내담자의 ‘자율성 신장’ 에 필요조건이라는 점, 내담자의

세계관 해석은 내담자의 문제 상황으로부터 시작하는 철학상담을 통해

가장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 문제 상황을 통해서만이 자기배려의 단초

인 자기 인식 및 이해로 나아갈 수 있다는 점을 도출할 수 있다.

도덕과 교육에 대한 철학상담의 적용과 관련해서는 그 의의를 다음과

같이 밝힐 수 있다. 먼저 ‘자율적이고 통합적인 인격 형성’ 이라는 도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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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교육의 목표와 ‘문제 해결 및 내담자의 자율성 고취’ 라는 철학상담

의 지향을 달성하기 위해, 각각 탐구 및 성찰의 중요성을 강조한다는 점

에서 철학상담과 도덕과 교육은 상관성을 갖는다. 도덕과 교육은 학생들

의 삶의 영역에 도덕적 탐구와 성찰을 삼투시켜 실천 능력을 더해주는

것을 그 과업으로 삼는다(정창우, 2013: 156). 다시 말해 도덕과 교육은

학생들로 하여금 도덕적 탐구 및 성찰을 통해 “나는 누구이고,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며,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 에 대한 세 가지 도덕적

질문의 답을 찾도록 촉구한다. 철학상담 과정을 통해 내담자가 자신의

이야기를 풀어냄으로써 성찰을 통한 자기 이해에 도달하는 점, 철학적

탐구를 통해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와 같은 실천적 차원의 질문에 답

함으로써 사유 방식을 개선해 나가는 점, 철학적 토론이 심화되어 ‘어떻

게 살아야 하는가?’ 와 같은 긴밀한 질문에 도달하는 점은 도덕과 교육

이 강조하는 세 가지 물음에 대한 답을 찾는 과정에 유의미한 기여를 할

수 있다.

도덕과 교육의 내용 구성 원리는 가치 관계 속에서 도덕적 주체가 성

찰하는 범위가 점차적으로 확장되어 가는 가치관계 확장법이다. 철학상

담에서 다루는 내담자의 문제들이 다각적인 가치 관계로부터 영향을 받

았다는 속성을 갖고 있고, 세계관 해석의 과정이 성찰의 범위를 자신으

로부터 타인, 공동체, 초월적 존재로 점차 확장하면서 이뤄진다는 점은

도덕과 교육의 내용 구성 원리와 철학상담 과정에서의 상관성을 드러낸

다.

도덕과 교수․학습 방법으로서 도덕적 성찰 및 도덕적 탐구의 중요성

이 강조되고 있지만, 구체적인 활용 방안에 대한 설명은 매우 부족한 편

이다. 본 연구자는 이와 관련하여 철학상담 방법을 세 가지 유형으로 나

누어 살펴보고 각각 그 한계를 검토하였다. 이 과정을 통해 매리노프의

PEACE 기법과 라베의 4단계 모델이 도덕과 교수․학습 방법에 적용되

기에 적합하다는 사실을 밝혔다. 매리노프의 PEACE 기법은 학생들이

문제 상황과 관련하여 도덕적 탐구를 통해 철학 사상가들의 이론으로부



- 130 -

터 통찰을 얻고 자신만의 철학적 관점을 구축하도록 활용될 수 있는 장

점을 가진다. 라베의 4단계 모델은 주로 도덕적 성찰 활동을 장려하여,

자기 이해로부터 삶의 방향 설정 및 실천으로 나아가도록 한다는 점에서

도덕과 수업에 효과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닌다.

철학상담과 도덕과 교육의 유의미한 상관성으로 인해, 철학상담이 도

덕교과의 핵심 배경 학문인 윤리학을 보완하여 도덕과 교육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밝힐 수 있다. 먼저 철학상담이 담당할 수 있는 주제들은

도덕과에서 중시하는 세 가지 물음과 맞닿으면서도 학생들의 삶에 도덕

적 성찰 및 탐구를 삼투시켜 인생철학을 정립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

다. 그러므로 도덕교과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철학상담에서 다루는 주

제를 도덕과 내용으로 활용함으로써, 수업 내용을 풍부하게 하고 학생들

의 실제적 삶과 연관된 주제를 통해 학생들의 이야기를 끌어낼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본 연구자는 주로 도덕적 탐구를 촉진하는 데 집중하는 매

리노프의 PEACE 기법과 주로 도덕적 성찰을 장려할 수 있는 라베의 4

단계 모델을 수정․보완하여, 이를 토대로 새로운 4단계 방법을 제안하

였다. 이는 ‘나의 이야기→자기 검토→철학적 통찰→신념 개선 및 평형’

으로 구성되어 있다. 1단계에서는 내러티브 접근법을 활용하여 학생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자유롭게 표현하도록 격려하고 그들의 자기이해를 견고

하게 할 수 있다. 2단계에서는 객관적으로 자신을 인식할 수 있다. 일대

일 상담이 아닌 일대 다수의 상담이 이뤄질 수밖에 없는 현실적 제약 속

에서, 또래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상담의 중요한 기법인 ‘대화’ 를 나눌

수 있도록 하였다. 3단계에서 학생들은 위대한 철학 사상을 포함한 인문

학 등을 접하여, 문제 해결을 위한 삶의 지혜를 전수받거나 통찰을 얻을

수 있다. 마지막 4단계에서 내담자는 철학적 탐구 기술을 학습하고 이를

활용하여 자신의 신념을 개선할 수 있다. 본 연구자는 이와 같은 4단계

를 활용하여, ‘내 안의 분노 다스리기’ 프로그램을 제시해 보았다. 본디

분노란 자신의 잘못된 사고방식에 기인하여 촉발될 수 있는 감정이므로,



- 131 -

철학상담을 활용한 수업 시 학생들로 하여금 자신의 행동 및 사고에서

오류를 발견하도록 하여 사고를 수정해 보도록 안내할 수 있을 것이다.

도덕과 교육이 근본적인 윤리적 물음에 대한 답변을 찾아내도록 학생

들을 격려해야 한다는 점에서, 도덕 교사들은 학생들이 이를 궁구하는

과정에서 깨달음을 얻게 하고 도덕적이고 행복한 삶의 안내자가 되어야

한다(정창우, 2013: 160). 이러한 도덕교사의 역할과 관련해서는 철학상

담으로부터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우선 도덕교사는 공감과 경청의 자

세로 학생들의 문제를 있는 그대로 이끌어 내어 학생들이 심리적 안정을

회복하고 삶의 균형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그뿐만 아니라 학생

들이 자기 이해에서 시작하여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

지에 대해 고민할 때, 진정한 자아존중과 자기표현이 가능한 환경을 조

성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도덕교사는 학생들을 능동적인 주체로 존

중함으로써, 삶에 대한 주인의식을 가지고 주체적으로 지식을 구성해 나

갈 수 있도록 조력해야 한다.

철학상담은 상처 입은 내담자에게 ‘삶에 대한 철학함’ 을 적극적으로

장려한다. 철학이란 기본적으로 반성적 성격을 띠는 까닭에, 철학상담은

내담자의 우울함이나 슬픔, 좌절감이나 절망을 성찰의 계기로 삼도록 촉

구한다. 내담자는 온전히 자신에 몰입하는 동안, 자신의 사유 방식 속에

서 문제의 원인을 발견하고 신념을 수정하여 문제를 해결한다. 내담자는

잘못된 사유 방식으로 인해 문제를 불러일으킨 장본인이면서도, 사유 방

식을 수정하여 다시 문제를 해결해내는 자율적 주체이기도 하다. 이와

같이 내담자의 주체성 및 자율성에 대한 강한 믿음을 전제하고 있는 철

학상담의 관점은 도덕과 교육에 활용되어 윤리학의 추상성에 대한 보완

적 기능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즉, 철학상담은 앞으로 도덕과

교육의 목표와 내용을 보다 타당성 있고 풍부하게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자는 지금까지의 논의를 통해 철학상담의 등장 배경 및 방법

론을 고찰하여, 이를 토대로 철학상담의 도덕교육적 적용가능성을 검토



- 132 -

하고 도덕교육적 적용 방안을 제안해 보았다. 철학상담을 도덕교과에 적

용시키려는 본 연구자의 이러한 시도는 도덕교과의 학문적 연계를 시도

한 노력의 일환이라 할 수 있다. 도덕과 교육과 무관할 것 같은 학문을

도덕과 교육에 연계하여 봄으로써 때로는 둘 사이의 접점을 발견하고 의

미를 도출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시도가 언제나 성과를 얻을 수 있

는 것은 아니다. 때로는 도덕과 교육과 다른 학문과의 교차점을 찾아내

지 못한 채로 연구가 종결되어 그 시도 자체가 의미 없는 일로 보일 수

있다. 그렇지만 다양한 학문을 활용하여 이것이 도덕과 교육을 보완할

수 있는 배경학문인지, 그렇지 않은지에 대해 그 가능성을 검토해 보는

것은 논의 과정 자체만으로도 값진 일이라고 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가

시적인 성과를 가져오지 못하더라도, 이를 검토하는 과정은 도덕과의 성

격과 목표를 확고히 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이와 같은 연구가 도덕과

교육의 효율적인 목표 달성 방안을 쉼 없이 모색하도록 하는 자극제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결과적으로 도덕과 교육의 실천적인 측

면을 강화할 것이며 이것이 바로 도덕과의 정체성을 강화시키는 길임은

의심할 여지가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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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Implications of

Philosophical Counseling for Moral Education

Cheong, Na 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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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Recently, school education is moving in the direction of enhancing its

counseling ability to solve several types of mental health problems that

students could encounter. Yet, the mental crises the students face usually

arise from the awareness of ‘the meaning of life’ and the absence of

self-reflection. Hence, school counseling should not just determine and

treat the problems superficially, but help the students to realize their own

problems and to develop self-recovery to eliminate the difficulties they

face in life.

This study aims to reveal the moral education implications of

philosophical counseling based on the awareness of the problems that are

stated above. Philosophical counseling is a proper alternative that

supplements the existing school counseling for encouraging the cultivation

of autonomy to build a healthy view of the world and solve problems

encountered. Philosophical counseling can be defined as ‘the process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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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termining the world view of the client in order to improve the client’s

world view’. Philosophical counseling does not stop after solving the

problem the client faces, but ultimately aims to ‘improve world view’ by

‘interpreting the world view’. Therefore, philosophical counseling gives

students the opportunity of experiencing self-caring by starting from

self-recognition and self-understanding head to self-practice. This type of

philosophical counseling relates to moral education in that it obligates the

independent and autonomous life of the students through meditation and

insight.

The possibility of adaptation of philosophical counseling to moral

education mentioned in this study is as follows. In terms of self-care,

philosophical counseling has moral education significances of ‘building

the foundation for character formation through psychological treatment’

and ‘formation of the autonomous personality through the improvement

of world view’. Thus, during the process of philosophical counseling,

students can solve problems and recover their physiological stability

through reflective self-examination and critical inquiry. Furthermore, by

constantly rebuilding their world view, students can grow as autonomous

persons. The correlation between moral education and philosophical

counseling could be found from the fact that both of those emphasize on

moral explore and self-examination to reach the goal of moral education

and philosophical counseling. Moreover, there is also a correlation between

a expanded method of value relation, which is the fundamental content

composition of moral education, and the process of philosophical

counseling. In addition, there is a possibility of applying philosophical

counseling as a moral teaching and learning method, which involves

moral reflection and inquiry.

This study proposes that philosophical counseling can be applied to



- 143 -

moral education as follows. First, in the case of using topics that may be

dealt with in philosophical counseling to supplement morality and content,

it can contribute to the effective achievement of moral target by helping

students to improve their world view through moral reflection and inquiry

as well as organizing one’s own philosophy. This is because the topics

dealt with in philosophical counseling relate to the three questions that

morality emphasis: ‘Who am I?’ , ‘What do I live for?’ and ‘How should

I behave?’ In addition, by modifying and supplementing the philosophical

counseling method, the newly proposed moral teaching and learning

method of ‘4 stage method’ specifically makes students to concentrate on

the problematic situation. This helps them to recognize themselves and to

self-examine, critically. Finally, if the ethics teacher plays the role of a

philosophical counselor by sympathizing and listening carefully to the

students, the students will develop their self-expression, and through

self-understanding, an educational atmosphere where self-respect is

possible can be formed. Moreover, if ethics teachers respect the students

as conative independents, they can help students to cultivate morality

through ‘self-construction’. As such, this study, which aims to reveal the

moral education implications of philosophical, counseling, establishes the

identity of morality. Also, it can be expected to be a stimulant for

sustainable study of an effective method to achieve the aim of moral

education.

Key words : philosophical counseling, moral education, interpretation of

world view, improvement of world view, self-c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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