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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불확실성을 특징으로 하는 현대사회의 윤리적 문제

에 대처할 때 우리가 취할 수 있는 도덕적 성찰의 대안적 틀을 제시하고

그 틀을 보다 정교화하고 섬세화하는 방안으로서 예술경험 교육을 제안

하면서 그 가능성을 탐색하고 타당성을 검증하는 데 있다. 그럼으로써

현재 우리의 윤리교육이 가진 형식성과 한계를 벗어나 실질적인 윤리적

삶에 기여할 수 있는 도덕적 감수성을 키우는 방식을 고안하는 데 기여

하고자 한다.

그러기 위해 먼저 그동안 우리가 윤리적 상황에 주로 적용하려고 하

였으며 현재까지도 암암리에 가지고 있는 신념인 도덕적 추론의 방식이

복잡한 현대의 윤리적 상황에서는 제대로 기능할 수 없다는 것을 밝히면

서 왜 이러한 도덕적 추론의 방식이 제대로 기능할 수 없는지 그리고 이

러한 추론 방식을 대체할 대안적인 개념이 무엇인지 고찰하였다. 이 과

정에서 우리의 ‘이해(understanding)’가 기본적으로 신체화(embodiment)

된 경험을 바탕으로 이루어진다는 체험주의(experientialism) 윤리학자

마크 존슨(Mark Johnson)의 주장에 기대어, 인간이 도덕적 행위를 하는

것은 절대적인 법칙을 따르는 이성의 작용이나 추상적인 ‘좋음’을 추구하

는 목적적 활동에서 비롯되는 것이라기보다는, ‘신체’를 가진 인간이 자

신의 물리적인 한계를 인식할 수 있는 지능과 상상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고 이러한 능력을 바탕으로 자신을 의미 있는 존재로 구성하고자 하는

실존적인 욕구를 가지는 데서 비롯된다고 논증하였다.

그리고 이 논증으로부터 윤리적 상황에서 여러 가능성을 탐색하고 어

떠한 결정을 내리는 과정은 그동안 우리 자신의 내면에 축적되어온 ‘이

해 및 신체화된 이해’를 기반으로 하는 ‘자기 이해, 혹은 자기 지식’의 과

정이라고 해석하였으며, 이 상황에서 필요한 능력은 도덕적 규범이나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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칙을 알고 적용하는 추론의 능력이 아니라 ‘도덕적 상상력’이라고 이해하

였다. 이것은 자기 이해에 비추어 상황을 탐색하고 도덕적 법칙의 가치,

한계 등을 인정하면서 자신에게 가능한 행위들이 자신과 타인 및 상황에

어떠한 영향을 끼칠지 상상하는 능력이다.

이러한 고찰을 토대로 일상적인 윤리적 상황에서 각자의 도덕적 행위

를 이끌 수 있는 실질적인 도덕교육의 방향이 각 개인의 자기 이해를 바

탕으로 도덕적 상상력을 발달시키는 것을 지향해야 한다고 해석하면서,

본 연구는 이러한 해석에 따른 도덕교육의 대안적인 접근 중 한 가지가

예술경험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제안하였다. ‘예술’과 ‘도덕적 인간’

의 관련성에 관한 논의는 과거에도 많이 이루어졌고 최근까지도 그 명맥

을 유지하고 있다. 그리고 현대의 윤리적 상황에서 이 둘 간의 관련성으

로 도달할 수 있는 교육적 효과를 언급할 때에 그것은 주로 우리의 공감

능력의 발달과 관계된다. 본 연구는 예술경험이 도덕적 인간으로의 성장

에 기여할 때, 이러한 공감 능력의 발달이 핵심적이라는 주장에 전반적

으로 동의하면서도 그 논증 과정에서 ‘자기 이해’와 공감 능력 간의 연관

성을 강조하였다. 그 까닭은 도덕성에 대한 내면화, 즉 도덕적 감수성의

발달이 각 개인의 내면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통합적인 도덕적 인간이 될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예술경험은 주로 우리의 ‘감정’과 같

은 신체적 반응을 동반하는 경험이며 이것은 개인의 반응에 달린 개별적

인 경험이기 때문에 각자 자신이 처한 맥락에서의 자기 이해로부터 비롯

된 성찰의 계기를 마련하는 데 예술경험이 적합하다고 보았다.

다음으로 이러한 자기 이해로부터 비롯되는 예술경험 교육의 한 가지

사례로서 제네퍼 로빈슨(Jenefer Robinson)의 ‘감정 교육(A Sentimental

Education)’을 제시하고 이것과 도덕적 감수성 및 상상력 간의 관련성을

밝히고자 하였다. 여기서 감정이 교육된다는 것은 예술경험을 통해 어떠

한 명제적 신념이나 삶의 지혜를 얻는 것을 넘어 감정적 스펙트럼의 확

대를 통해 우리의 인지능력 및 반응력이 민감해지고 발달하는 것을 의미



- iii -

한다. 이 주장을 논증하기 위해 먼저 상황을 조절하고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인 우리의 ‘감정’이 후천적으로 학습될 수 있다는 점, 따라서 감정이

의도적으로 ‘교육’될 수 있다는 점을 밝혔다. 그리고 이 근거를 기초로

로빈슨의 논의의 기대어, 사실주의 문학 작품에서 표현된 인간 내면의

감정의 묘사를 읽을 때 개입되는 우리의 감정반응의 추이를 살펴보면서

감정이 교육되는 과정이 어떠한 양상으로 나타날 수 있는지 그 한 가지

사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때 감정이 도덕적으로 이전보다 더 나은 방식으로 교육된다는 것은

예술가가 자신의 특별한 감각 및 표현력으로 섬세하고 미묘한 삶의 감각

을 잘 포착해내고 그것을 어떠한 매개체로 표현한 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느끼는 데서 비롯된다. 예술경험을 하면서 이러한 감각들을 느끼고 인식

할 때 우리의 감정 목록은 이전보다 더 섬세하고 다층적으로 신체에 각

인될 수 있다. 그리고 이로부터 자신의 주변 상황을 좀 더 민감하게 지

각하고 통합적으로 구성할 수 있는 인지적 주체가 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러므로 감정 교육은 윤리적 상황에서 어떠한 선택이 가지고 올 다양한

가능성에 대해 이전보다 더 풍부하게 상상하고 이를 통해 나름대로 균형

잡힌 적절한 선택을 식별할 수 있도록 하는 도덕적 상상력의 발달 및 도

덕적 인간으로의 성장을 기대하게 할 수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이 각자의

신체에 각인된 감정으로부터 자신에 대해 다시 이해하고 자신을 둘러싼

윤리적 상황과 타인의 상황에 대해 통합적으로 숙고하는 것은 보다 확대

되어 가는 자기 이해의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예술경험으로부터 비롯될 수 있는 도덕교육적 가치를 탐색하고

자한 본 연구는, 예술경험이 감상활동과 창작활동을 모두 포함할 수 있

음에도 불구하고 감상활동에 치중하여 분석이 이루어졌다는 점, 또 이

교육을 실제로 현장에서 실천하려고 할 때 교육 받는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 감정의 미묘함과 섬세함을 드러내는 작품의 성격 및 내용, 수준이

달라지기 때문에 작품 선정에 대한 신중한 고려 및 상당한 수준의 감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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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이 요구된다는 점 등의 한계점과 과제를 내포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의 도덕교육이 주로 ‘학생들로 하여금 어떻게 옳

은 것을 따르게 할 것인가’에서 치중해 있어 도덕성 그 자체에 대해서

성찰할 수 있는 기회가 상대적으로 부재하였다는 점, 그리하여 각 개인

의 이해 및 삶의 구체적 맥락과 도덕성이라는 개념과의 관련성을 제대로

인식하기 어려웠다는 점을 문제점으로 인식한다면 일상적인 삶에서 도덕

적 행위의 의미와 자신의 존재 의미를 관련지을 수 있는 도덕적 상상력

의 발달이 요구된다는 것은 시의적절해보이며, 여기에 예술경험을 통한

감정 교육은 우리의 도덕적 상상력을 발달시키는 한 가지 유용한 접근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논의는 도덕교육의 외연을 넓힐 수 있을 뿐

만 아니라 우리의 행위와 분리되어 있던 도덕성의 의미를 새롭게 해석하

고 이로부터 도덕이라는 개념을 각 개인의 삶으로 이끌어올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주요어 : 도덕교육, 예술경험, 신체화된 이해, 자기 이해, 감정 교육,
도덕적 상상력

학 번 : 2011 - 21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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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이 연구는 일상적인 도덕적 상황에서 사람과 상황을 판단하거나 혹은

어떠한 윤리적 결정을 택해야 할 때 우리가 취할 수 있는 태도, 그리고

이 태도와 관련한 도덕적 인간으로의 성장에 관심을 두고 시작하고자 한

다.

‘아주 나쁜 사람이라고 해도, 나와 90%는 비슷할 것이다.’

소설가 김연수는 한 강연에서 자신이 소설을 쓸 때 떠올리는 원칙이

위의 인용문과 같다고 밝힌다1). 그런데 이 언급은 한 작가가 자신의 작

품에서 가상의 인물을 꾸며내기 위해 활용하는 원칙 이상으로 ‘인간 이

해’에 관한 많은 것을 우리에게 말해준다. 우리는 뉴스와 신문에서 강도

혐의로 붙잡힌 한 남자에 대한 짧은 기사를 접할 수도 있지만 <장발장>

과 같은 소설 속에서는 단지 강도 혐의의 범죄자로 주인공을 재단하는

것을 넘어 극한 궁핍의 상황에서 빵을 훔칠 수밖에 없었던 한 남자를 보

고 그의 감정과 거기서 비롯된 선택에 공감할 수도 있다. 이처럼 우리는

동일한 사건에 대한 이야기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전해지느냐, 그

리고 우리가 그 내용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한 인간과 그의 행

위에 대해 다른 차원의 이해를 할 수 있다. 뉴스와 신문 속에서 그 남자

를 접했을 때 우리는 그를 ‘범법자’이며 ‘나쁜 사람’이라고 판단하는 데

1) 이 언급은 2013년 4월 9일 충남대학교에서 열린 제 93회 대전인문학 포럼에

서 소설가 김연수가 ‘절망적인 세계와 이야기의 진실’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강연할 때, 자신이 소설을 쓰게 된 배경을 소개하는 중에 나온 내용이다. 그

배경의 대략적인 내용은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사람들은 저마다 무언가를 염

원하고 또 이에 부응하지 않는 삶의 부조화가 대부분인 경우가 많지만, 그럼

에도 불구하고 살아가는 인간에 대한 탐구를 다루고자 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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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어려움을 느끼지 않겠지만, 소설 속에서 그 사람의 배경과 맥락, 그리

고 간절한 감정이 표현되어 있는 것을 접했을 때에는 도덕적 판단 이전

에 ‘자신에게 처한 극한 상황에서 그럴 수밖에 없었던 가엾은 사람’이라

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와 같은 태도의 차이, 즉 ‘도덕적이지 못한 행위’에 대한 우

리의 판단이 다른 까닭은 그것이 단지 사실과 허구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 이면에 놓인 인간 이해의 관점이 다른 것이기 때문일 수도 있다. 전

후 사정과 맥락을 제외하고 누군가의 범법 행위 자체에 대해 비난하는

것으로 그 사람을 이해하는 것과 그 사람의 상황과 배경, 그리고 그 사

람이 그때 느꼈을 것 같은 감정을 고스란히 느끼고 나서 그의 행위와 그

사람을 이해하는 것은, 그것이 사실인가 허구인가의 문제를 떠나 우리가

누군가를 이해하고 판단할 때 적용할 수 있는 ‘태도’의 문제이기 때문이

다. 더욱이 소설은 우리 삶에 있을 법한 일을 토대로 쓰이는 것이다. 그

러므로 실제로 강도 혐의로 수감되는 사람 중에 많은 수는 그러한 범죄

상황에 내몰릴 만한 상황과 맥락을 가지고 있을지도 모르며 우리 또한

그들이 처한 상황에 내몰리거나 그때 그들이 느꼈을 감정에 휩싸인다면

그들과 같은 행동을 했을지도 모른다. 물론 우리는 그러한 극단적인 범

죄 행위까지 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적어도 그들

이 극단적인 행동을 하기 전까지 느꼈을 모종의 모욕감이나 분노에 어느

정도 공감할 수는 있을 것이다.

물론 여기서 범죄자들이 느꼈을 감정을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다는

것을 통해 범법 행위에 대한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을 보류해야 한다거

나 그것이 무용하다고 말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그보다는 우리에게

늘 일어나는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와 사건에서 취하는 우리의 ‘태도’에

관해 말하고자 하는 것이다. 우리가 좀 더 시야를 확대하여 주변에서 ‘나

쁜 사람’으로 각인된 사람을 오랜 시간동안 관찰할 수 있다면 그들이 그

런 행동을 하기까지, 그리고 그러한 성향을 가지기까지의 상황과 맥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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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면서 그들을 이해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이처럼 옳고 그른 것

에 대해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여 사람과 상황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맥락을 파악하고 그 안에서 그 사람이 느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에

공감함으로써 사람과 상황을 바라보는 태도는 반목하고 갈등하는 우리의

도덕적 상황을 타개해나가는 데, 그리고 우리 스스로가 ‘도덕적 인간’이

되는 데에 중요한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도덕적 인간’에 대해 교육이 가지는 입장은 매우 단일한 것 같으면서

도 복잡하게 얽혀있다. 우리는 ‘교육’의 궁극적인 목적이 ‘도덕적 인간으

로의 성장’으로 모아지는 데 큰 이견이 없다는 점에서 비교적 단일한 태

도를 보이는 것 같지만, ‘어떻게 도덕적 인간을 키울 것인가’하는 ‘도덕교

육’의 입장을 취하고자 할 때에는 그 의견이 분분할 뿐만 아니라 확실하

고 안정적인 답변을 기대하는 것조차 어렵다고 느낀다. 그러나 이러한

느낌은 비단 도덕적 인간을 키우는 ‘방법적’인 문제에만 해당되는 복잡함

과 혼란스러움은 아닐 것이다. 우리는 ‘도덕’이라는 개념 자체에 대해서

도 그것이 우리가 응당 따라야 할 규범적 당위성을 가지는 것이라고 뭉

뚱그려 이해하면서 ‘우리가 말하는 도덕적 인간이란 과연 어떠한 인간인

지, 도덕적 인간이기 이전에 우리에게 도덕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지,

왜 우리는 도덕적 인간이 되어야 하는지’ 등의 ‘개념적’ 문제에 대해 비

교적 투박한 관념을 가진다고 말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이러한 현상의 원인 중에 하나는, 우리가 말하는 일반적인 윤리학과

도덕교육에서의 윤리학이 각각 관심을 두는 문제가 서로 다른 데서 비롯

될 수 있다. 윤리학에서의 화두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무엇이 옳은가’

등의 문제를 다루는 데 반해, 도덕교육에서의 윤리학은 ‘우리가 해야 할

바를 행하도록 어떻게 이끌 것인가’의 문제를 다루기 때문이다(노영란,

2010). 다시 말해 우리가 현대 사회에서 도덕교육을 받는다고 할 때 우

리의 도덕감을 형성하는 것은 ‘이미 결정되어 있는 어떠한 옳은 것’을 잘

따르도록 하는 데서 비롯된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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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도덕교육의 기조를 바탕으로 우리는 어릴 때부터 일반적인 도

덕적 규범이나 원리, 혹은 법칙 등을 배우게 된다. 그러나 점차 어린 아

동에서 벗어나 성인이 될수록 복잡해지는 현대의 윤리적 상황에서, 이러

한 도덕적 규범이나 법칙을 습득한 것만으로는 제대로 대처하기 힘들다

는 것을 깨닫게 된다. 특히, 여러 가치가 갈등하는 상황이나 도덕적 행위

가 자신의 이익과 상충하는 경우, 우리는 자주 혼란스러워지고 때로는

자신이 왜 도덕적으로 행동해야 하는지 회의감마저 들기도 한다. 이럴

때 우리는 자신이 선택하는 결정이 ‘합리적’인 것이라고 믿으면서 득과

실을 따지는 방향으로 사고하고 대처하기도 한다. 이렇게 점차 우리에게

‘도덕’이라는 개념은 이상(ideal)으로서 자리매김하는 고매한 것, 늘 지향

하고 따라야 할 무엇이지만 닿을 수는 없는 것으로 생각되며, 이러한 생

각은 우리의 행위와 도덕성 간의 직접적인 연관성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

하지 않아도 되는 느슨함을 허용하기도 한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강력하게 ‘~해야 한다’고 여겨지는 것을 지키

는 것, 예컨대 법을 준수하고 범죄를 저지르지 않거나 남에게 두드러진

피해를 주지 않는 것만으로도 스스로를 완전히 도덕적이지 않은 존재는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최소한의 도덕적 의무에

관한 강박관념은 우리로 하여금 범법자나 남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을 쉽

게 ‘나쁜 사람’으로 재단하고 마땅히 죄의 값을 치러야하는 사람, 나와

같이 평범한 사람과는 다른 특별한 부류의 사람이라고 치부하게 할지도

모른다.

이와 같은 상황으로 미루어 볼 때, 현재의 도덕교육에서 배우는 규칙,

원리, 법칙 등은 우리의 일상적인 윤리적 상황에서 실질적인 도덕적 행

위를 이끌고 도덕적 상황을 해석할 때 적용되기에는 한계를 가지는 것으

로 보인다. 그리고 연구자가 보기에 이 한계의 핵심적인 원인 중에 하나

는, 지금의 도덕교육이 ‘마땅히 따라야 할 기준’이나 ‘바르고 옳은 도덕적

규범’을 미리 설정하고 이것을 따르도록 치중하는 데 있다. 다시 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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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우리가 도덕적인 인간이 되어야 하는지, 혹은 도덕이 어떤 의미에서

중요하고 각자에게 어떻게 이해되는지 심각하게 성찰할 기회 없이 다소

맹목적인 당위성과 규범성 위에서 도덕교육이 전개되고 있으며, 이러한

교육은 단일한 인과관계로 설명되지 않는 실제의 복잡한 윤리적 상황에

서 점차 제대로 기능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이처럼 도덕에 관한 개념

이나 감(感)이 내면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는 점점 ‘도덕’ 혹은 ‘도덕

성’이라는 개념을 일상적인 스스로의 행위로부터 분리된 ‘이상’으로 취급

하거나 ‘의무’로 축소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상황은 범박하게 말해, 우리

의 도덕에 관한 개념이 파편화된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

물론 혹자는 도덕교육의 대상이 어떤 수준이냐에 따라 윤리학에서 다

루는 내용과의 직접적인 대면, 즉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혹은

각자에게 도덕 및 도덕과 관련된 개념들의 의미가 어떤 것인가에 대한

성찰보다는 바람직한 도덕 원리의 습득 및 습관의 형성이 교육적 차원에

서 더 중요하다는 입장을 제기할 수 있다. 이러한 입장은 ‘성찰과 비판적

숙고의 과정’이란 것이 복잡한 상황에 대한 판별력과 같이 어느 정도의

지적 수준이 전제되어야 가능하다는 측면에서 볼 때, 어린 아동들에게는

어느 정도 적절한 반론일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이 ‘이미 정해진 바람

직한 행동이나 신념’ 등을 획득하는 교육 방식만이 계속 고수된다면 이

때 형성될 수 있는 도덕감이 우리의 일상적인 상황에서 개별적이고 유연

하게 작동할 수 있는 도덕감으로 기능하기에는 다소 경직되고 제한적이

될 것이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도덕교육은 단지 학교에서 하는 도덕교

육뿐만 아니라 의도적으로 인간의 바람직한 행동을 이끌려고 하는 대부

분의 교육적 상황을 포함한다. 왜냐하면, 우리가 실제로 개별적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배우는 곳은 제도적인 교육이나 가정, 직장, 종

교 단체 등에서의 ‘의도적인 윤리 교육’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구체적인

사례에서 실질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비의도적이지만 더 강렬하고 직접적

인 방식으로 암묵적인 윤리적 태도를 배우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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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의 교육 및 도덕교육이 인간의 실질적인 도덕적 행위를

이끌고 이를 통해 도덕적 인간을 키우는 것을 목표로 한다면, 현재 도덕

교육의 한계점, 즉 ‘우리’는 마땅히 도덕적 인간이 되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도덕적인 행동을 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강조하는 교육에서 벗

어나 ‘도덕’ 혹은 ‘도덕성’ 그 자체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것이 각 ‘개인’의 실제적인 윤리적 삶과 맺는 관계가 무엇인지에 대해 성

찰하게 하는 근본적이고 포괄적인 접근이 요구될 것이다. 더불어 도덕교

육을 한다는 의미 역시, 어떠한 규범이나 법칙을 습득하게 하는 형식적

인 교육 형태를 넘어 각 개인의 개별적이고 실제적인 맥락에서 작동할

수 있는 현실적인 도덕감을 형성하는 방향으로 확장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연구자는 이러한 의도로 접근하는 대안적 도덕교육의 방향이

서두에서 고찰한 것과 같이 소설을 비롯한 예술을 통한 인간 이해의 방

식에서 비롯되어야 한다고 제안하고자 한다. 예술에서 표현되는 인간의

행위나 세상에 대한 이해에는 단지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경직된 도덕적

판단이 적용되기보다는 그러한 행위와 이해를 하기까지의 맥락, 즉 우리

의 감정과 욕망, 신념 등의 역동성이 드러나 있고 우리는 예술 작품을

통해 이러한 스스로의 감정과 욕망, 신념을 들여다봄으로써 자신의 일상

적인 행위의 의미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연구는 바로 이러한 문제의식 및 필요성을 토대로 전개될 것이다.

따라서 먼저 ‘도덕성’이라는 개념 자체에 새롭게 주목하기 위해 우리의

실제적인 윤리적 상황의 특성을 분석하고, 이 상황을 진지하게 타개해나

가기 위해 ‘이상’이나 ‘의무’로서 기능하는 기존의 도덕성이 아닌 어떠한

종류의 도덕성, 혹은 도덕과 관련된 개념이 요구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이러한 개념과 관련된 도덕적 인간으로의 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대안적 도덕교육의 접근 방식이 위에서 제안한 예술을

통한 교육으로 적용될 수 있는지 그 가능성을 탐색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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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과제

위에서 제시한 이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을 토대로 연구 과제를 제시

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윤리적 상황에 대한 분석과 이 상황을 어떻

게 바라볼 것인가에 대한 고찰이 선행되어야 이 연구에서 새롭게 해석하

는 도덕성, 혹은 도덕감을 키울 수 있는 교육에 관한 논의를 이어갈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따른 연구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도덕적 상황 및 도덕성을 새롭게 이해하기 위한 개념은 무엇

인가?

기존의 도덕적 추론 방식 및 도덕적 상황에 대한 우리의 관점이 어떠

한 이유에서 제대로 기능할 수 없는지 밝히고 이 과정에서 현대인에게

적절히 적용될 수 있는 도덕적 행위의 원천을 탐색할 것이다. 이때 현대

의 인지 과학적 사실을 토대로 우리의 도덕성이나 도덕적 개념을 설명하

는 체험주의 윤리학자 마크 존슨(Mark Johnson)의 논의에 기대어, 도덕

적 상황을 이해하는 과정을 ‘자기 이해(self-understanding)’의 과정으로

보고 이러한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실질적인 능력을 ‘도덕적 상상력’으

로 해석하고자 한다.

둘째, 자기 이해의 과정에 예술경험은 어떠한 방식으로 기여하며

도덕적으로 확대된 자기 이해란 어떤 특징을 가지는가?

위의 선행 작업의 해석에 따르면, 기존의 도덕적 추론방식을 벗어나

도덕적 상황을 이해하는 것은 곧 자기 이해의 과정이 될 수 있다. 나아

가 스스로를 어떠한 사람으로 이해하고 싶어 하는 욕구는 우리로 하여금

자기 이해의 확장되고 확대된 범위를 요구할 수 있다. 연구자는 이러한

욕구에 따라 자기 이해를 비롯한 세상에 대한 이해를 확장할 수 있는 교

육적 경험 중 하나로 ‘예술경험’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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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의 예술경험이란 예술의 여러 영역에 해당하는 활동을 직접 감상

하거나 창작해보는 활동으로 소설을 읽거나 회화, 조각, 무용 등의 감상,

혹은 그림, 연주, 연극, 춤 등의 창작을 시도해보는 활동을 포함한다. 그

러나 예술에 ‘대해’ 배우는 것, 예컨대 소설을 직접 읽는 것이 아니라 그

소설의 줄거리나 작가의 배경 등을 아는 것 등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이와 같이 예술경험을 통해 도덕적 자기 이해를 확장할 수 있다는 제

안의 타당성을 살펴보는 과정에서, 예술경험과 도덕적 인간의 발달에 관

한 기존의 논의 가운데 마사 누스바움(Matha C. Nussbaum)의 주장을

분석하고 연구자의 관심과 비교하면서 본 연구에서 탐색하고자 하는 도

덕성의 특성, 즉 자기 이해를 통한 도덕성의 성장이 갖는 특성을 분명히

밝히고자 한다.

셋째, 도덕적 자기 이해에 기여하는 예술경험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실제적 교육의 적용 사례는 무엇인가?

우리의 윤리적 상황을 대안적으로 해석하고 그 상황을 타개할 수 있

는 실질적인 능력이 도덕적 상상력이라고 해석한 것을 토대로 할 때, 본

연구에서 탐색하려는 예술경험을 통한 대안적 도덕교육은 이러한 도덕적

상상력 및 도덕적 감수성을 발달시키는 것과 관련되어야 할 것이다. 연

구자는 이 특성에 적합한 예술경험 교육의 한 가지 사례가 제네퍼 로빈

슨(Jenefer Robinson)의 ‘감정 교육(A Sentimental Education)’이라고 제

시하고 그 적용 가능성과 근거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우리의 ‘감정’이 학습되고 교육될 수 있다는 것을 논증하고

예술경험을 통해 교육된 감정을 가지는 것이 우리의 도덕적 감수성 및

도덕적 상상력과 어떠한 관련을 맺는지, 그리고 이것이 자기 이해 및 우

리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끼칠 수 있을지 탐색해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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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현대인의 도덕적 행위의 원천

1. 도덕성에 대한 이해의 필요성

체험주의 윤리학자 마크 존슨2)(Mark Johnson, 1993, pp. 371-372)은

그의 저서 『도덕적 상상력』의 마지막 장에서 40여 년 전 자신이 베트

남 전쟁에 징집될 당시의 갈등을 털어 놓는다. 그의 갈등은 ‘조국’에 대

한 봉사를 하기 위하여 전쟁에 참전할 것인가와 ‘평화’를 위한 인도주의

적 처사에 따라 참전을 거부할 것인가의 의사 결정 사이에서 비롯되었

다. 그는 이 두 가지 선택 각각에 대한 철학적이고 신학적이며 문화적인

논변을 충분히 가지고 있었다. 2차 대전 참전 용사였던 그의 아버지는

우리의 ‘자유’라는 가치가 소중한 만큼 깨지기도 쉽기 때문에 유혈폭력을

행사해서라도 소중한 가치는 지켜내야 한다는 국가적 책무 의식을 그에

게 심어주었다. 꼭 아버지의 가르침이 아니더라도 그는 플라톤, 홉스, 로

크 등을 통해 ‘국가’의 역할과 이에 따라 국가에 복종하고 지켜내야 할

의무에 대해 숙지하고 있었다. 한편으로는 루터주의 신학을 통해 복수를

무너뜨리는 기독교적 ‘자비’에 심취해있었으며 토마스 하디 등의 소설을

2) 마크 존슨은 현재 미국 오리건 대학교(University of Oregon)의 철학과 교수

이며, 언어학자인 레이코프(G. Lakoff)와 함께 체험주의(experientalism)라는

철학적 입장을 표명하는 학자로 전통적인 객관주의를 거부하고 허무주의적

상대주의를 극복하려는 제 3의 시각을 가진 학자이다(노양진, 2008, pp. 6-7,

『도덕적 상상력』 중, 옮긴이의 말). 특히 이들의 입장은 오늘날의 현대 과

학, 특히 인지과학(cognitive science)의 경험적 증거들을 적극적으로 수용하

면서도 철학적으로 설득력 있는 논의들을 이어 나가고 있다. 연구자는 본 연

구를 전개함에 있어, 도덕성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탐색하는 과정에서 마크

존슨의 입장이 고전적 윤리학을 해체하면서도 새로운 도덕 이론의 구성보다

는 ‘도덕적 이해’(moral understanding)이론의 구성, 즉 ‘도덕성을 어떻게 이

해해야 하는가’가 주 관심사가 되어야 한다는 점에 적극적으로 동의하면서

그의 주장 및 논증에 많은 부분 기대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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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접한 전쟁의 공포와 광기를 인식하고 있었다. 또, 간디, 톨스토이

등의 저작을 읽으면서 인간 ‘생명’을 그자체로 존중하는 합리적 인간 존

재의 비전에 대해서도 익숙해져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 그렇기 때문에 그는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하

는지 알 수 없었다. 그는 철학적이든 신학적이든 자신이 상상할 수 있는

논변을 모두 ‘알고’ 있었고, 그 때까지 자신에게 행해진 모든 도덕교육에

노출되어 있었으며 스스로 정립한 도덕적 이상이나 자신이 사용할 도덕

적 원리들도 ‘알고’ 있었다. 다시 말하면, 그의 결정을 어렵게 만드는 것

은 ‘옳은 것’과 ‘그른 것’ 사이에서 고민하는 비겁함이나 각 결정이 초래

하게 될 결과를 모르기 때문이 아니라, ‘옳은 것’과 ‘옳은 것’, 즉 ‘좋음’과

‘좋음’ 사이에서 스스로에게 부과되는 상충적인 의무와 가치 때문이었다.

마크 존슨이 자신의 젊은 시절에 겪었던 도덕적 갈등 상황을 통해 우

리에게 우선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실제 삶에서 겪는 선택의

상황이 선악의 대립구도처럼 명확한 것이 아니라 모호하고 복잡하게 얽

힌 상황이라는 점이다. 우리는 그가 겪은 것처럼 때로는 인생의 중대한

결정의 기로에 서있기도 하지만 그 중대함의 무게가 다르더라도 대부분

의 일상적인 삶에서 크고 작은 선택의 순간을 만난다. 그리고 그 선택이

어려워지는 경우는 주로 결정과 관련한 가치들에 대해 쉽게 우열을 가릴

수 없어서 많은 것들을 동시에 고려해야 할 때이다. 그런데 우리의 선택

을 요구하는 이러한 가치갈등 상황의 경우, 그 상황에 떠올릴 수 있는

도덕적 원리나 법칙, 관습적 미덕 그리고 각각의 결정이 가지고 올 결과

와 영향력 등을 ‘알고’ 있는 것만으로는 그 상황을 타개하는 진지하고 정

직한 하나의 선택을 하기가 쉽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각 선택의 가치와 의미를 알고도 ‘하나’의 ‘옳은’ 선택을 하기가 어렵

다면, 혹은 어떠한 선택을 하고도 그것이 옳은 것인지 확신할 수 없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어느 한 가지 선택이 그 순간에는 가장 옳은

것이었다고 믿으며 자신을 합리화할 것인가? 아니면 그 선택이 최우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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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옳은 답은 아니었지만 그 상황에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

었다고 생각하면서 스스로를 위로할 것인가? 그런데 과연 가장 옳은 답

이 있기는 한 것일까? 혹시 가장 옳은 답을 찾지 못했다면 아직 도덕적

법칙을 발견하기 위한 스스로의 노력이 부족해서 그런 것은 아닐까? 자

신이 선택한 답이 최우선이라는 보장은, 혹은 위로는 대체 어디로부터

얻을 수 있는 것일까? 이와 같은 윤리적 상황과 관련된 의사결정이 곤혹

스러운 이유 중 하나는 가장 옳은, 혹은 가장 좋은 해결책을 스스로가

놓치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불안감 때문일 것이다. 여기에는 우리가 암

암리에 가지고 있는 신념, 즉 윤리적으로 더 나은 결정이 있을 수 있다

는 도덕적 원리의 위계에 대한 믿음이 자리 잡고 있을지도 모른다.

마크 존슨은 이러한 우리의 도덕의식에 뿌리 깊게 자리 잡은 신념의

오래된 역사를 추적한다. 그에 의하면 전통적으로 서구에서 도덕적 문제

는 ‘도덕적 추론’에 의해 해결되어야 한다고 생각되었다. 여기에서 추론

이라는 것은 인간으로서의 도리, 혹은 인간으로서 준수해야 할 도덕적

법칙이나 원칙이 우선적으로 존재하고, 구체적 상황의 도덕적 문제들을

그러한 법칙에 비추어 해결하려 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따라서

“도덕적 추론은 특정한 상황에 대해 합리적으로 적절한 도덕 법칙을 결

정하며, 나아가 이성이 명령하는 대로 의지의 힘을 불러내는 작용

(Johnson, 1993, p. 265)”이다.

이러한 상식적인 도덕적 전통은 지금까지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

하는 도덕 문제의 해결 원리이다. 서구뿐만 아니라 유교적 전통을 가진

우리 문화권에서도 인간이 따라야 할 도리로서 추구하는 모종의 도덕적

원리를 공유해 왔으며, 한편으로는 서구 계몽주의 이후에 정립된 합리적

인간으로서 자율성을 추구하려는 사상이 우리 문화권에 도입되면서 전통

과 서구의 문화가 뒤섞인 다소 혼란스러운 형태로 우리의 도덕적 행동을

이끄는 틀이 존재하고 있다. 그러나 여러 방식이 혼합되고 수정되었더라

도 특이할 만한 점은, 어떠한 옳은 원리가 있고 그러한 원리에 비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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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적 사례에 적절한 도덕 규칙을 ‘발견’하려고 하는 추론적 구조가 동,

서양을 막론하고 유사하게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구조, 즉 본질적이고 보편적인 인간의 이성이 있고 이러한 이

성을 따라 절대적으로 옳고 합리적인 것을 따를 수 있다는 믿음은 근대

를 지나면서 다양한 방식으로 강한 도전을 받고 해체되기에 이르렀다.

마크 존슨은 우리의 도덕성을 선험적 가정 없이 설명하려는 롤스(J.

Rawls)3)의 설명 방식을 들거나 도덕성이 전적으로 욕망과 느낌의 문제

라고 보는 정서주의(emotivism)4)를 들기도 하면서 도덕적 행위를 이해

하려고 스스로 노력해온 우리의 흔적을 검토한다. 그 가운데 그가 중요

하게 지적하는 지점은 형이상학적 본질과 법칙에 대한 도전이 오랜 기간

동안 이어져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의 도덕감을 형성하는 것은

전통적인 도덕적 추론의 방식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마크 존슨

이 보기에 그 원인은 칸트 이후의 롤즈(J. Rawls)든, 정서주의의 맥을 있

3) 마크 존슨에 의하면, “칸트가 유대 기독교 도덕 전통을 탈신학화하고 합리화

함으로써” 인간의 선의지를 재구성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는 반면, 롤스는

“칸트주의를 탈초월화함으로써 칸트주의에서 가장 논란적인 형이상학적 가정

들을 제거하고(Johnson, 1993, p. 296)” 경험적 이론의 한계 내에서 인간의

자유를 설명하려고 하였다. 이를 위해 롤스는 ‘좋음’보다 ‘옳음’을 앞서 제시

하고 ‘정의’ 이론을 내세워 우리의 논쟁과 합리적 합의가 칸트의 형이상학적

구조를 대신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간주하였다. 그러나 마크 존슨은 마이클 샌

들의 지적을 빌어, 이러한 롤스의 주장 역시 도덕적 주체로서의 자아가 그것

이 선택하는 목표들과 독립적으로 정의된다는 것을 포함한다는 것, 즉 롤스

의 견해는 “원리 선택자로서 고정된 합리적 주체를 요구(ibid., p. 303)”한다

는 것을 지적한다. 이 지적은 롤스 역시 여전히 형이상학적이고 추상적인 자

아에 대해 의존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4) 마크 존슨에 따르면 정서주의(emotivism)는 계몽주의 도덕이론의 이성과 욕

망의 이분법에 따른 한 가지 대안으로서 도덕성을 거의 전적으로 욕망과 느

낌의 문제라고 본 것에서 시작된다. 그러나 맥킨타이어(A. MacIntyre)와 찰

스 테일러(C. Taylor)에 의해 지적되듯이, 이러한 시각은 모든 도덕적 판단이

단지 개인의 선호나 태도, 느낌의 표현으로 간주되는 현대의 도덕적 상대주

의의 발판이 된다. 따라서 마크 존슨은 정서주의의 입장이 도덕적 문제가 이

성의 문제 외의 것이 된다는 극단적 입장의 토대가 되기 때문에, 이성과 감

성의 이분법을 더욱 심화시킨다고 비판한다(ibid., pp. 280-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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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는 무어5)(G.E. Moore)든 도덕적 행위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항상

전제된 것이 몸과 마음의 화해할 수 없는 ‘분리’ 라는 점에 있다. 그리고

이러한 분리에 기초하여 이해되는 우리의 도덕적 행위는 우리를 둘러싼

사회적 관계나 문화적 역할과 상관없이 추상적인 도덕적 인격성을 전제

로 한다. 여기서 추상적인 도덕적 인격성은, 우리가 몸의 열정을 극복하

고 따라야 하는 보편적이고 객관적인 실천이성이 자리하는 ‘마음’을 가정

한다. 그리고 이러한 가정은 우리의 행위에서 몸과 마음을 분리해내는

분열된 자아관과 밀접한 연관을 가진다.

칸트는 자신의 시각에서 합리적 행위자라고 생각되는 것으로부터 출발한

다. 그는 도덕적 행위자가 어떤 의미에서 합리적 행위자 이상일 수 없다

고 생각한다. 또한 그는 특수한 형이상학적 행위자 개념을 도덕성에 대한

그의 해명에 본질적인 것으로 제시하는데, 그 해명에 따르면 도덕적 주체

로서 자아는 시간과 인과성을 벗어나 있다. 따라서 그것은 구체적이며, 또

경험적으로 결정된 개인―사람들은 보통 자신을 이렇게 생각한다―과는

구분되는 것으로 그가 ‘본체적 자아’(noumenal self)라고 부르는 것이다

(Bernard Williams, 1985, Ethics and the Limits of philosophy, p. 64,

Johnson, 1993, p. 273 재인용)

‘본체적 자아’로 대변되는 칸트의 추상적인 자아는 행위로부터 분리되

는 객관적 자아를 가정하며 이것은 매우 오랫동안 우리의 자아관을 지배

5) 무어(G.E. Moore)의 직관주의는 정서주의의 맥락에서 설명될 수 있는데, 그

는 ‘좋음’ 에 대하여“만약 누군가 ‘좋음이란 무엇인가’라고 묻는다면 내 대답

은 좋음은 좋음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끝이다. 또는 만약 누군가 ‘좋

음은 어떻게 정의되는가’라고 묻는다면 내 대답은 그것의 정의될 수 없다는

것이다(Moore, 1903, p. 6, Johnson, 1993, p. 268 재인용)” 라고 답한다. 마크

존슨은 이러한 관점이 사회심리적 관점에서 비판될 중요한 이유가 있다고 보

며, 이러한 관점은 무비판적이고 무반성적인 자기 긍정을 조장하는 근거가

된다고 말한다. 그는 무어의 직관주의가 “도덕 이론에서 하나의 불운한 삽

화”였다고 평가하면서 도덕적 숙고에서 이성의 모든 역할을 부정하는 것을

공고히 했다고 지적한다(Johnson, 1993, pp. 286-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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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왔고 지금도 여전히 우리 스스로가 자신을 도덕적 존재로 투사할 때

비추어보는 기준으로서의 자아이기도 하다. 현대의 많은 철학적 사유들

이 이 고립된 자아의 존재에 의문을 던지고 도전해왔지만 일상을 사는

보통의 사람들에게 도덕적인 인간이 되는 길은 주로 스스로의 욕망과 정

념 등을 절제하면서 본질적이고 추상적인 모종의 자아에 부합할 수 있게

끔 노력하는 것으로 보인다. 가령, 우리가 일반적으로 윤리적이고 도덕적

인 태도로 간주하는 것은 몸의 경향성을 극복하고 ‘성실’하기, ‘절제’하기,

‘인내’하기, 스스로의 편안함을 조금 희생하더라도 상대방을 ‘배려’하기

등 주로 ‘신체’의 ‘제약’이나 ‘제한’을 통해 몸가짐에 규제를 가하면서 ‘정

신’적이고 ‘이성’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러한 추상적 자아에 대한 가정과 이에 따르려는 도덕적 노

력이 왜 문제가 되는가? 우선, 경험 과학적으로 현재 밝혀지고 있는 심

리학적 사실은 몸과 마음이라는 각기 다른 세계를 사는 ‘분리된 자아’의

개념과 양립할 수가 없다. 그리고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신체화된

(embodied)6) 인간주체’와 관계없이 추구되는 본체적 자아의 개념이 우리

가 도덕적으로 상상할 수 있는 다양한 가능성을 차단하기 때문이다. 이

때의 상황에서는 “질적 대비를 드러내는 모든 대안적 언어가 소위 특권

을 갖는 형식적 원리의 언어로 환원(Johnson, 1993, p. 259)”되어 다양한

가치의 공존을 부정하고 하나의 대안이 다른 대안보다 위계적으로 우선

권을 갖는 것처럼 보인다. 그리고 본체적 자아로서의 역할을 하는 우리

6) 여기서 ‘신체화(embodiment)’되었다는 말은 체험주의 윤리학에서 우리의 개

념 체계의 생성을 설명할 때 제시하는 개념이다. 체험주의는 우리의 이해 및

개념 체계의 설명에 관한 객관주의와 상대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바

로 이 ‘신체화’라는 개념을 사용하는데, 기존의 두 가지 관점이 인간과 환경

과의 분리를 상정하고 객관적으로 세계를 설명하려고 했다거나 혹은 이와 대

립하여 개인의 내면 및 주관적인 느낌을 강조했다면 체험주의는 인간과 환경

과의 상호작용으로 인해 서로 영향을 끼치면서 세계를 이해하고 구성한다는

입장을 취한다. 이 개념은 본 연구에서 전개하는 도덕성의 새로운 이해를 도

모하는 핵심적인 개념으로 앞으로의 논의에서 지속적으로 등장하는 개념이

다.



- 15 -

의 이성은 하나의 옳은 답, 즉 위계적으로 우선권을 가지는 답을 발견한

것과 같은 착각을 일으켜 다른 대안들을 폄하하고 배척할 수 있다. 이러

한 착각에 의한 폐해는 이성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진 행위들이 역설적으

로 인간에 대한 폭력을 자행하는 눈 먼 힘이었음을 부각시킨 포스트 모

더니즘의 비판주의 철학자들에 의해 신랄하게 제시된 바 있다.

그러나 이러한 비판의 논조가 모든 가치들이 도덕적 위계 없이 동등

하게 받아들여져야 한다는 도덕적 상대주의를 옹호하고자 하는 것은 아

니다. 테일러(C. Taylor)를 비롯한 가치상대주의를 염려하는 많은 학자들

은, 모든 질적 가치가 깊은 반성 없이 그 자체로 존중 받을 만하고 고려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도덕적 숙고의 문제를 단지 개인적 선호나 주관적

선택의 차원으로 평가 절하시킬 수 있다고 지적해왔다. 관대한 인정적

태도로 인해 자칫 가치의 문제가 단순히 선택의 문제로 전락된다면 이러

한 태도는 우리의 도덕적 행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할 뿐 아니라

심각한 윤리적 혼란을 가중시킬 가능성이 많다. 실례로 이슬람 문화권에

서 여성에 대한 차별은 그들의 전통적 가치에 대한 존중이라는 미명하에

인권 유린과 폭력으로 자행되고 있기도 하다.

이처럼 우리가 대면하는 도덕적 상황에서 그 상황을 적절하게 이해하

는 방식은 ‘하나’의 도덕법칙이 우선권을 가지는 것도 아니고, ‘모든’ 가

치를 인정하려 하는 느슨한 관용도 실제적인 문제 해결에 별 도움이 되

지 않아 보인다. 따라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도덕적 행위를 바라보

는 이러한 구조의 이해 방식을 벗어나 다소 다른 시각으로 상황을 해석

하는 방법일 것이다. 그리고 이 방법의 핵심은 앞서 고찰한 것처럼 추상

적 자아의 가정을 부정하는 일, 즉 몸과 마음의 분리를 극복하는 일에서

비롯될 것이라 예상할 수 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일상적인 도덕감이 주

로 전통적인 도덕적 추론의 구조 안에서 형성되는 까닭은 바로 우리가

신체화된 경향성을 배척하면서 ‘고립’되고 ‘고귀한’ 마음을 상정하였기 때

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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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말해, 우리가 ‘하나’의 옳은 답을 가정하는 절대적인 도덕 법칙을

거부하고 ‘모든’ 가치를 동등하게 존중하려는 ‘상대주의’ 또한 거부하면서

윤리적 상황에 적용하고자 하는 사유틀을 상정한다면 그것은 도덕적 입

장에 대한 양 극단의 중간쯤에 있거나 아니면 다른 차원을 가정해야 할

지도 모른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타인 및 세상과의 ‘관계’라는 윤리적

상황에서 적용할 수 있는 사유틀이라면, 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객관성이

확보되어야 할 것이라는 점이다. 그러므로 여기서 모색하고자 하는 도덕

적 상황을 바라보는 태도는 우선 주관주의적 태도로 함몰되지 않으면서

도 절대주의적 태도에서 벗어난 유연함을 지닐 수 있는 모종의 ‘대안적

객관성’을 확보해야하는 문제를 해결해야 하고 그러면서도 몸과 마음의

분리, 혹은 우리의 판단과정에서 상대적으로 배제되었던 몸의 영향력을

인정하는 문제를 포함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어떤 진술, 또는 어떤 진술의 전체적 체계―하나의 이론이나 개념 체계

―를 합리적으로 수용 가능한 것으로 만드는 것은 대부분 그것의 정합성

(coherence)과 맞음(fit)이다. 즉 그것은 ‘이론적’이거나 덜 체험적인 신념

들 상호간의 정합성, 더 체험적인 신념들과의 정합성, 그리고 체험적 신념

과 이론적 신념 사이의 정합성을 말한다. 정합성과 수용 가능성에 대한

우리의 관념은……우리의 심리와 긴밀하게 맞물려 있다. 그것들은 우리의

생태와 문화에 의존한다. 즉 그것들은 결코 ‘가치중립적’(value free)이 아

니다. 그것들은 우리의 관념이며, 실제적인 어떤 것의 관념이다. 그것들은

신적 관점의 형이상학적 객관성은 아니라 할지라도 일종의 객관성, 즉 우

리에게 있어서의 객관성을 규정한다(Putnam, Reason, Truth and

H istory, 1981, pp. 54-55, Johnson, 1987, p. 371 재인용).

이와 같이 우리의 ‘생태와 문화에 의존하는 객관성’은 현대의 철학자

들에 의해 꽤 자주 술회되었다. 퍼트남은 절대적이지 않지만 우리 신념

들의 정합성에 따라 성립할 수 있는 객관성을 규정할 수 있다고 주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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왔다. 퍼트남 외에도 “객관주의와 상대주의 사이에 중간 영역이 존재한

다는 생각은 주로 지난 수십 년 동안 쿤(T. S. Kuhn), 로티(R. Rorty),

번스타인(R. Bernstein), 브라운(H. Brown) 등의 철학자들에 의해 제기

되었다”(Johnson, 1987, p. 347). 이들은 주로 “우리가 합리성, 지식, 진

리, 실재, 선, 또는 정의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궁극적으로 의지해야 할

항구적이고 초역사적인(ahistorical) 모형 또는 틀이 있으며, 또 있어야만

한다는(Richard Bernstein, Beyond Objectivism and Relativism, p. 8,

Johnson, 1987, p. 371 재인용)” 객관주의적 입장에 반대하면서도 상대주

의적 무정부 상태로 전락되지 않는 과학과 도덕의 객관성을 설명할 수

있는 다른 방식들을 제기해왔다”(Johnson, 1987, p. 353).

그런데 연구자가 이 논의에서 모색하고자 하는 모종의 ‘대안적 객관

성’은 이들의 주장과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방식에 동의하면서도 그것을

넘어서는, 혹은 보완하는 성격을 가진 것이다. 그리고 이 성격은 마크 존

슨이 제안하는 ‘신체화된 이해(Embodied Understanding)’로부터 비롯될

수 있다고 본다.

(도덕 법칙의 이론적 객관성에 따르면) 도덕적 관점의 문제는 개별적인

관심사나 편견을 ‘넘어서서’ 보편적으로 타당한 관점을 취하는 문제다. 이

이론에 따르면 몸은 개별성과 차이의 원천이다. 몸은 느낌과 감각, 정서,

욕망의 소재이며, 그것은 우리에게 개인적인 자기중심적 만족을 추구하도

록 이끌어 간다. 도덕적으로 된다는 것은 우리의 신체화를 넘어서서 자유

로운 합리적 의지로서, 이해관계를 떠난 보편적 이성의 관점에서 행위할

것을 요구한다.

이 견해에 따르면 …… 객관적 판단은 온전하게 합리적인 모든 행위자가

유사한 상황에서 하게 될 그런 판단이다. …… 판단이 도덕적으로 객관적

일 때 우리는 개별적인 신체적 감각이나 욕망보다 우월한 것으로서 순수

하게 합리적인 본성을 실현하게 된다(Johnson, 1993, pp. 444-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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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크 존슨은 그동안 우리의 도덕적 행위에서 객관성을 지향한다는 것

이 주로 ‘신체화’를 넘어서는 문제로 가정되어 왔으며 이것은 개인의 주

관적 관점과 가치, 관심, 목표 등을 넘어서는 초월적인 보편적 이성을 상

정한다고 지적한다. 그리고 이러한 견해의 가장 큰 오류는 정작 우리가

보편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 것이 신체를 가지고 세계를 경험하는 그것

자체로부터 비롯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바로 이 점을 무시한 것에 있다

고 말한다.

물론 이러한(도덕 법칙에 관한) 견해의 잘못은 신체화가 실제로 우리가

공통적으로 공유하는 어떤 것이라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다는 점이다. 비

록 다양한 방식으로 상상적으로 정교화될 수 있기는 하지만 신체적 경험

의 보편적 구조가 존재한다. 우리의 지각 구조는 보편적으로 공유되어

있으며, 우리의 운동 프로그램도 마찬가지다. 이해의 상상적 구조 또한

공유되어 있다. 더욱이 느낌이나 감각, 정서는 공적 특성을 갖고 있다.

나는 당신이 느끼는 느낌을 느낄 수는 없지만 우리의 ‘주관적’ 경험에는

소통 가능한 차원이 존재한다. 나는 당신의 고통을 알지는 못하지만 고통

이 무엇인지를 안다. 나는 당신의 슬픔을 경험할 수 없지만 당신과 그것

을 공유할 수는 있다. 따라서 우리의 신체화는 사적인 것과는 거리가 있

다. 즉 신체화는 세계에 대한 공유된 경험의 근거다(Johnson, 1993, pp.

445-446)7).

그에게 있어서 ‘신체화된 우리의 공유된 이해’는 형이상학적 가정을

하지 않는 ‘실재론’의 반영이다. 즉 우리는 우리의 몸이라는 ‘실재’로서

실제로 존재하는 것들인 ‘실재’에 접촉함으로써, 우리 몸과 외부의 것들

간의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행동의 패턴을 강화시켜왔다8). 이러한

7) 강조체는 연구자가 우리가 신체를 가지고 있다는 것으로 공유된 경험을 가

질 수 있다는 측면을 강조하기 위해 사용한 것이다.

8) 마크 존슨은 우리의 신체가 외부와 반복적으로 상호작용하는 가운데 ‘영상도

식’이 생겨나고 이것에 투사된 상상작용에 의해 우리의 이해나 가치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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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식의 설명은 인간의 활동과 사유의 원천 모두를 유기체로서 환경과 상

호작용하는 생물학적 기제로 이해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그렇기 때

문에 혹자는 이러한 기제로 설명되지 않는 우리의 ‘의미’나 ‘가치’ 문제에

대한 설명을 요구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의미’나 ‘가치’의 문제 역시, 그

구체적인 발생과정을 정확히 설명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신체

로서의 뇌를 가진 인간의 정신활동 안에서 일어나는 영역임은 부인할 수

는 없다. 그러므로 결국, 우리가 보편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 것은 신체,

그 신체의 정신작용으로서의 상상력, 그리고 신체와 상상력의 협응작용

이 환경과 상호작용하며 일구어온 우리의 의미들의 구축이다. 따라서 우

리가 의존해야 할 대안적 의미의 객관성은 절대적이고 추상적인 보편적

가 생겨났다고 말한다. 예를 들어 그릇 이라는 영상도식을 다른 이해의 문

제로 확장할 수 있다고 한다면, 먼저 “어린아이는 끊임없이 신체적 활동을

통해 외부 대상들과 접촉하며, 이러한 과정을 통해 비로소 자신의 신체성이

라는 개념을 갖게 된다. 자신의 몸이 외부의 사물과 ‘단절’되어 있으며 외부

의 대상의 ‘저항’이라는 관계 속에 놓여 있음을 알게 된다는 것이다. 몸에 대

한 이러한 이해가 그릇 (CONTAINER)이라는 ‘영상도식’(image schema)으

로 나타나게 되며, 이러한 도식은 일종의 커다란 틀 또는 패턴처럼 반복적으

로 작용함으로써 우리는 수많은 대상들을 이러한 도식의 관점에서 이해하게

된다(노양진, 2001)”. 즉, 우리는 먼저 물리적으로 우리의 몸을 공기, 음식, 물

등을 담고 배출하는 그릇 으로서 인식하고 영상도식을 가지며 우리의 ‘은유’

라는 상상작용에 의해 이 도식을 더 넓게 적용하여, ‘소설 속의 주인공’, ‘내

안의 너’ 등의 추상적 개념들을 사용할 수 있다. 이러한 영상도식에 대한 예

시와 설명은 존슨의 저서『마음 속의 몸(1987)』에 자세히 제시된다. 그의 실

재론도 이러한 설명을 토대로 전개된다. 인용하자면, “영상도식들은 우리 ‘밖

에’ 있는 사물들과의 의미 있는 상호작용의 부분들로서 창발하는 구조들이다.

영상도식들은 지속적인 상호 작용과정- 우리의 이해, 즉 우리가 세계를 갖는

것을 구성하는-에서 직면하는 에너지와 힘들에 우리를 관련시키는 구조들이

다. 이러한 방식으로 우리의 실재론적 믿음은 자명하며, 그것은 다만 신적 관

점의(형이상학적) 실재론이 아닐 뿐이다. 그것은 경험에 대한 우리의 매개된

이해에 근거한 실재론이다. 그리고 그것은 이해의 이론에 근거한 지칭 이론

을 요구한다. 상대주의(반실재론적 형태의)의 위협에 대한 적절한 대응은 객

관주의적 계획(지칭 이론과 기술적 실재론 등)에 대한 전반적인 철저한 검토

가 아니라 상상력―우리의 사유와 지식 주장의 대상이 되는 의미 있는 세계

를 갖게 하는 수단인―작용에 대한 좀 더 상세한 탐색이다”(Johnson, 1987,

p. 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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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물에서 벗어나 신체적 유기체성, 그리고 이 유기체가 오랫동안 상호

작용해왔던 “역사, 문화, 언어, 제도 이론 등을 포함하는 넒은 의미에서

의 환경(Johnson, 1987, p. 364)” 으로부터 비롯된다고 말할 수 있을 것

이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할 때, 우리의 삶의 ‘의미’라는 것 역시 신체

를 가지고 있는 인간의 상상력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외부

환경과 인간 신체의 반복된 상호작용으로 구축된 행위의 구조화는 인간

의 상상력이라는 정신작용에 힘입어 인간으로 하여금 ‘의미’라는 상징적

용어를 획득하게 하였다. 따라서 “의미는 항상 인간의 이해의 문제인데,

그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일상적 세계에 대한 우리의 경험을 구성

(Johnson, 1987, p. 315)”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의미의 객관성 또한 이해

에서의 객관성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모두 공유하고 있는 신체를 토대로

확보될 수 있다.

이해라는 개념을 세계 ‘안에 있는’(being in) 또는 세계를 ‘갖는’(having)

방식으로 특별하게 정식화하는 것은 이해(그리고 의미)의 역동적이고 상

호 작용적인 특성을 부각시킨다. 의미를 파악하는 것은 이해의 한 사건이

다. 의미는 객관주의자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문장과 객관적 실재 사이의

고정된 관계가 아니다. 우리가 전형적으로 고정된 의미라고 간주하는

것은 우리의 이해 안에서 반복적 패턴으로 창발하는 구조들을 퇴적시

키고 안정시킨 것에 불과하다9). 이해는 우리가 세계를 갖는 사건이라는

생각, 또는 좀 더 적절하게는 일련의 지속적이며 상관성 있는 의미사건들

―그 안에 우리의 세계가 서 있는― 이라는 생각은 오랫동안 대륙에서,

특히 하이데거와 가다머의 저작을 통해 알려졌다(Johnson, 1987, p. 316).

결국 우리에게 ‘이해’란 인간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사고하면서 ‘세계를

갖는’ 주요 수단이다. ‘이해’는 “역사적, 문화적으로 각인되어 있고 인간

9) 강조체는 연구자가 ‘의미’의 특성을 강조하기 위해 사용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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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신체화되어 있으며, 상상적으로 구조화된 사건(Johnson, 1987, p.

317)”으로 말해질 수 있다. 그런데 이처럼 이해가 상상력의 산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일상을 살아가면서 자신의 이해를 통해 세상을 바라보

는 것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양 투명하게 느끼는 경우가 많다. 이

것은 마크 존슨에 따르면, 역사, 문화, 사회적으로 퇴적된 이해가 세계

안에서 우리의 존재 방식을 구성해왔기 때문이다(Johnson, 1987, p. 316).

그러므로 우리는 앞서 제기한 문제, 즉 도덕적인 상황을 바라보는 사

유틀로서 타인과 소통할 수 있는 객관성을 확보하면서도 몸과 마음의 분

리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대하여 우리 모두가 신체, 신체

로부터의 지각, 그리고 그 지각으로부터 창발하는 상상력으로 구축해온

이해 체계를 공유한다는 것을 단초로 삼을 수 있다고 답할 수 있을 것이

다.

2. 자기 이해의 실존적 욕구

지금까지의 논의에 따르면 인간의 삶의 의미, 절대적 선이나 옳음, 그

리고 여기서 논하고자 하는 도덕과 관련된 개념들 역시 인간의 상상력에

의한 산물이라고 말할 수 있다. 마크 존슨의 주장을 참고하면 그러한 도

덕적 개념들은 애초에는 생존하기 위해 필요한 행동패턴들이었으나 점차

인간의 상상력의 작용 중 하나인 은유에 따라 오랜 시간 동안 확고히 굳

어진 ‘구성물’10)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그는 이러한 ‘구성물’에

10) 마크 존슨(1987, pp. 28-31)은 인지과학의 경험적 탐구의 입장을 취하면서,

보편적인 도덕 법칙을 토대로 도덕적 추론을 통해 의사 결정하는 것이 합리

적인 것으로 간주되는 전통적인 윤리 개념을 비판한다. 도덕과 관련한 ‘개념’

은 절대적으로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특수한 문화에서만 유효한 상대적인 것

도 아니며, 우리의 인지작용에 의해 ‘형성’되는 종류의 것이라고 말한다. 그의

핵심적 주장은 인간의 도덕적 이해가 기본적으로 상상적이라는 것이며, 따라

서 도덕적 개념은 우리의 신체적 경험에 근거한 도식들이 상상적인 인지과정

인 은유의 체계에 의해 구조화된 것이다. 여기서의 ‘은유’ 개념은 보다 폭넓

게 이해될 것이 요구되는데 그것은 단순히 수사학적 비유법이나 정서적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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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하여 전개되어온 유구한 인간 역사와 그것에 의존하여 개진해온 인

간 공동체나 개인적 성장의 결과를 결코 폄하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도덕적 원리나 법칙이 있다는 확고한 믿음이 우리의 도덕적 상상력

이 발휘될 수 있는 가능성을 제한하고 이로 인해 유연한 대처가 어려워

지는 윤리적 상황의 경직성을 염려하면서, 확장적이고 건설적인 도덕성

개념을 제안하고자 하는 것이다(Johnson, 1993, pp. 83-84).

그런데 우리가 개별적인 윤리적 상황에서 스스로 도덕적 숙고와 도덕

적 행위를 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좋음’(the good)을 향한 목적론적 지향

성을 갖기 때문이 아니라면, 즉 마크 존슨의 말대로 그것은 신체화된 은

유로 설명될 뿐 선을 향한 목적 있는 행위가 아니라면, 이러한 행위와

숙고의 동기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 왜 우리는 스스로 도덕적으로

행위하려고 하며 도덕적인 자아가 되고자 하는가? 위에서 잠시 언급한

바와 같이 마크 존슨에 따르면 우리의 도덕적인 행위의 원천은 생존과

관련한 ‘평안’을 위해 반복되어온 인간의 신체적 습관화가 상상적인 인지

작용과 결합된 결과이다(ibid., pp. 91-143). 다시 말해, 우리는 기본적인

생명유지 활동이 충족되면 나아가 이를 유지하면서 더 풍요롭게 살기 위

해 남에게 피해를 주거나 입히지 않기 위해 노력해왔으며 그럼으로써 각

개인의 삶에서 균형을 맞추고 타인과 조화를 이루려 애써왔다. 이러한

노력 가운데 안정과 행복감을 주는 특정 유형의 행위들을 지속하려고 하

고 가치를 부여해왔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의 이러한 인지 과학적 해석

은 건조한 경험적 서술에만 머무르지 않고, 우리로 하여금 스스로의 도

덕적 행위를 설명할 수 있는 중요한 철학적 사유로 나아가게 한다.

을 넘어 “생물학적, 사회적, 언어적, 정치적, 경제적 상호작용의 제약을 받는

인지과정(Johnson, 1993, p. 90)”으로 말해진다. 따라서 그는 우리가 도덕적

추론을 하는 과정 역시 상상의 과정이라고 주장하며, 그의 작업 전반에서 해

명하고자 하는 것은 이처럼 절대주의에서 벗어난 도덕성이라도 우리의 공유

된 체험이 제약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상대주의로부터도 자유로울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이렇게 이해되는 도덕성을 토대로 우리가 이전보다 더 도덕적 인

간이 될 가능성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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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은 상상적으로 종합하는 동물이다. 우리는 모두 지속적으로 삶의 날

줄을 엮어 가는 중대한 일을 수행한다. 정합적인 경험을 갖기 위해서, 우

리에게 생겨나는 일들을 최소한이라도 이해하기 위해서, 환경 안에서 생

존하기 위해서, 또 삶의 질을 고양하기 위해서 우리는 매 순간 경험을 조

직화하고 재조직화해야만 한다(ibid., pp. 312-313).

마크 존슨은 물론 인간의 모든 개념과 사고가 은유적인 것이라고 주

장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인간의 개념 체계가 신체적 경험구조에 토대

를 두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신체적 경험과 이에 따른 인지작용

에 의한 은유체계를 강조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은유체계가 도덕적 개

념으로 정립되기까지 인간의 ‘상상적 인지작용’이 주요하게 작동하는데

(ibid., p. 142), 이러한 상상적 기제들은 신체적이고 사회적으로 구성된,

세계 안에 존재하고 세계를 살아가는 방식과 관련된 것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신체의 죽음을 앞둔(따라서 의식의 죽음 또한 앞둔) 물리적인 시

간 속에 존재하는 인간은 이 ‘시간’을 삶의 구조 안으로 끌어들이는 상상

적인 종합 활동을 하게 되는데, 스스로 이러한 시간적 차원을 포괄적으

로 이해하는 것은 ‘자신을 이해하는 것, 그리고 도덕적인 행위를 이해하

는 것’과 밀접한 관련을 맺는다고 말할 수 있다(ibid., p. 313).

우리의 품성, 우리의 정체성은 시간 속에서 점진적으로 창발하며, 전형적

으로 다양한 단계를 통해 발전한다. 시간적 변화는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지속적 적응의 중단은 지적 · 미적 · 사회적 · 영적 · 도덕적 붕괴에 이

를 수 있으며, 극단적인 경우에는 신체적 죽음에 이를 수 있다. 도덕적 숙

고는 이 복합적인 적응 과정에서 품성의 발달, 타인에 대한 관계의 본성,

또 우리의 독립적 삶에서 의미와 평안의 가능성을 실현해 주는 건설적 해

결책을 식별하는 능력과 연관되어 있는 바로 그 차원을 가리킨다. 이처럼

도덕성은 경험의 모든 측면에 편재해 있으며, 따라서 그것은 독립적이고

자체적인 구성요소로서 격자화될 수 없다(ibid., p. 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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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시간’ 속에서 살아가는 인간에게 있어서 도덕성은 생존과 평

안이라는 적응적 기제와 연관되어 ‘설명’될 수 있다. 그러나 인간의 도덕

성은 또한 ‘우리 스스로에 대한 상상적 이해’라는 깊이 있는 ‘이해’를 요

구하기도 한다.

우리는 현재의 행위를 역사 안에 자리매김하고, 우리 자신을 미래―이런

저런 방식으로 다중적인 이해, 가치, 의도 등을 부분적으로 혼합해주는―

에 투사함으로써 삶의 통합성을 추구한다. 우리는 엄청난 시간과 에너지

를 삶의 유의미한 통합성을 구성하는 데 사용하며,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실존의 파편적이고, 고립적이며, 사소한 삽화들을 최소화한다. 이러한 발

전적 과정을 통해 현재처럼 형성된 우리 자신을 표현하고, 또 미래를 향

해 확장해 나아가는 존재로서 우리 자신을 변형한다(ibid., pp. 334-335).

시간이라는 물리적 한계 속에서 그 한계를 인식하는 인간은 한편으로

는 자신의 평안을 도모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자신을 유의미한 존재

로 인식하기를 원한다. 이러한 욕구는 우리에게 발생하는 각각의 사건들

을 의미있는 삶의 이야기로서 인식하게 하고 그것들을 개인의 역사 안으

로 끌어들여 유기적으로 엮도록 하는 원동력이 된다. 이처럼 “고립되고,

무관하며, 삽화적인 사건들의 무작위적 연쇄(ibid., p. 335)” 를 “의미와

도덕적 중요성을 가지는 유의미한 인간적 행위와 계획으로 변형시켜 주

는 통합적 정돈(ibid., p. 335)”을 하게 하는 것은 스스로를 유의미한 존

재로 이해하고자 하는 우리 자신의 실존적인 욕구인 것이다. 즉, “우리는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우리 삶을 기획”하고 그 안에서 스스로를 주요

인물로 형성하여 자신이 기획한 삶을 말이 되게 이해하려고 애쓰며, 이

삶 안에 있는 “모종의 통합성을 발견함으로써 삶의 의미를 이해하려고

한다(ibid., p. 336)”.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우리가 도덕적 행위를 하게

되는 원천은 스스로를 정합적이고 통합적인 존재로서 이해하고자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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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존적 욕구로부터 비롯된다.

마크 존슨에 의하면 이러한 욕구를 가진 주체는 이성적이고 추상적인

자아가 아니라 변화하는 과정 속에 있는(self-in-process) 구체적 자아이

다. 이 구체적인 자아는 늘 변화하는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이러한 자

아의 자기 이해의 양상 또한 고정된 것이 아니라 항상 수정될 가능성에

열려 있다. 그리고 이 자아가 도덕적 상황에서 그 상황에 대처하는 방식

은 하나의 도덕적 법칙을 찾으려 애쓰지 않고 ‘도덕적 상상력’을 발휘하

여 주어진 상황을 이해하는 것이다. ‘도덕적 상상력’은 도덕적 원리나 법

칙의 일률적인 적용이 아니라 그것의 가치, 한계, 맹점 등을 포함하는 것

으로서 주어진 특정 상황에서 도덕적 ‘이해’를 바탕으로 하는 자기만의

상상적 구조, 즉 ‘자기 지식(self-knowledge)’이 형성되고 발휘되는 맥락

에서의 인지작용이다(ibid., p. 374). 이러한 인지작용을 통해 “우리는 우

리에게 열려 있는 다양한 행위들이 어떻게 자기 정체성을 변화시키며,

믿음을 조정하며, 관계들을 변화시키고, 타인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상상해야 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고양된 의미와 관계 가능성의 관점에

서 이런저런 행위를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상상적으로 탐색해

야 한다(ibid., pp. 374-375)”.

이러한 상상의 과정은 단지 무비판적으로 각각의 ‘좋음’을 인정할 수

도 있는 도덕적 상대주의보다 훨씬 성숙한 도덕적 이해의 과정이며, 개

인 스스로가 개입되어야 하는 개별적이고 반응적인(responsive) 과정이

라고 말할 수 있다. 각자 다른 배경이 있고 다른 삶을 살아온 사람들에

게 있어서 그 자신의 고유한 맥락에서 일어난 사건은 개별성을 가진다.

이 개별적인 사건에 천편일률적으로 적용되어야 할 보편적인 법칙이 존

재한다는 것은 가능해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이러한 보편적인 법칙을

따를 추상적이고 이성적인 자아도 없다. 즉 “스스로의 행위로부터 완전

히 소외되지도 않으며, 또한 그것에 완전히 매몰되지도 않는, 그렇지만

시간 속에서 전개되면서 경험을 통해 드러나고, 경험에 의해 변형되는

(ibid., p. 278)” 자아가 있을 뿐이다. 물론 도덕 법칙이나 원리로 간주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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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여러 준칙들이 그 동안 역사 · 문화적으로 축적해온 지혜로서 기능하

면서 개인의 행위를 위한 지침의 역할을 할 수는 있다. 그러나 마치 수

학 공식을 대입하여 푸는 계산 문제처럼 그 상황에 딱 들어맞는 단 하나

의 도덕 법칙이 있다는 식의 적용은 적절하지 않다. ‘도덕적 상상력’이

발휘되는 이 상황에는, 단지 각 개인들의 삶의 흔적과 그것들로 축적된

의미와 가치가 고유하게 엮여서 형성되는 다채로운 상상적 ‘인지작용’이

있을 뿐이다.

이처럼 ‘도덕적 상상력’은 우리의 일상에서 마주하는 미묘하고 복잡한

상황에서 어떠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지 보다 유연하게 사고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인지작용의 과정 자체

가 우리 스스로를 통합적으로 이해하게 하는 ‘자기 이해

(self-understanding)’의 근거가 된다. 이 인지작용은 유일하게 옳은 도

덕적 행위를 추구하기 위해 도덕적 추론에 따라 도덕 법칙을 준수하려는

이성의 추론작용, 즉 변하지 않는 본체적 자아가 절대적으로 존재하는

도덕적 법칙을 발견하는 상황으로 해석될 수 없다. 오히려 이 상황은 한

사람의 개별적 인간이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 및 공동체의 역사와 엮여

나름대로의 ‘통합성’ 혹은 ‘정합성’을 구축해가는 가운데, 의식적으로 또

는 무의식적으로 자신을 주변의 것과 상호연관지어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과정, 그리고 그러한 이해를 구성해 가는 과정으로 해석될 수 있을 것이

다.

우리는 앞서 제기한 마크 존슨의 갈등 상황과 결정 상황을 통해서 스

스로를 이해하고 그러는 과정에서 하나의 결정을 내리는 순간을 목격할

수 있다. 40여 년 전에 그는 결국 베트남 전쟁 징집위원회에 양심적 거

부자 지위를 신청하는 결정을 했다. 그는 그 결정으로 자신이 사랑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였고, 징집위원회에서는 양식적 거부자 지위

를 인정하지 않았으므로 투옥될 위험을 감수해야만 했다. 이때 그가 한

결정은 당시 그에게 놓여진 ‘다양한 좋음’의 갈등 상황에서 선택할 수 있

는 ‘유일하게 옳은 행위’도, 또 ‘그른’ 행위도 아니었다. 다만 그는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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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에게 처해진 상황을 여러 가지 가치를 통해 바라보고 식별하려고 애

썼으며 어느 쪽으로도 쉽게 기울어지지 않도록 균형 잡으려 노력하였다.

그러기 위해 십 수 년 간 축적해온 경험을 토대로 하는 자기 지식

(self-knowledge)을 활용하여 스스로를 여러 관점에서 투사하면서 자신

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탐색하려 했다. 즉, 상황을 상상적으로 지각

하고 조망하면서 자신이 가진 여러 가치와 신념을 바탕으로 그동안 자신

이 스스로에 대해 이해하고 있던 것에 비추어 다시 자신을 이해하려고

애썼으며 그러한 이해를 토대로 한 하나의 결정을 내렸다.

이러한 결정으로 그를 이끈 것은 그 동안 그의 내면에 축적된 경험과

사유, 그리고 습관의 총체적인 어떤 것이지 자신이 알고 있는 도덕법칙

을 좇아 추론하는 단편적인 활동이 아니었다. 따라서 그의 결정은 객관

적으로 유일하게 옳은 답이라고 말해질 수는 없지만, 그 자신 스스로에

게는 통합적이고 정합적인 자기 이해와 자기 지식의 산물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깊은 숙고와 다양한 관점으로부터의 탐색

끝에 나온 진지한 결정이기에 우리는 그의 결정이 결코 자의적이고 주관

적이라고 말할 수 없고, 한편으로는 관습적인 도덕성에 젖어 습관적으로

결정한 것이라고도 말하지 않을 것이다. 다만 우리는 그 결정의 과정 속

에, 즉 행위로 드러나는 중에 ‘형성’되고 ‘변화’하는 마크 존슨의 정체성

과 자아가 있을 뿐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도덕적 상황을 자기 이해의 과정으로 해석하고 이때 작용하는

능력을 도덕적 상상력의 개념으로 설명하는 것은, 오늘날의 우리가 여전

히 ‘좋음’을 지향하든 선한 행위의 실천을 구원의 방식으로 여기는 기독

교적 신념에 사로잡혀 있든 계몽주의의 유산으로서 탈-주술화된

(disenchanted) 세계를 살아가는 현대인의 ‘합리성’을 도모하든 간에 우

리의 ‘도덕적 행위’, 나아가 우리의 ‘도덕적 자아’를 이해하는 대안적인

개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표면적으로 혹은 의식적으로 믿고 있는 각자

의 행위의 목적이 무엇이건 간에, 근본적으로 우리 스스로가 도덕적 행

위를 하고 나아가 도덕적 인간이 되고자 하는 것은 그 행위들이 우리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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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 삶의 이야기의 일부가 되게 하여 끊임없이 유의미한 존재로서 스스

로를 이해하고 싶어 하는 실존적 욕구에 기인하며 이 과정에 개입하는

것은 우리의 상상작용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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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자기 이해와 예술경험

지금까지의 논의를 통해 볼 때, 인간이 부여하는 삶의 의미나 도덕적

이상 및 덕에 관한 관념 등이 현대의 인지 과학적 설명인 ‘신체화

(embodiment)’의 개념과 양립하면서도 우리에게 ‘이해’될 수 있으려면 그

것은 우리가 도덕성을 ‘자기 이해’의 실존적 욕구로서 인정할 수 있을 때

가능하다. 즉 우리가 대안적인 의미에서의 도덕적 행위를 하고 도덕적인

인간이 되고자 한다면 그것은 필연적으로 충실한 자기 이해의 과정을 거

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런데 도덕적 상황에서 우리가 결정하는 어떠한 선택은, 그 선택을

하기까지 스스로 가지고 있던 자신에 대한 이해를 반영하기도 하지만 앞

으로 스스로를 어떠한 사람으로 이해하고 싶은지의 욕구를 반영하여 결

정되기도 한다. 그리고 이렇게 스스로를 어떠한 사람으로 이해하고 싶어

하는 도덕적 지향성의 문제는 우리로 하여금 자기 이해의 확장되고 확대

된 범위, 즉 자신을 비추어 볼 더 넓고 깊은 맥락을 요구할 수 있다. 다

시 말해 “우리가 왜 지금처럼 어떤 일을 하고, 느끼고, 바꾸고, 심지어는

믿는가에 대해 정말로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을 넘어설 필요

가(George Lakoff; Mark Johnson, 2003, p. 336)” 있어 보인다. 그리고

연구자는 이렇게 우리 자신을 넘어서서 스스로를 더 넓은 범위 안에서

이해하기 위한 경험 중 한 가지를 ‘예술경험’으로 제안하고자 한다.

“우리 자신을 이해하는 것은 다른 유형의 이해와 다를 바 없다. 우리

자신에 대한 이해는 우리의 물리적, 문화적, 대인 관계적 환경과의 끊임

없는 상호작용으로부터 생겨나는 것이다(ibid., p. 336)”. 즉, 우리는 주변

의 것들과 끊임없이 상호작용을 하면서 자신에 대한 이해를 도모할 수

있다. 그러한 수많은 환경과의 상호작용 가운데 연구자가 특별히 ‘예술경

험’을 제안하는 까닭은 우리의 이해가 위에서 언급한 대로 ‘신체화’된 특

성을 가지고 있다면 예술경험은 다른 경험에 비해 두드러지게 신체를 자



- 30 -

극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신체적인 반응은 기본적으로 각

개인이 반응해야 하는 개별적인 반응이기 때문에 예술경험으로부터 개별

적인 자기 이해의 계기를 가지는 것은 유용해보인다.

그렇다면 다음으로 우리는 ‘예술경험을 통해 기대되는 확장된 자기 이

해, 혹은 보다 깊은 자기 이해란 구체적으로 어떠한 특성을 가지는가?’라

는 질문을 제기할 수 있다. 이 질문은 이 글의 전체적인 논의의 흐름에

따르면 ‘예술경험을 통해 기대되는 도덕성의 발달은 어떻게 드러날 것인

가?’라고 바꾸어 진술될 수 있다.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해 우리가 선뜻 예

상할 수 있는 답변은 서론에서 고찰한 것과 같이 공감의 능력, 즉 옳고

그른 이분법의 경직된 기준으로 사람과 상황을 판단하지 않고 자신이 마

치 그 맥락에 처한 것처럼 생각해보고 공감할 수 있는 능력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술경험을 통해 인간을 이해할 수 있는

많은 맥락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이러한 예술경험과 공감 능력 간의 관계는 그 동안 예술과 관련

해 도덕교육을 시도하고자 한 학자들에 의해 수차례 강조되어 온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것은 아니다. 이 연구의 논의 역시 예술경험을 통한 공감

능력의 발달이 중요하다는 것에는 이견이 없다. 그러나 그것의 관계가

좀 더 명확히 설명되어야, 다시 말해 예술경험이 우리의 도덕감을 형성

하는 데 어떠한 방식으로 기여하는지 보다 명료하게 밝혀져야 우리는 예

술과 도덕적 인간의 관련성을 바탕으로 하는 교육이 어디에 초점을 두고

이루어져야 하는지 그 주안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 장에서는 먼저 예술경험과 공감하는 능력 간의 밀접한 관

련성에 대해 주장하는 현대의 학자 중 한 명인 마사 누스바움(Martha

C. Nussbaum)의 논의를 살펴봄으로써 연구자가 말하고자 하는 예술 경

험과 자기 이해를 토대로 한 도덕적 인간 간의 관계에 관한 논점을 좀

더 명확히 하고자 한다.

1. 예술경험과 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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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도덕적 인간이 되고자 할 때 예술 경험이 직·간접적으로 유용

한 방안이 될 수 있다는 주장, 즉 선과 미의 관련성에 대한 주장은 역사

적으로 깊은 기원을 가진다. B.C 5세기경 그리스에서 심신을 함양할 수

있는 소수의 귀족에게 국한되어 사용되던 ‘칼로카가티아(Kalokagathia)’

라는 용어는 ‘선(to kalon)’과 ‘미(to agathon)’의 합성어로 그 관련성을

잘 나타내며, 이것은 계몽주의에 와서 하나의 교육이 이상이 되었고 칸

트와 쉴러에게서 그 정점을 찍었다고 볼 수 있다(윤영돈, 2010). 이후 미

적 교육이라고도 일컬어지는 예술과 도덕적 인간에 대한 연구는 현대까

지 그 명맥을 유지해오고 있으며 그 중 마사 누스바움(Martha C.

Nussbaum)은 보다 급진적으로 윤리학의 ‘내용’이 ‘예술’이 되어야 된다

고 주장하는 현대의 철학자 중 한 명이다. 그녀는 예술 중에서도 특히

문학이라는 장르를 통해 윤리학적 지식의 성격과 내용이 어떤 것이 되어

야 하는지 제안한다.

누스바움은 ‘윤리’와 ‘도덕’을 다루는 철학적 작업이 ‘인물’과 ‘사건’이

없는 추상적인 글에서는 빈약하고 제한적인 작업이 될 것이라고 말한다

(1990, p. 290). 그리고 이러한 주장의 기원으로서 아리스토텔레스의 견

해에 기대어,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지?’라는 질문을 제기하며 무대에

올려지던 고대 그리스의 비극을 든다. 이렇듯 윤리학과 문학을 관련 지

어 우리 삶의 문제로 끌어오는 작업은 이미 고대 그리스에서 행해진 예

술과 철학 간의 오래된 대화에서 비롯되었다. 그리고 이 대화가 우리 삶

의 진짜 문제로서 살아날 수 있는 까닭은 누스바움(1990, p. 289)이 프로

스트(Proust)의 말을 인용하듯이 우리의 삶에서 특정한 자기 검열은 특

정한 맥락, 즉 그 생각을 환기시킬 만한 특정한 네러티브 형식을 요구하

기 때문이다. 문학의 형태로 제시되는 예술이 우리에게 질문을 던질 때

그 질문은, 작품 안에서 특정한 상황에 놓인 특정한 인물이 대면하는 삶

의 문제로서 그것은 생생하고 구체적인 형태로 우리에게 다가온다. 즉,

우리의 삶과 관련된 가치에 대한 감수성이 가장 적절하게 불러일으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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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면, 우리에게는 그것과 관련된 특정 유형의 인물들이 등장하는 어떤

종류의 이야기가 필요하다고 말할 수 있고 이것은 문학을 비롯한 예술의

형식을 빌어 제시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문학을 비롯한 예술경험으로부터 시작할 수 있는 삶에 대한

성찰을 통해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도덕적 인간의 면모는 어떠한 것인

가? 이 질문에 대해 누스바움은 우리가 인간의 내면의 깊이에 대해 인식

하게 되고 이로써 타인과 상호작용할 때 그들의 내면을 존중할 수 있는

것에 도덕성의 핵심이 있다고 말한다. 다시 말해 예술을 통한 경험은 타

인을 사물이 아니라 온전한 인격체로 인지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을 가능

하게 한다는 것이다(Nussbaum, 2010, p. 164).11)

그녀는 현대의 다층적이고 복잡한 세계와 맞닥뜨리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능력이 “자기 자신이 다른 이의 입장에 있다면 사태가 어떠할지

생각할 줄 아는 능력, 그 사람의 이야기를 지적으로 읽을 수 있는 능력,

그러한 위치에 처한 이라면 가질지 모르는 감정・소망・욕구를 이해하는
능력”(Nussbaum, 2010, p. 163)등의 ‘서사적 상상력’이라고 제안한다. 그

리고 인성의 이러한 ‘감정적’이고 ‘상상적’인 능력이 바로 예술과 만나는

경험에서 함양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예술을 통해 드러난 인간의 삶과

감정의 다채로움에 대한 묘사는 우리로 하여금 인간이라는 형상의 ‘내적

세계’에 대해 궁금하게 하는 동시에 우리 자신의 ‘내면적 깊이’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하기 때문이다. 그녀의 논의에 따르면, 이렇게 자신의 내

면적 세계를 들여다볼 줄 아는 인간은 타인 역시 그러한 내적 깊이를 가

11) 누스바움은 어린 아이들의 공감능력에 대해, 그들이 기초 수준의 공감과 관

심능력을 지닌 채로 태어나기는 하지만 이 시기의 경험들은 주로 강력한 나

르시시즘에 지배되기 때문에 타인을 자신만의 소망과 감정을 위해 기능하는

단순한 도구로 여기기 쉽다고 말한다(2010, pp. 164-165). 따라서 여기서 그

녀가 말하는 ‘타인의 깊은 내면의 존재를 인식할 줄 알고 그럼으로써 타인과

관계 맺을 수 있는 능력’은, 후천적인 경험이 뒷받침되어야 생성될 수 있는

성숙한 능력이며 이것은 타고나는 것이라기보다는 ‘성취’할 수 있는 능력이라

고 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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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영혼이라고 인식할 수 있다.

누스바움이 예술경험을 통해 이러한 ‘공감하는 능력’, 혹은 ‘상상력’과

‘감정 능력’을 함양시키고자 하는 궁극적인 까닭은 그것이 민주시민, 혹

은 세계시민이 가져야할 핵심적인 덕목이라고 여기기 때문이다. 그녀가

묘사하는 ‘시민’이란 지리・계급・인종의 특성이 자신과 친숙한 사람에게

만 공감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지리적으로 멀리 있는 이들, 혹은 소수자

집단에게도 ‘공감할 수 있는 인간’을 말한다(Nussbaum, 2010, p. 183).

연구자는 점차 민족 및 타 집단에 대한 배제가 지양되고 국경 없는

세계 시민의 개념이 대두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공감’ 능력의 자질을 강

조하고 이것을 배양할 수 있는 적절한 방안으로서 예술경험을 통한 윤리

교육을 제시하는 것은 시의적절하다고 본다. 우리는 서두에서 특수한 상

황에 처한 인간, 혹은 그의 행위를 판단하고 윤리적 선택을 고려하는 문

제에서 우리의 태도가 어떠해야 하는지 살펴본 바 있으며, 이때 우리에

게 요구되는 능력의 핵심은 ‘공감’할 수 있는 능력에 있었다. 따라서 연

구자는 예술경험을 통해 기대할 수 있는 도덕적 인간의 특성이 곧 ‘공감

할 수 있는 인간’으로 표현되는 데에는 큰 이견이 없다. 그러나 예술경험

이 자칫 타인과의 연대 및 공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일축되어 제시되는

것에는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왜냐하면 예술

경험이 단지 예술작품을 통해 이전에는 알지 못했던 특정 분야에서 발생

하는 일이나 그러한 사건에 처한 사람에 대해 알게 하는 것에 국한된다

면, 그러한 앎으로부터 자신이 아닌 타인에 대해 이해하게 되는 것은 예

술경험의 핵심적인 특성을 반영한 도덕성의 발달이라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가령, 누스바움이 민주시민의 자질을 함양하기 위해 예술경험이 필요

하다고 제안할 때 주로 제시하는 작품은 민주주의 사회의 사각지대에 있

는 소외된 자들이나 사회적 약자들이 등장하는 작품이다. 예컨대 그녀는

소포클레스의 <필로크테테스 Philoctetes>라는 작품을 제시하면서 이 작

품을 통해 우리가 함양할 수 있는 민주시민의 자질을 언급한다. 그 자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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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민주주의 사회에서 쉽게 도구로 전락할 수 있으며 존중받지 못하는

사람들, 즉 잘 ‘보이지 않는’ 존재에 대해 우리가 관심을 가지는 것이다

(Nussbaum, 1997, p. 85). 예를 들어 그녀는 그 작품의 주인공인 필로크

테테스가 트로이 전쟁에 참전하던 중 부상으로 혼자 섬에 남겨졌을 때의

심정을 합창대가 표현하는 것을 듣고서 중·상류층에 해당하는 청중들이

민주주의 사회에서 잘 보이지 않는 존재인 노숙자의 처지나 소외된 자의

모습을 상기하고 인식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런데 여기서 연구자가 우려하는 바는 그녀가 특별히 이러한 주제를

표현한 예술작품에 관심을 두고 이로부터 함양할 수 있는 공감능력을 강

조하기 때문에, 예술경험의 역할이 단지 소외된 자들에 대한 묘사를 통

해 그들의 상황을 ‘알리는’ 것으로 축소될 수 있다는 데 있다.12) 물론 간

과하기 쉬운 것들을 ‘알게 되는 것’을 통해서도 타인을 향한 우리의 행위

가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이러한 정보적 역할이 평가 절하되어야 하

는 것은 아니지만, 정보적 차원의 전달은 굳이 예술이 아닌 다른 영역이

나 매체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그러나 우리가 예술경험을 통해 우리 사

회에서 간과하기 쉬운 것들에 주목할 수 있다는 것은 그들에 대한 정보

를 획득하는 것을 넘어서서 그 상황에 처해있는 사람의 감정이 어떠한

지, 즉 그들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것들이 어떠한 것인지 나의 내면에서

상상13)해볼 수 있는 강점을 가진다. 그리고 예술경험이 이러한 강점을

12) 연구자는 물론 누스바움이 주장하는 예술 교육을 통해 함양하고자 하는 능

력이 ‘서사적 상상력’이며 이것은 단지 어떠한 상황에 ‘대해’ 표면적으로 상상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그 상황에 처해있다면 어떻게 될 것인지 직접적으

로 그 맥락 안에 처해진 것처럼 감정이입하는 능력을 지칭한다는 것을 인정

한다. 그러나 연구자가 여기서 ‘각자의 내면에서 시작’하는 감정이입의 능력

을 강조하는 까닭은 감정이입의 발단이 각자의 신체적 반응으로부터 이루어

져야 하는 내밀하면서도 직접적인 반응이라는 것을 제시하고 이를 토대로 도

덕적 반응으로서의 도덕적 행위에 대한 논의를 전개하기 위해서이다.

13) 여기서의 ‘상상’의 개념은 베리스 고트(2007, pp. 154-155)의 상상력에 관한

구분을 참조한 것으로 우리는 ‘고문’이라는 상황을 상상한다고 할 때, ‘A가

독립운동으로 서대문 형무소에서 고문을 받는다’라고 명제적으로 상상할 수

도 있지만, 마치 내가 고문을 받는 상황에 처한 것처럼 ‘직접 뜨거운 것이 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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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질 수 있는 까닭은 앞서 언급한 것처럼 그 경험이 다른 경험에 비해

어떠한 ‘정서’를 느끼는 것이 주요한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

인다. 감정이나 정서를 느끼는 것은 각 개인이 직접 반응해야 시작되는

개별적인 과정이다. 그러므로 예술경험은 정서적인 상상력, 즉 각자의 내

면에서 느끼고 그로부터 자신이 처해보지 않은 상황을 상상할 수 있는

공감 능력의 발달을 도모하는 데 유용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2. 통합적 자기탐색과정으로서의 예술경험

그렇다면 공감 능력의 발달을 논할 때, 왜 이처럼 내면적으로 상상하

는 과정을 수반하는 것이 중요한가? 이 연구의 논의와 관련하여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자면, 우리가 타인에 대한 ‘정보’를 듣고 그들을 향해

도덕적 행위를 하게 되는 것과 우리의 내면에서 그들의 상황을 자신의

상황이 된 것처럼 ‘상상’해보는 것을 통해 도덕적 행위를 하게 되는 것은

어떠한 차이를 가지는가? 그리고 이와 같은 차이점은 우리가 도덕적 인

간이 되는 데에 어떠한 의미를 가질 수 있을까?

우선 타인에 대한 공감이나 그들에 대해 관심을 가지는 것이 우리들

각자의 내면적인 이해에 기초하지 않는다면 이때의 ‘공감’은 우리 자신으

로부터 출발하는 진정한 ‘공감’이 될 공산이 적다. 그리고 사회적 약자를

대할 때의 태도가 자신을 투사하지 않은 공감적 태도에서 비롯된다면,

에 닿거나 뾰족한 것이 나를 찌르거나 의식이 희미해질 정도로 고통스러운

상태’를 경험적으로 상상해볼 수도 있다. 즉 지금 현재 있지 않은 사실을 머

리에 떠올린다는 점에서 두 가지 인지작용 모두 상상작용이라고 할 수 있으

며 우리가 일반적으로 직접 겪지 않은 것에 대해 상상할 때에는 주로 어떠한

영상을 떠올리거나 명제적으로 상상할 수 있다. 그러나 예술경험에서 작동하

는 상상력은, 예컨대 우리가 영화를 보거나 소설을 읽을 때 고문을 당하는

사람을 보면서 긴장이 되거나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과 같이 마치 내가 그 상

황에 처한 것처럼 그 사람의 느낄 법한 감정이나 정서를 상상해볼 수 있는데

이러한 상상력을 경험적 상상력(experimental imagination), 혹은 정서적 상

상력(affective imagination)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 36 -

그때의 태도는 자신보다 사정이 좋지 않은 이들에게 베푸는 시혜적 태도

정도에 머물거나 한편으로는 “강한 동료의식에 자신을 양보함으로써 일

종의 ‘타인 안으로 흘러들어가기’로서의 공감(Johnson, 1993, p. 399)”적

태도가 되기 쉽다.

그런데 이 같은 표면적인 감정에 치우친 공감적 태도가 더 문제가 되

는 것은 우리에게 보다 근본적인 도덕적 문제, 즉 “타인을 목적 자체로

대우한다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어떤 구체적인 방식으로도 알 수 없는

(Johnson, 1993, p. 399)” 문제를 제기하기 때문이다. 즉, 우리가 직접 겪

지 않은 사항에 대한 경험이나 느낌, 의도, 욕망을 자신이 경험한 것처럼

상상할 능력이 없이는, 즉 그 상황에 대한 자기 이해 없이는 자기를 넘

어선 것에 대한 존중이 무엇을 요구하는지조차 알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공감적 태도의 문제는 궁극적으로 앞서 우리의 윤리적 상황에

서 결정적인 문제로 지적되었던 이성과 느낌을 분리하고 단절하는 문제,

즉 마음과 몸을 분리하는 문제로 다시 제기될 수 있다. 자신을 투사해서

여러 가능성을 탐색해보는 숙고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단순히 강한 동료

의식과 같은 느낌에 의존하여 ‘공감’을 이해하는 것은, 공감의 문제를 이

성의 문제에서 분리하여 어떠한 맹목적 이끌림에 의해 타인에게 동조하

고 베풀어야 하는 문제로 제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전통적인 도덕 이론들은 우리의 가장 중요한 도덕적 능력, 즉 감정이입

능력을 대부분 무시해왔다. 흄이 ‘공감’ 또는 ‘동료 의식’이라고 부르는 것

에 관한 논의는 이 문제를 다루고 있지만, 그것은 타인의 경험으로의 상

상적인 감정이입적 투사의 핵심에 이르지는 못하고 있다. 극단적 사례로

서 그것은 과거와 미래의 상이한 상황과 조건 안에서 우리 자신을 상

상하는 능력을 요구한다. 타인의 입장에 서 보는 능력이나, 타인의 경

험과의 상상적 대면을 통해 우리의 시각을 확장하는 능력을 갖지 않는

한, 또한 우리의 가치와 이상을 다양한 관점에서 의심하는 능력을 갖

지 않는 한, 우리는 도덕적 감수성을 가질 수 없다.14) 따라서 흄은 공

감을 도덕성의 근거로 인식했다는 점에서 적어도 부분적으로는 옳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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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에서 흄이 간과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타인의 평안을 향한 느낌을

넘어서서 그들의 경험을 상상적으로 취해야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Johnson, 1993, p. 397).

“우리가 타인의 평안을 향한 느낌을 넘어서서(ibid., p. 397)” 그 조건

안에 자신이 있다고 상상하는 능력은 우리로 하여금 맹목적인 느낌에 이

끌려 행동하는 것을 넘어 합리적이고 신중한 사유를 요구한다. 여기서

합리적이고 신중한 사유란 그 상황에 자신이 처했을 때 취할 수 있는

‘숙고’의 과정과 관계될 수 있다. 숙고하게 되는 까닭은 우리의 선택으로

인해 우리 자신의 상황뿐만 아니라 그 선택과 엮인 여러 가지 상황과 맥

락 등이 영향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아리스토텔레스는 우

리가 숙고해야 할 대상이 영원한 것, 즉 수학적 원리나 별자리의 운동과

같이 언제나 같은 방식으로 일어나는 운동이 아니라 우리에게 달린 것,

그리고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지만 언제나 같은 방식으로 일어나지 않는

것들이라고 말한다(아리스토텔레스, 1894, pp. 89-93).

그러므로 예술경험을 통해 우리가 공감하는 능력을 함양시킬 수 있다

고 말할 때, 그 능력이 느낌이나 낭만적인 연민 정도에 머무는 공감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보다 의식적인 숙고의 과정, 즉 우리 자신으로부터

출발하는 여러 가능성에 대한 탐색적 활동을 수반할 수 있어야 할 것이

다. 그럴 때에야 우리는 행위에서 분리되지 않는 ‘과정적인 자아’로서 도

덕적인 인간이 될 가능성, 즉 언제나 정체되지 않고 다른 상태로 변화할

가능성을 담지할 수 있다.

진화적인 정체성은 우리가 추구하는 목표들, 우리가 구성하는 관계들, 그

리고 타인들이 우리를 대하는 방식들 안에서 창발한다. 어떤 의미에서 우

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더듬거리며 찾아가는데, 그것은 결코 고정되거나

14) 인용문의 강조체는 연구자가 해당 문장의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 사용한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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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결된 사물이 아니다. 그것은 과거의 정체성들과 어느 정도의 연속성을

유지하면서도 시간 속에서 변화한다. 이 때문에 우리는 흔히 우리가 누구

인가, 우리는 왜 지금 이 일을 하는가, 또 다른 사람들은 우리를 어떻게

이해하는가에 관해 새로운 사실을 발견하고 놀라게 된다(Johnson, 1993,

p. 305).

우리는 각자의 삶 안에서 스스로의 신념과 이를 통해 가능한 행위를

‘탐색’하는 동안 결코 정체되어 있지 않다. 일상을 습관적으로 살지 않고,

기본적으로 자신을 둘러싼 것들에 대해 탐색하려 한다는 것은 의식적으

로 혹은 무의식적으로 도덕적인 자아가 되기 위해 사유하며 노력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노력의 원천은 상황 속에 ‘놓여진’ 존재로서 동시

에 그 삶을 ‘구성’해내며 살아가고자 하는 인간의 근본적 욕구와 닿아있

다고 말한 바 있다.

이런 의미에서 예술경험은 우리에게 탐색의 구체적인 장(場)을 제공할

수 있다. 탐색의 장 안에서 우리는 경험해보지 못한 어렵고 소외된 삶,

혹은 극한으로 고통스러운 상황이 제시될 때 그러한 가능성 안에 놓인

자신의 상황을 상상해볼 수 있을 것이다. 한편으로 우리는 이 장(場)에서

삶의 다양한 ‘목표’의 형태들, 더 미세한 설명으로 풍부해지는 관계의 ‘양

상’들, 그리고 다양하고 섬세하게 드러날 수 있는 타인을 대하는 ‘방식’들

속에 자신을 투사해보기도 한다. 우리는 이처럼 예술경험을 통해 구체적

인 탐색의 기회를 가지며 이때의 탐색은 ‘마치 그 상황이 자신에게 벌어

진 것처럼’ 느끼는 생생한 탐색이다. “우리는 부분적으로 우리의 핵심적

열망과 집착에 의해 구성된 주체들, 항상 수정된 자기 이해의 관점에서

성장과 변형을 향해 열려 있으며, 사실상 그것들에 민감한 주체들

(Sandel, 1982, Liberalism and the Limits of Justice, p. 172, Johnson.

1993, p. 307 재인용)”이기 때문에 예술가들의 감각은 우리의 민감함을

자극할 수 있다.

이처럼 ‘항상 수정된 자기 이해의 관점에서 성장과 변형을 향해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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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자아로서 예술경험이 구체적 탐색의 장이 된다면 우리는 그 경험을

통해 자신을 투사해볼 수 있는 사유틀을 확장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자

신의 정체성을 끊임없이 탐색하는 자기 이해의 과정에서 예술경험은 하

나의 유용한 상호작용이 될 수 있다. 물론 이러한 예술경험이 ‘교육적’이

기 위해서는, 즉 예술경험을 하는 이로 하여금 확장된 자기 이해를 통해

‘성장’하는 계기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예술작품 자체의 수준 및 내용

이 어느 정도 ‘교육’될 만한 요소가 있어야하며 동시에 그것을 받아들이

는 개인이 진지하게 그 작품에 반응할 수 있는 계기가 있어야 하겠다.

이러한 탐색적 활동이 각 개인의 일상으로 연장된다면 삶의 복잡한

맥락과 반복적인 경험 속에서도 좀 더 다양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의

식적으로 성찰할 수 있는 태도를 가질 수 있을 것이며 이러한 태도는 곧

지속적으로 자신을 이해하려는 태도와 무관하지 않다. 그리고 우리는 이

처럼 특정 상황에서 자신으로부터 시작하는 탐색의 과정을 통해 이전보

다 더 잘 상상하고 더 잘 느끼며 더 많은 가능성을 투사할 수 있는 인

간, 그리고 이를 토대로 자신을 넘어선 것에 공감할 수 있는 인간을 ‘도

덕적 인간’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누스바움의 표현을 빌리자면 이러한 도덕적 인간은 “새로운 것에 대

해 지각과 감정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세계 안의 우연한 사건들

로부터 우리 자신을 방어하기 보다는 그것들에 깊은 관심을 가지며, 결

과를 기다리고 당혹스러워하는 것, 즉 기다리고 흔들리며 적극적으로 수

동적이 되는 것(Nussbaum, 1990, p. 184)”이 가능한 사람이다. 이와 같

이 구체적인 상황 안에서 자신이 겪게 될 고통이나 어려움에 대해서도

능동적으로 숙고하고 선택을 고려하는 자기 탐색 과정을 토대로, “품성

과 상황에 대한 인식을 정교화하고 타인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는 감정

이입적 상상력을 계발(Johnson, 1993, p. 396)”할 수 있어야 우리 자신으

로부터 출발하는 ‘공감’이 가능한 자아, 즉 이성과 느낌이 분리되지 않고

느끼는 동시에 사고하고 사유할 수 있는 통합된 자아로서의 도덕적 인간

을 상정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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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우리는 지금까지 논의한 내면적인 상상에 기초한 공감 능력

의 중요성을 인정한다고 할 때, 과연 ‘예술경험의 어떠한 특성이 우리로

하여금 이 같이 각자의 내밀하고 개별적인 숙고로부터 시작되는 공감을

유도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제기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질문은 위에

서 제기한 문제인 ‘예술경험의 핵심적 특성을 반영하는 도덕교육적 가치

란 어떤 것인가?’ 즉, ‘예술경험의 어떠한 특성이 우리가 도덕적 인간으

로 성장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가?’하는 질문과 관련될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논의한 바에 의하면 이에 대한 첫 번째 대답은 누스바움의

주장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예컨대 문학 작품에서 드러난 특수한 인물과

상황에 대한 제시가 우리로 하여금 그 상황에 자신을 놓아볼 수 있는 계

기를 제공하기 때문이라고 답해질 수 있다. 즉, 문학작품 속에 표현된 인

간 간의 관계에서 등장인물들이 느꼈을 감정의 역동성과 선택의 상황 등

은 우리에게 ‘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질문을 던질 수 있다는 것

이다. 그런데 이러한 설명 방식은 문학과 같이 특정한 내러티브 형식을

벗어나는 예술, 즉 명료하게 우리에게 삶과 관련한 질문을 던지는 것으

로 파악되기 어려운 예술경험의 경우에는 적용되기 힘들다는 맹점을 가

진다. 다시 말해, 우리는 서사형식을 가진 예술경험이 우리에게 특수한

상황을 제시하면서 구체적인 질문을 던지고 이를 통해 성찰의 기회를 제

공하는 탐색의 장을 마련한다는 것에는 동의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서사형식을 벗어난 회화, 건축, 무용 등의 예술경험의 경우, 그 장르가

가지는 형식의 특성상 어떻게 우리의 삶과 관련된 구체적인 질문을 제기

하고 이를 통해 내밀하고 개별적인 숙고를 동반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상대적으로 동일한 답변을 적용하기가 힘들다고 느낄 것이다.

이러한 맹점을 보완하면서 제시될 수 있는 두 번째 대답은 연구자가

자기 이해를 확장하는 다양한 경험 중 예술경험을 제안한 것과 관련된

다. 이 제안의 근거는 예술경험이 다른 경험에 비해 우리의 신체적 자극

과 반응을 부각시킨다는 것에 있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듀이

가 예술경험을 다른 경험과 비교한 것을 통해 보완될 수 있을 것으로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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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다. 듀이는 예술경험과 다른 여타의 경험을 비교하는 핵심적 준거 중

한 가지를 경험이 가진 ‘소재적 특성’으로 보았다. 그는 예술이라는 매개

체가 지니는 이 소재적 특성 때문에 예술경험이 다른 경험에 비해 우리

에게 보다 직접적으로 호소될 수 있다고 말했다. 즉, 예술의 소재가 ‘성

질(Quality)’그 자체들로 이루어져 있고 이것이 우리의 시각, 청각, 촉각

이나 운동 등 감각기관을 통해 직접적으로 전달된다는 것이다(Dewey,

1934, p. 76).

그러나 예컨대 예술을 제외한 다른 여타의 경험 중 지적 결론

(intellectual conclusion)을 지닌 경험을 들자면, 그 경험의 소재는 ‘기호’

나 ‘상징’인데 이것은 그 자체로는 내재적 성질이 없으며 다른 것을 위한

수단이 된다. 기호나 상징이 우리에게 전달되어 어떠한 의미로 읽히려면

우리는 적극적으로 그것에 집중하고 그 매개체가 함축하거나 대체하고

있는 어떠한 대상을 떠올려야 한다. 그리고 이 대상이 무엇인지 알게 되

는 것은 사람들 사이에 약속된 알고리즘을 거쳐 도달하게 되기 때문에

이러한 과정은 직접적이라기보다는 몇 단계의 사고 과정을 필요로 한다.

다시 말해 수식이나 상징을 매개로 하는 지적 경험을 하기 위해서는 사

전에 그 수학적 기호와 상징이 함축하고 있는 것을 이해하기 위한 전 단

계의 약속을 알고 있어야 한다. 이것은 우리가 선뜻, 그리고 직접적으로

어떠한 정서나 감정을 느끼는 것을 어렵게 한다.

혹자는 우리가 수학적 기호로 이루어진 수식을 보고 지적 경험을 할

때에도 세상을 설명하는 한 가지 방식을 이해할 수 있으며 거기에 어떠

한 정서가 개입된다면 예술경험과 같은 미적 경험을 할 수도 있다고 말

할 수 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바는 예술경험을 제외한 다른

경험을 통해서는 정서가 개입되는 경험을 할 수 없다는 것이 아니라 다

른 경험에 비해 예술경험이 직접적으로 정서가 개입되거나 감정적으로

느끼는 것이 용이하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예술경험은 지적 경험에서와

같이 미리 알고 있어야 하는 사전적 약속에 대한 이해 없이도 어떠한 감

정적 경험을 하기가 쉽다. 이러한 감정적 접근의 용이성은 위에서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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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것처럼 그 작품에 사용되는 소재 자체에 바로 고유한 성질이 있기 때

문이다. 예컨대, 수학공식이 표현되어 있는 ‘기호’보다는 우리의 청각에

들리는 음악 소리, 회화의 형태와 색, 춤의 움직임 등 의 지각적

(perceptual) ‘성질(quality)’이 기호의 사전적 의미를 알고 있는 특정 부

류의 사람들이 아닌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보다 직접적으로 호소될 수 있

다. 물론 예술경험 역시 그것이 각자의 맥락에서 유의미한 경험으로 자

리매김하려면 감상하는 사람의 주목과 집중이 필요하다. 그러나 어떠한

소리나 형태, 색 등의 성질(quality)이 우리의 반응을 이끌어내는 것은

특별한 준비 작업이나 사전적 지식이 없어도 우리가 동일한 감각기관을

가진 것, 그리고 이러한 기관을 토대로 신체적 경험을 공유한다는 것만

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 따라서 듀이는 엄밀한 지적 기술(intellectual

description)보다는 음악이 만인의 사랑을 받고 대중적인 인기를 얻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다른 경험보다는 예술경험이 우리의 감정을 자극하고

주의를 끌게 하는 데 직접적이라는 것이다.

이를 통해 우리는 앞서 예술경험이 다른 경험보다 용이하게 각 개인

의 내면으로부터 시작되는 반응을 가능하게 한다는 제안의 근거를 다시

확인할 수 있다. 그것은 위에서 기술했듯이 예술영역에서 표현을 위해

소재로 사용하는 시각적, 청각적, 촉각적, 운동적 요소들은 우리의 ‘감각

적이고 지각적인 신체적인 이해’에 다른 것들보다 직접적으로 전달되는

소재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어떠한 감각이나 감정을 느끼는 것은 기본적

으로 각 개인의 수용과 반응에 의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예술

경험이 다른 경험에 비해 개인의 개별적 반응에서 시작하는 성찰과 숙고

를 하기에 용이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예술의 소재적 특성에 관한 설명 방식은 개인의 감각

을 자극하고 반응을 유도하여 내면적인 인지과정을 시작하게 한다는 점

에서는 이 연구에서 논하고자 하는 예술경험의 교육적 가치의 특성에 부

합하지만 그것이 대중에게 다른 경험보다 직접적으로 호소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위를 가질 뿐, 이 논의의 핵심적 문제인 ‘우리 자신을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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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상황에 처해진 것처럼 숙고하게 만드는가?’에 관해서는 상대적으로

설명해줄 수 있는 것이 빈약해 보인다. 다시 말해, 우리가 예컨대 회화에

서 시각적으로 어떠한 형태를 보는 것, 음악처럼 어떠한 선율을 귀로 듣

는 것, 무용이나 연극처럼 몸으로 표현하는 것 등을 직접적으로 경험하

는 것을 통해, 즉 신체적으로 무언가를 느끼고 어떠한 반응을 하게 되는

것을 통해 우리 삶의 윤리적 상황에서 취하게 되는 태도가 더 나아질 수

있다고 말할 수 있기 위해서는 많은 단계를 거친 설명이 요구되거나 혹

은 이러한 감각을 느끼는 것이 곧 도덕적인 감수성으로 연결될 수 있다

는 필연적인 메커니즘을 동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지금까지 예상해본 두 가지 방식의 답변을 통해 볼 때, 예술경

험이 우리 삶의 실제적 맥락에서 기여할 수 있는 도덕교육적 가치를 가

지기 위해서는 적어도 다음의 두 가지 요건들을 충족시켜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것은 첫째, 누스바움이 설명하는 방식을 보완하는 것으로서 문

학을 통한 예술교육의 장르적 한계를 넘어서는 것, 즉 삶의 구체적 질문

들을 던지는 내러티브 형식이 아닌 다른 형식의 예술경험을 통해서도 자

기 이해를 통한 공감 능력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해명해야 한다는 점이

다. 그리고 둘째, 예술의 소재적 특성상 예술경험이 각자의 개별적 반응

을 이끌어내는 데 다른 경험보다 용이하다고 할 때, 즉 감각이나 지각을

통해 우리 신체에 보다 직접적으로 호소할 수 있는 특성을 지닌다고 할

때, 이러한 특성이 우리 삶의 윤리적 상황에서 드러나는 도덕적 행위의

능력의 발달과 어떻게 관련될 것인가에 대해 답할 수 있어야 하겠다.

다음 장에서는 이러한 요구들을 충족시키는 것을 염두에 두면서 예술

경험이 자기 내면으로부터 시작하는 통합적인 탐색을 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근거와 사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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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도덕적 상상력과 감정 교육

지금까지 연구자는 예술경험이 우리에게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탐색

의 장을 제공함으로써 마치 자신이 그 상황에 놓인 것처럼 상상하게 하

고 그러한 숙고의 과정과 함께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게 할 수 있

다고 논의해왔다. 그리고 우리를 그러한 개인적이고 내밀한 숙고로 이끌

기 위해서 예술경험은, 다른 경험에 비해 우리의 신체적인 반응을 보다

직접적으로 자극하여 각 개인의 개별적인 반응을 용이하게 이끌어내면서

도 그것들이 삶의 윤리적 상황에 적용될 수 있는 감각과 연관될 수 있어

야 한다고 말해왔다. 이제 이러한 요구를 충족시키면서 설명될 수 있는

예술경험의 도덕교육적 가치를 탐색하면서 우리는 다음과 같이 질문할

수 있을 것이다. 각 개인의 신체적인 반응을 보다 용이하게 이끌어낼 수

있는 특징을 가지는 예술경험으로부터 삶의 구체적 장면에서 숙고할 수

있는 능력이 발달하는 것은 가능한가? 만일 그렇다면 그 근거는 어떻게

설명될 수 있는가?

연구자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제네퍼 로빈슨(Jenefer Robinson)

이 그녀의 주저서『Deeper than Reason(2005)』에서 제시하는 ‘감정 교

육(A Sentimental Education)’의 개념과 사례에 많은 부분 기대고자 한

다. 감정 교육의 핵심은 우선, 우리의 ‘감정’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그

리고 그러한 감정이 ‘교육’된다는 것이 어떠한 것인가를 이해하는 데 달

려있다. 그리고 제네퍼 로빈슨이 이해하는 ‘감정’ 및 그것의 교육이 우리

삶에서 어떠한 의미를 가질 수 있는지 설명하는 방식은 본 연구에서 해

결하려는 핵심적인 문제, 즉 예술경험을 통한 신체적 반응과 도덕적 상

상력의 발달 간의 관계를 해명하는 데 적합하다고 본다. 따라서 본 연구

가 예술경험을 통해 우리의 실제 윤리적 삶에서 작동할 수 있는 도덕감,

혹은 도덕적 상상력을 발달시키는 것의 타당성을 밝히는 것을 목표로 한

다고 했을 때, 이제 그 논의는 예술경험과 우리의 ‘감정(emotion)’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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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제네퍼 로빈슨은 기본적으로 예술경험과 이를 통해 우리가 느끼는 감

정의 관계가 ‘감정 교육’으로 제시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그 교

육의 핵심은 예술경험을 통해 우리가 얻을 수 특별한 것이 있다면 그것

은 명제적으로 정리될 수 있는 ‘신념’이나 ‘지혜’가 아니라 좀 더 ‘민감한

감정’을 습득하는 데 있다. 이 주장을 좀 더 자세히 고찰해보자면 예술경

험이 우리의 확장된 자기 이해를 돕는다고 할 때, 그 방식은 첫째, 작품

의 내용이 우리에게 지식이나 통찰력을 줌으로써 우리의 이해의 폭을 넓

히거나 혹은 이해에 깊이를 더하는 식으로 기여할 수 있고 둘째, 우리가

상황을 지각할 때 감정적으로, 즉 우리의 지각능력 및 감수성을 발달시

켜 스스로를 좀 더 나은 지각적 주체가 되게 하는 식으로 기여할 수도

있다. 물론 이 두 가지 방식은 동시에 일어날 수 있으며 서로 밀접한 관

련을 맺을 수 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작품을 통해 깊은 통찰력을 얻는

경우는 대부분 그 작품에 감정적으로 충분히 연루되어야 가능하기 때문

이다. 그러나 이 둘이 분리될 수 있는 경우에 감정 교육은 후자에 해당

하는 방식, 즉 감정적으로 유연해지는 것에 더 가깝다. 예컨대 아이들은

<흥부와 놀부>라는 전래동화를 통해서 ‘욕심을 부리지 말고 살아야 한

다’거나 ‘보상 없는 착한 일은 궁극적으로 자신에게 이득으로 돌아온다’

는 삶에 대한 통찰력을 얻을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 말하는 감정 교육의

초점은 흥부가 형수로부터 매를 맞고 돌아설 때의 서러움, 자신이 책임

져야 할 많은 가족을 보고 느끼는 막막함과 안쓰러움 등 그동안 아이들

이 경험해보지 못한 감정을 느껴보고 이러한 상황에 자신을 놓아보는 것

에 있다.

이 장에서는 이처럼 우리가 감정 교육을 통해 인지적으로 유연한 지

각 능력을 발달시킬 수 있는지, 즉 예술경험이 단지 우리에게 지식이나

통찰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민감한 반응 능력을 ‘발달’시킬

수 있는지 그 근거를 탐색해보고 그것을 토대로 하는 감정 교육의 사례

를 제시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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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감정 교육의 가능성 탐색과 적용

우리는 앞 장에서 예술경험이 자기 이해를 확장할 수 있는 유용한 방

안이 될 수 있는 요건으로서 그것이 다른 경험에 비해 소재적 특성상 신

체적으로 보다 ‘직접적’으로 호소하기 때문에 각 개인의 사정과 맥락에서

개별적인 반응을 이끌어내기에 용이하다는 점을 들었고, 그러면서도 삶

의 구체적 성찰의 계기를 만들어 마치 자신의 일인 것처럼 상상할 수 있

게 해야 한다는 점을 들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우리 자신을 넘어선 것

을 통해, 즉 예술작품에 드러난 다른 사람의 세상에 대한 이해를 통해

세상을 이해하는 방식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스스로를 그 확대

된 시각에 투사하여 이해하는 단계를 거쳐야 했고, 이것은 기본적으로

먼저 각 개인이 주목하고 몰입할 만한 신체적인 자극과 이에 대한 개인

적인 수용 및 반응을 요구하였다.

이와 같이 자기 이해의 방식이 신체적 자극을 수반한다고 할 때, 즉

예술경험이 다른 경험에 비해 우리의 신체에 좀 더 직접적으로 호소할

때 우리를 건드리는 것 중 대표적인 것은 바로 우리의 ‘감정(Emotion)’일

것이다. 예컨대 뭉크의 <절규>를 보고 있을 때 전해지던 생생한 두려움

과 공포감, 에드워드 호퍼의 작품에서 느껴지는 현대인의 고독감과 쓸쓸

함, <안나 카레리나>를 떠올리면 그 서사를 따라가는 동안 내 안에서

전개되던 가슴 아픈 안타까움, 베토벤의 <월광곡>을 듣는 동안 온 몸을

휘감는 것 같은 비장함 등은 우리가 그 작품을 떠올릴 때마다 자연스럽

게 그 작품에 연루되는 감정적 이미지들이다. 그런데 이러한 ‘감정’이 우

리에게 강렬하게 남는 까닭은 그것이 기본적으로 우리의 유기체적이고

생물학적인 특성과 관련되기 때문으로 보인다.

우리가 감정에 대해 생각할 때 보통 떠올리는 것들은 ‘두려움, 혐오,

놀람, 슬픔, 행복’ 등으로 열거될 수 있을 것이다. 뇌와 감정, 느낌의 생

물학적 기제와 현상을 연구한 안토니오 다마지오(Antonio Damasio)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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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르면, 우리가 이와 같은 감정들을 일반적으로 떠올리는 까닭은 이러한

감정들이 모든 문화에 속한 인간에게서 쉽게 식별할 수 있을 뿐만 아니

라 인간이 아닌 다른 종의 동물들에게서도 찾아볼 수 있기 때문이다

(Damasio, 2003, p. 59). 그리고 이와 같은 감정들을 인간을 비롯한 동물

들에게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이유는 ‘정서(emotion)혹은 감정’이라는

것이 “뇌와 마음이 생명체 내부와 외부의 환경을 평가하고 그에 따라 적

응해 나갈 수 있는 자연적 도구를 제공”(Damasio, 2003, p. 69)할 때 바

로 그 기능을 하기 때문이다.

다마지오의 이러한 가설은 신체 표지 가설(somatic-marker

hypothesis)로 잘 알려져 있다. 이 가설에서 핵심적인 사항은 우리의 ‘감

정’적 신호가 적절한 ‘추론’을 대신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로 하여금 생

물학적으로 유리한 행동을 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예컨대, 마치 재앙

을 가져올 만한 선택을 즉각적으로 거부하고 성공 가능성이 높은 기회에

즉각적으로 달려드는 본능적인 직감(gut feeling)과 같은 것은 그 자체로

합리적인 것은 아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유리한 행동을 하게

함으로써 합리성, 혹은 합당성을 가질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은 이성적 추

론이기 이전에 직·간접적으로 우리의 신체에서 일어나는 메커니즘과 관

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Damasio, 2003, pp. 170-177). 즉 어떠한 사건

으로 인해 우리의 직감이나 감정을 불러일으켜질 때 그것은 근본적으로

우리의 안녕을 위협하는 것으로부터 방어하거나 안정감과 만족에 합치되

는 것을 추구하는 유기체적 특성으로부터 비롯된 생물학적 반응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예술경험이 우리에게 유발하는 감정은 실질적으로 우리의 생

명을 위협하거나 지속적이고 현실적인 충족감을 주는 종류의 것은 아니

다. 그렇다면 예술경험 속에서 작동하는 감정은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다고 해석할 수 있을까?

인간의 삶은 일차적으로 대사의 균형, 욕구, 정서 등과 같은 자연적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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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적인 항상성 기구를 통해 조절된다. 그것은 바로 살아 있는 모든 생

물들에게 그 자신의 복잡성의 정도와 그를 둘러싼 환경의 복잡성에 맞추

어 삶의 기본적 문제들을 다루는 데 필요한 자동적 해법에 접근할 기회가

동등하게 주어졌다는 것이다. 그러나 성인기에 이른 우리 인간의 삶을 관

리하는 데에는 이러한 자동적인 해결책 이상의 것이 관여한다.……(중

략)…… 우리는 물론 유전자에 따른 타고난 행동 기구 없이 살아갈 수 없

다. 그러나 농경이 시작된 이후 1만 년이나 그 이상의 시간 동안 인간의

사회가 점점 복잡해짐에 따라 인간의 생존과 안녕은 분명히 사회 및

문화적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또 다른 종류의 비자동적인통제에 의존

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그것이 바로 일반적인 추론이나 의사 결정의

자유와 관련된 것이다. 요지는, 우리 인간은 단순히 보노보나 다른 종의

동물들처럼 고통스러워하는 동료에게 연민을 보일 뿐만 아니라 우리

는 우리가 연민을 느낀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아마도

그 결과로 애초에 그와 같은 정서와 느낌을 불러일으킨 사건의 이면에 있

는 상황에 대해서 어떤 행동을 해왔을 것이다(Damasio, 1994, pp.

195-196).15)

안토니오 다마지오는 감정과 이를 통한 사회적 행동, 연민 등이 인간

뿐만 아니라 다른 여타의 동물들도 가지고 있는 자동적 통제 기제라고

설명하면서도 인간은 이를 넘어서서 더 복잡한 자신의 환경에서 살아남

을 수 있도록 비자동적인 통제 기구를 가지고 있다고 말한다. 이것은

우리의 지능이 스스로 그러한 정서와 느낌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것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수준까지 발달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다시 말하면, 자신의 정서와 느낌을 알고 기억하

고 있다는 것은 타인 역시 그러한 정서와 느낌을 가질 것을 예상할 수

있다는 것이며, 따라서 이에 대해 대비할 수 있는 능력, 그것을 어느 정

도는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는 것이다.

15) 인용문의 강조체는 연구자가 감정이 후천적으로 습득된다는 측면을 부각시

키기 위해 사용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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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보이는 신비로운 정서적 반응은 이것만이 아니다. 무의식적 기원

을 갖고 있으며 개인의 발달과정에서의 학습에 따라 형성되는 또 다른

종류의 반응이 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신중하게 습득하는 사람, 집단,

사물, 활동, 장소 등에 대한 호감 또는 혐오감의 인식 및 표현이 그것이

다. 흥미롭게도 비의도적이고 무의식적인 이 두 종류―하나는 선천적이고

또 다른 하나는 학습된―의 반응은 우리의 무의식이라는 깊이를 알 수

없는 심연에서 서로 관계를 맺고 있다(Damasio, 2003, pp. 62-63).16)

우리는 사회적 행동과 이를 가능하게 하는 감정 및 지능을 가진 동물

들 중 하나이지만 “특정 대상과 특정 정서 간의 관계를 자각하고 어떤

대상과 상황을 우리의 환경에 허락하느냐, 그리고 어떤 대상과 환경에

우리의 시간과 관심을 쏟아 붓느냐를 결정함으로써, 고의로 자신의 정서

를 조절하고자 노력(Damasio, 2003, p. 65)”할 수 있다. 연구자는 바로

이 지점에서 앞에서 제기한 물음, 즉 예술이 실질적으로 우리 생존의 위

협이나 안녕의 충족감과 직접적으로 관련을 맺지 않는 감정을 일으키더

라도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한 답의 단서를 얻을 수

있다고 본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선천적으로 감정의 기제를 타고나기도

하지만 더 섬세하고 복잡한 감정의 반응은 개인의 학습된 경험에 의존한

다는 것이며 이 학습된 경험 중에 하나가 예술경험이 될 수 있다는 것이

다.

따라서 우리의 일생에서 개인적으로 학습되는 감정적 반응의 영역에

‘교육적 의도’를 가지고 감정 경험을 끼워 넣는 것은 가능해 보인다.17)

16) 인용문의 강조체는 연구자가 감정이 후천적으로 학습될 수 있다는 것을 강

조하기 위해 사용한 것이다.

17) 안토니오 다마지오는 우리가 정서적 반응을 조절할 수 있다고 말하면서 “실

제로 발달 단계의 핵심적인 교육 목표 중 하나는 정서를 유발하는 대상과 정

서적 반응 사이에 의식적인 평가 단계를 끼워 넣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

로써 “우리는 자연스러운 정서적 반응의 형태를 주어진 문화의 요구 사항에

맞추어 구성(Damasio, 2003, p. 69)”해나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다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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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말해 후천적으로 학습되는 감정적 반응은 예술경험에 의해서 좀 더

민감하고 정제된 형태로 습득될 수 있으며 이러한 감정은 다마지오의 용

어로 표현하면, ‘우리의 깊이를 알 수 없는 무의식적 심연에서 선천적인

정서적 반응과 서로 관계를 맺으며’ 우리에게 신체적으로 각인이 될 것

이다.

이러한 후천적인 감정의 학습과 이미 각인된 것들의 통합을 우리의

‘이해’라는 측면에서 투사해보면, 이것은 곧 ‘이해의 재구성’으로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인간은 스스로에게 처해진 여러 가지 조건, 즉 다른 동

물보다 뛰어난 인간의 지능 및 복잡한 환경을 조절할 필요성 등으로 인

하여 “개인의 역사 및 경험”에 의해서도 스스로 어느 정도의 감정을 학

습할 수 있는 특성을 가지게 되었고 이것은 역사적·문화적·사회적으로

우리에게 축적되어 온 ‘신체화된 이해’가 정체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재구

성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그리고 이 이해는 단지 인지적인 재구성

을 넘어 신체에 각인되는 종류의 것을 포함하기 때문에 유사한 환경에

노출될 때 우리는 이성에 의한 추론작용보다 더 본능적이고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정서, 혹은 감정 반응을 일으킬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인간의 감정이 일부 학습될 수 있다는 특성으로 인해 우리는

예술경험을 통해 어떠한 감정이 일으켜질 때 그 감정의 다층적인 스펙트

럼을 우리 신체에 각인시킬 가능성, 그리고 이를 통해 우리의 신체화된

이해를 보다 풍부하게 재구성할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다. 이때, 혹자는

예술경험에서 느끼는 감정도 신체적으로 각인될 만한 종류의 것인지 의

구심을 가질 수도 있다. 앞서 지적했듯이 감정이라는 것은 우리의 생존

본능과 관계된 것인데 예술경험에서 느끼는 감정 역시 우리의 신체에 각

인될 정도의 강렬함을 가지고 있냐는 것이다. 이러한 의문은 우리의 ‘감

정’이 지닌 또 다른 특성에 의해 답해질 수 있을 것이다.

오의 주장은 예술을 통한 경험이 정서를 동반한다는 전제하에 우리의 정서적

반응의 형태를 정제된 형태로 재구성할 수 있다는 제안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 51 -

다마지오와 같은 맥락에서 로빈슨(2005, pp. 57-59)은 우리의 감정이

단지 단일한 기분(mood)과 같은 단순한 상태를 넘어서는 하나의 ‘변화하

는 과정(process)’이라고 소개한다. 그 과정은 먼저 우리의 주목을 끄는

대상과의 마주침, 가령 어두운 밤 숲 속을 지나가다가 갑자기 기다란 물

체를 발견할 때 놀라는 것과 같은 사건이 필요하다. 이때 로빈슨이 강조

하는 것은 이 반응이 ‘인지적이지 않은 정서적 평가’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이다. 이것은 매우 빠르게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이 과정의 존재 자

체를 알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런데 만일 어두운 밤 숲 속에 있던 물체가

뱀이었다면 ‘아, 위협적인 물체다’라고 생각하면서 공포나 두려움으로 이

어지는 감정을 느낄 것이고, 그것이 그냥 긴 나무 막대기였다면, ‘아, 놀

랄 것도 아니었구나’라고 생각하면서 별 다른 감정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이러한 ‘판단’, 즉 두려움의 대상인지 아니면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될 대상인지에 관한 ‘인지적인 반응’은 먼저 ‘놀라고’

난 뒤에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로빈슨에 의하면, 이 놀라는 반응은 어떤

판단이 내려지기 이전에 재빨리 지나가더라도 분명히 인지적 반응으로서

의 판단 이전에 발생한 ‘비인지적인 정서적 평가’이다. 즉, 단순히 ‘놀란

상태’는 우리가 그것을 공포나 두려움과 같은 용어로 분류하기 이전에

발생한 상태, 다시 말해 인지적인 판단으로 그 상태를 파악하기 이전에

먼저 몸으로 느끼는 원초적인 상태라는 것이다. 그리고 여기서 개입되는

한 가지 중요한 과정은 바로 그 놀라는 반응이 ‘생리적인 반응’을 동반한

다는 점이다. 여기서 생리적 반응이란 놀람과 같은 비인지적인 정서적

평가가 공포나 두려움, 아니면 안도함과 같은 인지적 평가로 이어지기

전에, 다시 말해 그것이 나무 막대기이거나 뱀으로 확인되지 않은 상황

에서도 심장박동이 빨라지거나 동공이 커지는 등의 반응이다. 로빈슨은

바로 이러한 ‘비인지적 정서적 평가’와 이것에 따라 매우 원초적이고 빠

르게 일어나는 ‘생리적 반응’, 그리고 이때의 상황을 ‘인지적으로 평가’하

고 그 정서를 어떠한 우리가 알고 있는 심리적인 용어, 즉 ‘두려움’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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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등으로 분류하는 것까지의 일련의 과정 전체가 바로 ‘정서’ 혹은

‘감정’이라고 제안한다18).

이것은 앞서 살펴본 다마지오의 신체표지 가설(somtic-marker

hypothesis)을 다시 상기시킨다. 실제로 로빈슨(2005, pp. 72-75)은 다마

지오의 주장에 기대어 우리의 감정 과정은 이성적 추론과 같은 인지적인

중재 작용 없이 신체의 자극과 뇌의 즉각적인 매커니즘으로 시작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이 과정을 ‘비인지적 정서적 평가’라고 명명한다. 그리

고 바로 우리의 감정이 이러한 ‘비인지적 정서적 평가’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술경험을 통해서도 신체에 각인될 만한 감정 경험을 할

수 있다. 예컨대 특정 예술에서 표현된 내용이 허구임을 알면서도 그것

이 허구인지 진실인지 인지적으로 판단하기 이전에 우리는, 이미 예술경

험 속에 표현된 사건이나 이미지를 인식하면서 울거나 분노하는 등 감정

반응을 시작할 수 있다. 혹은 예전에 본 소설이나 영화인데도 불구하고

얼마간의 시간이 지나 다시 같은 예술작품을 볼 때면 그 내용을 알고 있

는 것과는 별개로 동일한 장면에서 또 다시 유사한 감정 반응을 일으킬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감정 반응이 무언가를 ‘알고’ 있는 것과는 별개

로 ‘비인지적’ 정서적 평가로부터 먼저 시작될 수 있으며 이때 본능적인

생리적 반응, 즉 신체적인 반응이 동반되기 때문에 예술경험이 어떠한

‘감정’을 유발시켰다면 이를 통해 신체에 각인되는 감정 경험을 할 수 있

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18) 혹자는 이러한 주장에 대하여 우리의 감정이 굳이 생리적인 반응을 동반하

지 않고 일어날 수 있다고 주장할 수 있다. 이에 대해 로빈슨(2005, pp.

94-96)은 만일 누군가 흥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화가 나 있다고 말한다면, 그

사람은 ‘진실된 감정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단지 그 감정과 관련된 인지

적인 ‘평가’를 내리는 것이라고 반박한다. 감정의 근원은 보다 생물학적인 반

응으로, 수없이 긴 세월동안 우리의 진화과정에서 스스로의 생존과 안위를

위해 유전적으로 갖추게 된 자동적인 메커니즘이다. 따라서 로빈슨에 의하면,

어느 순간 우리의 주목을 끌어 반응할 만하게 하는 사건이 벌어졌을 때 시작

되는 감정의 과정은 본능적으로 반드시 신체적인 반응을 동반해야만 하는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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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우리는 감정이 후천적으로 학습될 수 있다는 특성, 그리고 그러

한 감정의 과정은 비인지적 정서적 평가로 시작되기 때문에 예술경험을

통한 감정을 통해서도 신체에 각인되는 감정 경험을 할 수 있다는 특성

을 바탕으로 로빈슨이 주장하는 ‘감정 교육’의 특성을 검토해볼 수 있다.

로빈슨(2005, pp. 154-159)은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우리의 ‘감정’이

실제에서와 마찬가지의 방식으로 소설 속에서 작동한다는 사실을 토대

로, 소설을 읽는 것을 통해 ‘감정 교육’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19) 이

때, ‘감정 교육’에서 ‘감정’이 가리키는 것은 두 가지로 설명될 수 있다.

첫 번째는 교육의 주제, 즉 무엇을 가르치느냐고 했을 때 ‘감정’을 가르

칠 수 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교육의 방법, 즉 어떻게 감정을 배울 수

있느냐고 했을 때 우리가 소설에 ‘감정’적으로 연루(involvement)되어 심

리적으로 중요하고 도덕적으로 심오한 것들을 배울 수 있다.

19) 로빈슨은 주로 소설의 예시를 통해 ‘감정교육’의 양상에 대해 상술하고 있으

나 그녀가 회화, 조각, 춤 등의 장르에서 감정이 어떠한 방식으로 표현되는지

설명하는 것을 참조하면 소설 외의 다른 예술 영역과의 만남에서도 우리가

‘감정교육’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로빈슨에 의하면, 회화나 조각, 건축,

춤 등의 영역은 각기 다른 매체를 통해 표현되지만 감정이 표현되는‘방식’에

있어서는 이 모든 장르를 아우르는 유사한 점이 있다. 그것은 서로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두 가지 방식으로 설명되는데, 첫 번째는 어떠한 감정적 상태

(emotional state)에 있는 한 인격, 혹은 한 페르소나에게 세상이 어떻게 보

이고 이해되는지를 표현(articulating)하는 ‘감정’의 표현으로서 설명된다. 두

번째는 그 표현을 하고 있는 사람, 즉 예술가에게 보다 초점을 두는 것으로

그러한 감정을 표현할 법한 사람이 가지는 사고, 신념, 관점, 욕망 등을 표현

(articulating)하는 ‘감정’의 표현으로 설명된다. 예컨대, 우리는 미켈란젤로의

<피에타>라는 작품을 보면서 첫 번째 방식처럼 아들의 죽음을 슬퍼하고 체

념하는 것 같기도 한 어머니의 표정과 제스처와 얼굴 표정에 표현된 감정적

상태를 볼 수 있다. 한편으로는 우리는 두 번째 방식처럼 창작자인 미켈란젤

로 자신에게는 숭배와 슬픔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이는지, 그리고 그것을 어

떻게 표현하는지를 볼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그가 세계와 맺고 있는 방식, 혹

은 세계를 바라보는 방식을 체험할 수도 있다(Robinson, pp. 274-285). 이러

한 두 가지 방식을 통해 우리는 소설 외의 다른 예술의 영역에서도 감정교육

이 될 가능성, 즉 감정의 풍부한 표현을 새롭게 인식하고 그러한 표현처럼

세계를 이해하는 누군가의 또 다른 시선을 탐색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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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빈슨(2005, pp. 160-166)은 이를 논증하기 위하여, 이디스 워튼

(Edith Whaton)의『암초(The Reef, 1978)』20)라는 소설을 읽는 과정을

통해서 예술작품을 감상하는 것이 어떻게 ‘감정 교육’이 될 수 있는지 제

시한다. 그녀에 의하면 이때의 감정 교육은 두 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지

는데, 첫 번째 방식은 작품 속에 있는 주인공이 소설의 전개 상황 내내

겪는 감정의 과정을 독자가 파악하는 것에 의해 이루어진다. 예를 들어,

독자는 작품 속에 등장하는 주인공 조지 대로우(George Darraw)가 약혼

자인 애나 리스(Anna Leath)로부터 무시당하고 소피 바이너(Sophy

20) 이 소설은 <순수의 시대>라는 작품으로 1921년 여성 최초로 퓰리처상을 수

상한 미국 문단의 대표적 여성 작가인 이디스 워튼(1862-1937)의 장편소설로

1912년 발간되었다. 그녀가 가장 큰 관심을 가진 것은 사회 현실과 내적 자

아 사이의 깊은 괴리감이기 때문에 그녀의 소설 속에서 등장하는 감수성이

풍부한 주인공들은 종종 무자비한 인물이나 사회적 압력 때문에 스스로 갇혀

있다는 느낌을 갖게 된다. 이디스 워튼은 개인적으로 젊었을 때 작가와 아내

의 역할 사이에서 갈등하다가 오랫동안 신경 쇠약으로 고생한 경험이 있어

이와 같은 느낌을 직접 체험했기 때문에 이 소설을 작가 스스로 "가장 자전

적인 소설"이라고 꼽는다. 소설의 줄거리는 중상류층인 남자주인공 조지 대

로우(George Darraw)와 애너 리스(Anna Leath)의 정연하면서도 이기적인

세계에, 발랄하고 아름다우며 마음속에 엄청난 정서적 에너지를 안고 있지만

경제적ㆍ사회적ㆍ정서적으로 결핍된 삶을 사는 중・하류층의 소피 바이너

(Sophy Viner)가 개입하고 대로우와 애나의 계획을 흩뜨려놓게 되면서 이

두 사람이 자신들의 맹목적인 삶의 의미와 감각을 되돌아보게 된다는 이야기

이다. 이러한 이야기의 전개 가운데 작가 특유의 내밀한 문체가 돋보이는 것

이 특징이며, 등장인물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미묘한 변화나 정서적 상호 작

용, 주변 풍경과의 교감에 대한 묘사가 매우 섬세하고 이러한 특징이 등장인

물 및 소설의 문제의식과 잘 부합되면서 작품의 완성도를 높여주고 있다고

말해진다. 혹자는 이 작품의 내용이 남녀사이의 외도와 갈등이 주요 사건이

기 때문에 교육적인 장면에서 사용되기에 적절한지에 관한 의구심을 표현할

수도 있다. 그러나 연구자가 보기에 로빈슨이 말하는 감정 교육의 핵심은 소

설의 제재 및 주제가 교육적인가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면의 미묘

하고 섬세한 감정적 변화를 느끼고 이로 인해 기존에 가지고 있던 감정적 스

펙트럼을 넓히는 데 있기 때문에 이 점을 부각하여 감정 교육을 설명하는 데

있어 로빈슨이 이 작품을 선정한 것은 적합해 보인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심리 묘사와 감정 묘사에 탁월한 작품을 선정하여 감정 교육을 한다

고 했을 때에는 그 교육받는 대상의 수준과 심리 상태에 대한 신중한 고려가

동반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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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ner)와 외도를 하게 되는 사건을 겪으면서 스스로 그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고 또 자신의 감정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그리고 이러한 관점이

대로우의 어떤 욕망이나 관심, 가치들을 반영하는지, 그때 그가 내리는

정서적 평가가 무엇이며 결국에 자신의 반응을 반성함으로써 삶에 대한

나름대로의 신념(belief)을 어떻게 형성하는지 등을 지켜보게 된다. 즉,

주인공이 자신의 삶에 대한 의미를 정립해가는 과정에서 그의 ‘감정 경

험’이 어떻게 스스로를 변화시키는지 관찰하게 된다.

두 번째 방식은 보다 독자에게 직접적으로 일어나는 ‘감정 교육’으로,

이것은 소설을 읽는 동안 우리 자신에게 일어나는 감정에 의해 이루어진

다(Robinson, 2005, pp. 175-194). 우리는 등장인물이 처한 특정한 상황

에 주의를 집중하게 되고, 나 자신의 욕망, 관심, 가치에 따라 그 특정

상황의 국면에 반응을 하면서 특정 감정을 경험하게 된다. 이 과정은 주

인공의 감정이 변화하는 과정과 비교적 유사한 흐름을 따르지만, 로빈슨

에 따르면 독자는 주인공이 느끼는 것과 동일한 감정만을 느끼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암초』에서 사랑하는 자신의 연인이 다른 여자와 하

룻밤을 보낸 것을 알고 애나는 괴로워하고 혼란스러워 하는 상태로 제시

되지만, 독자인 나의 감정은 그녀를 향한 연민을 느낄 수도 있고 이성적

으로만 행동하려는 그녀에게 답답함을 느낄 수도 있다.

한편으로는, 작가가 독자에게 감정을 느끼게끔 의도하지 않은 소설적

장치에서도 독자는 모종의 감정을 느낄 수도 있다. 가령, 낮은 계급의 여

자인 소피가 소설의 말미에서 멀리 떠나게 되는 모습을 보면서 그 여자

를 그러한 하찮은 방식으로 처리한 중산층 여성인 작가, 이디스 워튼에

게 반감을 느낄 수도 있다. 그런데 그 반감은, 결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왜, 이 여성에 대해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하지? 나는 계급

이 낮은 여자에게 함부로 대하는 것에 대한 좋지 않은 기억이 있나?’하

는 등의 생각으로 이어지면서 소설을 읽는 동안 일어난 자신의 감정을

돌아보고 스스로에 대해 좀 더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

다. 즉, 작가가 의도한 방식으로든 그렇지 않은 방식으로든 우리는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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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가진 감정적 섬세함의 수준과 그 동안 내면에 축적된 배경 경험

에 의해 소설의 내용에 개별적인 방식으로 반응하게 되며, 이때 새로운

감정을 느끼면서도 동시에 그 감정으로부터 촉발된 인간관계에 대한 나

자신의 어떠한 생각으로 나아가게 된다면 우리의 감정은 학습된다는 것

이다(Robinson, 2005, pp. 188-192).

로빈슨(2005, p. 159)은 물론 모든 소설이 진지하고 지속적인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아니라고 인정한다. 그러나 ‘도덕적으로 진지하고 사

실적인 작품’들을 쓴 작가들은 분명히 우리로 하여금 감정이 개입

(involvement)되어야 ‘제대로’ 감상할 수 있는 장치를 작품 내에 마련한

다고 강조한다. 우리는 앞서 예술가들이 주로 감정을 촉발하는 방식으로

감상자와 소통하려 한다는 것을 살펴본 바 있다. 그러므로 예술가의 의

도에 따라 우리가 작품에 몰입하여 ‘제대로’ 감상하고자 한다면, 각 개인

의 상태에 따라 질적인 차이가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어떠한 감정이 촉발

될 수 있다는 것은 자명하다. 이를 통해 우리는 예술경험을 할 때, 다른

경험들보다 두드러지게 ‘의도되고 기획된 신체적 경험’을 할 수 있다고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바로 이 의도되고 기획된 신체적 경험, 즉 작가

가 고안한 감정의 다층적인 묘사와 변화 국면이 우리에게 전달되는 경험

을 통해 우리는 감정적으로 교육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앞서 언급한대로 ‘학습된 감정’으로 인해 우리가 ‘새롭게 재

구성되는 이해’를 가질 수 있다고 할 때, 교육된 감정으로 인해 새롭게

인식할 수 있는 ‘(자기) 이해’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특성을 가지는가?

그것은 무엇보다도 풍부하고 다각적인 감정으로부터 자신을 이해하는

것에서 비롯될 것이다. 로빈슨(2005, p. 159)에 의하면, 소설가는 등장인

물의 감정들을 표현할 때 ‘기쁨’, 혹은 ‘슬픔’이라는 통속적이고 투박한

언어를 사용하여 단적으로 제시하지 않는다. 그보다는 오히려 ‘한 단어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 상태를 묘사한다. 이 감정들은 등장인물의 관심,

욕망, 생각과 결부되면서 소설이 전개되고 등장인물이 처한 상황이 바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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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미묘하게 변화한다. 이때 독자는 등장인물들이 겪는 입체적이고

미묘한 감정들의 흐름을 파악하면서 그 자신 역시, 하나의 단어로 표현

될 수 없는 감정들의 흐름에 함께 연루된다. 이 과정에서 독자는 자신이

평소에 가지고 있던 감정의 다발을 소설에서 드러난 표현에 의해 다시

재인할 수는 있지만, 그것이 이전에 자신이 가진 것보다는 더 명료하거

나 섬세한 종류의 것이라고 인식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독자가 소설을

읽으면서 어떠한 감정을 일으킬 때에는 그가 이미 알던, 혹은 느껴보았

던 감정을 동일하게 다시 느끼게 되는 것이라기보다 예술가가 신중하게

고안한 섬세한 표현에 의해 유사한 톤이라도 더 세밀하고 다층적인 부분

을 새롭게 파악할 수 있다.

이러한 감정 경험을 겪은 뒤 감상자는, 그 일렁였던 감정이 다시 일상

적으로 고요해질 때까지 나름대로 그 감정을 인지적으로 분류하고 그것

과 사건들의 연관 관계를 파악하려고 애쓰면서, 지금까지 자신이 겪어온

경험과 유사한 상황, 혹은 유사한 감정 상태에서 스스로 어떻게 처신했

는지 떠올리거나 그때는 미처 인식하지 못하고 지나쳤지만 그 당시에 타

인의 감정이 어떠했는지 되돌아보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 한편으로는

비록 허구의 이야기를 통해서이긴 하지만, 이전까지 경험하지 못한 극심

한 곤경이나 최악의 난제에 감정적으로 개입하여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마치 그 일이 자신에게 벌어진 것과 같이 느끼고 사고하면서 여기서 느

낀 감정 경험의 양상을 자신의 감정 목록에 추가할 수 있다.

여기서 로빈슨을 비롯한 연구자가 다시 한 번 강조하고자 하는 감정

교육의 특징은 소설 속에서 전개된 이야기나 여타 다른 예술작품을 통해

서 몇 가지 삶에 대한 교훈이나 지혜와 같은 ‘명제적’ 가르침을 얻는 것

이 초점이 아니라는 것이다. 예를 들어 『암초(The Reef)』와 같은 소설

을 읽고 난 후라면 ‘아, 출신이 낮은 여성이라고 해서 함부로 대하는 처

사는 옳지 않아’ 라는 도덕적 신념을 가지거나 ‘우정이나 사랑과 같은 인

간관계에서 때로는 이성보다 자신의 감정을 믿고 그것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 후회하지 않을 수 있어’라는 식으로 나름대로의 삶의 지혜를 ‘명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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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정리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로빈슨(2005, p. 154)은 감정

교육에서 중요한 것은 ‘겪어내는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그 ‘감정’ 경험

자체만으로도 교육적이라고 말한다. 이 주장은 다마지오가 주장한 후천

적 감정 경험의 학습으로 이 전에 느껴보지 않은 감정을 느끼면서 후천

적으로 그 감정을 신체에 각인하고 이를 통해 주변 상황에 대해 다르게

반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감정 경험은 다음과 같이 제시될 수 있다. 가령, 소설이 전개

됨에 따라 등장인물이나 상황에 대한 우리 자신의 생각과 가치 판단, 혹

은 상황을 바라보는 관점들이 변화할 수 있으며 이 변화를 주도하는 것

은 물론 우리 감정의 변화이다. 그리고 주지하다시피 예술경험은 많은

경우, 우리 자신의 감정이 개입되어야 제대로 이해될 수 있기 때문에 만

일 등장인물이 어떠한 사건이나 상황을 계기로 성숙했다고 판단한다면,

혹은 그들의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 사건의 전후 사정과 맥락상 이해되

기 시작했다면 이러한 귀결에 이르기까지의 궤적을 좇는 동안 우리 자신

의 감정 과정도 모종의 성숙과 이해에 도달한 것이다. 이 과정 안에서

우리는 언제나 도덕적인 명제나 신념을 얻는 것은 아니겠지만, 작가가

마련한 다채롭게 분화된 감정의 스펙트럼 안에서 자신을 이해하고 또한

타인을 이해할 수 있다21). 다시 말해 우리는 작품을 통해 몇 가지의 지

21) 예술, 특히 문학작품을 통해 우리의 감정적 스펙트럼이 확대될 수 있고 이

것이 곧 우리의 감정을 조절하고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될 수 있다는 주장

은, 수잔 페이건(Susan Feagin)이 예술을 통해 정서적 유연성을 발달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을 통해 잘 설명될 수 있다. 그녀는 예술작품을 통해 우

리의 상상력을 확장시키는 것이 정서적인 유연성을 계발하는 것과 관계된다

고 주장하는데, 이때 이 정서적 유연성을 ‘역량’(capacities)으로 표현하는 것

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Susan Feagin, 1996). 바로 이 역량으로 표현된 감정

조절능력이 여기서 제안하고자 하는 확대된 감정적 스펙트럼의 기능과 유사

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수잔 페이건에 의하면 역량은 ‘능력(abilities)’과는 다

르게 그것이 없다고 해서 우리가 행동할 때 심각한 결핍을 드러내지는 않지

만 만일 그것이 있다면 ‘더’ 탁월하게 잘 할 수 있는 수행을 전제할 수 있다.

예컨대, 우리가 걸을 수 있는 것은 걷는 ‘능력’이지만 이것을 ‘더’ ‘잘’ 할 수

있도록 다리의 근력이 더욱 발달하거나 유연성이 갖추어지는 것을 ‘역량’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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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이나 통찰을 얻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전보다 섬세해진 감각으로 자

신에게 벌어지는 일들을 민감하게 지각하고 반응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다. 이것은 우리가 타인과의 관계 및 일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

처할 때 보다 폭 넓은 가능성을 떠올리면서 반응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

한다. 더불어 재차 강조하자면, 감정적 스펙트럼의 확대를 통해 이렇게

다양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탐색하는 과정은 우리의 숙고 과정에 해당

하기 때문에 이는 곧 ‘섬세하게 느끼는 것을 토대로 사고하는 통합적인

인지작용’이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2. 감정 교육과 도덕적 상상력

우리는 앞서 감정이 후천적으로 학습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토대로

감정 교육을 논하였으며,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내재된 감정 체계의 자동

적 기제 외에 각 개인이 경험을 통해 감정을 학습하게 된 까닭은 인간의

조건 상 점점 더 복잡해진 환경에서 이 상황들을 조절하고 통제하기 위

한 것이었다는 점을 살펴본 바 있다.

그런데 여기서 논의되는 예술경험을 통한 ‘교육된 감정’의 특성은, 개

인의 일생을 통해 일반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것에 비해 ‘의도적이고 정

제된’ 성격을 가지는 것을 의미한다. 이때 의도적이고 정제된 성격의 감

정이란 작가에 의해 특별하고 세밀하게 묘사된 미묘한 삶의 감각과 관련

된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술경험을 통해 ‘의도적’으로 감정을 교육하는

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을 우리의 윤리적 상황에 적용해본다면, 감정적

스펙트럼이 확대되고 다양해지는 것 없이도 우리는 평소에 가지고 있는 일반

적인 감정 체계로 매 상황에 반응하고 행동할 수 있겠지만, 감정의 더 많은

목록과 세밀한 선택지를 가지고 있다면 그 만큼 인간관계에서 취하는 자신의

행동을 더 조절하고 조정할 수 있다는 ‘역량’을 가진 것이라고 설명할 수 있

을 것이다. 연구자는 바로 이러한 감정으로서의 ‘역량’이 여기서 논하고자 하

는 민감한 ‘도덕적 상상력’ 혹은 ‘도덕적 감수성’으로 대응될 수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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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겨냥할 때 그 학습 효과는, 주변 상황을 지각할 때 일반적으로 지

각하는 것보다 ‘좀 더’ 나은 형태로, 즉 이전보다 민감하고 세심하게 지

각하는 것으로 말할 수 있다.

물론 예술경험을 통해 이러한 인지 능력을 발달시킬 수 있다는 주장

은 기본적으로 그 예술경험 속에 ‘교육적’인 요소가 있다는 것을 전제한

다. 여기서 ‘교육적’이라는 것의 의미를 앞서 제시한 감정 교육의 측면에

서 제대로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그것은 앞서 주지하다시피 예술작품의

주제와 내용이 교육적이라기보다는 그것을 감상하는 동안 통속적이지 않

은 감정의 새로움과 미묘함을 느낄 수 있느냐에 달려있다. 그러므로 감

상자에게 어떠한 감정의 새로움과 미묘함을 느끼게 할 가능성은 각 개인

의 수용 능력을 논하기 이전에, 기본적으로 그 작품을 창작한 작가의 감

각과 표현 능력에 상당 부분 의존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

가 예술경험을 통해 감정을 ‘교육’할 수 있다면, 교육의 의미에 합치할

수 있는 작품을 접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작품 선정의 중요성은 그것이 예술경험이 가진 특성상 신체적

인 자극을 동반하면서 강렬하게 우리에게 영향을 미칠 가능성 때문에 더

욱 부각될 것이다. 예술가들이 무엇인가를 창작할 때 자신의 작품을 타

인과 소통하기 위해서 제작한다면, 그들이 타인에게 호소하기 위해 사용

하는 방식은 주로 감상자로 하여금 그들의 감각을 자극하고 지각적 변화

에 집중하도록 하며 때로는 강한 감정을 일으키려고 하는 등 신체적 자

극을 주는 것에 의존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때 유발시키는 감정이 감정적 스펙트럼의 확대나 도덕적

상상력의 발달과 관련되려면 그것은 여기서 말하는 ‘교육적’ 의미를 부여

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할 것이다. 그 ‘교육적’인 감정이란 우리의 감각을

자극하는 신체적 자극과 반응에 국한되는 편협하고 눈 먼 감정이 아니라

보다 명료해지는 ‘삶의 감각’과 관련된 감정을 말한다. 예컨대 나치즘의

프로파간다 역할을 한 것으로 잘 알려진 레니 리펜슈탈(Leni

Riefenstahl, 1902~2003)의 <의지의 승리(Triumph Of The Will,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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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영화는 그것의 시각적 예술성에도 불구하고 영화라는 예술 장르가

가진 영상의 미학을 이용하여 나치즘의 아름다움을 시각적으로 전하려

한다고 비판을 받으면서 예술의 위험성에 대해 주의를 집중시킨 대표작

중에 하나이다. 예술경험이 우리의 감정에 호소함으로써 신체에 각인되

는 경험이 될 수 있다는 특성은 한편으로는 우리의 신념이나 판단을 왜

곡할 수 있는 강력한 수단으로 기능할 위험성을 전제하고 있기도 한 것

이다. 따라서 우리가 어떠한 작품에서 표현된 감정을 느끼고 그로부터

감정이 ‘교육’된다고 말하려면, 그 감정들이 우리의 깨어있는 삶에 영향

을 미칠 수 있는지 끊임없이 질문해야할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의 깨어있는 삶과 관계될 수 있는 감정은 작품에서 구

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 다시 말해, 우리가 예술경험을 통해 감

정적으로 섬세해지는 것으로부터 도덕적 상상력 및 도덕적 감수성을 발

달시킬 수 있으려면 이때의 작품이 갖춘 특징이란 어떠한 것인가?

도덕성이라는 작용은 도덕 법칙이나 도덕 원리를 파악함으로써 이루어지

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직면하는 상황 안에서 일어나는 일을 식별함으로

써 이루어진다. 즉 그것은 우리는 누구이며, 우리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

며, 다른 사람들이 원하거나 필요로 하는 것은 무엇이며, 우리는 그들과

어떤 관계를 가지며, 우리의 행위는 어떤 형태를 취할 수 있으며, 다양하

게 조망된 행위 방향에서 어떤 결과가 비롯될 수 있는지를 식별하는 문

제다(Johnson, 1993, p. 417).22)

마크 존슨에 따르면, ‘우리가 특정 상황에서 도덕적 상상력을 잘 발휘

할 수 있느냐’의 문제는 ‘우리가 그 상황을 얼마나 잘 ‘지각’하고 ‘식별’하

느냐’의 문제로 바꾸어 말해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지금까지의 논

의를 통해 볼 때, 예술경험을 통해 교육된 감정이 실제적인 상황에서 발

휘될 수 있는 것은 결과적으로 이러한 ‘지각 및 식별력’의 능력과 관계된

22) 인용문의 강조체는 연구자가 사용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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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이해할 수 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누스바움 역시 유사한 주장을

제기한다.

도덕적인 지식은…명제들에 대한 지적 이해가 아니다. 그것은 구체적인

사실들에 대한 지적 이해는 더더욱 아니다. 그것은 지각(perception)이

다. 그것은 복합적이고 구체적인 현실을 고도로 명료하고 풍부하게 반응

적인 방식으로 이해하는 것이다. 그것은 상상력과 느낌을 통해 현전하는

것들에 참여하는 것이다(Nussbaum, 1990, p. 152, Johnson, 1993, p. 416

재인용)23)

따라서 이들의 논의를 종합해볼 때, 우리의 도덕성은 ‘지각’을 통해 나

타나며 이것은 주어진 상황에서 실천적 지혜를 발휘할 수 있게 하는, 혹

은 ‘도덕적 상상력’의 폭과 깊이에 영향을 주는 ‘식별력(discernment)’으

로 말해질 수 있다(누스바움, 1990, p. 85). 그러나 이러한 지각 및 식별

력 자체가 구체적으로 우리 삶의 맥락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떠올리기

에는 우리가 바로 그 상황에 매몰되어 있기 때문에, 즉 우리의 상황이

수많은 목적 및 수단으로 얽혀있어 자신이 처한 상황에 거리를 두고 바

라보기 어렵기 때문에, 스스로의 행위 속에 드러나고 있는 지각의 양상

을 분별해내는 것은 어려워 보인다.

그런데 누스바움은 우리가 소설 속의 인물들을 통해서 바로 이 식별

력을 생생하게 볼 수 있다고 말한다. 물론 예술가가 소설을 쓰는 이유가

감상자로 하여금 도덕적 식별력을 길러주기 위한 목적만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도덕적 지식은 그것의 특질상 소설에서와 같이 구

체적인 상황과 인물의 묘사를 통해 가장 적절하게 드러난다는 것이다.

따라서 그녀는 소설가 헨리 제임스(Henry James, 1843~1916)24)와 아리

23) 인용문의 강조체는 연구자가 사용한 것이다.

24) 헨리 제임스(Henry James, 1843~1916)는 마크 트웨인(Mark Twain)과 함께

19세기 후반 최고의 미국 작가로 꼽힌다. 제임스는 국제적인 주제들, 다시 말

해 순진한 미국인과 국제적 사고를 지닌 유럽인과의 복잡한 관계를 그린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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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텔레스의 병치점이 바로 이 식별력의 강조에 있다고 말한다

(Nussbaum, 1990, p. 85). 헨리 제임스는 인간이 각각의 개별적 상황에

서 행동할 때 그 상황이 같은 형태로 나타나는 반복적인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치 다시 일어나는 일을 다루듯이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식별

력으로서의 지각, 즉 ‘직관(intuition)’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것을 잘 묘

사한 작가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지각 및 식별력의 양상은 예술작품 속에서 더 특별하고 밀도

있게 제시될 수 있는데, 그 까닭은 앞서 언급한 것처럼 우리가 자신이나

타인의 행위를 지각할 때 직접적인 현실이 아닌 예술작품에 거리를 두고

바라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더 근본적인 이유는 예술가의 특별한

감각 때문에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우리가 감상하는 모든 작

품이 감상자와의 거리를 두고 볼 수 있는 경험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작품을 경험할 때마다 매번 특별한 지각을 발견하는 것은 아니

기 때문이다. 우리는 앞서 로빈슨의 주장을 통해서 소설에서의 감정 표

현이 통속적인 우리의 일반적 감정 표현을 넘어선 것이라는 점을 살펴본

바 있다. 이렇듯 예술작품에서 보이는 삶의 내용은 예술가들에 의해 ‘기

획’된 삶의 감각과 경험의 축약이다. 이때 드러나는 식별력은 예술가의

특별한 감각에 의해 구성되고 표현된다. 여기서의 특별한 감각이란 “도

덕적으로 민감해지는 데 절대적으로 기본적인 섬세한 판별력”으로 이것

가로 한때 예술, 특히 문학은 "삶을 만들고 관심을 만들고 중요성을 만든다"

라고 쓴 적이 있다.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인포피디아 USA, 2004, 미국 국

무부 | 주한 미국대사관 공보과) 그는 리얼리즘으로부터 한 걸음 더 나아가

'심리적 리얼리즘'이라고 이르는 신국면을 개척하여 인간 행위를 내면적인

동기에 의하여 세밀하게 분석한 소설을 쓰기 시작했는데,〈어느 부인의 초

상〉(1881)이 그 대표작이다. 누스바움은 문학을 통해 우리의 감정 및 신념이

교육되는 가능성을 언급할 때, 헨리 제임스의 작품을 예로 들거나 및 문학과

삶과의 관계에 대한 그의 통찰을 자주 인용한다. 연구자가 보기에 그것은, 앞

서 사실주의 소설을 통한 감정교육을 제시하기 위해 로빈슨이 소개한 이디스

워튼과 마찬가지로 헨리 제임스 역시 인간이 자신의 주어진 상황에 대해 가

질 수 있는 복잡한 심리에 대해 최대한 섬세하고 새로운 방식으로 그 감정을

표현하는 데 탁월하다고 간주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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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우리가 예술가들에 관해 가장 높이 평가하는 것들 중의 하나다. 우

리는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들을 인지하며,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가

능성들을 상상하며, 또 우리가 현재로서는 아니지만 느낄 수도 있는 방

식으로 느끼는 예술가들의 능력을 존중”(Johnson, 1993, p. 417)하기 때

문에 예술작품을 통해 제시되는 식별력을 보다 가치롭게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해석은 우리에게 도덕성과 예술경험과의 관련성에 관해 다른

관점의 해석을 제시한다. 그것은 예술가들의 능력, 즉 미학적 식견 자체

가 도덕적 식견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는 것인데, 이것은 지금까

지 논의한 것처럼 작가의 섬세한 감각의 표현으로 우리가 감정적 스펙트

럼을 넓히는 ‘방식’의 문제를 ‘내용’의 문제로 대치하여 설명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누스바움이 인용하는 헨리 제임스에 의하면, 작가의 섬세하

고 민감한 인식 능력은 우리가 삶에서 느끼는 것의 미묘한 뉘앙스와 각

상황에서의 복잡함을 표현하기 위한 알맞은 단어를 선택할 수 있게 한

다. 그리고 이러한 언어를 선택하려는 소설가의 헌신으로써 우리는 충만

한 자각(full awareness), 책임감(responsibility), 민감성(responsiveness)

의 이상(ideal)이 어떻게 살아있고 어떻게 존재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한 가지 양상을 발견할 수 있다(Nussbaum, 1990, p. 312). 덧붙여 제임

스는 단적으로 예술가의 행위(conduct)가 우리 모두의 삶을 위한 본보기

(examplary)를 드러내는 작업이라고 말한다. 다시 말해 우리가 작가의

‘섬세한 감각’으로 논의하던 능력 자체가 민감함 ‘도덕적 감수성’으로 바

꾸어 말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누스바움이 작가가 사용하는 ‘창

조적 상상력’이 곧 ‘도덕적 상상력’이라고 말하는 것은 일견 타당해 보인

다25).

25) 이러한 주장에 대해 혹자는 그렇다면 ‘특별한 감각을 지닌 예술가는 모두

도덕적인가?’하는 질문을 제기할 수 있을 것이다. 이때 ‘도덕’의 의미를 한 인

간의 통합적인 행위의 특성으로 보기보다 더 잘 상상할 수 있고 좀 더 민감

하게 반응할 수 있는 섬세함의 감각으로 해석한다면 예술가 자체의 성품과

행위가 모두 도덕적이라기보다는 그러한 감각을 잘 포착하고 표현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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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독창적인 지각과 식별력이 드러나는 예술 영역은 물론 문학과

같은 서사적 장르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당시 초상화의 관습적인

개념에 익숙해져 있던 사람들을 당혹스럽게 만든 피카소의 큐비즘은 우

리로 하여금 회화를 새로운 방식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초대했다. 그가

그린 <우는 여인>을 감상할 때 우리는, 이전의 인물화하고는 다른 방식

으로 얼굴이 분할되어 있어 한 눈에 알아볼 수 없는 형태가 제시되어 있

음에도 불구하고 슬픔에 사로잡힌 여인의 내면을 충분히 느낄 수 있는

새로운 지각적 경험을 할 수 있다. 이러한 경험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인

물화를 그린다는 것, 사람을 본다는 것, 어떠한 감정 상태에 있는 사람의

얼굴을 지각한다는 것, 그리고 그것을 표현한다는 것에 생각해오던 여러

가지 개념을 뒤흔드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익숙하지 않은 것

으로부터 불러일으켜지는 자극은 우리로 하여금 그 동안 다져진 회화 창

작의 견고한 틀을 벗어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동시에, 당연하

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을 당연하다고 여기면서 살아온 우리의 관습적인

사고를 돌아보게 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이전과는 다른 방식으

로 슬픔이라는 감정을 표출하는 방식을 감지해낼 수 있고 동시에 이러한

방식으로 인물과 세계를 바라보는 다른 이의 시선과 세계관을 체험할 수

도 있다. 즉 다른 방식으로 사고하기, 혹은 틀을 벗어나거나 유연하게 사

고하기 등의 특징으로 나타날 수 있는 예술가의 창조적 상상력 역시 도

덕적 감수성과 연관될 수 있는 것이다.

이처럼 회화 등의 서사의 형식이 뚜렷하지 않은 예술 장르에서는 우

리에게 어떠한 새로운 지각방식을 제시함으로써 깊은 인상을 남기는 방

식으로 감정이 교육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감정 교육에

의해 고무된 자는 그동안의 사유방식, 혹은 지각 방식에 대해 스스로 성

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그들은 도덕적 상상력을 더 잘 발휘하고

그럼으로써 도덕적 행위를 할 가능성 또한 갖고 있다고 말할 수도 있다. 역

사에 길이 남는 예술가들 중 많은 수는 자신이 살았던 당대의 불의에 항거하

거나 계몽을 촉구하는 작품 활동 및 실천적 행위를 한 경우가 많은 것을 그

근거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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찰하면서 이전보다 유연하게 자신의 선택과 행위가 가지고 올 다양한 가

능성을 떠올리고 자신이 처한 윤리적 상황에 대처할 수 있다. 이러한 사

실을 통해 볼 때, 예술가의 창조적 상상력은 도덕적 상상력에 많은 영향

을 끼친다고 이해할 수 있다.

인간의 삶은 하나의 서사적 기획이다. 우리 모두는 복잡한 서사적 과정

에 개입되어 있으며, 그것을 통해 삶에 있어서 최소한의 의미와 만족을

찾으려고 한다. 우리는 그저 생존하려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질을

고양하고 성취를 추구한다. 이것은 전형적으로 우리의 개별적 서사를 공

동 창조하는 과정에서의 풍부한 상상력을 요구한다……그러므로 도덕성

은 우리가 얼마나 성공적으로 또는 얼마나 빈곤하게 서사―의미 있는 삶

을 살아가는 문제를 해결해 주는―를 건설하는지(즉 펼쳐 가는지)의 문제

다(Johnson, 1993, p. 363).

따라서 우리의 삶을 창조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풍부한 상상력이 곧

예술가의 창조적 상상력과 밀접한 관련을 맺는다는 마크 존슨과 누스바

움의 견해는 서로 일치하는 부분이 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삶을 도덕적

으로 이끌어 나가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의 상상력은 더욱 다채롭고 유연

하며 풍성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그리고 주지하다시피 예술가가 구성하

는 작품에서 드러나는 하나의 서사에는 인간적인 고뇌와 갈등, 염원과

욕망, 희망 등이 ‘말이 되는’ 방식으로 구체화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예

술가 고유의 특별한 감각에 의해 이것들의 섬세하고 미묘한 지점, 혹은

새롭고 확장적인 지점까지 잘 드러나 있다. 우리는 이러한 지각의 섬세

한 지점들을 예컨대 소설에서는 인물들의 감정과 행위의 묘사로, 그리고

회화나 다른 장르의 예술에서는 대상을 바라보는 예술가의 시선이 질적

으로 고안되어 드러난 여타의 매개체(medium)를 통하여 인식하게 된다.

그리고 작품에 몰입하여 바로 이러한 ‘지각’을 판별해낼 수 있을 때, 우

리는 예술가에 의해 제시된 세계를 바라보는 새로운 방식을 습득하고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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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는 동시에 우리의 습관적 사고의 고착에서 벗어나 사고할 수 있는 유

연성, 즉 확장된 상상력을 작동시킬 가능성을 가질 수 있다고 해석하였

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통해 감정 교육의 효과가 우리의 윤리적 상황에서

어떻게 드러날 수 있는지 살펴보았다. 그것은 먼저 예술가의 민감하고

섬세한 지각 능력과 표현력이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지각하는 새로운 방

식을 획득하게 하기 때문에 가능했다. 즉, 예술경험을 하면서 우리가 이

전과는 다른 섬세한 감정을 느끼고 동시에 세상을 받아들이는 또 다른

지각 방식을 배울 수 있다면 우리의 일상적인 삶에서도 자신을 비롯한

주변 상황을 이전보다 민감하게 지각하고 식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과정은 그간 축적되어 있던 우리의 ‘신체화된 이해’를 다시 신체를 통해

받아들이는 새로운 자극을 계기로 재구성하는 과정을 동반했다. 이때 재

구성되는 ‘신체화된 이해’는 이전보다 정제된 감정의 목록들을 신체에 각

인하게 되는 것으로부터 비롯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신체적

인 변화로 인해 우리는 각자의 윤리적 상황에서 타인과 주변 상황에 대

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더 개입적으로 공감하고 반응할 수 있을 것이

다. 다시 말해, 예술경험을 통한 우리의 도덕적 상상력의 확대는 단지 지

식이나 통찰력의 내용이 추가되는 것이 아니라, 신체에 감정이 각인되는

몸의 변화로부터 자신을 이해하고 이를 통해 자신을 둘러싼 것들에 이전

과 다르게 반응하는 보다 근본적인 변화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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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현대인의 삶의 특성상 불확실하고 여러 관점이 혼재해 있

는 윤리적 상황에 대처할 때 실질적으로 취할 수 있는 도덕적 성찰의 대

안적 틀을 제시하고 그 틀을 보다 정교화하고 섬세화하는 한 가지 방안

으로서 예술경험 교육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이때 연구자가 제안하는 예술경험 교육이 우리의 실제 윤리적 상황에

기여하는 방식은 자신이 처한 상황을 가능한 한 다양한 각도에서 바라보

고 여러 가능성을 탐색한 후 행동할 수 있는 ‘도덕적 감수성’이나 ‘도덕

적 상상력’을 발달시키는 것과 관련되었다. 따라서 여기서 말하는 예술경

험 교육은 단지 예술작품의 주제 혹은 내용이 내포하고 있는 윤리적 지

식이나 통찰력을 얻는 것을 넘어 보다 섬세하게 상황을 지각하는 능력을

발달시키는 것, 즉 이전보다 확대된 감정적 스펙트럼으로 주변 상황을

파악하는 인지적 주체가 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그리고 이를 논증하

기 위해 예술경험의 주요한 특성이 우리의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것에 있

다는 점에 착안하였다. 이로부터 우리의 ‘감정’이 신체에 각인되는 방식

으로 후천적으로도 학습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감정도 교육될 수 있다

고 보았으며 이러한 가설을 반영할 수 있는 적절한 교육적 사례로서 제

네퍼 로빈슨이 제안하는 ‘감정 교육’을 들었다.

이러한 감정 교육에 의해 고무된 학습자가 보일 것으로 기대되는 도

덕적 반응은 단지 느낌이나 기분에 치우친 연민이나 혹은 도덕법칙을 따

르려는 경직된 의무감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가지게 된 확

대된 감정 목록을 통해 주변 상황을 이전보다 더 민감하게 지각하고 이

를 토대로 이전보다 더 많은 가능성, 혹은 더 섬세한 지점까지 상상하는

것에서 비롯된다. 이것은 보통 우리가 예술과 도덕적 인간의 발달에 관

해 논할 때, 그 효과가 자칫 정서적 영역에 한정될 수 있다는 오해를 불

식시키고 오히려 느낀 것을 토대로 이전보다 더 많은 가능성을 탐색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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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고하게 한다는 점에서 몸과 마음의 분리를 극복하는 통합적 행위로 설

명될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확대된 감정 목록을 통해 이전보다 민감

하게 자신의 주변을 지각할 수 있는 것은 예술경험을 통해 학습된 감정

이 신체의 각인된 것을 토대로 가능해지는데, 이것은 몸의 변화로 인해

상황을 인지하고 사유하는 방식이 변화된 것으로 설명될 수 있기 때문이

다. 즉 도덕적 감수성의 발달에 따른 도덕적 행위는 그것이 더 이상 마

음, 혹은 이성만의 작용이 아니라 몸과 마음의 통합적인 작용이라고 설

명될 수 있다.

그러므로 감정 교육을 비롯한 예술경험 교육을 통해 도덕적 상상력이

나 도덕적 감수성을 발달시키고자 하는 이러한 시도는 앞서 현재의 도덕

적 상황의 문제점이라고 지적했던 행위와 도덕성 간의 분리, 혹은 도덕

이라는 개념에 대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파편화된 인식을 통합하는 교육

을 하는 데 부합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기존의 도덕교육이 가진 방

향성, 즉, ‘우리가 해야 할 바인 옳은 것을 어떻게 따르게 할 것인가’라는

물음에 답하는 방식으로 구성된 도덕교육에 따라 주로 우리의 도덕감을

형성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일반적으로 ‘옳은 행동이 곧 도덕적 행동’이

라는 도식적인 관계에 익숙해져 왔다. 그러나 무엇이 옳은 행동인지 쉽

게 식별하기 힘든 복잡한 현대사회에서 점점 옳은 선택을 했다고 믿기가

어려워지게 되고 점차 스스로의 행위에 도덕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것을

부담스러워하거나 그다지 중요한 일로 생각하지 않게 되었다. 이때 도덕

이라는 개념을 마땅히 따라야 하는 규범적 가치로 여기기 이전에 그것이

각자의 삶에서 어떠한 의미를 가질 수 있는지 탐색해보고 자신의 존재

의미를 고양시킬 수 있는 것으로 도덕의 개념을 이해하다면 도덕성을 각

개인의 개별적 삶의 맥락 안에서 인식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도덕성

을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때, 우리의 도덕교육은 도덕적 원리나 법칙을

전달하는 것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기 보다는 도덕적 감수성 및 도덕적 상

상력을 확대시킬 수 있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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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와 같이 예술경험을 통해 기존의 도덕교육이 가진 한계를

보완하려는 본 논의는 필수적으로 도덕, 혹은 도덕성의 개념에 대해 다

시 이해하는 작업을 요구하였다. 본 연구가 제안하는 예술경험의 도덕교

육적 의미와 가치를 탐색하는 작업은 어디까지나 이렇게 새롭게 이해되

는 도덕성 및 도덕적 인간에 대한 개념을 전제로 하여 이루어지는 시도

이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먼저, 그동안 우리가 윤리적 상황에 주로 적용하려고 하였

으며 현재까지도 암암리에 가지고 있는 신념인 도덕적 추론의 방식이 복

잡한 현대의 윤리적 상황에서는 제대로 기능할 수 없다는 것을 밝히고자

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추론방식을 대체하여 도덕적 상황을 이해할 수

있는 대안적인 개념이 무엇인지 탐색하는 가운데, 인간이 도덕과 관련된

의미체계 및 세계관을 가지게 된 과정을 인지 과학적으로 설명하는 마크

존슨의 주장을 수용하고자 하였다. 그것은 인간이 기본적으로 자신의 생

명을 유지하고자 하는 유기체이며 이러한 생명 유지가 충족된 후에 가지

게 되는 삶의 높은 수준에 대한 갈망은 우리로 하여금 덕, 혹은 도덕이

라는 상상적 산물을 만들게 했다는 것이다. 즉, 인간의 모든 사회 제도와

의무, 법칙 등 우리의 삶을 질서화하고 규정하는 문명의 산물들은 그 기

원을 거슬러 올라가면 신체를 가진 인간이 환경과 상호작용하면서 자신

의 상상력으로 구축한 이해의 산물이며 의미의 퇴적물들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주장은 다마지오가 스피노자의 통찰을 빌어 기술한 다음의

인용문에서 축약적으로 잘 드러난다.

모든 인간은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고 안녕을 추구하고자 하는 경향을 갖

도록 창조되었으며, 그 과정에서의 성공적인 노력에서 행복이 비롯되고,

이러한 사실이 덕(virtue)의 기반이다(Damasio, 2003, p. 201).

이처럼 생물학적이고 필연적인 관심이 덕의 기본이 된다는 말은 얼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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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면 자기 보존이라는 생물학적 현실에 따라 우리의 윤리와 덕 개념을

설명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인간의 이상(ideal)이 지니는 고귀함이

격하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한다. 그러나 인간이 스스로에 대해 설명하

는 이러한 생물학적 특성을 알게 된다고 해서 그동안 구축해온 이해의

산물로서의 도덕성이 가지는 고귀함이 사라지는 것은 아닐 것이다.

오히려 우리는 스스로의 특성에 대해 생물학적으로 이해하면서 더욱

인간의 도덕성에 경이로움을 느낄 수 있을지도 모른다. 다마지오에 따르

면, ‘관념에 대한 관념’을 생각할 수 있는 능력, 즉 상상할 수 있는 인간

의 지적 능력은 자신의 조건에 대해 깊은 이해를 할 수 있게 하였고, 이

러한 이해에 기반하여 자기 자신에게 독특한 존엄성을 부여할 수 있었

다. 나아가 우리 각자가 자신을 그렇게 이해할 수 있을 때, 스스로의 존

엄성을 타인에게 확산시킬 수 있을 것이며 이와 같은 사실은 우리로 하

여금 절대적인 이상을 가정하지 않고도 충분히 인간적 사유의 경이로움

과 신비로움, 그리고 고귀함 등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게 한다(Damasio,

1994, p. 190). 바로 이러한 인간의 조건들이 우리로 하여금 ‘도덕’이라는

의미체계를 구축하고 그것을 지향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 것이다.

따라서 지금까지의 논의에 비추어 볼 때, 우리의 ‘도덕성’을 새롭게 이

해하기 위한 핵심적인 개념은 바로 ‘상상력’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인간은

자신이 가진 지적 능력을 비롯한 상상력을 통해 스스로의 삶을 의미있는

하나의 서사로 이해하기 위하여 도덕성과 자기 자신의 가치, 신념, 행위

등을 엮으려 한다. 그리고 이 작용이 정합성을 가지려고 하면 할수록, 즉

스스로를 더 의미있는 존재로 이해하고자 하는 실존적 욕구에 충실하면

할수록 우리는 특별한 제한 없이 지속적인 도덕적 인간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우리는 유기체적 특성을 지닌 생명체이지만 특별히 자신의 실

존적 욕구를 인식할 수 있는 지적 능력으로 인해 ‘도덕’이라는 개념을 생

성해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리고 도덕을 이렇게 이해하는 것을 바탕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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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도덕적 인간이 되고자 한다면 우리는 그동안 가져왔던 절대적인 이상

(ideal)에 대한 맹목적 신념들에 겸허한 태도를 가질 수 있을 것이고 그

럼으로써 (대안적 의미로서의)도덕적 인간이 되기 위한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인간에 대한 이해가 이미 많은 분야에서 밝혀진 것

임에도 불구하고 도덕교육의 영역, 즉 어떻게 도덕적 인간을 기를 것인

가를 고민하는 학교 교육을 비롯한 인간 교육의 전반적인 영역에서는 이

러한 도덕성의 이해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거나 고찰하여 적용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 즉, 우리는 한편으로는 인지 과학적으로 설명된 인간의

특성에 대해 수긍하면서도 여전히 우리 자신의 행위와 도덕성을 분리하

는 데에 익숙해져 있으며, 우리의 도덕적 상황을 해석하는 데에는 도덕

적 절대주의에서 비롯된 추론 방식을 적용하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이

러한 도덕적 태도는 거칠게 말해, 우리 스스로 도덕적 인간이 될 가능성

을 어느 정도 차단하고 있다. 다음의 분석은 이러한 우리의 상황을 묘사

하는 데 더욱 세부적인 관점을 제시한다.

도덕적 상상력을 무시하려는 두 전략의 문제점은 도덕성의 범위를 윌리

엄스(B. Williams)가 “도덕성, 그 특이한 제도”라고 불러왔던 것으로 철저

하게 좁힌다는 점이다. ‘도덕성 제도’는 모든 도덕적 고려를 다음과 같은

단일한 일의적 개념, 즉 도덕적 의무(moral obligation)라는 개념으로 환원

시킨다. 즉 “도덕 체계 안에서 도덕적 의무는 하나의 특별히 중요한 결론

―도덕적 이성이 지배하며, 하나의 구체적 상황과 관련해서 무엇을 할 것

인지를 향한 하나의 결론―을 통해 표현된다”(Williams, pp. 174-175,

1985, Johnson, 2003, p. 484, 재인용).

버나드 윌리엄스에 따르면, 도덕 철학은 ‘우리가 어떻게 추론하고 행

위할 수 있는지’ 혹은 ‘그 행위의 근거가 되는 법칙이나 원리 등을 어떻

게 정당화할 수 있는지’만을 고려하는 데 반해 도덕 심리학은 우리의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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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적 발달의 패턴, 심리적 영향, 도덕적 이해의 상상적 구조’ 등을 주력

하여 밝힌다(Johnson, 1993, p. 485). 즉, 도덕 철학에서는 이미 ‘해야할

바’가 존재하고 있고 그것의 정당화 및 추론 방식에 대한 탐구가 주를

이루며, 도덕 심리학에서는 ‘이미 일어난 도덕적 행위가 있다’고 간주하

고 이것과 관련된 인간의 양상 및 특성을 분석하려고 한다. 그러므로 이

러한 도덕 철학이나 심리학을 바탕으로 지탱되는 도덕교육에서는 새로운

도덕성을 이해하는 데 핵심적으로 요구되는 ‘상상력’, 혹은 ‘도덕적 상상

력’과 같은 능력이 포함되기 어려워 보인다. 즉 기존의 도덕교육의 한계

가 지니는 주요한 특성은 이미 옳다고 상정하는 도덕적 행위를 견고히

하고 그것을 지키게끔 하는 데 초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도덕적인

행위가 곧 ‘의무’로 환원되어 부과되기 쉬웠다는 것이다.

물론 여기서 보이는 ‘의무’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은 사회적으로 합의

된 법칙을 지키는 문제를 거부하는 것, 즉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면

서 서로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최소한의 약속을 설정하는 사회계약과

관련된 의무의 필요성을 부정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다만 그 의

무의 범위가 사회계약과 같은 최소한의 영역이든 칸트의 도덕적 인간으

로서의 의무에서처럼 최대한이든 간에, 우리의 도덕적 행위가 이렇게 ‘의

무’로서 축소되어 설명된다면, 앞서 주지하다시피 도덕성이 우리 자신의

존재 의미를 구성하는 수준까지 성장하고 확대될 가능성은 차단될 수 있

다. 즉 우리의 도덕성 및 도덕감은 의무에만 국한되기 때문에 자신의 삶

과 행위가 그 자체로 도덕성의 발현일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할

수 있으며 그럼으로써 능동적으로 도덕적 인간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스

스로 차단하게 된다. 따라서 우리가 도덕성 및 도덕감을 개별적인 삶으

로 끌어올 수 있는 도덕교육을 고안할 때 그 접근 방식의 핵심은 ‘도덕

성’과 ‘상상력’의 관계를 전면적으로 인정하고 그 상상력을 발달시키거나

이용하는 것과 관계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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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성은 사람들이 어떤 ‘합리적’ 결론을 이끌어 내고, 그것에 따라 행

위하도록 강요하는 문제가 아니다. 대신에 도덕적 ‘논증’(이것은 우리가

참여해야 할 종류의 열린 대화에 대해서는 부적절한 어휘다)은 사람들의

상상력을 사로잡은, 삶을 위한 이상들을 고양시키는 문제가 되어야한

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그들의 삶을 통해서 실현 가능한 인간적 번영에

대한 비전과 함께 실제로 그들을 고취시키기 때문이다(Johnson, 1993, p.

503).26)

그러므로 마크 존슨의 위와 같은 언급은 우리의 도덕교육이 지향해야

할 핵심적 방향을 제시하는 데 도움이 된다. 우리는 도덕 규칙이나 법칙,

원리 등을 습득하는 것만으로는 우리의 윤리적 상황을 타개할 수 없다고

살펴본 바 있다. 오히려 윤리적 상황에서 우리가 실제로 행위하는 방식

은 그동안 실제 삶의 장면에서 상호작용했던 사람들로부터 목격해온 가

치, 신념, 행동을 통해 나름대로 구성해 온 패턴일지도 모른다. 그리고

그 상호작용 중에 도덕적으로 의미있고 가치있는 것을 배웠다고 한다면

“실제든 허구든 배려적이고 감수성이 있으며, 지적이고 용감하며, 지혜롭

게 보이는 사람들의 삶을 통해 고취”되었을 것이다. “우리는 그들이 어

떻게 살아가는지를 관찰함으로써, 또 주어진 상황에서 그들이 했을 것

같은 행위들을 시도함으로써 우리가 무엇이 되려고 하며, 또 어떻게 살

아갈 것인지에 대한 감각을 익힌다”(Johnson, 1993, p. 503). 다시 말해

우리가 다른 이의 삶과 가치관, 신념, 행위 등을 통해 고취되는 까닭은

그들의 삶의 방식이 우리의 상상력을 자극하고 사로잡기 때문이다. 그러

므로 우리의 도덕교육은 몸과 마음을 동시에 자극하여 도덕적으로 상상

할 수 있는 감각을 발달시키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27).

26) 인용문의 강조체는 연구자가 사용한 것이다.

27) 여기서 몸과 마음을 동시에 자극한다는 것은 분리되어 있는 각각을 동시에

자극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몸을 자극하는 것으로부터 우리의 사고를 이끌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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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이러한 감각을 발달시키는 방식, 즉 우리의 상상력을 사로잡아

삶을 위한 이상들을 고양시키는 교육의 방식으로 본 연구는 예술경험 교

육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여기서 말하는 도덕교육적 가치를 지닌 예술경

험 교육이란 예술작품의 내용에서 드러나는 윤리적 행위나 표현을 모방

하는 것을 넘어서는 것이었다. 그것은 작품의 주제적 측면이 줄 수 있는

윤리적 지식이나 통찰력을 얻는 데서 나아가 예술이라는 영역이 우리의

신체적 반응을 보다 용이하게 유도한다는 특성을 바탕으로 감정을 학습

하고 이러한 감정을 신체에 각인하여 몸이 변화하는 데 까지 겨냥하였

다. 물론 이와 같은 몸의 변화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것은 예술가

의 상상력, 혹은 창조적 상상력일 것이며 이러한 상상력의 주요한 특성

은 섬세하고 의미 있는 삶의 감각을 잘 포착하여 그것을 어떠한 매개체

를 통해 통속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표현하는 데 있었다. 그리고 그러한

감각이 드러난 작품을 감상하는 사람은 감정을 동반하는 경험을 통해 이

전보다 더 섬세한 감정 목록을 가지게 되는데 바로 이러한 과정을 통해

우리의 감정이 교육될 수 있다고 보았다.

이와 같이 교육된 감정을 토대로 우리가 실제 윤리적 상황에서 발휘

할 수 있는 능력은, 이전보다 풍성해진 감정적 스펙트럼을 통해 주변 상

황을 민감하게 지각하고 식별하여 대처하는 것이었다. 이것은 더 풍부해

진 상상력을 바탕으로 자신의 주변 상황을 인지하고, 또 다양한 가능성

을 조합하고 구성하면서 고도로 균형적이고 통합적인 상황을 만들고자

하는 노력으로 이해될 수 있다. 따라서 이때 작용하는 도덕적 상상력의

특성은 ‘도덕적’인 특성을 갖는 동시에 고도로 조직하고 통합적으로 구성

하고자 하는 ‘미적’인 특성을 가진다고도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미학적인 것을 실천적인 것 또는 도덕적인 것으로부터 탈주하

는 것, 즉 도덕적 책임으로부터 예술적 취향의 함양이라는 영역으로 후퇴

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잘못을 그쳐야 한다. 이것은 모든 경험의 미학적

층위가 유의미한 질서, 정합성, 완성을 향한 가능성에 기여하는 층위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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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을 인정하도록 요구한다. 대부분의 경우, 이것은 상상적 구조화의 문

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도덕성은 우리 삶을 이끌어 가는 도덕법

칙들에 대한 탐구가 아니라 우리 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공동체적 관

계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또 의미 있게 성장하는 개인적 애착을 형

성하기 위한 가능성들에 대한 지속적인 상상적 탐색이다

…… (중략)……

상상력은 더 이상 소위 주관적인 미학적 경험 영역으로 추방되지 않

는다. 대신에 상상력은 현재의 상황을 의미 있는 것으로 경험하고 평

안을 추구한다는 관점에서 그것을 변형시킬 수 있게 해 주는 바로 그

능력이다. 상상력은 현재와 같이 형성된 우리 자신을 넘어서게 해 주

며, 우리가 무엇이 될 수 있는지, 타인과 어떻게 관계를 유지할 수 있

는지, 또 문제 상황에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에 관한 상상된 이상들

을 향해 변형적으로 이행해 가는 수단이다. 도덕적 상상력은 현실적이

거나 숙고된 경험 안에서 경험의 질을 고양시키는 가능성을 조망하고

실현하는 능력이다. 그것은 우리 자신, 그리고 우리가 속한 공동체, 현재

와 미래 세대 모두를 위한 것이며, 현존하는 실천과 제도는 물론 잠재적

으로 실현 가능하다고 상상할 수 있는 실천과 제도를 위한 것이다. 이것

은 우리가 예술작품을 경험하고 판단하든지 삶의 행로를 결정해 주는 긴

박한 도덕적 숙고에 직면해 있든지 간에 여전히 사실이다(Johnson, 1993,

pp. 413-414).28)

이처럼 우리는 스스로의 삶을 ‘유의미한 질서, 정합성, 완성을 향한 가

능성에 기여’하도록 구성하고자 하며 이를 위해 상상력은 필수적으로 요

구된다. 그런데, 이와 같이 무엇인가 통합적이고 균형있게 조직하려는

‘구성적 상상력’은 예술가가 작품을 구성할 때 사용하는 상상력과 유사한

특성을 가진다고 이해할 수 있다. 작가와 활용하는 상상력 또한 작품의

완성을 위해 필요한 요소들을 나름대로 조직하고 통합하여 자신의 작품

이 나름대로의 질서와 정합성, 혹은 의미를 가지도록 구성하려고 하기

28) 인용문의 강조체는 연구자가 사용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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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이다.

이러한 해석에 기초하여 ‘도덕성’과 ‘상상력’을 이해한다면, 본 연구에

서 ‘도덕적 감수성’ 및 ‘도덕적 상상력’을 발달시켜야 한다고 제안하는 것

은 기존의 도덕교육의 한계를 보완하는 하나의 대안적 접근을 넘어 어떤

의미에서는 도덕교육의 핵심적 사안이 되어야 할 것이다. 도덕적 감수성

의 발달은 자신의 삶을 정합적으로 이해하고 구성하려는 자의 도덕적 행

위가 단지 의무에 머물게 하지 않고 스스로의 존재 의미를 지속적으로

구축해나가게 하는 원천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도덕적 감수성이

민감해지고 도덕적 상상력이 더욱 자유로워지는 계기는 이 글에서 제시

하는 예술경험뿐만 아니라 다른 의미있는 경험을 통해서도 가능할 것이

며 이에 대한 연구 또한 도덕교육의 관점에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예술경험에 의한 감정 교육을 본 연구에서 특별

히 제안한 까닭은 예술이라는 영역이 주로 삶과 인간에 대한 해석을 담

아내는 영역이라는 점, 그리고 예술가는 그러한 삶과 인간에 관한 이해

에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거나 섬세하고 민감한 부분을 지각하는 능력을

가졌다는 점, 그리고 이것을 표현하는 예술 영역의 매체의 특성상 우리

의 신체적 감각을 자극하고 변화시키는 데 용이하기 때문에 그로부터 각

개인의 내밀한 반응을 이끌 수 있다는 점 때문이었다. 다시 말해, 우리는

예술경험을 통해 세상에 대한 ‘다른 이의 이해’ 속에서 ‘자신의 이해’를

대상화 하고 양자 간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오가는 동안 스스로의 이해를

확장시키고 변화시킬 수 있는데, 이때 우리의 신체적인 반응이 주요한

통로로서 기능하는 것을 주목하고자 하였다. 왜냐하면 여기서 말하는 신

체적인 반응은 주로 감정과 관계되며 이전과 다른 감정의 학습은 우리가

가진 감정적 스펙트럼의 변화, 즉 몸의 변화를 이끌고 이로부터 자신과

자신을 둘러싼 주변의 것들을 이전보다 섬세하게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

이다. 이러한 과정을 확장된 자기 이해의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면 이로

부터 타인의 상황에 대해 상상할 수 있는 것은 자율적인 공감, 즉 자기



- 78 -

로부터 시작하는 통합적인 도덕적 반응을 이끌 수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단지 기존의 도덕교육의 내용을 대체하거나 보완하

는 한 가지 교육적 활동으로서 예술경험 교육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도덕성의 개념에 대해 현대의 인지 과학적 설명과 더불어 공존할

수 있는 ‘자기 이해’ 및 ‘도덕적 상상력’ 혹은 ‘도덕적 감수성’의 개념에

주목하고, 이것을 잘 할 수 있거나 발달시킬 수 있는 교육적 접근을 제

시하려고 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이러한 시도는 기존의 도덕교육

의 외연을 넓히고 그 한계를 극복하는 실질적 대안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는 한편, 예술경험의 교육적 가치를 도덕적 감수성과 연결시킴으로써

예술이 우리의 일상적인 삶과 관련한 교육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는 기회 또한 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본 연구를 통해 예술경험이 우리의 도덕적 감수성에 어떠한 영

향을 줄 수 있을지 살펴보는 과정에서 연구자는 주로 예술작품을 감상하

는 활동에 치중하여 그 양상 및 효과를 기술해왔다. 그러나 예술경험은

작품을 감상하는 활동뿐만 아니라 창작해보는 활동을 포함하며 이러한

활동 역시 예술이 지닌 고유한 특성 즉, 직관적으로 느낌을 표현하는 동

시에 그로 인해 벌어질 결과와 영향에 대해 반응적으로 예측하고 사고하

는 통합적인 특성을 가진다. 따라서 예술가가 창작한 작품을 만나는 경

험뿐만 아니라 우리가 직접 창작 활동을 시도해보는 경험 속에서도 ‘새

로운 감정’, 예컨대 스스로의 상상력과 실행으로 창작 생성물에 변화를

일으키는 것을 보면서 자신의 선택과 행위에서의 중요성을 느끼는 등의

감정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우리의 예술과 관련된 교육 또한

감상활동 못지않게 창작활동에도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기 때문에 창

작을 통한 예술경험과 도덕적 감수성의 발달에 관한 감정 교육적 접근도

연구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

이밖에도 우리가 실제 교육적 상황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감정 교육

에 초점을 둔 예술경험 교육을 시도한다고 할 때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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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야할 것이다. 우선, 감정 교육의 초점이 섬세한 감정을 표현한 작품을

통해 우리의 감정적 스펙트럼을 넓히는 것에 있기 때문에 이러한 세부적

인 사항에 주의를 기울이느라 작품의 전체적인 내용이나 수준이 교육받

는 대상의 지적, 정서적 수준에 부적절한 것은 아닌지 따져봐야 할 것이

다. 즉, 감정적 묘사가 탁월한 작품을 선택하면서도 그 작품이 어떠한 점

에서 학습자에게 도덕적으로 심오한 것을 배우게 할 수 있을 것인지 판

별할 수 있는 교사 및 안내자의 감식안이 요구된다. 또한 학습자의 감정

이 교육되는 방식으로 예술경험을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절차와 방식으

로 교육적 상황을 제시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 또한 이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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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ducational Value of Art Experi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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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hreefold. First it is to present an

alternative framework for moral introspection in handling an ethical

problem in a modern society characterized by uncertainty. Second it

is to propose art experience education as a means to make that

framework more elaborate and detailed. Lastly, it is to explore the

effects of and verify the validity of this approach. In this way, this

study is intended to contribute to overcoming the limitations of

current ethics education in Korea, and develop the ethical sensitivity

for the authentically ethical life.

To achieve this goal, Chapter Ⅱ discusses the condition where

people try in vain to apply their moral principles to the complex

ethical context of modern society, the principles which cann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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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nction properly in that society. Based on the ideas of an

experimental ethicist, Mark Johnson, this study defends that we

contemporaries in fact tend to understand ethical situations in terms

of our own "self-understanding", instead of moral principles, and that

it is useful in these situations to have a moral imagination, as

opposed to simply knowing moral principles. The moral imagination is

possible with an "embodied understanding" and an awareness of one’s

own existential needs, and requires bodily awareness, high intelligence

and imagination, not an absolute moral concept of what is right or

wrong.

Chapter Ⅲ proposes art experience education as a method of

expanding one’s self-understanding through moral imagination.

Generally speaking, when we call someone a moral agent, empathic

ability is frequently attributed to her. While agreeing that empathic

ability is critical in developing one’s moral values through art

experience education, this study highlights the relationship between

empathic ability and “self-understanding” by assuming that morality

or moral sensitivity is internalized as a holistic process.

Chapter Ⅳ argues that Jenefer Robinson’s idea of “sentimental

education” is an appropriate educational approach for the development

of an internalized moral sensitivity based on self-understanding

gained via art experiences. According to Jenefer Robinson, the

development of cognitive abilities can come from expanding one’s

sentimental spectrum, not merely from learning or espousing

propositional beliefs about ethics or life-wisdom. For this sentimental

expansion allows us to intervene in and sympathize with our internal

cognitive and emotional processes and our external conditions in a

more deliberate way. To support this argument, this study sugge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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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at a sentimental spectrum can be expanded by art experiences if

these experiences induce emotions since emotions can be learned by

being accompanied by physical and physiological responses.

My discussion on the development of moral imagination through art

experiences shows that moral education in the past focuses on

preaching students to follow what is right, and thereby does not

provide students with the opportunities to think about what morality

is about for themselves and to develop their own sense of morality

holistically. Thus, my thesis propose a kind of moral education in

which individual students are encouraged to understand what morality

is for themselves. This is proposed as an alternative moral education

approach which can overcome the limitations of moral education in

the past. In this approach, art experiences do not need to be limited

to the form of appreciation but can take the form of participation. But

in educational settings, this approach may have a certain limitation in

that an artwork that addresses individual needs and emotions should

be selected. However, despite this limitation, this approach is certainly

useful in expanding the ways of doing moral education by providing

a concrete pedagogy that support individual students to engage their

moral deliberation in the context of their lives.

keywords : moral education, art experience, moral imagination,

            embodied understanding, self-understanding 

Student Number : 2011 - 21479


	I. 서론 
	1.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연구과제 

	II. 현대인의 도덕적 행위의 원천 
	1. 도덕성에 대한 이해의 필요성 
	2. 자기 이해의 실존적 욕구 

	III. 자기 이해와 예술경험 
	1. 예술경험과 공감 
	2. 통합적 자기탐색과정으로서의 예술경험 

	IV. 감정 교육과 도덕적 상상력 
	1. 감정 교육의 가능성 탐색과 적용 
	2. 감정 교육과 도덕적 상상력 

	V. 논의 및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