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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최근 학 교양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할 것인가에 한 

심이 깊어지고, 제도  내용  개선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시도되고 있다. 
본고는 이러한 흐름의 연장선상에 있지만, 그 에서도 서울 학교에서의 

윤리교육에 논의를 한정한다. 먼  학에서의 윤리교육이 요해진 이유

를 개인윤리, 사회윤리, 문가 윤리의 차원에서 각각 살펴보고, 서울 학

교와 국내 주요 학들의 윤리교육 황을 개설 교과목을 심으로 검

한다. 이를 통해 윤리교육이 공유된 목 의식을 바탕으로 하여 체계 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교양과정에서 윤리교육이 더욱 강조되어야 함을 밝힌다. 
이어서 이러한 필요를 어느 정도 충족시키고 있는 것으로 단되는 하버

드 와 고려 의 모델을 제시하고, 이에 근거하여 서울 학교 교양과정에

서의 윤리교육 발 방안을 구체 으로 모색해 본다.

* 본고는 2007년 9~12월 서울 학교 철학사상연구소의 연구비를 받

아 보고서 형식으로 작성되었으며, 2008년 1월 30일 철학사상연구

소 철학교육포럼에서 발표되었다. 당시 좋은 제언을 해 주신 교수

님들께 감사드린다. 본고의 내용  여러 부분이 철학과 김남두 

교수님과 사회교육과 정원규 교수님의 아이디어와 조언을 받아 

수정, 보완되었음을 한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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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대학교육에서 윤리교육의 필요성

학교육의 목 은 둘로 나 어서 생각해볼 수 있다. 하나는 문

직업인이나 학자를 길러내는 것이고( 공교육) 다른 하나는 폭넓은 

교양을 쌓고 인으로서의 인격  가치를 실 할 수 있도록 돕는 것

이다(일반교육과 자유교육)(cf. 이태수, 2006). 윤리교육이 후자의 목

표를 해 요함은 두말할 나 가 없다. 그러나 복잡다단해진 

사회에서는 순간순간 부딪히는 선택의 상황에서 윤리  단을 내려

야 하는 경우가 개인 인 문제들에 국한되지 않기 때문에, 윤리교육

의 필요를 좀 더 세분하여 생각할 필요가 있다. 

1. 개인윤리: 교양 교육의 목표로서의 인교육

한국의 과도한 입시열풍은 청소년기의 학생들에게 왜 사는가, 무엇

을 해 사는가에 한 고민을 허락하지 않는다. 논술을 입시에 반

하거나 수시 입학 자료로 감명 깊게 읽은 책에 한 을 제출하게 

하는 등의 노력은, 학생들을 이러한 근본 인 문제들에 조 이라도 

더 노출시키려는 의도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노

력이 만족할 만한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는지는 확신하기 어렵다. 
그보다는 삶의 의미와 방향성에 한 진정한 고민이 학생 시 에 

시작된다고 보는 것이 더 실 일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학에서의 윤리교육의 요성은 매우 크다. 교양

교육 에서도 삶과 죽음, 나와 타자, 개인과 사회, 종교와 신념에 

한 깊은 이해를 가지는 것은 학생들이 안정되고 균형 잡힌 인으로

서 성장하는 데 필수 이다. 이러한 교육을 제공하지 못한 채 직업교

육에만 매달린다면 학 본연의 임무를 제 로 수행하지 못하는 셈

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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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강조해야 할 것은 학에서의 윤리교육이 단순히 ‘착한 사

람’을 길러내거나 윤리학  지식을 축 하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는 

이다. 다양한 가치와 문화, 종교가 공존하고 여러 가지 이해의 상

충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사회에서 필요한 것은, 인간과 사회에 

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주어진 정보와 여건들을 종합하여 하나

의 윤리  결론을 이끌어내는 윤리  단능력의 함양이다. 

2. 사회윤리: 새로운 상황에 부딪힌 인

한스 요나스(Jonas, 2005, 42-44쪽)는  기술의 특징을 논하면

서 그 결과의 모호성과 시․공간  역성이 이 과는 다른 윤리  

고려를 요청한다고 주장했다. 다시 말해서 기술은 그 기술의 개

발로 일어날 수 있는 직․간  결과들이 정 일지 부정 일지가 

불투명하고, 그 개발의 장이  세계와 다음 세 로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개인 간의 계 차원에서 고려하는 것과는 다른 차원의 

윤리  고려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 게 새로운 상황은 개별기술들

의 역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규모 사회조직과 복잡한 정치경제  

구조는 사회의 운  반에 있어서도 과거와는 다른 방식의 윤리  

사고를 요구한다. 과거에 윤리  고려와  무 한 것으로 생각되

었던 여러 역들에서 윤리를 논하는 경우가 많아진 이유를 여기서 

찾을 수 있다. 
정치, 경제, 환경, 법 등의 분야에서 개인의 차원과는 다른 제도  

차원의 단을 필요로 하는 일들이 제기된다. 이들 부분은 공동체

의 합의에 의해 특정한 방향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사회구성원들의 

윤리 이고 합리 인 단능력이 실하게 된다. 성장과 분배의 문

제, 안보와 평화의 문제, 환경 보존의 문제 등에서 사회가 올바른 방

향으로 나아가기 해서는 구체 인 문제들에 한 이해, 사회 체를 

바라볼 수 있는 조망의 능력 등이 필요하다. 
학이 수행해야 할 요한 사명  하나는 훌륭한 시민의 배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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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학에서는 문 인 지식을 가르치는 것과 더불어 그 지식을 사

용하여 사회 으로 요한 결정들을 내릴 때 거쳐야 할 윤리  숙고

의 방법과 사고의 틀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특별히 고등교육을 받는 

시민들이 이러한 사회  합의의 과정에서 요한 역할을 할 가능성

이 많기 때문에 학의 윤리교육은 더 요한 의미를 가진다.

3. 문가 윤리: 증하는 사회  요구

학에서 윤리교육을 시행해야 할 이유는 개인의 행복과 인격  

가치실 의 추구, 그리고 사회가 처한 새로운 상황에 처할 수 

있는 좋은 시민의 배출이라는 승  목 에 그치지 않는다. 사회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문가 양성이라는 학의 가장 단기 인 

목표에 충실한 경우에도 윤리  단능력의 함양은 매우 요하다. 
에서 언 한 사회의 새로운 상황에 직면하여 기업, 정부와 

같은  사회의 주요 구성원들은 민첩하고도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생명공학과 의료 역에서 여러 가지 규제와 련 법안들이 만

들어지고 활발한 논의가 일어나는 것, 공학인증제를 실시하면서 공학

도들에게도 인문소양 과목들을 가르치도록 요구하는 것, 기업들이 

지속가능경 보고서를 만들어 발표하는 것이 국제  례로 되어가

고 있는 것 등이 이러한 흐름을 잘 보여 다. 
이들 여러 분야의 윤리  측면에 심이 쏠리는 것은 사람들이 더 

윤리 이 되었거나 세상을 더 좋은 곳으로 만들겠다는 열망이 갑자

기 커져서가 아니다. 그보다는 과거에 개인의 계에 국한되었던 윤

리가 사회, 정치, 경제의 역들로 그 용의 외연을 넓 가고 있는 

실에서 그 원인을 찾아야 할 것이다. 한 윤리  단과 윤리  

추론이 사회의 유지 뿐 아니라 기업의 이윤 창출이나 더 효율 인 

사회보장시스템의 수립과 같은 실  유익을 가져다 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따라서 각 문분야에서의 윤리  쟁 들을 악, 분석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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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력을 가지는 것은 해당 역에서의 문성을 배가시키는 결과를 

낳는다. 공교육이 물론 매우 요하지만, 사회는 그 이상을 요구한

다. 이 게 본다면 학에서의 윤리교육은 더 이상 교양교육의 틀 안

에만 머물러 있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학 교양과정에서 윤리교육의 자리

본고에서 강조하고자 하는 바는, 사회에서 윤리  단능력은 

개인의 필요를 넘어 사회 으로 요구되는 경쟁력이라는 사실이다. 윤

리교육이 교양교육에서 차지하는 비 은 재보다 훨씬 더 커져야 

하며, 문가 윤리교육은 공교육의 일부분으로 편입되어야 한다.
이는 윤리 련 과목을 많이 개설해야 한다는 주장이 아니다. 수많

은 분야들에서 윤리  단과 추론을 요구하기 때문에, 윤리교육은 

‘윤리학 개론’ 식의 특정한 과목에 한정되어 생각될 수 없다. 윤리교

육의 비 이 커져야 한다는 주장은, 윤리  단능력을 키우는 것을 

학 교육과정 반의 요한 목표로 삼고 이를 실 하기 한 구체

인 방안들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윤리교육이 단순히 착한 사

람을 만들기 한 노력이 아니라 능력 있는 문인, 책임 있는 사회

구성원을 배출하기 한 과정이라는 인식의 환이 필요하다. 

Ⅱ. 한국대학의 교양 윤리교육 현황

1990년  반까지 한국 학에서의 윤리교육은 사실상 무하다

시피 하 다. ‘착한 사람’을 만드는 인성교육은 고등학교에서 이

루어져야 하는 것으로 이해되었고, 학의 주요 기능으로 인식되지 

않았다. 따라서 교양과목으로는 윤리 련 과목이 개설되는 경우가 드

물었고, 개설되는 경우라도 정치  이유로 반공교육을 실시하 다. 
그 외에는 철학과나 윤리교육과에서 공과목으로 윤리학 련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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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을 개설하여 이론 윤리를 심으로 가르쳤다. 그러나 에서 지

한 바와 같이 윤리  단능력의 함양은 착한 사람을 만드는 인성교

육과도 다르고 윤리학  지식의 습득과도 다르다.
한국 학들의 윤리교육에 한 태도에 변화가 없는 것은 아니나, 

그 변화의 속도는 느리다. 10여 년 부터 생명의료윤리나 공학윤리, 
연구윤리 등의 교과목들이 여러 학에서 개설되고 있으며, 개설 강

좌 수도 늘어나고 있다. 이 의 상황과 비교한다면 이러한 변화는 획

기 인 것이라 할 수 있으나, 아직은 미흡하다. 
이를 좀 더 자세히 알아보기 해 이 장에서는 서울 학교, 연세

학교, 성균  학교, 서강 학교 등 네 학교의 학부 교양과목들을 

심으로 윤리 교육 황을 비 으로 검해 본다. 비교  간단한 

황 악1)을 통해 드러나는 문제 은 다음과 같다. 

1. 윤리 련 교과목의 부족

모든 학에서 윤리 련 교과목의 수는 매우 제한되어 있다. 연세

학교에는 교양과정  윤리 련 과목이 단 한 개 개설되어 있다. 
서울 학교는 8과목 32강좌가 개설되어 있으나 그  19강좌가 2학

 과목이다. 
이러한 평가는 으로 교과목의 이름에 근거한 것이기 때문에 

‘윤리’라는 말이 들어가지 않아도 윤리  단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과목이 있을 가능성을 배재할 수 없다. 연세 학교 학부선택 과목 

1) 구체 으로 악한 내용은 각 학교의 학부 교양과목의 이수 규

정과, 각 역의 설정방식, 그리고 윤리 련 교과목의 명단 등이

다( 련 자료는 본고 말미에 <첨부 1>로 정리하 다). 이들은 

2007년을 기 으로 하 으나, 교과목의 경우 편람에 제시된 목록

을 보고 제목을 심으로 윤리 련 교과목 여부를 단하 으

므로 이번 조사가 실제 개설되어 이루어지고 있는 윤리교육 

황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체 인 윤리교육 

시스템의 윤곽을 보여주는 데에는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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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와 가치’ 역과 서강 학교 일반선택 과목  ‘사회와 인간

의 이해’ 역, 성균 의 ‘유학사상과 가치 ’ 역에 개설된 교과

목들 에는 개인윤리, 사회윤리, 문가윤리와 연 된 내용들을 가

르치는 경우를 찾아볼 수 있다. 그러나 이들 교과목들이 개의 경우 

학과별로 나 어 개설되고 있는 을 고려할 때 윤리교육의 필요성

에 한 문제의식을 어느 정도까지 공유하고 있는지에 해서는 추

측하기 힘들다. 

2. 개인윤리: 사활동과 리더십의 강조

개인윤리와 련된 교육으로 분류할 수 있는 교과목들로 최근 

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사활동과 리더십 련 강좌들을 들 수 있다.

1) 사활동 

성균  학교의 ‘3품인증제도’  ‘인성품’을 받기 해서는 사

시간 40시간을 해야 하고, 100시간의 사활동을 통해서는 ‘특품’이 

주어진다. 서강 에서는 핵자유선택 과목으로 ‘인성과 사회성 함양’
이라는 역이 있는데, 윤리 련 과목들은 사회 사를 심으로 개설

되어 있다. 서울 학교에도 사회 사 교과목이 개설되어 있다. 이는 

개인의 인성 함양을 해서 매우 요한 요소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사활동을 통해 구체 인 상황에 한 고민과 장의 필요를 실감하

는 것은 반드시 종합 인 윤리  단능력의 훈련과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성균 의 경우 체 으로 윤리 련 과목들이 무 고 

‘유학사상과 가치 ’ 역에 속한 교과목들이 유학에 을 맞추어 

성균 학교의 통을 강조하는데 더 비 을 둔 것으로 보인다. 

2) 리더십 훈련

에서 살펴본 네 학교 모두 리더십 련 강좌들을 개설하고 있

다. 특히 연세 학교에는 2007년 2학기에만 무려 57개의 리더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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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 강좌들이 개설되어 있고, 그  교양과목이 아닌 공선택 교과목

들도 12개가 있다. 연세 학교의 윤리 련 강좌가 거의 없었음을 생

각할 때 학이 이 부분에 상당한 비 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서울 학교의 경우 기 교육원, 공과 학, 경 학 등과 지구환경시

스템 공학부, 의류학과 등 여러 단 에서 9개의 리더십 련 교과목이 

개설되어 있다. 그  기 교육원의 ‘미래를 한 자기이해와 리더십 

개발’은 2007년에 8강좌가 개설되었다. 
그런데 이들 리더십 련 강좌들에서는 매우 다양한 내용들이 다루

어진다. 많은 경우에 은 “어떻게 성공 인 리더가 될 수 있는가?”
에 맞추어져 있다. 즉, 효과 인 의사소통능력, 지도력, 고 에서 제시

되는 지도자의 덕목 등을 악하여 한 개인이 지도자로 발돋움할 수 

있는 방법을 교육하는 것이다. 이런 교육이 제하고 있는 리더상은 

극심한 경쟁 상황에서의 승자이거나 웅 인 추진력을 가진 사람이

다. 반면에 사회의 새로운 조건 때문에 리더의 결정이 래할 수 

있는 엄 한 결과들과 그에 따른 책임에 을 맞추는 경우는 거의 

없다. 생명공학  의학, 공학, 경 의 역에서 리더들이 수행해야 

할 과업이 과연 지도력과 추진력의 발휘, 자신이 함께 일하는 사람들

과의 원활한 의사소통으로 충부한가? 이들 역에서 만들어지는 최종 

결정이 사회의 모습을 총체 으로 바꾼다면, 리더들이 배워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 사회에서 요구되는 윤리  단능력은 리더의 개

인  성공이 아닌, 리더의 책임과 연 시킬 필요가 있다.  

3. 사회윤리, 문가윤리에 한 심 부족

에서 언 한 바 있는 새로운 사회에서 요구되는 윤리  단력

을 함양하려는 노력은 체 으로 미흡하다. 를 들어 서울 학교, 
연세 학교, 성균 학교에서 환경윤리 과목이 개설되어 있지 않은 

것은, 거의 모든 학의 철학과에서 환경윤리 공 교수를 채용하는 

미국과 비교할 때 충격 이다. 물론 아무런 변화의 움직임이 없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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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아니다. 생명의료윤리는 연세 학교를 제외한 세 학교에서 개설되

어 있고, 특히 서울 학교에서는 매 학기 7~8 강좌가 개설되고 있다.
문가 윤리의 경우 황우석 사태 등의 문으로 연구윤리에 심

이 높아지고 있고, 공학인증제로 공학윤리가 확산되고 있는 것은 사

실이다. 공학윤리의 경우 서울 학교와 성균 학교에 한 강좌 씩 

개설되어 있고, 연세 학교에서는 올해부터 석박사 학원생들에게 

의무 으로 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다른 여러 

학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그러나  세분화되는 문가 역별로 

서로 다른 윤리  문제가 야기될 수 있음을 생각할 때 재의 상황

은 만족할 만한 수 이  아니다.  

4. 체계 인 윤리교육의 부재

재 한국 학의 윤리교육은 내용과 형식면에서 체계 이지 않다. 
내용  측면에서는 윤리교육 반에 한 공유된 목 의식이 부재

한 상태에서 산발 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선택과목으로 주어진 여러 

교과목들은 각각 개인윤리, 사회윤리, 직업윤리 등 윤리  단능력이 

요구되는 서로 다른 역들 간의 구분이 없이 뒤섞여 있거나 한 쪽으

로 편 되어 있다. 성균  학교의 교양에 속하는 ‘유학사상 가

치 ’ 역이나 서강 의 ‘인간과 신앙’ 같은 역은 개인윤리를 강조

하거나 윤리를 종교  신념과 연결하는 경향의 표 인 다. 서울

학교는 상 으로 사회윤리에 을 두는 경우라 하겠다. 
교육이 그 내용 면에서 체계를 갖추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외부

인 필요와 압력이 있을 때 매우 수동 으로 응할 수밖에 없다. 공

학인증제에 따른 공학윤리 교과목의 속한 확산이 그 라고 할 수 

있다. 물론 공학윤리 교육이 확 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지만, 공학

인증을 받기 한 수단으로서 명목상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은 곤란하

다. 공학윤리의 필요성에 한 공감 나 무엇을 어떻게 가르쳐야 할 

것인가에 한 토론이 부재한 상태에서 다양한 공의 교강사들이 



특집18

공학윤리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둘째, 윤리 련 교과목의 선택은 으로 학생들에게 달려 있어 

학 시간 동안 윤리 련 교과목을 수강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졸업

이 가능하다. 성균 에서는 ‘유학사상과 가치 ’ 역의 7개 과목 

 3개가 윤리 련 과목으로 학생들이 이들을 이수할 가능성이 비교

 크지만, ‘인간 / 문화의 이해’ 역에서는 54과목 가운데 세 개 만

이 윤리 련 과목이다. 서울 에서는 윤리 련 과목들이 주로 ‘역사

와 철학’ 역에 속해 있다. 그러나 이들은 부분 일반교양 역에 

속해 있고 최소이수학 이 주어지는 핵심교양 역들 체에서 윤리 

련과목은 ‘ 사회와 윤리’ 하나뿐이다. 물론 윤리교과목의 수강

이 윤리  단능력을 키우는 유일한 통로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학

생들에게 그 요성을 홍보하고 수강을 격려하는 제도  장치가 마

련될 필요가 있다. 

Ⅲ. 바람직한 교양윤리교육의 예: 
하버드 대학과 고려대학교의 경우

이 장에서는 에서 살펴본 학교들의 교양윤리교육이 가지고 있는 

문제 들을 어느 정도 극복한 것으로 평가되는 고려 학교와 미국 

하버드 학교의 를 간단히 살펴본다. 

1. 고려 학교

에서 분석한 네 학교에 비해, 고려 학교는 우수한 교양윤리교육 

로그램을 가지고 있다. 우선 고려 학교는 핵심교양의 7 역에 ‘윤
리와 사상’을 포함시켜 윤리교육에 상 으로 큰 비 을 할애하고 

있다. 핵심교양에서 최소이수학 은 4 역 이상에서 12학  이상이다.
고려 학교는 다른 학교들에 비해 윤리 련 과목의 수강을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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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장려하고 있다. 우선 윤리 련 교과목의 수는 8개로 의 네 

학에 비해 많다. ‘윤리와 사상’ 역에는 총 50개의 교과목이 개설되

어 있어, 학생들이 핵심교양 7 역  ‘윤리와 사상’ 역을 선택하

고(4 / 7), 그 에서 다시 약 1 / 6 정도에 해당하는 윤리 련 강좌를 

선택할 가능성은 1 / 10 정도로 볼 수 있다. 
내용 인 면에서도 고려 학교의 윤리 련 교과목들은 다른 학교의 

교과목들보다 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구성되어 있다. 핵심교양과목으로 

지정된 교과목 명칭은 다음과 같다: 윤리  사유와 법  자유 / 사회

와 가치의 문제 / 유토피아를 찾아서 / 법과 인권 / 임상실험의 윤리 , 법

, 사회  이해 / 기독교와 환경 / 사회와 경 윤리 / 스포츠와 윤리.
이 외에도 선택교양 역에 생태윤리 / 사회의 윤리  쟁 들 / 경

제와 윤리 등 세 과목이 개설되어 있고, 신입생 강좌에도 ‘ 윤리문

제의 분석과 논증’이라는 1학 짜리 강좌가 개설되어 있다.
이들 교과목은 환경, 법, 연구, 스포츠, 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윤리  문제들을 다루고 있어, 다양한 공의 학생들이 윤리와 자신

들의 분야를 연결시킬 수 있게 하려는 고민의 흔 이 보인다. 동시에 

개인윤리보다는 사회윤리 인 측면과 사회의 특수한 상황과 

련된 윤리  문제들에 을 맞추고 있다. 
아쉬운 을 지 하자면 여 히 윤리 련 과목을 선택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의 수가 무 많다는 것이다. 어느 학을 막론하고 언어능

력, 특히 외국어 능력에 그 게 지 한 심을 쏟고 있는데 반해 윤

리  단능력의 요성에 한 인식은 무 미미하다. 리더의 조건

이 의사소통보다는 단능력에 있음을 생각한다면, 그리고 모든 단

에 윤리 인 고려가 요구되는 재의 상황을 반 한다면 윤리 련 

과목의 선택을 강력하게 권장할 수 있는 제도  장치가 필요하다. 

2. 하버드 학교

고려 학교의 장 을 공유하면서 방  지 한 약 까지 잘 보완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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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있는 학교로 미국의 하버드 학을 꼽을 수 있다. 
하버드 학의 모든 학부생들은 Core Program이라는 교양 로그램

을 이수해야 한다. 이는 일곱 개의 역으로 나뉘어 있다: Foreign 
Cultures, Historical Study, Literature and Arts, Moral Reasoning, 
Quantitative Reasoning, Science, Social Analysis. 이  Historical 
Study와 Science는 두 개의 역으로 다시 세분되며, Literature and 
Arts는 세 역으로 세분된다. 이 게 해서 총 11개의 역이 있는

데, 학생들은 이 에서 최소한 7개의 역에서 한 과목 이상씩을 들

어야 한다.2) 이 때의 선택도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라 상담을 통해 

자신의 공과 거리가 있는 역을 선택해야 한다. 하버드 학 학부

에서는 4년 동안 32과목을 들어야 졸업 자격이 주어지는데, Core 
Program에 체 수업의 약 1 / 4을 할애하도록 디자인되어 있다. 

공에 따라 Core Program의 이수과목을 면제받을 수가 있는데, 
Moral Reasoning의 경우 면제를 받을 수 있는 공은 정치학, 철학, 
비교종교학, 사회학 뿐이고, 나머지 모든 공에서는 반드시 Moral 
Reasoning 역의 교과목을 수강해야 한다. 

Moral Reasoning 역에서 개설되는 강좌들은 다음과 같다.
Democracy and Inequality / Justice / Ethics and International Relations / Issues 

in Ethics / Confucian Humanism: Self-Cultivation and Moral Community / Theism 
and Moral Reasoning / Self, Freedom, and Existence / Slavery in Western 

2) 최근 하버드 학교에서는 학생들에게 더 많은 선택의 자유를 주는 방

식으로 교양교육제도를 개편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Ameer, 2006; 

신의항, 2006, pp.82-83). 이에 따라 제시되는 방안은 체 교양과목을 

Science and Technology, Study of Societies, Arts and Humanities 등 

세 역으로 나 고 학생들은 각 역에서 세 과목 씩을 선택하여 듣

도록 하는 것이다. 어떤 의미에서 이런 시도는 Moral Reasoning에 부

여했던 요성을 일정부분 포기하고 한국의 여러 학과 비슷한 체제

로 다시 재편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겠다. 그러나 그동안 Moral 

Reasoning 역에서 구축된 여러 교과목들이 그 로 남아 있고, 윤리

교육의 요성에 한 신념을 포기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제도

상의 변화가 본고의 논의에 큰 의미를 가지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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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itical Thought / Moral Reasoning about Social Project / Legalism: Ruly and 
Unruly Thought and Practices / The Theory and Practice of Republical 
Government / Comparative Religious Ethics / Classical Chinese Ethical and 
Political Theory / The good Life in Classical India / Trust, Vision, and Doubt in 
Ethics, Politics, and Law 

하버드 학 윤리 교육의 특징은 공공성에서 찾을 수 있다. 정치학

이나 역사학, 사회학, 법학, 국제 계와 윤리의 상 성을 살피는 과

목들이 개설되어 있고 개인의 윤리에 을 맞추는 과목은 상

으로 매우 다. 일부과목은 서강 학교의 ‘사회와 인간의 이해’ 
역에 포함될 만한 과목도 있지만, 이들을 Moral Reasoning으로 따로 

묶었다는 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하버드 학의 교양교육 시스템의 고려 학교와 유사하다. 차이

이 있다면 7개(혹은 11개)의 역 구분이 조  다르고 Moral Reasoning
이 단독 역으로 구분되어 있다는 과 역의 선택이 으로 학

생에게 달려 있지 않다는 이다. 에서 언 한 것처럼 Moral 
Reasoning 역의 교과목 수강을 면제받는 경우가 별로 없기 때문에 

윤리 련 교과목의 요성이 고려 학교보다 훨씬 강조되고 개설된 

련 교과목의 수도 15개로 고려 학교보다 많다.

Ⅳ. 서울대학교 윤리 교육 혁신을 위한 제언

이 장에서는 방  제시한 바람직한 윤리교육의 조건에 따라 보다 

체계 인 윤리교육을 제공하기 하여 서울 학교가 취해야 할 신

방안을 내용  측면과 형식－제도  측면으로 나 어 생각해 본다.



특집22

1. 내용  측면

1) 개인윤리: 삶의 의미에 한 고찰

일반 으로 학교 정규교과목들에서는 개인 윤리를 가르치는 경

우에도 형식 이고 이론 인 틀과 방법론을 따르고 교강사와 학생 

사이의 인격 인 을 시도하지 않는다.  종교 인 내용에 한 

터부가 있어서 종교를 주제로 삼는다 하더라도 제 삼자의 입장에서 

객 으로 근해 가는 방식을 취한다. 
이러한 방식에 이의를 제기해야 할 이유는 없으나, 본고의 서두에

서 제기한 바 있는 한국사회의 실과 학의 역할이라는 을 강조

하여 생각해 보았을 때, 학이 학생들로 하여  자기 삶의 의미와 

방향성에 해서 보다 극 인 방식으로 도움을 주는 방안도 검토

할 필요가 있다. 이는 특정한 사고방식을 심어 다기보다는 근본 인 

문제들에 한 고민을 발하고 다양한 방식들을 제시하는 것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를 들어 명상수련이나 상담, 주요 종교들에 

한 소개와 같은 교과목들을 개설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

러한 수업들은 학생들과 보다 인간 이고 인격 인 이 가능하도

록 디자인되어야 할 것이다. 
물론 이런 종류의 교과목들을 다른 교과목들과 동일한 방식으로 

취 할 것인가에 한 문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고, 설사 개설된다 하

더라도 수강의 조건과 횟수 등에 한 특별한 제도  장치들이 필요

할 것이다. 정규 교과가 아닌 학에서 지원하는 별도 로그램으로 

개설하는 것도 생각해 볼 만 하다. 어떠한 방식을 취하더라도, 학

교육이 “어떻게 하면 취직을 더 잘 할 수 있나?” ‘보고서를 잘 쓰는 

법’, ‘인간 계의 기술’과 같이 기술 인 문제－해결의 구도에 무 

집착하는 최근의 흐름을 바꿀 필요가 있다. 
윤리 으로 산다는 것은 안정되고 편안하며 인격 인 삶을 살아가

는 요한 요소가 된다. 고등학교에서의 인성교육이 제 로 이루어

지기 힘든 재 한국사회의 실을 고려한다면, 좋은 직장이나 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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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키우는 것뿐만 아니라 올바른 윤리  단을 통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 역시 학이 담당해야 할 임무라 볼 수 있다. 

2) 사회윤리: 윤리  리더십 통합 교양 교과목의 개발

이 외에 본고에서 제안하고자 하는 것은 윤리교육과 리더십 교육

을 연계시킨 통합형 교양과목이다. 이 경우 리더십 교육 은 지

의 리더 개인 심, 추진력 심이 아니라 지식인의 사회 , 윤리  

책임  윤리  단능력이라는 넓은 틀에 맞추어져야 한다. 사회를 

이끌고 나가는 최고 리더를 염두에 두는 것이 아니라 서울 학생 모

두가 넓은 의미에서 사회  리더가 될 것이라는 보다 일반 인 제 

하에서 윤리  단력을 강조하는 것이다. 
이는 보다 다양한 학문  실천의 역과 윤리를 연결시키려는 시

도와 병행되어야 한다. 사회의 정치, 경제, 문화, 사회 분야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망라하여 리더십 교육과 윤리교육의 시 지 효과

를 기 할 수 있다. 아래 제시하는(첨부 2.) 하버드 학의 Ethics 
and International Relations의 수업 계획서는 그 좋은 가 된다. 

3) 문가 윤리: 공별 필수교과목으로 선정

문가 윤리교육은 교양교육과 공교육의 특성을 모두 가지는 형

식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한편으로는 교양교육을 통해 습득한 윤리  

단능력의 구체 으로 심화시킬 수 있어야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자신의 공과 하게 연결된 윤리  문제들에 해 이해해야 한

다. 문가 윤리는 이제 공과 구별해서 생각되어서는 안 된다. 나

노기술 개발과 같은 분야들에서는 나노윤리를 교육과정의 한 부분으

로 삼아야 한다는 논의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서울 학교가 좀 더 선

진 인 태도로 이 문제에 근한다면, 나노기술의 역 뿐 아니라, 
경제, 법, 사회, 술, 과학, 공학, 인문, 의학 등 다른 공들에서도 

같은 유사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이다. 를 들어 술과 인문학

에서는 표   작권 문제를 심으로 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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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과학에서는 데이터 리와 실험 상  실험노트 리에 한 

교육을, 경제  경 에서는 경 윤리와 경제윤리를 가르칠 수 있다. 
이들 분야별 문가 윤리교육은 각 공의 필수과목으로 정해서 

학생들이 반드시 수강하도록 하는 것도 좋을 것이다. 한 장기 으

로는 해당 공의 교강사들과 윤리학 공의 교강사들이 함께 수업을 

진행하는 방안도 극 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다.3)

2. 형식․제도  측면

2007년 1, 2학기에 서울 학교에서 개설된 윤리 련 교양 교과목

들은 <표2>에 제시하 다. 체를 살펴보면 교양 8과목, 학부 공 

13과목, 학원 16과목 등 총 37과목이다. 이  교양과목은 32개의 

강좌로 나뉘어 있고, 개설학과는 철학과가 7과목 윤리교육과가 20과

목으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  <핵심교양>에는 ‘ 사회와 

윤리’만이 포함되어 있다.
다른 한국 학교들에 비해 서울 학교의 윤리 련 교양교과목의 

수가 은 것은 아니고, 그 내용도 개인  윤리를 강조하는 방식을 

어느 정도 탈피해 있는 것은 정 이다. 그러나  늘어나고 있는 

리더십 련 과목들에 비해 윤리 련 과목들의 수는 아직도 매우 부

족하다.  이들 교과목의 선택이 으로 학생들에게 달려 있는 것

은 윤리교육에 비 을 두고 있지 않음을 잘 보여 다. 윤리교육의 비

을 높이고 그 요성을 강조하기 한 형식․제도  안들로 다

음과 같은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다. 

1) <핵심교양>에 윤리 련 역을 신설하는 방법

우선 핵심교양 역에 ‘윤리와 사상’ 혹은 ‘ 사회와 윤리’와 같

은 새로운 역을 신설하고, 재 개설되어 있는 윤리 련 과목 외에

3) 이 방법은 공학윤리를 가르치고 있는 교강사들의 설문에서 가장 

좋은 방법으로 제시된 것이다(손화철, 2007, p.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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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재 일반교양 역의 ‘역사와 철학’  ‘사회와 이념’에 속한 몇

몇 과목들을 새로운 역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극 으로 검토할 

수 있다. 이 경우 학생들에게 역과 과목의 선택을 완 히 일임할 

수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하버드 학교의 경우와 같이 단과

학별로 요구하는 교과목의 명단을 제시할 수도 있을 것이다.4) 
일반교양 과목 심으로 개별 학과들이 개설하고 있는 윤리 련 

교과목들을 개별 학과들이 아닌 기 교육원의 산하의 윤리교육 원

회 책임 하에 두는 것도 고려해볼 만하다. 이러한 형식 인 틀을 통

하여 에서 제안한 공동 연구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해당 교과목들

에 효과 으로 반 하는 체제를 갖출 수 있을 것이다. 

2) <책임 있는 리더십 인증 로그램> 신설 

이와는 별도로, 성균  학의 3품제도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책

임 있는 리더십 인증 로그램>을 신설하는 것도 고려할 만하다. 
에서 언 한 통합형 리더십 교과목을 확장한 형태의 수  높은 교양

교육 로그램으로 이를 이수하면 리더들이 마땅히 가져야 할 지식

과 자질을 갖춘 것으로 인정해 주는 제도다. 이러한 로그램이 신설

된다면 언어교육이나 컴퓨터 교육, 좁은 의미의 리더십 트 이닝 등

을 심으로 하여 소  ‘ 로벌 리더’를 추구하는 타 학들의 기존 

리더십 로그램들과 어도 두 가지 면에서 구별될 수 있다. 
첫째, 윤리  단능력을 가진 리더의 배출을 일차 인 목표로 함으

로써, 실력 주의 리더십 교육을 뛰어넘는다는 의미가 있다. 서울 학

교가 우리 사회의 실질 인 리더를 배출해 내는 학교라는 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이제는 경쟁에서 이길 뿐 아니라 경쟁의 조정자와 경

4)  각주 3에서 하버드 학교의 교양교육 과정 개 안에 해 잠

간 살펴보았다. 보고자는 하버드 학교의 새로운 개 안보다 

재 시행되고 있는 Core Program의 체제를 도입하는 것이 서울

학교의 실정에 더 합하다고 본다. 그 과정을 통해 윤리 련 

교과과정이 확립된 뒤에는 학생들에게 선택권을 주어도 무방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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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의 방향을 선도하는 역할까지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겸하도록 한다. 
둘째, 인증을 원하는 우수한 학생들을 상으로 실무 주의 교육

이 아닌 진정한 의미의 교양 교육, 즉 문학․역사․철학을 아우르는 

통합교과형태의 교과목들을 개발하여 차별화를 시도한다. 이를 통하

여 기업이 원하는 교육, 취직에 유리한 인재를 키워내는데 하여 

피상 인 실력의 향상에 치 하는 한국 학의 실을 서울 학교가 

앞장서서 타 하는 계기를 만들 수 있다. 어차피 학 졸업 후 새로

운 환경에 응하고 필요한 업무를 익 야 한다면, 그 과정을 학에

서 미리 밟게 하는 것보다는 그것을 빠른 시간 안에 습득하고 응용

할 수 있는 기본을 닦게 하는 것이 장기 으로 더 큰 유익할 수 있

다. 심화된 인문학  교양과 그에 바탕한 숙고를 통해 얻어진 윤리  

단능력, 인간에 한 깊은 이해에 기반한 창의력을 갖춘 인재들을 

세상에 내보낼 수 있는 학교는 그리 많지 않다.
셋째, 통합교과를 통해 이론과 실의 연 성과 그 사이의 긴장을 

잘 이해하고 사회, 정치, 경제의 복잡한 실에 한 균형 있고 

폭넓은 시각을 갖춘 리더를 키울 수 있다. 이는 어와 국어 회화

를 배우는 것으로 로벌 리더의 자격을 부여하는 것과는 다른 차원

의 교육이다. 의사소통 능력의 요성을 무시할 수는 없지만, 달할 

내용이 탄탄하지 않으면 쓸모가 없어지고 만다. 

3) 기 교육원의 산하 윤리교육 원회의 설치 

기 교육원에서 교양 윤리교육을 한 지속 인 연구를 진행할 필요

가 있다. 새로운 윤리 련 교과목의 개발 뿐 아니라, 교양 교육 반에 

걸쳐 윤리  단능력을 함양시킬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할 필요가 있

다.5) 단기 으로는 다음의 두 가지 작업을 수행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5) 약간 성격이 다르기는 하지만 하버드 의 Edmond J. Safra Foundation 

Center for Ethics를 여겨볼 필요가 있다. 이 연구소는 하버드 학교

의 윤리 교육에 한 연구를 담하면서 각 학과의 특성과 연 된 윤

리연구  학제 간 연구 등을 주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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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미 개발되어 있는 윤리 교과목들의 확 , 발

이미 개설된 윤리 련 교과목에 한 학생들과 교강사들을 상으

로 심층  평가  분석을 진행하여, 그것들을 확 , 발 시킬 필요

가 있다. 이를 해 경 윤리나 법윤리, 공학윤리처럼 이미 단과 를 

심으로 개설되어 있는 교과목들을 보다 다양한 공의 학생들에게

도 개방할 수 있도록 커리큘럼을 조 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한 미

디어 윤리, 동양의 윤리사상, 직업윤리 등 국내 다른 학들이 개설

하고 있는 과목들을 도입하는 것도 극 으로 검토해야 한다. 이 경

우에는 강의의 기획이나 교재, 담당인력들을 상 으로 쉽게 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② 기존과목들에서 윤리 인 단능력을 재고할 수 있는

교육내용 개발

완 히 새로운 교과목을 개발할 수도 있겠지만, 기존의 교과목들

( 를 들어 ‘사회와 이념’ 역의 교과목들)을 일부 수정하여 윤리  

단능력의 배양을 수업 목표에 포함시킬 수도 있을 것이다. 가르치

는 내용 자체를 완 히 바꾸는 것이 아니라 다루는 내용이 가지는 

윤리  연 성과 함의를 악하는 것을 돕고 유사한 상황에서 어떤 

단을 내릴 것인가에 해 토의하는 것만으로도 큰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으리라 본다. 이 때 추가되어야 할 내용이나 변경해야 할 수

업 방법 등 구체 인 내용을 연구하여 제시할 필요가 있다. 일선에서 

다양한 공의 교강사들이 수업을 담당하고 있으므로, 그들에게 수업

의 일부를 할애하여 윤리 인 내용들을 다루라고 요구하기 해서는 

윤리  단능력의 요성을 설득하는 것도 매우 요하다. 

4) 기타 제도  개선

윤리 련 교과목의 수를 늘이고, 다른 교양과목에서도 윤리  단

력을 함양하기 한 내용들을 첨가하고, 수업에서 보다 심도 깊은 강

의와 논의를 진행하기 해서는 여러 가지 제도 인 개선책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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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 교양 교과목들의 내용에 한 모니터링과 조정  의, 한 강

좌별 수강인원의 축소, 교강사들의 처우 문제 등은 지 까지 다룬 내

용들과 실 으로 직결되는 문제들이다. 그러나 이는 본고에서 다룰 

수 있는 범 를 벗어나는 부분이므로 생략하도록 한다.6) 

3. 교양윤리 교과목의 시

의 제안을 구체화하기 해 세 교과목의 시안을 제시한다. 
‘Ethics and International Relations’는 하버드 학의 Core Program에

서 개설된 과목이다. ‘공학윤리와 리더십’은 2007년 2학기에 서울 에

서 개설된 과목으로, 기존의 강의계획서를 보완하여 정리한 것이다.7) 
‘ 쟁과 평화, 인간’은 윤리  리더십 통합 교과목의 시로 새로 구

성한 것이다. 각 교과목의 수업계획서는 <첨부 2>에 제시하 다. 

1) Ethics and International Relations (강의계획서 p.37)
이 과목은 일주일에 3시간의 강의와 1시간의 Section으로 이루어

진 과목이다. 매우 상세하게 제시된 강의 계획서에서 볼 수 있듯이 

윤리학과 국제 계학의 주요 주제들을 다루며 많은 양의 독서를 요

구하고 있다. 자유주의, 실주의, 인권, 분배 정의, 민주주의 등에 

한 다양한 이론을 가르칠 뿐 아니라 그것들이 당면 실에서 제기

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같이 다루는 시도를 하고 있다. 한 고 , 
소설, 윤리학 이론서들을 망라하는 교재들을 통해 학생들이 련주제

에 한 총체 인 지식과 통찰을 가질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하버드 학의 Core Program과목을 우리의 교양 과목과 단순 비

교하는 것에는 무리가 있다. 그러나 한 학기에 14권의 책과 수많은 

보충 자료들을 바탕으로 강의를 구성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다. Ethics and International Relations를 담당하고 있는 Stanley 

6) 이와 련해서는 강명구 외(2006)과 이성원(2006)을 참고하라.

7) 이 과목은 필자가 담당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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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ffmann 교수는 세계 으로 명한 국제정치학 교수로 이 과목을 

상당한 기간 동안 계속해서 지도하고 있으며, 여러 명의 Teaching 
Fellow들이 학생들의 독서를 돕고 있다. 이러한 는 우리 학교육

이 지향해야 할 목표와 방향을 제시할 뿐 아니라, 그것을 이루기 

해 필요한 지 노력과 재정 , 제도  지원의 차원이 어느 정도인가

를 보여주는 라고 할 수 있다. 

2) 공학윤리와 리더십 (강의계획서 p. 47)
공학윤리는 공학인증제와 더불어 최근 많은 학에서 개설하고 있

는 과목이다. 서울 학교에서는 과목명에 ‘리더십’을 더하여 보다 넓

은 맥락을 강조하도록 하 다. 아래의 강의 계획서는 공학도들이 공

학  지식이 아닌 공학에 한 지식을 가질 때에만 공학윤리를 실천

할 의지를 갖게 될 것이라는 인식 하에 만들어졌다. 즉, 공학자 자신

이 공학의 사회  요성과 그에 따르는 책임을 깊이 깨달을 때에만 

자신의 공학활동을 단기 이고 소한 로젝트를 넘어 넓은 맥락에

서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기존의 공학윤리에서 흔히 강조

되는 공학자 사회 안에서의 윤리 뿐 아니라 공학의 사회윤리  함의

를 강조하는 방식으로 수업이 조직되었다. 
학생들은 련교재를 읽거나 주어진 주제에 한 자료를 스스로 

찾아보는 것을 통해 과학기술이 사회에 미치는 향, 공학자의 문

지식이 가지는 요성 등을 깨닫게 된다. 이에 바탕하여 공학자의 사

회  책임에 해 이해하게 되며, 나아가 재 공학자 사회의 구조가 

공학자로 하여  윤리 인 단을 내릴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있

는지, 혹은 안 인 공학  시도를 할 수 있는 토양을 제공하고 있

는지를 검하게 된다.
교수자는 학생들이 제출한 두 번의 과제물을 통해 이상 인 공학

자에 한 이해가 어떻게 바 었는지를 확인하고, 자신들의 이해를 

어떻게 논변으로 정리했는지를 살펴본다. 이를 통해 특정한 공학자 

상을 가지도록 유도하기보다는, 본인의 생각을 정리하고 남에게 설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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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키는 법을 가르치는데 주력한다. 6주 차에 윤리학의 이론  배경에 

한 간단한 설명을 하지만, 윤리 이론의 숙지보다는 윤리 으로 사

고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에 한 이해를 돕도록 노력한다. 
두 가지 아쉬운 을 지 하자면, 하나는 강의자가 공학자 출신이 

아니었기 때문에 공학자 사회의 특징과 성격을 간  경험으로만 알

고 있었다는 이다. 이 부분은 공  교수의 특강 등을 통해서 보충

될 수 있을 것이다. 다른 하나는 여러 가지 련 문헌들을 읽도록 독

려는 하고 있으나, 독서와 련하여 학생들을 돕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이다. 이는 보다 구조 인 문제로 단기간에 해결하기는 힘들 것으

로 사료된다. 

3) 쟁과 평화, 인간 (강의계획서 p. 49)
이 교과목은 쟁이라는 해묵은 상의 다양한 측면들을 악함으

로써 세계와 미래를 바라보는 시야를 넓히고 윤리 , 정치  단능

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쟁은 지 도 수많은 사람들에

게 가장 처참한 실인데도 불구하고 경험하지 않은 이들에게는 상

상의 산물이요 오락의 상이 된다. 따라서 쟁을 우리가 직면한 

실로 이해하고, 그 메커니즘을 이해하는 것은 미래의 리더들에게 매

우 요하다. 많은 경우 리더십 교육이 ‘ 쟁에서 이기는 장군의 리

더십’을 원형으로 하여 추진력과 지도력에 을 맞추고 있는데, 이 

과목에서는 실제 쟁의 역사와 그를 둘러싼 여러 상들을 학습하

고 안을 생각하게 함으로써 평화를 이끌어내는 리더십을 강조한다.
이 교과목에서는 윤리학 이론을 가르치기보다는 ‘인권’, ‘자유’, ‘정

의’, ‘평화’와 같은 가장 기본 인 개념들과 더불어 ‘정의로운 쟁’의 

개념을 소개하고 학생들이 이를 쟁의 역사에 스스로 입하게 하는 

방식을 취한다. 이를 해서는 소설과 화 등에 한 토론회를 통해 

쟁을 막연한 상상 속에 묶어 두는 습 을 극복하고 그것이 오늘 많

은 사람들이 직면한 실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요

하다. 조별로 작성하는 심층보고서를 시안 단계부터 담당 교강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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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하에 두도록 하여 강의와 토론회의 내용들이 잘 융합되고 나아가 

학생 자신들이 일정한 입장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 다.
여기에 제시한 개요와 수업계획서는 보고자가 독자 으로 만든 것

으로 아직 치 한 형태를 갖추고 있지 못하다. 보다 구체 이고 실

가능한 커리큘럼의 개발을 해서는 련 역의 문가들과 윤리학

자들의 공동작업이 요구된다.

V. 결  론

지  시 에서 가장 요한 것은 학에서의 윤리 교육이 왜 필요

한지에 한 공감 의 형성이다. 우리 사회에서 윤리는 더 이상 착함

의 문제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복잡하게 얽힌 구조가 정상 으로 

작동하기 한 필연 인 구성요소가 되어가고 있다는 사실에 한 

깊은 인식이 확산되어야 한다. 이러한 인식은 학생, 특히 서울 학

생이 앞으로 우리 사회에서 문인과 지식인으로서 추 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과 결부되어야 한다. 에서 제안한 몇 가지 

안들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기반으로 제시되었으며, 참고문헌과 자

료들은 아래에 첨부하 다.

손화철 / 한동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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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1. 각 학 교양과정 역  윤리 련 교과목 황

<표 1> 서울대 교양교육과정

역 최소이수학 윤리 련 교과목 해당 역 과목 총수

학문의 기

국어

외국어  고 어

기 과학

핵심교양

문학과 술

3개 분야서

총 9학

역사와 철학 사회와 윤리

사회와 이념

자연의 이해

일반교양

국어와 작문 8

외국어와 외국문화 7

문학과 술 48

역사와 철학

생명의료윤리 /
정보사회와 

사이버윤리 /
성의철학과 성윤리

82

사회와 이념 사상과 윤리 36

자연의 이해 22

기 과학 4

체육  기타 69

기 교육 

특별 로그램
사회 사 1, 2, 3 8

<표 2> 2007 1, 2학기 서울대학교 교양과목 중 윤리관련 교과목

개설학과 교양 교과목명 강좌수 교강사수 비고

철학과

생명의료윤리 (2학 ) 15 8

정보사회와 사이버윤리 2 1

성의철학과 성윤리 4 2

사회와 윤리 2 2 핵심교양 ‘역사와철학’ 역

윤리교육과 사상과 윤리 (2학 ) 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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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설학과 교양 교과목명 강좌수 교강사수 비고

법과 학 법과 윤리 1 1

공과 학 공학윤리와 리더십 1 1

기 교육원
지속가능한 개발을 한 

기업의 사회  책임
2 1

합계 8과목 32 강좌 18

<표 3> 고려대학교 교양교육과정

역 최소이수학 윤리 련 교과목
해당 역 

과목 총수

공통교양
사고와 표  I, II 4

실용 어 I, II 4

핵심교양

세계의 문화

4 역에서 

12학  이상

66

역사의 탐구 59

문학과 술 125

윤리와 사상

윤리  사유와 법  자유 /
사회와 가치의 문제 /

유토피아를 찾아서 / 법과 인권 /
임상실험의 윤리 , 법 , 사회  

이해 / 기독교와 환경 / 사회와 

경 윤리 / 스포츠와 윤리 

50

사회의 이해 108

과학과 기술 113

정량  사고 46

공 련교양 학과별 교과과정표에 따라

선택교양
생태윤리 / 사회의 윤리  

쟁 들 / 경제와 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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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연세대학교 교양교육과정

역 최소이수학 윤리 련 교과목 해당 역 과목 총수

학부 

기

채 0 1

쓰기 3 1

실용 어회화 2 1

어강독 혹은 

실용 작문
2 1

기독교의 이해 3 3

학부필수

인간의 이해

4 역에서 

12학

철학과 윤리 9

사회의 이해 8

자연의 이해 9

문화의 이해 10

세계의 이해 13

계열별 

기
6 계열별로 6~18학 34

학부선택

인간이해와 역사

최소이수학  

없음

33

과학과 기술 23

사회와 가치 36

문학과 술 23

외국어와 세계이해 39

건강과 스포츠 5

공탐색
추후 공으로 

인정되기도 함
3~6학 공별로 다름

<표 5> 성균관 대학교 교양교육과정

역 최소이수학 윤리 련 교과목
해당 역 

과목 총수

성균

교양

(16학 )

유학사상과 가치 2 유학과 직업윤리 / 유학과 

리더십 / 사회와 논어
7

쓰기와 

커뮤니 이션
4 4

사고의 기 2 6

디지털 정보문해 2 6

로벌 문화 6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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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 최소이수학 윤리 련 교과목
해당 역 

과목 총수

핵심균형

교양

(9학 )

인간 / 문화의 이해 3 동서양 윤리패러다임 /
윤리학 입문 / 생명의료윤리

54

사회 / 역사의 이해 3 45

자연 / 과학 / 기술의 이해 3 과학기술과 윤리 24

합계 9개 역 25학 159

일반교양 정보통신윤리 58

<표 6> 서강대 교양교육과정

역 최소이수학 윤리 련 교과목 해당 역 과목 총수

핵필수

(10학 )

읽기와 쓰기 2 1
공 쓰기 2 1

어 1 3 1
어 2 3 1

핵필수

선택

인간과 신앙의 탐구

모집단 에 

따라 4~6개 

역에서 

12~21학  

이상

그리스도교윤리 5

윤리와 사상의 탐구 윤리와 가치 4

문명과 역사의 탐구 5

사회와 인간의 탐구 6

과학과 기술의 탐구 8
국제사회 언어와 

문화의 탐구
6

핵자유

선택

인성과 사회성 함양

핵자유선택

과 일반선택, 
그리고 타과 

공과목  

9학 (3과목) 
이상

인간과 인성 /
사회 사 /

사회 사실천 

15

리더십 함양 7

일반선택

인간과 신앙의 이해 생명윤리 11

윤리와 사상의 이해
환경윤리 / 정보윤리학

/ 직업과 윤리 
17

문명과 역사의 이해 11

사회와 인간의 이해 사회윤리 28

과학과 기술의 이해 9
국제사회 언어와 

문화의 이해
61

문학과 술 24

건강과 생활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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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2. 바람직한 윤리교양 교과목 강의 계획서의 시 

① Ethics and International Relations  강의계획서8) 
(담당교수: Stanley Hoffmann)

◎ Description of the Course: The course explores the problem of 
morality in international relations. Starting from an overview of 
different theoretical perspectives concerning moral argumentation 
in international affairs, it proceeds to consider the ethical 
dimensions of more specific international issues such as the use 
of force, human rights, and distributive justice. Contemporary 
cases will be used when relevant.

◎ Requirements: The course will meet for two ninety-minute lectures 
on Tuesdays and Thursdays at 2 pm and one sixty-minute 
section (TBA) each week. The requirements for this course are 
the following:
1) A mid-term essay 
2) a book review from a list to be provided
3) a final examination

◎ Readings: 
Books for purchase:
1) Bull, The Anarchical Society (Columbia, 1977)
2) Camus, Caligula and Other Plays (Vintage, 1958)
3) Carr, The Twenty Years’ Crisis (Harper, 1964)
4) Frankena, Ethics, 2nd Edition (Prentice Hall 1973)

8) 이 강의계획서는 하버드 학 철학과 박사과정을 밟고 있는 성창

원 선생님의 도움으로 입수하 다. 감사드린다. 



특집38

5) Hoffmann, Duties Beyond Borders (Syracuse, 1981)
6) Hoffmann, The Ethics and Politics of Humanitarian 

Intervention (Notre Dame, 1996)
7) Hoffmann, World Disorders: Troubled Peace in the Post 

Cold War Era (Rowman & Littlefield)
8) Ignatieff, Human Rights as Politics and Idolatry (Princeton)
9) O’Neill, Bounds of Justice (Cambridge)

10) Singer, One World: The Ethics of Globalization (Yale)
11) Walzer, Just and Unjust Wars (Basic Books)
12) Walzer, Arguing about War (Yale, 2004)
13) Machiavelli, The Prince and Other Discourses (Modern 

Library / McGraw Hill, 1950)
14) Thucydides, History of the Peloponnesian War (Penguin, 1986)
15) Sourcebook―available at the Coop

◎ LECTURES
Lecture 1: Introduction
Lecture 2: Moral Argument in International Relations Ⅰ (Rev.
Bryan Hehir)
Lecture 3: Moral Argument in International Relations Ⅱ 

Lecture 4: Classical Realism
Lecture 5: Kant and Liberalism
Lecture 6: Modern Realism
Lecture 7: Modern Liberalism
Lecture 8: Modern Liberalism, continued
Lecture 9: Principles and Limits of Ethical Action
Lecture 10: The Use of Force: Classical Just War Theory (Hehir)
Lecture 11: The Use of Force: Jus ad bellum (The wars against 
Ir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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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cture 12: The Use of Force: Jus in bello. (The wars against Iraq)
Lecture 13: The Use of Force: Dilemmas of the nuclear age
Lecture 14: The Use of Force: Intervention
Lecture 15: The Use of Force: Terrorism, war crimes, genocide
Lecture 16: The Use of Force: Deterrence, preemption, proliferation (Hehir)
Midterm essay due
Lecture 17: Human Rights: Problems of definition
Lecture 18: Human Rights: Practices and policies Ⅰ
Lecture 19: Human Rights: The dream of democracy
Thanksgiving: holiday
Lecture 20: Human Rights: Population and migration
Lecture 21: Distributive Justice: Theories 
Lecture 22: Distributive Justice: Issues and policies Ⅰ
Lecture 23: Distributive Justice: Issues and policies Ⅱ
Lecture 24: Distributive Justice: Environmental ethics
Lecture 25: Beyond the System of Sovereign States?
Lecture 26: Responsibilities of Leaders and Citizens
Book review due

◎ Readings
A. The Problem of Morality in International Affairs

Ⅰ. Introduction: Moral Argument in IR 
      * William Frankena, Ethics(2nd edition), ch. 1-3, 6, pp. 

1-60, 95-116.
      * Hedley Bull, The Anarchical Society, ch. 1-2, pp.3-52.

Ⅱ. Traditions of Thought in International Affairs
1. Classical Realism
* Thucydides, The Peloponnesian War (Penguin Edition), 

pp.35-87, pp.118-164, pp.212-223, pp.236-245, pp.40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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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iccolo Machiavelli, The Prince (entire), The Discourses, 
Book Ⅱ, ch. 1, 9-13, Book Ⅲ, ch. 12, 40-41, pp. 3-98, 
pp.277-281, pp.306-320, pp.450-454, pp.526-528.

2. Kant and Liberalism
* Immanuel Kant, “Idea for a Universal History With a 

Cosmopolitan Intent” and “Perpetual Peace” in Perpetual 
Peace and Other Essays, pp.29-40, pp.107-143.
- Walter Laqueur and Barry Rubin, eds., The Human Rights 
Reader, pp.62-75, pp.82-94.

- Arnold Wolfers and Laurence Martin, eds., The Anglo 
- American Tradition in Foreign Affairs, Introduction, ch. 3, 
4, 6, 7, 14, 16, 20, pp. ⅸ-ⅹⅹⅶ, pp.26-54, pp.63-93, 
pp.180-191, pp.206-220, pp.263-279.

* Stanley Hoffmann, “The Crisis of International Liberalism,” 
World Disorders, Ch. 5.

3. Modern Realism and Liberalism
* Edward Hallett Carr, The Twenty Years’ Crisis, ch. 

3-5, 7, 9, pp.22-88, pp.95-101, pp.146-169
- Hans Morgenthau, Politics Among Nations (5th edition), 
ch. 1, pp.3-15.

- George Kennan, “Morality and Foreign Affairs,” Foreign 
Affairs (Winter 1985-86), pp. 205-218

- Stanley Hoffmann, Janus and Minerva, ch. 3-4, pp. 52-81.
- Michael J. Smith, Realist Thought from Weber to Kissinger, 
ch. 1, 9, pp. 1-22, 218-238

* Stanley Hoffmann, World Disorders, ch. 3, pp. 35-53, 
and ch. 5, pp. 70-86
- Recommended: John Rawls, The Law of Peoples

Ⅲ. Principles and Limits of Ethical 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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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anley Hoffmann, Duties Beyond Borders, ch. 1, pp. 1-43
* Hedley Bull, The Anarchical Society, ch. 3-4, pp. 53-98

B. Ethics and International Issues
Ⅰ. The Use of Force

1. Classical Just War Theory
- Thomas Aquinas, Summa Theologica, Ⅱ-Ⅱ, Questions 
40 and 64, pp. 220-228

- James Childress, “Just War Criteria,” in Moral Responsibility 
in Conflicts, ch. 3, pp.63-94

- Bryan Hehir, “The Just War in a Post-Cold War World,” 
Journal of Religious Ethics (Fall 1992), pp. 237-257

- Michael Walzer, Arguing About War, Introduction and 
ch. 1

2. Jus ad Bellum: Aggression and Self Defense
* Stanley Hoffmann, Duties Beyond Borders, ch. 2, pp.45-93.
* Michael Walzer, Just and Unjust Wars, Parts I and 

Ⅱ, pp.3-124
- David Luban, “Just War and Human Rights”; Michael 
Walzer, “The Moral Standing of States: A Response to Four 
Critics”; and David Luban, “The Romance of the Nation- 
State,” in Charles Beitz, Marshall Cohen, Thomas Scanlon 
and John Simmons, eds., International Ethics, pp. 195-243

3. Jus in Bello: War-Fighting and Necessity
* Michael Walzer, Just and Unjust Wars, ch. 8-9, 

11-14, 16, pp. 127-159, 176-232, 251-268
- J. C. Ford, “The morality of obliteration bombing,” 
Theological Studies 5 (1944), p. 261-309

4. The Gulf Wars: Just or Unju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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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ichael Walzer, Just and Unjust Wars, preface to the second 
edition, pp. xi-xxiii (also in Arguing About War, ch. 6)
- Michael Walzer, Arguing About War, ch. 11
- Bryan Hehir, “The Just-War Ethic Revisited,” in Linda 

Miller and Michael Smith, eds., Ideas and Ideals, ch. 
10, pp.144-161

- David Hendrickson and Robert W. Tucker, “Revisions 
in Need of Revising: What Went Wrong in the Iraq 
War,” Survival, Summer 2005, pp. 7-31

5. Dilemmas of the Nuclear Age
* Joseph Nye, Nuclear Ethics, ch. 3-5
* Michael Walzer, Just and Unjust Wars, ch. 17, pp. 

269-283
- Steven Lee, “Nuclear Proliferation and Nuclear Entitlement,” 

Ethics and International Affairs (1995), pp. 101-131
- Ash Carter, “How to Consider WMD,” Foreign Affairs, 

Vol. 83 (Sept-Oct. 2004), pp. 72-85
6. Intervention

- Joseph Nye, “Ethics and Intervention,” in Linda Miller 
and Michael Smith, eds., Ideas and Ideals, ch. 9, pp. 
127-143

- Michael Doyle, Ways of War and Peace, ch. 11, pp. 
389-420

- Michael Walzer, Arguing About War, Ch. 5 & 7
- Bryan Hehir, “Intervention: From Theories to Cases,” 

Ethics and International Affairs (1995), pp. 1-13
- Lori Damrosch, “The Civilian Impact of Economic Sanctions,” 

in Lori Damrosch, ed., Enforcing Restraint, ch. 7, pp. 274-315
* Stanley Hoffmann, The Ethics and Politics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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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manitarian Intervention( entire), 116 pp. or World 
Disorders, ch. 11-16
- Michael Glennon, Limits of Law, Prerogatives of Power, 

pp.177-209
7. Individual Responsibility, War Crimes and Terrorism
* Michael Walzer, Just and Unjust Wars, Part V, pp. 

287-335
- Michael Walzer, Arguing About War, Ch. 4
- Jessica Stern, “The Protean Enemy,” Foreign Affairs 

Vol. 28 (July-Aug. 2003), pp. 27-40
- Sanford Levinson, “Responsibility for Crimes of War” and 

Richard Wasserstrom, “The Relevance of Nuremberg,” in 
Marshall Cohen, Thomas Nagel and Thomas 
Scanlon, eds., War and Moral Responsibility, 
pp.104-158

- Judith Shklar, Legalism, pp.151-200
- Jean-Paul Sartre, “Preface,” in Frantz Fanon, The 

Wretched of the Earth, pp. 7-31
* Albert Camus, “The Just Assassins,” in Caligula and 

Three Other Plays, pp. 233-302
- Adam Roberts, “'The War on Terror' in Historical 

Perspective,” Survival, Summer 2005, pp.101-130.

Ⅱ. Human Rights
1. Problems of Definition

- Walter Laqueur and Barry Rubin, eds., The Human 
Rights Reader, pp. 3-17, 41-56, 195-227, 232-243

- Maurice Cranston, “Are There Any Human Rights?” 
Daedalus (Fall 1983), pp. 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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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arles Beitz, “What human rights mean,” Daedalus 
(Winter 2003), pp. 36-46

* Stanley Hoffmann, Duties Beyond Borders, ch. 3, pp. 
95-140

* Michael Ignatieff, Human Rights as Politics and 
Idolatry, pp. 3-98, 141-173
- Andrew Kuper, ed. Global Reponsibilities: Who 

must deliver on human rights? (New York: 
Routledge, 2005), Introduction and Part 1

2. Practices and Policies
- Tom Farer and Felice Gaer, “The UN and Human 

Rights: At the End of the Beginning,” in Adam 
Roberts and Benedict Kingsbury, eds., United 
Nations, Divided World, ch. 8, pp. 240-296

- Bryan Hehir, “The U.S. and Human Rights,” in 
Kenneth Oye, Robert Lieber and Donald Rothchild, 
eds., Eagle in a New World Order: American Grand 
Strategy in the Post-Cold War Era, pp. 233-255

- Stanley Hoffmann, “Reaching for the Most Difficult: 
Human Rights as a Foreign Policy Goal” and Tom Farer, 
“Human Rights and Human Welfare in Latin America,” 
in Daedalus (Fall 1983), pp. 19-49, 139-169

- Athol Fugard, “Siszwe Bandi Is Dead,” in 
Statements: Three Plays, pp. 2-44

- Jack Goldsmith and Stephem Krasner, “The Limits 
of Idealism,” Daedalus (Winter 2003), pp. 17-63

3. Populations and Migration
- Michael Walzer, Spheres of Justice, ch. 2, pp. 31-63
- Donald Warwick, “Definition of Population Eth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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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 There a Population Problem?”; and “Normative 
Approaches” in Warren Thomas Reich, eds., 
Encyclopedia of Bioethics, pp. 1954-1962, 1967-1974

- Joseph Carens, “Aliens and Citizens: The Case for 
Open Borders,” in Ronald Beiner, ed., Theorizing 
Citizenship, pp. 229-253

Ⅲ. Distributive Justice
1. Theoretical Perspectives
* Stanley Hoffmann, Duties Beyond Borders, ch. 4, pp. 

141-187
- Paul Harris and Patricia Siplon, “International 

Obligation and Human Health,” Ethics and 
International Affairs, Vol. 15, No. 2, pp. 29-52

- James Bohman, “The Democratic Minimum,” Ethics 
and International Affairs Vol. 19, 1 (2005), pp. 
101-116

2. Issues and Policies
- Hedley Bull, Justice in International Relations, pp. 

1-35
- Kenneth Dadzie, “The UN and the Problem of 

Economic Development,” in Adam Roberts and 
Benedict Kingsbury, eds., United Nations, Divided 
World, ch. 9, pp. 297-326

- Edward Weisband, Poverty Amidst Plenty, ch. 4, 6, 
7, and conclusion, pp. 115-154, 205-270

- Jeffrey Sachs, “International Economics: Unlocking 
the Mysteries of Globalization,” Foreign Policy 
(spring 1998), pp. 97-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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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drew Kuper, ed. Global Reponsibilities: Who 
must deliver on human rights? (New York: 
Routledge, 2005), parts Ⅲ and Ⅳ

3. Environmental Ethics
- William Frankena, “Ethics and the Environment,” in 

Kenneth E. Goodpaster and Kenneth M. Sayre, 
Ethics and Problems of the 21st Century, pp. 3-20

- Andrew Hurrell and Benedict Kingsbury, “The 
International Politics of the Environment: An 
Introduction” and Henry Shue, “The Unavoidability 
of Justice,” in Andrew Hurrell and Benedict 
Kingsbury, eds., The International Politics of the 
Environment, ch. 1, 14, pp. 1-47, 373-397

C. Morality and the Conditions of a New World Order
Ⅰ. Beyond the System of Sovereign States?

* Hedley Bull, The Anarchical Society, Part 3, pp. 
233-320
- Peter Drucker, “The Global Economy and the 

Nation-State,” Foreign Affairs (Sept.-Oct. 1997), pp. 
159-171

- Daniel Philpott, Revolutions in Sovereignty, Part I
- Yael Tamir, “Who’s Afraid of a Global State?” paper 

presented to the Nobel Symposia (Stockholm, 1997), 
29 pp.

* Peter Singer, One World, pp. 1-50, 150-201
- Stanley Hoffmann, World Disorders, ch. 18 and “The 

Clash of Globalizations,” Foreign Affairs, July-August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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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tts Berdal, “The UN After Iraq,” Survival, 
Volume 46, Number 3(September 2004).

- M. Glennon, “The UN vs. US Power,” Foreign 
Affairs Vol. 82 (May-June 2003), pp. 16-35

- Stanley Hoffmann, “World Governance: beyond 
utopia,” Daedalus (Winter 2003), pp. 27-35

Ⅱ. Responsibilities of Citizens and Leaders
- Michael Walzer, Obligations, ch. 4 (ch. 5 and ch. 6 

recommended)
- Michael Walzer, Thick and Thin, ch. 4, pp. 63-83
- Michael Walzer, “Political Action: The Problem of 

Dirty Hands,” in Marshall Cohen, Thomas Nagel and 
Thomas Scanlon, eds., War and Moral Responsibility, 
pp. 62-85

* Stanley Hoffmann, Duties Beyond Borders, ch. 5, pp. 
189-232
- J. L. Holzgrefe and Robert O. Keohane, eds., 

Humanitarian intervention: Ethical, Legal and Political 
Dilemmas (Cambridge: Cambridge UP, 2003), ch. 8-9

- Francis Fukuyama, State Building: Governance and 
World Order in the Twenty-first Century (Ithaca: 
Cornell U. P., 2004), ch. 1, 3

② 공학윤리와 리더십  강의계획서 

(2007년 2학기, 담당강사: 손화철)
◎ 강좌의 목표

－과학기술을 사회의 맥락에서 총체 으로 이해하고 그 

요성을 인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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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학자 윤리에 한 이해

－공학자 리더십의 함양

－비 , 철학  사고의 연습

◎ 강좌의 구성

－강의를 통해서 윤리학의 기본개념, 각 주제에서 요한 개

념들과 이론들을 다룸

－조별 모임을 통해서 특정 주제에 한 자신들의 입장을 정

리하거나 윤리  단을 내리고, 발표와 토론을 통해 검증함 

◎ 참고문헌

－새뮤얼 러먼, 교양있는 엔지니어 , 문은실 역, 생각의 나무.
－이장규, 홍성욱, 공학기술과 사회 , 지호.
－해리스 외, 공학윤리 , 김유신 역, 북스힐.
－손화철, 기술의 빛과 그림자: 토 러 & 엘륄 , 김 사.

◎ 주별 학습 내용

주제 주 강 의 주 제 발표  과제

공학과 

사회

1주 강의 소개, 철학이란 무엇인가?

2주 왜 공학이 문제인가? 기술의 특징
과제: 내가 생각하는 이상 인 

공학자
3주 과학기술의 객 성

4주 과학기술의 립성
발표: 무기회사에서 일하는 것이 

정당화되는가?
5주 과학기술과 정치, 경제 발표: 언론에서 바라본 공학

공학윤

리

6주
윤리란 무엇인가? 왜 공학은 윤리의 

상이 되는가?
발표: 과학기술자윤리강령은 

실 인가?
7주 공학자의 정직, 성실, 신뢰 발표: 황우석 사건
8주 간고사

공학윤

리

9주 공학에서의 험, 안 , 책임 발표: 챌린 호 사건
10주 공학과 환경 발표: 안 공학은 가능한가?

11주
피고용인으로서의 공학자와 공학자의 

사회  책임
발표: 평화의 

공학

리더십

12주 공학자는 사회의 리더인가? 발표: 공학자는 사회의 

리더인가?
13주  민주주의 사회에서의 리더십

14주 결론: 공학자로 살아가기
과제: 나는 어떤 공학자가 되고 

싶은가?
15주 기말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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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

－ 간고사와 기말고사는 강의를 통해 배운 주요 개념들과 

이론들에 한 종합  이해를 평가함

－조별발표는 제시된 주제에 한 이해의 정도와 해석의 타

당성, 논변의 짜임새, 발표의 설득력 등을 심으로 평가함

－과제물을 통해 학생들의 공학자의 윤리와 리더십에 한 이

해도  자신의 생각을 논리 으로 서술하는 능력을 평가함.

③ 쟁과 평화, 그리고 인간  강의계획서 

◎ 강좌의 목표

－ 쟁이 실상을 간 으로나마 체험한다. 
－ 쟁의 다양한 측면에 한 이해: 역사 , 경제 , 정치 , 

문화  측면들

－ 쟁의 역사를 통해 인간의 본성과 갈망에 해서 숙고함

－정의로운 쟁 이론에 한 이해

－ 쟁과 평화에 있어서 리더의 역할

－평화의 구축을 한 방안에 해 스스로 생각해 

◎ 강좌의 구성

－강의(1.5시간)를 통해서 쟁에 한 이해의 역사, 정의로

운 쟁, 인권, 정의 등의 주요 개념  연 되는 이론들

에 해서 배움. 
－독서토론(1.5시간): 매주 쟁 련 소설이나 화에 한 

발제  토론. 쟁과 폭력에 한 보다 실 인 이해를 

통해 평화의 요성을 실감함.
－조별 모임(수업 외 모임)을 통해서 요한 쟁  하나를 

골라 종합 인 심층보고서를 작성

－해당 쟁이 가지는 특별한 인간학 , 윤리 , 역사  의

의를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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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쟁이 정의로운 쟁이었는지를 평가

－그 쟁의 발발을 막을 수 있었던 조건에 한 숙고

－평화주의 운동을 골라 심층 분석할 수도 있음.
( : 제2차 , 미국의 아 가니스탄 공격, 간디의 평화주의 운동)
－특강을 통해 문가로부터 쟁의 다양한 측면들에 해 

배움

( : 제2차 세계 을 주제로 다양한 문가들에게 특강을 

들음. 역사학, 정치학, 법학, 사회학, 경제학, 철학 교수  

평화운동가, 병역거부자, 자원 사자, 참 용사 등)

◎ 참고문헌 ( 시)
－마이클 월쩌, 마르스의 두 얼굴: 정당한 쟁, 부당한 

쟁 , 연경문화사

－  실버스타인, 쟁을 팝니다 , 이후

－ 쟁에 한 소설, 역사서, 쟁 화 등

－홍성원, 남과 북 , 창작과 비평

－김혜자, 꽃으로도 때리지 마라 , 오래된 미래

－ 리모 비, 이것이 인간인가 , 돌배개

－마이클 터보텀, 타나모로 가는 길 ( 화)

◎ 주별 학습 내용

1주 강의소개, 윤리학 입문

2주 쟁의 역사－간략한 쟁사, 쟁에 한 이해의 역사

3주 주권국가와 쟁－ 쟁의 의의

4주 쟁, 자유, 인권－인권 개념의 소개, 인권운동의 역사

5주 비폭력, 평화주의

6주 쟁과 법, 정의로운 쟁－정당한 쟁 이론 

7주 간고사

8주 쟁의 정치학－어떤 정치 인 과정과 목 이 쟁을 



서울 학교 교양과정에서의 윤리교육 51

일으키는가?
9주 쟁의 경제학－ 쟁과 연결된 경제 인 이익과 손실

10주 쟁의 사회학－ 쟁으로 인해 야기되는 사회  변화

11주 쟁과 인간학－ 쟁 에 드러나는 인간의 면모는 무엇

인가?
12주 쟁과 문학, 술 

13주 조별 발표

14주 조별 발표, 결론

15주 기말고사

◎ 평가

－ 간고사와 기말고사는 강의를 통해 배운 주요 개념들과 

이론들에 한 종합  이해를 평가함

－조별 독서토론은 매주 강의와 련하여 읽은 책들에 해 

간단한 독서노트를 작성하고 그에 바탕하여 서로 느낀 

과 배운 을 나눔. 평가는 독서노트와 상호 참여도 평가, 
가능하다면 참  조교의 평가를 바탕으로 함. 

－심층 보고서는 쟁과 평화, 인간에 한 이해의 정도, 발

표 내용의 명료성  타당성, 한 논변의 구성과 논리

성 등을 심으로 평가함. 보고서의 기안 단계부터 조교나 

지도교수의 도움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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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ourses on Ethics in the General Education 
Program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Son, Wha-Chul 

This article investigates how to improve the general education 
program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especially in terms of 
courses on ethics. It is organized as follows. First, the reasons for 
further emphasis on ethics in contemporary university education are 
presented. Second, the general education programs of a few major 
universities are examined in order to discern the current status of 
courses onethics. This is followed by a short introduction to the 
ethics education systems at Harvard University and Korea University 
as desirable examples. Based on these analyses, suggestions for the 
improvement of ethics education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on 
various levels are submitted.

Keywords: general education program, ethics education, courses on 
ethics, ethical decision-making ability, responsible leadership, 
Seoul National Universit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