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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국문초록)

우리는 COVID-19, 기후 온난화, 전쟁과 테러와 같은 세계적인 위기들을 

겪으면서 ‘최고’, ‘유능함’, ‘뛰어남’이라는 외적인 성공을 위한 교

육패러다임이 아닌 인격적 성숙함을 길러주는 새로운 교육패러다임이 필

요함을 절감한다. 세계적인 위기들을 초래한 흑백논리, 갈등과 미움, 차별

과 무관심, 자기중심성과 과도한 나르시시즘 등은 모두 성숙하지 못한 내

면의 인격을 반영하기 때문이다. 근대이전에는 인간을, 내적 수양을 통해 

인격적 성숙함에 도달해야 하는 정신적 존재로 보았고, 이에 따라 교육의 

이상적인 목표도 높은 인격적 경지에 도달한 인간을 길러내는 것이었다. 

그러나 근대 이후의 실증주의, 실용주의, 가치 상대주의, 행동주의 교육 사

조는 인간이 지성을 통해 궁극적 가치를 자각할 수 있는 정신적 존재라는 

근원적인 믿음을 배제함으로써 내적 성찰과 수양의 인격교육을 도외시하

고, 사회 안에서의 유능한 인간을 길러내는 시민교육을 중시하는 교육 풍

조를 조성하였다. 특히, 듀이의 실용주의와 칸트의 합리성은 오늘날 도덕 

교육이론에 지대한 영향을 미쳐 사회적 존재로의 문제해결력, 비판적 판단

력을 길러주는 추론교육이 도덕교육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오늘날 도덕교육이 내적 성찰, 자기인식, 관조, 최고선

의 자각, 초월성, 세계와 타인과의 연결성, 도덕적 고양감, 부동심과 평정

심과 같은 정신적 존재로서의 자각을 일깨우는 인격교육이 부족하였다는 

반성을 통해 대표적인 인격교육 전통인 고대 그리스철학의 지혜전통에서 

아리스토텔레스가 실천적 지혜와 구분하였던 철학적 지혜의 의미와 특성

을 도덕교육적 관점에서 새롭게 정립하여 철학적 지혜함양 교육방안을 모

색함으로써, 도덕교육에서의 시사점을 찾고자 한다. 

먼저, 철학적 지혜의 의미를 살펴보면 고대 그리스철학에서 철학적 지혜

는 관조의 훈련을 통해 내적으로 행복할 수 있는 지성(nous; intellectus)의 

덕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의 이성(reason)을, 관조에 의한 직관적 인

식의 지성과 숙고하고 분별하는 추론적 인식의 합리성(logos; ratio)으로 구

분하였고, 지성을 합리성보다 우위의 인식능력이자 의도적으로 의식적인 

훈련이 필요한 인식능력이라고 보았다. 그는 인간이 행복해지려면 내적인 



삶에는 지성의 덕인 철학적 지혜가, 외적인 삶에는 합리성의 덕인 실천적 

지혜가 필요함을 주장한다. 그리스 시대의 덕이란 각각의 기능을 탁월하게 

잘 발휘하는 것이다. 그리고 지성과 합리성은 인간의 인식과 관련된다. 따

라서, 철학적 지혜란 관조를 통해 지성의 직관적 인식을 탁월하게 발휘하

여 내적 존재로서 행복해지는 것이고, 실천적 지혜란 합리성에 따른 추론

적 인식을 탁월하게 발휘하여 사회적 존재로서 행복해지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분명, 아리스토텔레스가 플라톤의 철학적 지혜에다 실천적 지혜

의 필요성을 덧붙인 것은, 사회 안에서의 미덕 발휘는 내면의 궁극적 가치

의 자각만으로는 불충분하고, 숙고와 분별이 필요하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의 확고한 입장은 철학적 지혜가 실천적 지혜보다 중요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아리스토텔레스의 입장을 계승하여 발전시킨 아퀴나스는 

무엇이 영원불변하는 궁극적 가치인지 직관할 수 있는 철학적 지혜가 있

어야만 선을 실현하고자 하는 동기를 갖게 되고, 올바르게 분별하고 식별

하는 실천적 지혜를 발휘하여 사회 안에서 선을 실현할 수 있다고 주장하

였다.

다음으로, 도덕교육적 맥락에서 철학적 지혜를 정의하기 위해 현대의 철

학적 지혜의 관점들을 살펴보면 철학적 지혜는 관조 훈련을 통해 형성되는 

성숙한 인격적 특질로 이해되거나, 내면의 선함을 일깨워 정신적 존재로서

의 자기 본질을 자각할 수 있는 정신성으로 이해되거나, 어떤 상황에서도 

평정심과 부동심을 유지할 수 있는 회복탄력성으로 이해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인간의 역량은 인격적 특질, 정신성, 회복탄력성을 모두 포함하는 삶

의 방식, 삶의 노하우와 같은 통합적 개념이다. 그러므로 도덕교육적 맥락에

서 본다면 철학적 지혜는 관조 훈련을 통해 지성의 본질직관 능력을 잘 발

휘함으로써 길러지는 내적 역량으로 정의할 수 있다. 

한편, 도덕교육 적용의 관점에서 철학적 지혜의 특성을 살펴보면, 철학

적 지혜는 관조적 인식의 반복적 훈련을 통해 길러지는 가장 성숙한 내적 

역량으로서 통찰역량, 초월역량, 도덕적 정서역량의 특성을 갖는다. 먼저, 

철학적 지혜에는 본질을 꿰뚫어 보는 통찰역량의 특성이 있다. 깊은 내적 

관조적 인식의 훈련은 자신의 왜곡된 인지적 편향과 오류를 통찰하여 인

지적 한계와 지적 겸손함과 유연함을 갖게 하고, 삶의 실존적 본질을 통찰



하여 회복탄력성을 갖게 한다. 다음으로, 철학적 지혜에는 자기중심성에서 벗

어나는 초월역량의 특성이 있다. 반복적인 관조 훈련은 영원불멸의 최고선을 

자각하여 탈중심성의 인격적 변형을 이루게 하고, 아름다움, 조화, 사랑의 경

험 안에서 타인과 세계와의 깊은 연결성을 자각하게 하며, 선함을 공명하는 

우정의 깊은 체험에 이르게 한다. 끝으로, 철학적 지혜에는 도덕적 정서역량

의 특성이 있다. 반복적인 관조 훈련은 자기중심성을 이탈한 초월상태에 이르

게 되고, 이때 동반되는 초월감정이 자비로움, 경이로움, 감사함이며, 이러한 

감정은 도덕적 행동에 자발적 동기를 제공해 준다. 또한, 관조의 반복적 훈련

은 어떤 상황에서도 내적으로 평화로운 부동심과 평정심에 이르게 한다. 부동

심과 평정심은 철학적 지혜의 중요한 표시이고, 도달해야 하는 높은 인격 수

준이며 가장 평화로운 내적 상태이다.

끝으로, 이러한 도덕 교육적 맥락에서 정의된 철학적 지혜특성을 도덕교

육에 적용하여 철학적 지혜교육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철학적 지혜교육의 

목표는 지성의‘무 비판적으로 수용하고 개방하는 관조’의 훈련을 통해 

본질직관 능력을 탁월하게 발휘하도록 교육함으로써 통찰역량, 초월역량, 

도덕적 정서역량을 길러주어 성숙한 인격발달을 이루게 하고, 참된 내적 

행복을 누리게 하는 것이라고 설정할 수 있다. 이러한 교육목표에 따른 교

수·학습방법으로는 먼저, 주의력과 자기 자각, 관조, 실존적 통찰, 회복탄

력성 교육과 같은 통찰역량 향상 교육방법을, 다음으로, 최고선의 자각, 정

신적 가치 자각, 사회와의 연결성 자각, 우주와의 연결성 자각교육과 같은 

초월역량 향상 교육방법을, 끝으로, 공감, 사랑과 자비 교육을 통한 도덕적 

정서역량 향상 교육방법을 모색할 수 있다.

이상에서의 철학적 지혜의 의미와 특성 연구와 철학적 지혜교육방법의 

모색을 통해 밝혀진 도덕 교육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도덕교육은 

인간이 궁극적 가치를 자각하는 정신적 존재이고, 정신적 가치를 추구할 

때, 가장 행복할 수 있는 지성적인 존재라는 전제를 명확히 제시해야 하

고, 학생들에게 참됨, 아름다움, 선함과 같은 고귀한 가치를 자각할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둘째, 도덕교육은 학생들이 자신의 무의식과 인지적 편향, 

수많은 상념의 내적 혼란에서 벗어나 참된 자기를 발견할 수 있도록 자신

의 내면을 잘 관찰하는 기술과 역량, 노하우를 길러주어야 한다. 셋째, 관



조의 훈련은 내면의 선함을 일깨워 내면의 조화로움, 아름다움, 고요함을 

체험함으로써 부정적 감정을 극복할 수 있는 만큼, 도덕교육에서 어떤 상

황에서도 평정심과 부동심을 가지고 삶을 긍정할 수 있는 지성의 본질직

관적 인식교육에 관심을 기울여야 하겠다. 넷째, 자발적 도덕실천이 선의 

자각에 동반되는 도덕적 고양감에서 촉발되는 만큼, 도덕교육은 선을 일깨

우고, 도덕적 고양감을 느낄 수 있는 체험적 교육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다섯째, 관조의 훈련을 통해 내적으로 지성을 잘 발휘할 수 있는 철학적 

지혜를 가질 때, 외적으로 숙고하고 분별하는 실천적 지혜도 사회 안에서 

잘 발휘될 수 있는 만큼, 도덕교육은 철학적 지혜를 실천적 지혜보다 우선

하여 인격교육이 시민교육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 

주요어 : 철학적 지혜, 지성, 관조, 통찰, 초월성, 도덕적 고양감

학  번 : 99714-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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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철학적 지혜1)는 250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진 개념으로서 매우 복합적이

고, 심오하며, 다양성을 가진 개념이다. 철학적 지혜는 모든 문명권의 초기

부터 등장했던 개념이고, 동서양 철학과 종교2), 지성적인 삶에서 “최고의 

가치”를 갖는 개념이었다(Walsh, 2015: 2, Brienza et al., 2018: 1093). 

동서양을 포괄하여 철학적 지혜의 전통을 개관하면 다음과 같다. 철학적 

지혜의 전통이 활발하게 꽃을 피웠던 시기를 야스퍼스(K.Jaspers)는 축의 

시대(Axial Era)라고 불렀다. BC 8세기 ~ BC 3세기3) 동안, 동서양은 모두 

1) 지혜의 의미 속에는 먼저, 영원불변하는 궁극적 가치에 대한 지성의 본질직관 능력
이 내포되어 있고, 다음으로, 공동체 안에서의 올바른 처신과 행위의 능숙함을 위
한 합리성의 숙고와 분별능력이 내포되어 있다(Hadot, 1995, 이세진 역, 2019: 
45-49). 아리스토텔레스는 전자를 철학적 지혜(sophia), 후자를 실천적 지혜
(phronesis)라고 불렀다. 플라톤(Platon)은 지혜를 일컬을 때,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
하고는 철학적 지혜(sophia)의 의미로 쓰고 있다. 아리스토텔레스를 따른 아퀴나스
(T. Aquinas)는 지혜가 두 가지 의미를 다 포함한다고 본다. 그는 “사람이 추구하
는 것 중에서 지혜가 가장 완벽하고, 가장 숭고하며, 가장 유익한(profitable) 것”
으로 묘사한다(Sternberg, 2019: 485). 완벽하고, 숭고한 것을 깨닫는 능력이 철학
적 지혜이고, 유익한 판단력이 실천적 지혜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현대의 심리
학에서는 지혜(wisdom)를 철학적 지혜(sophia)와 실천적 지혜(phronesis)의 의미 구
분 없이 혼용하거나, 실천적 지혜(phronesis)의 의미로만 이해하는 경향이 있다. 따
라서 본 논문에서는 관조를 통해 지성의 본질직관적 인식을 훈련함으로써 길러지
는 지혜를 부각하기 위해 아리스토텔레스(Aristoteles)의 지혜 구분에서 영감을 얻
어 지성, 관조, 본질직관적 인식과 관련된 지혜를 철학적 지혜로 지칭하겠다. 

2) 지혜는 모든 종교에서도 가장 높이 평가되는 가치이다. 유대교와 그리스도교에서
는 “최고의 선이 지혜”라고 주장한다. 코란은 “지혜를 받은 사람들은 진정으로 
풍요로운 선들을 가졌다.”라고 적혀있으며, 힌두교에서도 지혜를 키우는 것이 영
적 여정이라고 말한다. 불교에서도 지혜를, 탁월한(preeminent) 영적인 능력으로 
여긴다(Walsh, 1999: 213). 

3) 칼 야스퍼스가 언급한 축의 시대 인물들은 중국의 노자, 장자, 열자, 공자, 맹자, 
순자, 묵자, 그리스의 탈레스, 아낙시만드로스, 프로타고라스, 플로티누스, 소크라
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인도의 우파니샤드의 현자들과 붓다와 자이나교의 
시조 마하비라, 이스라엘의 이사야와 예레미야, 에스라, 이란의 짜라투스트라이다
(정창영, 2016: 368-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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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혼란과 전쟁, 질병 등의 어려움을 겪었다. 이 시기에 철학자, 현자, 

군자, 성자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등장하였는데, 그들은 사회적 위기를 극

복하기 위해 정신적 존재로서의 인간 본질을 설파하고, 높은 정신 수준인 

철학적 지혜에 이르는 관조의 훈련을 가르쳤다. 이때, 동서양 철학의 목표

는 오직 정신적 자각과 내면적 성숙함이었고, 현자들은 다양한 관조적 전

통과 방법으로 성숙한 인격의 표시인 덕을 기르고자 하였다(Lin, Culham 

& Scott, 2020: 39). 

동양의 지혜전통을 살펴보면, 먼저, 불교의 마음 챙김 명상, 도교에서의 

심호흡과 시각화와 같은 관조 수행방법이 있다. 이들의 관조적 수행방법4)

은 “사랑, 연민, 겸손, 봉사, 양보, 부드러움, 단순함”과 같은 내면의 선

함을 덕(德)으로 체화시키는 대표적인 방법이었다(Lin, Culham & Scott, 

2020: 42). 그리고 인도의 베다, 우파니샤드도 관조를 통해 높은 인격과 덕

에 도달하는 수양적 가르침을 가지고 있다. 다스굽타(S. N. Dasgupta)는 우

파니샤드의 내용을 소개하면서, 관조가 인간의 초월성과 고요와 평화, 온

전히 하나 되는 행복에 이르게 됨을 알려준다(Dasgupta, 1927, 오지섭 역, 

1997: 63). 이처럼, 축의 시대의 동양철학은 합리성의 추론적 인식이 아닌 

지성의 본질 직관을 통해 인간의 궁극목적과 영원불변하는 정신적 가치를 

깨닫고(Dasgupta, 1927, 오지섭 역, 1997: 69-77) 내적인 성숙함에 도달하는 

철학적 지혜함양에 초점이 맞춰져 있음을 알 수 있다.

서양의 지혜전통을 살펴보면, 관조의 훈련을 통한 철학적 지혜함양을 철

학의 핵심으로 삼았던 고대 그리스철학이 있다. 하도(P. Hadot)는 방대한 

분량의 기록을 남긴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상이 임의적으로, 또, 

지엽적으로 해석됨으로써 왜곡되었음을 주장한다.5) 그는 플라톤과 아리스

토텔레스 철학을 인격 수양의 관점에서 이해할 것을 주문한다(Hadot, 

4) 유교에서는 관조보다는 내성(內省)을 통한 인격형성을 강조한다. 선한 마음을 보
존하고 이를 통해 선한 본성을 함양하는 ‘존심양성(存心養性)’, 일에 대한 잘잘
못을 남에게 돌리지 않고 돌이켜 자기 자신에게 구하는 ‘반구제기(反求諸己)’, 
안으로 성인의 마음을 갖추고 있고, 밖으로는 임금의 덕을 보여주는 ‘내성외왕
(內聖外王)’(이정배 외, 2018: 140)의 수양법 등이 대표적이다. 

5) 거쓰리(W. Guthrie)도 현대의 많은 연구자가 자신의 목적을 위해 고대 그리스 사
상을 이용하고, 왜곡하며, 자기 생각을 첨가함으로써 고대 그리스철학에 대한 오
해와 편견을 초래했다고 지적한다(Guthrie, 1960, 박종현 역, 2000: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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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 이세진 역, 2019: 119). 그에 따르면, 플라톤에게 철학이란 인격 수양

이고, 좋은 삶, 영혼의 안녕을 보장하는 생활양식이자 정신수련이다(Hadot, 

1995, 이세진 역, 2019: 26). 케니(A. Kenny)도 플라톤의 철학을 좋은 삶을 

살기 위한 정신수양으로 이해한다. 그는 플라톤이 일종의 철학공동체인 아

카데미아를 설립했던 것이, 영혼불멸설과 윤회를 믿고, 철학공동체를 세워 

금욕과 엄격한 규칙에 따른 정신수양에 힘썼던 피타고라스의 영향 때문이

라고 주장한다(Kenny, 2004: 9-10). 코플스턴(F. C. Copleston)도 플라톤 철

학의 핵심이 피타고라스의 영향에 의한 정신수양이었음을 강조한다

(Copleston, 1993: 37). 

이러한 인격 수양으로서의 그리스철학의 핵심은 동양과 같이 관조의 반

복된 훈련6)을 통해 지성의 본질직관 능력을 길러주는 것이었다. 피타고라

스에서 시작된 관조의 주의집중훈련은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 스토아

학파, 신플라톤 학파에 큰 영향을 미쳐 정신수양의 핵심이 되었다(Hadot, 

1995: 84). 피타고라스는 관조의 주의 집중을 시장에서 물건을 사고파는 사

람들을 멀리서 구경하는 사람으로 비유한다.7) 그는 인간이란 행위 하는 자

이면서 행위 하는 자신을 주시(theoria)할 수 있는 정신적인 존재이기에 철

학적 지혜(sophia)를 사랑하는 철학자란 바로 비판단적으로 주시하는 자라

고 말한다(Laertios, 김인곤 외 역, 2005: 191-192).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은 

인간의 이성(reason)을 지성(nous)과 합리성(ratio)으로 구분하였고, 지성을, 

합리성보다 우위의 인식능력이고, 의도적으로 의식적인 훈련이 필요한 인

식능력이라고 보았다. 지성이란, 마음의 눈, 사랑의 눈으로 선입견과 편견 

없이 사물의 본질을 꿰뚫어 보는 관조를 통해 길러지는 본질직관적 인식

능력인데, 삶의 본질과 참됨, 선함, 아름다움과 같은 정신적 가치를 깨달을 

6) 본 논문에서의 훈련이란 반복된 연습(practices), 도야, 수양, 교육, 수련, 계발의 
포괄적 의미를 갖는다.

7) 관조와 관련된 이 이야기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치학』에서도 그대로 인용된
다. 그리고 인도의 『우파니샤드』에도 피타고라스가 말한 관조와 비슷한 이야기
가 있다. “늘 함께 다니는 정다운 새 두 마리가 같은 나뭇가지에 앉아 있다. 그 
가운데 한 마리는 열매를 따 먹느라고 정신이 없다. 하지만 다른 한 마리는 아무 
집착이 없이 열매를 탐닉하고 있는 친구를 초연하게 바라보고만 있다. 새는 에고
이고, 그것을 초연하게 바라보고 있는 새는 참 자아이다(작자미상, 정창영 역, 
2016: 84).”이로써, 동서양 모두 정신적 성숙함에 관조가 중요함을 인식하고 있
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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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그들은 지성의 관조 훈련이 이성의 끊임없이 판단하고 분석하는 

사념을 가라앉혀, 내면의 평온함에 도달함을 주장하였다. 하도는 관조의 

반복된 훈련이 인간의 관점을 변화(transformation)시키고, 최종적으로는 

인격의 변형(metamorphosis)을 초래하여(Hadot, 1995: 83) 인간으로서 가장 

온전한 상태, 성숙한 인격의 상태에 이르게 함을 언급한다. 

플라톤 이후, 아리스토텔레스는 지혜를 철학적 지혜와 실천적 지혜로 구

분하여 각각의 의미를 정교화하였다. 그는 인간의 삶을 내적인 삶과 외적

인 삶으로 구분하고, 내적인 삶에는 관조의 훈련으로 지성을 잘 발휘할 수 

있는 철학적 지혜가 필요하고, 외적인 삶에는 합리성의 추론적 인식에 의

한 실천적 지혜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철학적 지혜와 실

천적 지혜를 각각 지성의 덕과 합리성의 덕으로 보았다. 그리스 시대의 덕

이란 각각의 기능을 탁월하게 잘 발휘하는 것이다. 지성과 합리성은 인간

의 인식과 관련된다. 따라서, 철학적 지혜란 관조를 통한 지성의 직관적 

인식을 탁월하게 발휘하여 내적 존재로서 행복해지는 것이고, 실천적 지혜

란 합리성에 따른 추론적 인식을 탁월하게 발휘하여 사회적 존재로서 행

복해지는 것이다. 분명, 아리스토텔레스가 플라톤의 철학적 지혜에다 실천

적 지혜의 필요성을 덧붙인 것은, 사회 안에서의 미덕의 발휘는 내면의 궁

극적 가치의 자각만으로는 불충분하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사회는 소크라

테스처럼 오해받고, 배척당할 수 있는 특수한 상황이므로 사회적 맥락 안

에서 합리성의 숙고와 분별을 통해 적절히 미덕을 발휘해야 한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었다. 하지만 그의 확고한 입장은 철학적 지혜가 실천적 지혜

보다 중요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서양의 지혜전통에서도, 동양의 지혜전

통과 같이, 정신적 존재로서의 인간 본질을 깨닫고, 관조 훈련을 통해 인

격적 성숙함에 도달하는 지성의 덕인 철학적 지혜추구가 그 핵심임을 알 

수 있다.

이처럼, 동서양 지혜전통의 공통점은 지성의 관조를 통해 철학적 지혜를 

추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전통적인 교육의 목표도 관조를 

통한 인격 수양을 통해 높은 의식 수준에 도달한 현자, 성인, 군자가 되는 

것이었다. 

하지만, 19세기 이후, 현대과학의 출현에 의한 실증주의 사조는 학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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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세를 사실과 유용성의 추구로 바꿈으로써 철학적 지혜의 전통이 학문의 

영역에서 사라지게 되었다(Trowbridge & Ferrari, 2011: 91). 그 결과, 과학

과 물질문명이 발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학자들은 철학적 지혜전통

의 추방으로 인해 심각한 인류 위기가 초래되었음을 지적한다. 칙센트미하

이와 래썬드(M. Csikszentmihalyi & K. Rathunde)는 과학의 발달이 철학적 

지혜추구를 통해 느끼던 참된 기쁨을 빼앗아 갔음을 다음과 같이 비판한

다.

현재 기술을 중시하는 시대정신은 보편적 진리 추구를 통해 윤리적 미덕으로 

이끌어 가는 지혜의 개념을 저평가한다. 이러한 결과는 현대의 과학이 보편적 진

리나 신을 포함한 개념적 범주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데서 비롯되었다. ... 진리

(Truth) 또는 존재(Being)의 보편적 영역을 사회 전반에서 저평가함으로써 “완전

한” 기쁨과 행복의 장소로 가는 문까지 닫히게 된 것이다Csikzentmihalyi & 

Rathunde, 1990: 37-38).

그는 영원불변하는 궁극적 가치를 깨달을 때 느끼는 기쁨이 철학적 지혜

의 본질이고, 이런 철학적 지혜의 깨달음이 윤리적 미덕을 형성할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이 됨에도 불구하고, 철학적 지혜에 대한 중요성이 잊히고 있

음을 지적하는 것이다.

스턴버그(R. J. Sternberg)도 오늘날의 위기가 인격적 성숙함을 길러주는 

지혜교육의 외면에서부터 비롯되었음을 주장한다. 그에 따르면, 인격적 성

숙함을 길러주는 지혜교육은 외면된 채, 지나치게 계산하고, 분석하고, 추

론하는 지능 위주의 교육이 중시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똑똑하지

만, 비도덕적인 사람들이 늘어가고 있고, 이들의 탐욕에서 비롯된 죄악들

이 사회적 위기를 초래한다는 것이 그의 진단이다(Sternberg, 2001: 227). 

유네스코 석좌교수인 만타토브, 만타토바와 나시부리나(V. Mantatov, L. 

Mantatova, & A. Nasibulina)도 오늘날의 “자기중심적인 개인주의, 소비의 

숭배, 공동체 파괴, 비인간화, 환경 파괴”(Mantatov, Mantatova, & 

Nasibulina, 2020: 34)와 같은 문제들이 정신적 존재로서의 인간 본질을 중

시하는 철학적 지혜의 전통을 상실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그들은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처방책으로 물질문명에서 벗어나 정신문명을 회복할 

것을 제안한다. 그들이 말하는 정신문명의 회복이란 다시 고대 그리스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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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의 전통으로 돌아가, 도덕적 완성과 정신적 상승을 추구하는 정신적(윤

리적, 환경적, 미학적) 존재, 초월적 존재로서의 인간본질을 회복하는 것이

다(Mantatov, Mantatova, & Nasibulina, 2020: 34-37).

정신과 의사인 메이(R. May)도 물질문명이 정신적 존재로서의 인간 본질

을 상실하게 만들어 불안, 우울, 공허, 소외와 같은 정신적 위기를 초래하

였다고 진단한다. 그는‘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에 서 있는가, 나는 어떻

게 살아야 하는가, 나는 어디로 가야 하는가’와 같은 삶의 의미에 대한 

정향성을 회복하려면 자기통찰과 진리의 직관적 체험을 중시하였던 고대 

그리스철학의 지혜의 전통으로 돌아가야 함을 주장한다(May, 백상창 역, 

2020: 273-274). 인간은 정신적 존재이기에 물질적 안락함과 소비추구만으

로는 결코 진정한 행복을 얻을 수 없으므로, 최고선의 자각과 정신적 가치

추구의 삶을 회복해야 한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May, 백상창 역, 2020: 

239).  

마리탱(J. Maritain)도 지성의 관조를 통해 인격의 성숙함에 도달할 수 있

는 지혜의 전통이 실증주의, 가치상대주의, 실용주의 교육풍토의 영향으로 

사라짐을 비판한다. 그는 오늘날 교육의 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첫째, 교육의 목적이 무시되고 수단이 지나치게 중시되고 있다. 교육의 목적은 

지식과 지혜와 착한 의지와 사랑을 통한 인간의 해방이어야 한다. 둘째, 전문적 

훈련을 통한 기술습득이 교육의 목적이 되고 있다. 교육은 인간 내면의 정신적 

자각과 자기완성을 돕는 것이어야 한다. 셋째, 세상 문제 해결에만 집중하는 실

용주의 교육만이 중시되고 있다. 정신적 직관력과 사물의 본질 문제를 추궁하는 

통찰력을 길러야 한다. 넷째, 사회적 조건으로부터 교육의 기준이나 최고규범을 

도출하려는 사회학주의가 강조된다. 시민적 자질 양성보다 인간다운 인간을 만드

는 것이 더 중요하고, 인간다운 인간이 훌륭한 시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다섯째, 우주적 가치를 포기하고 대화술이나 웅변술 등 이성의 경험적, 작

업적 기능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주지주의가 강조된다. 전문화는 필요하지만 지나

친 맹신은 인간을 비인간화하게 만든다. 선과 자유를 옳게 바라보고 판단하는 능

력이 필요하다. 여섯째, 이성을 국가의 기술적 도구로 사용하거나 비합리적 힘의 

가치에 호소하거나 이성을 의지에 복종시키는 주의주의 교육이 강조되고 있다. 

일곱 번째, 미덕을 포함하여 모든 것을 학습과 토론으로 얻을 수 있다고 믿었던 

소피스트처럼, 교육만능주의가 강조된다(박종대, 2001: 189- 194 요약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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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의 공통적인 주장은 정신적 존재로서의 인간 본질을 전제하는 지성

의 덕인 철학적 지혜의 전통이 사라지면서 현대사회가 다양한 위기에 봉

착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현대사회의 위기극복을 위해서는 무엇

보다 인간의 정신성(spirituality)을 회복할 수 있고, 인격의 성숙함을 길러

줄 수 있는 철학적 지혜전통을 복구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분명 오늘날 도덕교육은 실용주의 교육자인 듀이(J. Dewey)와 도덕적 판

단력을 중시한 철학자 칸트(I. Kant)8)의 영향을 적지 않게 받고 있다. 듀이

는 그리스 철학자들의 궁극적 가치추구의 삶의 방식과 관조에 의한 향유

적 삶의 태도에 대해 부정적이었다. 그는 형이상학을 추구하는 철학자의 

삶의 방식을, 사회 현실과 동떨어진 무익한 삶의 방식으로 보았다. 듀이는 

교육이란 실용성과 합리성의 관점에서 삶에 유익함을 주고, 직접적인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보았다(우정아·서용석, 2019: 129-130). 

이런 듀이의 교육철학은 서구 교육에서 지대한 영향을 끼쳐 지성의 정신

적 가치추구와 관조의 본질 직관 교육을 도외시하고, 합리성에 의한 현실

적 문제 해결을 중시하게 되었다. 

한편, 칸트는 합리성으로서의 이성을 중시한 철학자이다. 그에 따르면, 

합리성이 뛰어난 사람은 올바른 도덕판단을 내릴 것이고, 그런 도덕판단이 

마땅히 해야만 한다는 의무감을 불러일으켜 선의지에 의해 도덕적 행동을 

한다는 것이다. 칸트는 인간의 도덕적 행동이란 합리성에 의해 욕망적 충

동을 억제하고, 강한 의지로 어렵게 얻는 노동과 같은 것이라고 본다

(Pieper, 1995, trans. Wasserman, 2006: 16). 이러한 칸트의 주장에 대해, 

낭만주의 철학자들은 올바른 도덕적 판단이 도덕적 행동의 동기가 아니라, 

내면의 선한 마음가짐이 도덕적 행동의 동기라고 반박한다. 피퍼(J. 

Pieper)도 도덕적 행동이란 결코 어렵게 얻어지는 노동이 아니라 관조함으

로써 선함이 일깨워졌을 때, 사랑의 마음으로 선을 실현하는 것이라고 말

한다(Pieper, 1995, trans. Wasserman, 2006: 17). 칸트의 사상은 오늘날 도

8) 물론 칸트의 판단력 비판을 강조하는 칸트철학자들은 칸트가 판단력 비판을 통해 
미와 숭고와 같은 미적 도덕성을 강조했음을 지적하며 칸트철학을 합리성으로만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윤영돈은 칸트 역시 인간이 우주와 자연을 경이롭고 
숭고하게 인식할 수 있다고 보았고, 이러한 인식이 정신력을 고양하고, 내면의 
용기를 강화시켜 자발적 도덕적 행위를 할 수 있다고 보았음을 주장한다(윤영돈, 
2006: 208-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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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교육에 영향을 미쳐 이성을 합리성으로만 보게 하였고, 도덕을 옳고 그

름을 구분하는 판단력으로 한정하게 하였으며, 도덕적 행위를 강한 의지로 

힘겹게 해야만 하는 의무로 여기게 했다고 하겠다.

이러한 듀이의 실용주의와 칸트의 합리성은 오늘날 도덕 교육이론에 지

대한 영향을 미쳐 인간의 합리성에 초점을 맞춘 추론교육을 통해 문제해

결을 중시하는 교육풍조가 조성되게 되었다. 지혜의 관점에서 본다면, 내

적인 삶을 위한 철학적 지혜보다 외적인 삶을 위한 실천적 지혜가 강조된 

것이다. 오늘날 도덕교육의 대표적인 이론들을 살펴보아도 그러한 추세를 

잘 알 수 있다.

먼저, 콜버그9)의 도덕적 인지발달이론이 있다. 인간의 이성을 합리성으

로만 이해했던 칸트 사상을 받아들인 콜버그의 도덕적 추론교육은 분석하

고, 판단하고, 비판하는 능력만을 키울 뿐, 도덕적 실천을 유도하지 못한다

는 문제점을 야기한다. 키드(I. J. Kidd)는 지난 50년간 추론주의 도덕교육

이 합리성으로는 파악되지 않는 느낌, 감정, 일화, 사례, 주관적 경험을 배

제하고, 특정 주장, 행동, 이론에 대한 찬성과 반대의 논증 훈련에만 치중

함으로써 고대 윤리적, 영적 전통이 추구하는 ‘좋은 삶’에 대한 성찰을 

위축시켰음을 지적한다(Kidd, 2018: 410-418). 말하자면, 콜버그의 도덕적 

인지발달이론에 따른 논리적 추론교육은 인간의 도덕성을 옳고, 그름을 구

별하는 도덕적 판단으로 축소시키고, 합리성으로는 이해될 수 없는 정신적 

가치 인식의 약화를 초래하였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덕교육이 있다. 맥킨타이어(A. MacIntyre)는 인간이 본래적으

로 정신적 존재이고, 선한 존재이기에 도덕적 삶을, 궁극적 목적이나 텔로

스(telos)로 여기고 추구한다는 전제를 인정하지 않는다(Vokey, 1999: 92). 

그는 덕을, 사회생활을 위해 형성된 사회적 산물(MacIntyre, 1984, 이진우 

9) 콜버그는 분명 이전의 가치 상대주의나 행동주의에 반대했고, 인간의 선함을 일
깨우는 교육에 중점을 두었다. 그러나 그의 초점은 선함을 일깨우는 지성교육이 
아니라 소크라테스식 논쟁 수업을 통한 공동체 교육에 있었다(Kohlberg, 1981, 김
민남 외 공역, 2004: 26). 하지만 말년에 그는 스토아학파와 스피노자의 범신론에 
바탕을 둔 아가페적 사랑의 7단계를 도덕발달의 가장 높은 단계로 설정함으로써 
정의에 바탕한 칸트의 합리성에 초점을 둔 도덕발달의 한계를 극복하려고 시도하
였다(Kohlberg, 1981, 김민남 외 공역, 2004: 422-432).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그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주목받지 못했고, 이후 제자들에 의해 발전되지 못하였다. 
콜버그의 7단계는 분명 철학적 지혜의 의미와 흡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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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 299)이고, “유용성의 관점에서 합리적으로 정당화되는 것(Vokey, 

1999: 91)”으로 봄으로써 결국 윤리 상대주의 오류에 빠지게 되었다

(Vokey, 1999: 91). 그리하여 맥킨타이어의 영향을 받은 덕교육도 공동체를 

위한 도덕적 덕의 습관화를 위한 방법으로 훈계, 보상, 주입에 치중함으로

써 진정한 인격도야에서 벗어나게 되었다. 왜냐하면, 진정한 인격적 변화

는 선의 자각이나 정신적 가치의 체험과 깊은 깨달음에서 비롯되지 단순

한 덕의 주입과 습관화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끝으로, 개인과 공동체, 직관과 추론, 정서와 이성을 통합하는 윤리이론

이 있다. 대표적인 학자는 나바에즈(D. Narvaez)이다. 그녀는 고대 그리스

철학의 지혜가 영혼의 노하우, 전문성인 것에 착안하여 직관 능력과 숙고

적 추론능력의 훈련으로 윤리적 전문가를 만든다는 것이다. 그러나, 철학

적 지혜가 실천적 지혜보다 우위에 있다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주장과 달리 

나바에즈는 철학적 지혜를 단순히 롤모델과 예시를 통해 암묵적 수준의 

직관을 통해 길러지는 낮은 윤리적 기술 단계의 도덕적 지식으로 여기고, 

정신적 가치의 본질직관의 가능성10)을 인정하지 않는다. 반면, 합리성에 

의한 추론능력은 지식과 절차를 통합하는 상위의 개념으로 이해한다

(Lapsley & Power 2005, 정창우 역, 2008: 279). 그녀의 이론도 숙고하고 분

석하고 추론하는 합리성을 훈련할수록 인격이 성숙해지고, 도덕적 행동에 

동기부여가 일어난다는 콜버그의 입장과 다르지 않다. 이처럼, 나바에즈의 

통합적 윤리이론도 본질직관 능력보다 추론을 더 우위에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추병완, 2020b: 110-112). 

이렇게 오늘날 도덕교육은 합리성의 추론적 인식교육이 강조되고, 지성

의 본질직관적 인식교육이 외면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도, 그동안 

우리의 도덕교육을 살펴보면, 교육과정에서 직접 지혜를 언급하지 않지만, 

형식적으로 지혜를 교육목표로 꾸준히 제시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2015 

도덕과 교육과정에도 지혜와 관련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교육목표가 있

다.

10) 나바에즈는 마음 챙김적 자기인식 연습, 글쓰기 연습, 예술 활동, 놀이를 통한 
자기인식 연습, 봉사를 통한 자기인식 연습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Narvaez, 
2012: 150-157) 그러한 훈련이 정신적 가치의 본질직관 능력을 길러줌을 인정하
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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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둘러싸고 전개되고 있는 삶의 상황 속에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라는 

물음을 근간으로 삼는 가치의 차원이 있음을 인식하고, 그것을 현실 속에서 어떻

게 구현해 갈 것인가를 고민할 수 있는 실천적인 시간과 공간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러한 목표는 자신을 둘러싼 도덕 현상에 대한 탐구와 내면의 도

덕성에 대한 윤리적 성찰과 일상적 실천을 포함하는 도덕함의 능력을 길러주는 

것으로 구체화된다(교육부, 2015: 5). 

이 목표는 윤리적 성찰을 통해 어떤 삶이 가장 좋은 삶인지 통찰하는 것

(철학적 지혜)과 그 깨달음을 삶 속에서 제대로 실현할 수 있도록 실천능

력을 발휘하는 것(실천적 지혜)을 포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

러한 목표설정에도 불구하고, 철학적 지혜는 실제적인 도덕교육에서는 외

면되고 있다. 그러므로, 도덕교육에서는 지성의 관조에 바탕을 둔 철학적 

지혜에 관한 연구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새롭게 요청된다. 

첫째, 정신적으로 성숙한 인격 함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철학적 지혜

의 연구가 필요하다. 도덕교육은 수기치인(修己治人)의 오랜 전통을 가지

고 있다. 수기치인을 오늘날 도덕교육의 언어로 해석한다면, 내면적으로 

성숙한 인격을 갖추어야만 사회적으로 좋은 시민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도덕교육은 좋은 시민으로서 삶을 살기 위한 전제로 내면적으로 좋은 인

격을 갖춘 사람을 길러내는 데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인간은 사회적 존재

이기에 앞서 내면적 존재이고, 정신적 존재이며, 영적이고 초월적 존재이

기 때문이다. 내면적으로 성숙한 인격을 갖추지 않고서는 사회에서도 좋은 

판단을 내릴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그동안 소홀하게 여겨졌던 인격적 성

숙함에 도달할 수 있는 철학적 지혜를 연구함으로써 도덕교육에 적용할 

수 있는 인격교육 방안을 모색해야 하겠다.

둘째, 학생들의 실존적 어려움에서 비롯된 정신적 문제해결을 위해 철학

적 지혜 연구가 필요하다. 정창우는 현대사회를, “정서적, 정신적 빈곤, 

삶의 의미와 목적 상실, 실존적 공허감의 시대”(정창우, 2020b: 37)로 정

의하며 도덕교육이 실존적 문제를 해결하고, 삶의 의미와 목적을 찾는데, 

관심을 기울일 것을 촉구한다(정창우, 2020b: 127). 실존적 어려움에서 비

롯된 불안, 공허, 무기력과 같은 정신적 문제는 물질 만능의 사회 풍조와 

지나치게 비교하고, 판단하고, 계산하고, 따지는 지능 위주의 교육에서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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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되었다고 볼 수 있다. 물질적 부에 대한 맹목적 집착과 과도한 이성의 

추론적 사고는 쉽게 부정적 감정 상태에 빠지게 하고, 좁은 시야로 자신의 

당면한 문제에만 집착하게 되어 넓게 보지 못하고, 타인의 아픔이나 감정

에 공감하지 못하게 한다(Fredrickson, 1998: 279-281). 따라서, 학생들이 

실존적 어려움에서 비롯된 부정적 감정을 극복하고 긍정적인 삶의 의미를 

찾게 하기 위해서는 철학적 지혜를 도덕교육에서 주목해야 한다. 왜냐하

면, 인간은 관조함으로써 초월성을 체험할 때, 참된 내적 행복을 느끼고, 

정신적 존재로서 삶의 의미와 목적을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도덕적 지식과 도덕적 행동의 괴리 문제 극복방안을 모색하기 위

해 철학적 지혜 연구가 필요하다. 당위적 판단력에 기반한 훈계 위주의 도

덕적 지식교육11)은 도덕적 이탈, 도덕적 냉소, 도덕적 무관심과 같은 지행

의 불일치 문제를 야기한다. 배와 코헨(H. Bai & A. Cohen)은 감수성과 정

서조차 “감수성을 가져야 한다.”, “배려해야 한다.”,“아름다움을 느껴

야 한다.”라는 훈계로 도덕성을 기르고자 하는 등, 오늘날 도덕교육이 도

덕주의가 되고 있음을 비판한다. 그들에 따르면, 훈계적인 도덕교육은 수

치심의 다양한 위협을 내면에 쌓게 함으로써 두려움이나 교활함에서 비롯

된 제한적인 도덕적 행동과 도덕적 냉소와 같은 지행 불일치를 유발한다

는 것이다(Bai & Cohen, 2014 : 602). 엄성우도 도덕교육이 내면의 윤리적 

요소를 중시하지 않고, 행동주의, 결과주의에 입각하여 올바른 행동만을 

중시할 경우, 장기적으로 도덕적 행위를 기대할 수 없음을 지적한다(엄성

우, 2021: 1-5). 그러므로 자발적으로, 지속적으로 도덕적 실천을 가능하게 

하는 새로운 도덕교육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인간은 참됨, 아름다움, 선함

을 자각할 때, 감사와 경이로움과 기쁨을 체험하고, 행위를 통해 내면의 

선함을 외적으로 실현하고자 하는 자발적 동기를 갖게 된다. 따라서, 도덕

교육에서는 철학적 지혜의 연구를 통해 자발적인 도덕적 실천의 방안을 

모색해야 하겠다.

11) 중학교 1학년 도덕 교과서에는 도덕적으로 행동해야 하는 이유로 자신과 타인에게 이익
을 주기 때문이라는 윤리적 이기주의, 인간의 의무이기 때문이라는 의무론, 최대 다수에
게 최대행복을 주기 때문이라는 공리주의를 제시한다(황인표 외, 2018, 21-27). 이러한 주
장들은 학생들의 도덕적 행동의 근거를 이해시켜 줄 수는 있지만, 도덕적 행동의 자발적 
동기부여에는 한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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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본 연구는 기존의 도덕교육이 합리성에 바탕을 둔 추론교육에 

치중하였고, 내적 성찰, 자기인식, 관조, 최고선의 자각, 초월성, 세계와 

타인과의 연결성과 같은 정신적 존재로서의 자각을 일깨우는 지성 교육

이 부족하였다는 반성적 입장에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지혜 구분에 영감을 

받아 관조와 지성의 본질직관적 인식과 관련된 지혜를, 철학적 지혜로 

칭하고, 오늘날 다양한 학문에서 연구되는 철학적 지혜의 의미와 특성을 

도덕교육 관점에서 새롭게 해석하여 철학적 지혜교육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구체적인 연구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고대 그리스철학에서의 철학적 지혜의 의미를 밝히고자 한다. 

둘째, 도덕교육적 맥락에서 철학적 지혜를 역량적 관점에서 의미를 모색하고

자 한다.

셋째, 도덕교육적 관점에서 내적 역량으로서의 철학적 지혜의 특성을 밝

히고자 한다.

넷째, 철학적 지혜함양을 위한 도덕교육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러한 철학적 지혜연구를 통해 최종적으로 (1) 인간의 지성은 관조를 

통해 참됨, 선함, 아름다움을 직관할 수 있다는 것, (2) 반복된 관조의 훈

련은 지성을 잘 발휘함으로써 내적 역량인 철학적 지혜를 형성한다는 

것, (3) 철학적 지혜는 자신의 무지와 오류, 삶의 실존적 본질을 꿰뚫어 

볼 수 있는 통찰역량의 특성과 영원불변하는 궁극적 가치를 자각하고, 

세계와의 연결성을 자각하며, 우정을 통해 선함을 공명할 수 있는 초월

역량의 특성과 사랑, 감사, 경이와 같은 도덕적 고양감과 참된 내적 행

복인 부동심과 평정심과 같은 도덕적 정서역량의 특성을 갖는다는 것, 

(4) 철학적 지혜는 자발적인 도덕실천을 가능케 한다는 것을 밝힘으로써 

도덕교육에서의 시사점을 찾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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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방법 및 범위

철학적 지혜에 관련된 국내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철학과 심리학과 교육학

에서의 지혜의 개념 정의에 관한 연구(이기홍, 2011; 김형수, 2017; 김수동, 

문형남, 2010; 장승희, 2020), 관조적 삶의 태도에 관한 연구(우정아·서용석, 

2019; 장영란, 2016; 이창우, 2006), 정신적 존재로서의 인간 본질에 관한 연

구(김봉제, 2014; 길희성, 2007; 조관제, 2016; 고미숙, 2013; 이지영, 2012), 아

리스토텔레스 덕에 관한 연구(이호찬, 2014; 김성주·김상현, 2014; 서병창, 

2013; 박영주, 2011, 2013; 김상돈, 2007, 엄성우, 2021)에 관한 연구, 아리스토

텔레스의 교육관에 관한 연구(임태평, 2000; J. D. G. 에반스, 1992), 성찰에 

관한 연구(조수경, 2018; 서미옥·배상식, 2013; 권미정, 2014; 박세원, 2004; 

김선희, 2009), 긍정적 정서에 관한 연구(윤병오, 2011), 마음 챙김 및 관조 훈

련방법에 관한 연구(김철호, 2012; 서현수, 2018; 장승희, 2016), 도덕적 고양

감에 관한 연구(강인구, 2014, 2016; 추병완, 2018; 윤영돈, 2005, 2006, 2007), 

세계와의 연결성에 관한 연구(심상보, 2016; 김회용, 2015; 홍명희, 2006), 인

성교육에 관한 연구(정창우, 2010, 2016, 2020; 홍석영, 2013) 등이 있다. 아리

스토텔레스는 철학적 지혜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음에도 오랫동안 도덕교육에

서의 지혜연구는 철학적 지혜가 배제된 채, 실천적 지혜에 초점을 둔 덕의 

습관화에 관한 연구가 주를 이루었다. 하지만, 최근엔 실천적 지혜와 구별되

는 인간의 정신의 초월성이나 관조적 삶의 태도, 도덕적 고양감에 관한 연구

가 증가하여 철학적 지혜의 의미이해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그러나 철학적 

지혜의 의미와 본질적 특성을 명확히 밝히려는 연구와 도덕교육에서 철학적 

지혜함양을 위한 교육방법에 관한 논의와 연구는 극히 미미하다.

한편, 철학적 지혜에 관한 국외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철학적 지혜개념의 

정의에 관한 연구(Staudinger & Glück, 2011; Sharpe, 2019; Ardelt, 1997, 
2003, 2005, 2008; Hart, 1987; Osbeck & Robinson, 2005; Tiberius & 

Swartwood, 2011; Sternberg, 2019; Pasupathi, Staudinger & Baltes, 2001), 

철학적 지혜와 실천적 지혜의 관계에 대한 연구(Curnow, 2011; Trowbridge, 

2011; Aldwin, 2009; Mickler & Staudinger, 2008; Baltes & Smith, 2008; 

Trowbridge & Ferrari, 2011), 통찰력에 관한 연구(Chandle & Holliday 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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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yton, 1982; Csikszentmihalyi & Rathunde, 1990; Kramer, 1990; Mullin, 

2018; Nussbaum, 2018), 자기 초월에 관한 연구(McKee & Barber, 1999; 

Levenson et al., 2005; Curnow, 1999; Achenbaum & Orwoll, 1991; 

Labouvie-Vief, 2003; Mickler & Staudinger, 2008; Orwoll & Perlmutter, 

1990; Banker & Leary, 2020), 본질직관에 관한 연구(Rosch, 2002; Nasr, 

1981), 도덕적 고양감에 관한 연구(Lombardo & Cornish, 2010; 

Pascual-Leone, 1990; Graf, 2020; Colin, 2019; Nielsen, 2006; Diessner et al., 

2013; Underwood, 2020; Algoe & Haidt, 2009; Aquino, McFerran & Laven, 

2011; Pohling, Diessner & Strobel, 2017; Um, 2020), 지혜교육에 관한 연구

(Huynh & Grossmann, 2020; Maxwell, 2009; Glück, Bluck & Weststrate, 

2018; Swartwood, 2020; Sternberg, 2001, 2003; Bruya & Ardelt, 2018), 실존

적 통찰에 관한 연구(Hu et al., 2019; Baehr, 2020; Staudinger & Kunzmann, 

2005), 관조 및 마음 챙김 교육에 관한 연구(Steel, 2018; Kalmanson, 2019; 

Roeser & Peck, 2009; Rosch, 2007, Lin, Culham & Scott, 2020; Farb, 2020; 

Schuman et al., 2020; Kember et al., 1996; Sharma & Dewangan, 2017; 

Semple, Droutman & Reid, 2017; Weare, 2019), 행복에 관한 연구(Bergsma 

& Ardelt, 2012), 덕에 관한 연구(Um, 2019; Ferrari et al., 2019) 등이 있다. 

철학적 지혜에 관한 국내 연구와 비교한다면, 국외 연구는 양적으로 질

적으로 풍부하다. 그러나 그동안 이루어진 실천적 지혜의 연구와 비교하면 

철학적 지혜의 연구는 초기 단계이다. 실천적 지혜가 연구된 지 30년이 지

난 2010년대에 이르러 비로소 철학적 지혜에 관한 연구가 등장했기 때문

이다. 철학적 지혜의 본질을 밝히려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합의된 

정의도 없고, 의미와 본질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이렇

게 철학적 지혜의 의미와 본질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철

학적 지혜 연구의 대부분이 심리학 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철학적 이

해 없이 실증적으로 연구되기 때문이다. 분명 철학적 지혜에 관한 심리학 

연구는 철학적 지혜의 개념을 삶에 적용 가능한 개념으로 구체화할 수 있

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경험과학을 통한 실증적 연구는 조작적이고 임의

적이며 부분적인 연구에 치중하기 쉬우므로 철학적 지혜의 의미와 본질 

이해에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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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학적 이해에 바탕을 둔 철학적 지혜의 의미와 본질에 관한 연구가 필요

하다. 따라서 본 논문은 고대 그리스철학의 철학적 지혜와 오늘날 학문에

서의 철학적 지혜의 의미를 도덕교육적 관점에서 새롭게 정의하고 특성을 

설정하여 철학적 지혜를 함양하는 교육방안을 모색함으로써 도덕교육에서

의 시사점을 찾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는 연구방법은 문헌연구를 통한 학제적 접

근법(interdisciplinary approach)이다. 철학적 지혜에 관한 1차적인 자료들은 

플라톤(Platon)과 아리스토텔레스(Aristoteles)의 저서들이다. 특히, 플라톤의 

『국가』, 『향연』,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치학』, 『니코마코스 윤리학』

은 철학적 지혜개념 이해를 위한 필수적인 저서들이다. 다음으로, 매슬로우

(A. Maslow)와 피퍼(J. Pieper), 하도(P. Hadot), 파머(P. J. Palmer)의 저서들

은 지성의 관조 개념을 현대적 입장에서 잘 이해하도록 돕는 자료들이다. 

또한, 대인관계 신경생물학자 시겔(D. J. Siegel)의 문헌들은 아리스토텔레

스의 철학적 지혜의 유다이모니아(eudaimonia)적 행복이 정신적 존재로서

의 자각과 관조에 있음을 입증해 주는 자료들이다. 에모리대학에서 최근에 

개발한 내적 성찰 연습과 회복탄력성 연습, 평등심 연습을 통한 도덕적 성

숙함을 목표로 하는 교육프로그램인 사회정서 윤리학습(Social Emotional 

Ethical Learning Program, 이하 SEE Learning으로 표기)과 인도의 구루 사

티아 사이 바바(Sathya Sai Baba)의 사상을 기반으로 하는 인간 내면의 진

실, 사랑, 평화, 올바른 행동, 비폭력의 5가지 인간 가치를 키우는 인성프로

그램인 사티아 사이 인간가치교육(Sathya Sai Education in Human Values, 

이하 SSEHV로 표기) 프로그램과 교육학자 하트(T. Hart)의 교육프로그램들

은 도덕교육에서 철학적 지혜함양방법을 모색할 수 있게 하는 중요한 자료

들이다. 그러나 이 같은 다양하고 광범위한 학문 분야의 연구는 자칫 철학

적 지혜의 분명한 의미파악을 어렵게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인간이 내적으로 선한 마음가짐을 정체성으로 갖는 성

숙한 인격체가 될 때, 외적인 삶에서 분별과 숙고의 인식을 탁월하게 발휘

하여 사회 안에서 좋은 도덕적 행위를 선택하고, 더 유능하게 문제를 해결

하며, 더 좋은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될 것이라는 전제를 바탕으로 철

학적 지혜를 연구하고자 한다. 이러한 관점은 철학적 지혜가 실천적 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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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중요하다고만 밝히고 있는 아리스토텔레스의 관점이라기보다 철학적 

지혜가 실천적 지혜의 근거가 된다고 밝힌 아퀴나스와 피퍼의 관점이고, 

오늘날 심리학에서의 철학적 지혜 연구의 관점이다.

이에 따라, 본 논문은 아리스토텔레스적인 철학적 지혜의 개념이해에 집

중하기보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지혜개념 분류를 도입하지만, 아퀴나스와 

피퍼의 입장이나 오늘날의 철학적 지혜 관련 연구들의 입장들을 종합하여 

도덕 교육적 관점에서 철학적 지혜의 의미와 특성을 정립하고, 도덕교육에

서 철학적 지혜를 함양하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러한 입장 설정을 

바탕으로 철학적 지혜와 관련된 문헌 자료들을 통합하고 분류하고 분석하

여, 다음과 같은 단계를 거쳐 연구목적을 달성하고자 한다.

II 장에서는 철학적 지혜의 이론적 기초를 살펴볼 것이다. 고대 그리스철

학에서 철학적 지혜의 의미이해를 위해서 먼저, 인간의 이성을, 본질직관

하는 지성과 논리적으로 판단하고 분석하고 추론하는 합리성으로 구분하

고, 지성의 능력을 합리성의 능력보다 높이 평가하였던 고대 그리스철학의 

이성의 이해방식을 살펴볼 것이다. 다음으로, 인간의 삶을 내적인 관조적 

삶과 외적인 활동적 삶으로 구분하고, 내적인 관조적 삶에는 지성의 덕인 

철학적 지혜가, 외적인 활동적 삶에는 합리성의 덕인 실천적 지혜를 필요

하다고 보았고, 철학적 지혜를 실천적 지혜보다 더 중요하게 여겼던 인간 

삶의 이해방식과 철학적 지혜와 실천적 지혜의 의미를 살펴볼 것이다. 관

조와 철학적 지혜의 관계를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철학적 지혜가 관조의 

반복적 훈련을 통해 길러지는 지성의 덕임을 살펴볼 것이다. 다음으로, 철

학적 지혜 형성을 위해서는 여가가 필요함을 살펴볼 것이다. 노동의 삶과 

구분되는 여가의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 여가의 삶과 철학적 지혜의 관계

를 살펴볼 것이다. 끝으로, 관조와 인간의 내적인 행복(eudaimonia)과의 관

련성을 살펴볼 것이다.

III 장에서는 오늘날의 다양한 철학적 지혜의 정의들을 살펴보고, 도덕교

육의 맥락에서 철학적 지혜를 정의해 보고자 한다. 먼저, 고대 그리스철학

의 지혜개념을 현대적 개념으로 해석하려는 시도들을 살펴볼 것이다. 대표

적으로 인격특질로 보는 관점, 정신성(spirituality)으로 보는 관점, 회복탄

력성으로 보는 관점을 알아볼 것이다. 다음으로, 역량이 이러한 다양한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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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을 통합할 수 있는 개념임을 밝히고 도덕교육의 맥락에서 철학적 지혜를 

내적 역량으로 정의할 수 있음을 밝히고자 한다. 철학적 지혜를 갖는다는 

것은 지성을 잘 발휘함으로써 내적 역량을 갖는 것이고, 그러한 내적 역량

은 인간으로서 가장 높은 정신적 의식 수준에 도달하게 하고, 내적으로 가

장 행복한 상태에 놓이게 함을 밝힐 것이다.  

IV 장에서는 도덕교육에 적용할 수 있도록 철학적 지혜의 특성을 설정하

고자 한다. 내적 역량인 철학적 지혜는 먼저, 통찰역량의 특성이 있음을 

밝힐 것이다. 통찰역량이란 깊은 내적 관조를 통해 자신의 왜곡된 인지적 

편향과 오류를 꿰뚫어 봄으로써 자신의 참된 본질을 자각하는 역량이고, 

역경과 고통과 같은 삶의 어려움을 판단 없이 지켜보는 관조를 통해 실존

적 본질을 꿰뚫어 봄으로써 개방하고 수용하는 역량임을 살펴보겠다. 다음

으로 철학적 지혜는 초월역량의 특성이 있음을 밝힐 것이다. 초월역량이란 

영원불변하는 궁극적 가치를 자각하고, 타인과 세계와의 연결성을 자각하

며, 상대방의 선함을 깊이 공명하는 우정과 같이 자기중심성을 극복하는 

역량임을 살펴보겠다. 끝으로, 철학적 지혜는 도덕적 정서역량의 특성이 

있음을 밝힐 것이다. 철학적 지혜는 지성의 관조 훈련을 통해 도덕적 정서

역량을 동반하게 되는데 여기에는 사랑, 경이, 감사와 같이 도덕적 행동의 

동기가 되는 도덕적 고양감과 참된 내적 행복을 제공하는 부동심과 평정

심이 있음을 살펴보겠다.

V 장에서는 철학적 지혜를 함양할 수 있는 도덕교육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도덕교육에서 철학적 지혜를 함양한다는 것은 관조의 훈련으로 지성

의 직관적 인식으로 참됨, 선함, 아름다움을 자각하여 선한 마음가짐을 갖

게 하는 것이다. 사실 청소년들이 고대 그리스 철학자와 같은 높은 정신적 

수준에 다다르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지혜는 오랜 세월 반복된 훈련

을 통해 길러지는 내적 역량인 만큼, 도덕교육에서 철학적 지혜를 길러주

는 방법을 제시하고 반복적 훈련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그러므로 이 장

에는 먼저, 철학적 지혜교육의 목표와 내용을 살펴볼 것이고, 다음으로 철

학적 지혜함양을 위한 교수·학습방법을 살펴볼 것이다. 철학적 지혜는 통

찰역량, 초월역량, 도덕적 정서역량의 특성이 있는 만큼, 이 세 역량을 길

러주는 방법을 모색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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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철학적 지혜의 이론적 기초

1. 고대 그리스철학에서의 철학적 지혜의 의미

1) 인간 이성의 두 측면 : 지성(nous; intellectus)과 합리성

(logos; ratio)

우리는 흔히 자연의 아름다움을 보는 것과 사물을 분석하는 것과 도덕적 

갈등을 해결하는 것이 모두 하나의 이성(reason)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생

각한다. 그러나 우리는 자연의 아름다움을 볼 때, 추론을 사용하지 않고, 

아름다움을 직관한다. 사물을 분석할 때나 도덕적 갈등을 해결할 때는 관

찰과 객관적 사실을 수집하여 분석과 논리적 판단의 근거로 삼는다. 이렇

게 이성은 대상과 상황에 따라 다른 방식으로 인식한다. 라우스(A. Louth)

는 고대 그리스철학을 이해하려면 그리스 철학자들이 이성을 어떻게 파악

했는지부터 알아야 한다고 말한다(Louth, 2007, 배성옥 역, 2011: 17). 그들

은 이성(reason)을 지성(그리스어 nous, 라틴어 intellectus)과 합리성12)(그

리스어 logos, 라틴어 ratio)으로 나누어 이해하였고, 아름다움과 같은 정신

적 가치를 직관하는 지성을, 사물을 분석하고 추론할 수 있는 합리성보다 

더 고차원적 인식개념으로 여겼다. 물론 인식에서 가장 왕성하게 활동하는 

것은 분석하고, 추론하고, 판단하는 합리성이지만, 가치를 인식하거나 진

리를 깨달을 때는 지성을 통한 본질직관이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이에 대

해 아리스토텔레스는 대상에 따라 이성의 부분이 다르게 인식한다고 설명

하였다. 이성이 가변적인 대상을 인식할 때는 숙고하거나 헤아리지만, 불

변적인 대상을 인식할 때는 숙고하지 않고, 곧바로 인식하는 것이다(천병

희 역, 2020: 217-218, NE13) 1139a4-1139a10). 즉, 세상사를 다루는 이성은 

합리성으로서 숙고하고 분별하는 반면, 절대적 진리를 다루는 이성은 지성

12) 그리스어 로고스(logos), 라틴어 라티오(ratio)는 이성, 합리적 이성, 합리성 등으
로 번역된다. 본 논문은 이 개념이 가진 분석하고, 추론하고, 판단하는 의미를 부
각하기 위하여 합리성으로 용어를 통일하여 사용한다.

13) 그리스 철학자들의 저작 약어를 출처 끝에 동반 표시하고자 한다. 저작과 약어
는 참고문헌 전면에 표로 제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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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서 본질을 직관하는 것이다.

신플라톤주의자인 플로티누스(Plotinus)는 인간 영혼의 인식 서열을 다음

과 같이 분류한다. 가장 낮은 단계로 감각 지각단계가 있다. 다음 단계로 

합리성의 논리적 지식과 계획 및 추론단계가 있고, 가장 높은 단계로 지성

의 단계가 있다. 가장 높은 단계의 인식인 지성은 형상의 세계를 인식할 

수 있는 단계이고, 인식하는 자와 인식된 자가 하나가 되는 단계이며, 직

관적으로 인식하는 단계이다(Louth, 2007, 배성옥 역, 2011: 70). 아리스토

텔레스 철학을 수용한 아퀴나스도 이성을 합리성(ratio)과 지성(intellectus)

으로 구분한다(Pieper, 1995, trans. Wasserman, 2006: 13). 앎의 활동이 보

통 합리성에 의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만, 영혼의 좀 더 높은 부분에서 

이루어지는 영적 인식은 지성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이다(Pieper, 1995, 

trans. Wasserman, 2006: 14-15). 이처럼, 고대와 중세에 이르기까지 인간

의 이성은 영원불변의 진리를 직관할 수 있는 지성과 논리적 추론을 담당

하는 합리성으로 구분되었고, 지성이 이성보다 높은 인식단계로 여겨졌다.

인간의 인식 활동은 대부분 합리성에 의해 이루어진다. 인간은 감각으로 

주어진 외부세계의 대상을, 추론적 인식을 통해 범주화하고 분석하고, 체

계화하여 자신이 받아들일 수 있는 이해 가능한 것으로 변화시킨다. 그러

나, 합리성으로 파악될 수 없는 것들이 있다. 참됨, 아름다움, 선함과 같은 

정신적 가치는 논리적 추론과 합리적 판단으로 알 수 없다. 오직 지성에 

의해 꿰뚫어 보고, 일깨워지고, 체험하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이다. 진교훈

도 정신적 가치들인 윤리적 가치, 미적 가치, 종교적 가치들은 체험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인간은 정신적인 가치들을 선험적으로 알 수 있고, 본

질 직관할 수 있으며 체험으로 존재를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이다(진교훈, 

2003: 161-163). 합리성과 지성의 차이를 피퍼(J. Pieper)는 다음과 같이 구

분한다. 합리성의 추론적 사고는 활동적인 사고이고, 지성의 직관적 사고

는 수용적 사고이며 나아가 추론적 사고는 노력과 부담이 드는 사고이고, 

직관적 사고는 애쓰지 않음과 온전한 현존과 관계가 있는 사고라는 것이

다(Pieper, 1995, trans. Wasserman, 2006: 16).

이제 합리성과 지성 각각의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자. 먼저, 합리성의 

개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백종현은 합리성이 본래 그리스어 ‘로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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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λόγοϛ)나 라틴어 ‘라티오’(ratio)를 번역한 말로서 인간의 “말하기”와 

“사고능력”을 기본의미로 갖는다고 말한다. 그에 따르면, “‘로고스’와 ‘라티

오’”는 “‘레고’(λέγω)의 전성명사”인데, “근간 의미”는 “말과 셈”이고 “비

율·관계· 추리· 개념적 사고 ·고려· 계획· 방법 ·설명 ·증명· 서술 ·이론· 체

계 ·원칙 ·원리 ·근거 ·학설· 언표”를 의미한다(백종현, 2009: 56). 한마디로 

합리성은 “개념적 사고”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합리성은 감각으로 지각된 

대상을 나누고, 분류하고, 범주화하는 기능이 있고, 분석하고 숙고하고 분별하

는 추론적 기능이 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합리성을, 욕구와 행동과 관련된 이성이고, 숙고를 특

징으로 한다고 말한다(Aristoteles, 오지은 역, 2018: 159, DA 433a10-15). 그

에 따르면, 숙고는 목적달성을 위해 수단들을 찾아가는 헤아림, 실천 추론이

다(Aristoteles, 오지은 역, 2018: 274, DA 433a15). 실천적 영역에서 어떤 행

동을 할지를 헤아리는 능력인 숙고하는 부분(bouleutikon)이 합리성과 관련된

다는 것이다(Aristoteles, 오지은 역, 2018: 275, DA 433b). 그는 행동과 관련된 사

유는 합리성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보았다.

피퍼는 고대 그리스철학에서의 합리성이란 탐색하고, 조사하고, 추상화

하고, 구체화하고, 추론하는 것이라고 말한다(Pieper, 1995, trans. 

Wasserman, 2006: 14-15). 피퍼는 특히 칸트가 철학적 진리란 오직 합리성

의 법칙에 따른 지적 노동(work)으로 얻어지는 것이지 직관적으로 14)파악

될 수 없는 것으로 보았음을 지적한다(Pieper, 1995, trans. Wasserman, 

2006: 13). 그에 따르면 칸트에게 지식이란 반드시 추론적이어야 하고, 비직

관적인 것이다(Pieper, 1995, trans. Wasserman, 2006: 13). 칸트는 플라톤 

철학을 환상에 빠진 직관 철학의 원조라고 비판하면서, 합리성의 숙고와 분

별을 통해 올바른 판단과 올바른 결정을 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14) 칸트는 철학을 “헤라클레스의 노동”과 같다고 보았고, 철학의 정당성을 노동
의 집중적 특성에서 찾았는데, 이러한 입장은 그의 윤리적 견해와도 일치한다. 
칸트는 사람다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자연적 경향에서 벗어나기 위해 노력해야 
하고, 도덕법칙의 핵심이 인간의 자연적 충동들을 반박하는 것이어야 하며, 자기
완성을 위한 자의적인 노력도 반드시 도덕적으로 옳은 것의 척도에 기반해야 한
다고 보았다(Pieper, 1995, trans. Wasserman, 2006: 16). 그리하여 칸트는 새로 등
장한 낭만주의 철학을 노동함 없이 오직 그 자체 안에서 즐기기만 한다고 비판한
다(Pieper, 1995, trans. Wasserman, 2006: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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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칸트의 묘비명15)에서 볼 수 있듯이 칸트는 인간이 경이로움과 숭고함

을 느낄 수 있는 존재이고, 그와 같은 도덕적 고양감이 도덕적 행위에 중요

함을 인식하였다. 그러나 그의 주장의 강조점은 내면의 선함이 일깨워질 때, 

도덕적 행위가 가능하다는 것에 있지 않고, 합리적인 판단에 따라 강한 의

지로 마땅히 해야 할 바를 행하는 것에 있다. 그러나 이같이 합리성에 의한 

판단이 도덕적 행위의 기준이 될 때의 문제점은 합리성의 범주를 넘어가는 

초월적 가치나 영원불멸의 궁극적 가치를 체험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지성의 개념을 살펴보자. 고대 그리스 철학자 플라톤과 아리스

토텔레스, 중세 사상가들은 인간이란 완전히 수용적인 인식 또는 헤라클리

투스(Heraclitus of Ephesus)가 말한 “사물에 경청하는 것”과 같은 인식

을 할 수 있는 존재라고 말한다(Pieper, 1995, trans. Wasserman, 2006: 13). 

직관은 이해적인(receptive), 수용적인, 영혼의 정적인 태도와 관계된다(Pieper, 

1995, trans. Wasserman, 2006: 13). 지성은 있는 그대로 직관할 수 있는 능력, 

단순한 직관(simplex intuitus) 능력이다. 이것은 마치 눈을 통해 풍경 전체를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진리 자체를 파악하는 것이다(Pieper, 1995, trans. 

Wasserman, 2006: 14-15). 아리스토텔레스는 이같이 판단 없이 깊이 응시

하는 지성의 관조를, 영원한 것(Aristoteles, 오지은 역, 2018: 68, DA 

413b25), 불사적인 것(Aristoteles, 오지은 역, 2018: 145 DA 430a25) 행동과 

관련이 없는 것(to aneu praxeos), 인간 본질을 드러내는 참, 거짓, 절대적

인 것(Aristoteles, 오지은 역, 2018: 151, DA 431b10)을 인식할 때 이루어진

다고 주장한다. 이렇게 인간은 지성을 통해 내면 속으로 “이행”할 수 있

는 존재이며, 불사적인 것, 영원한 것을 인식함으로써 신의 세계에 현존할 

수 있는 존재인 것이다(Aristoteles, 오지은 역, 2018: 327, DA 417b7).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은 인간이란 우주와 신을 생각할 수 있는 정신적 

존재이고, 형이상학적 가치들을 직관적으로 깨달을 수 있는 지성적인 존재

임을 당연하게 받아들였다. 라우스(A. Louth)는 페스뛰지에르(Festugière)
의 설명을 인용하여 인간의 지성이 우주를 초월하는 절대적 진리를 깨달

을 수 있는 직관능력임을 강조한다. 

15) 칸트의 묘비명은 다음과 같다. “생각하면 할수록 놀라움과 경건함을 주는 두 
가지가 있으니, 하나는 내 위에서 항상 반짝이는 별을 보여주는 하늘이며, 다른 
하나는 나를 항상 지켜주는 마음속의 도덕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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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16)에 의하여 진리에 접근하는 것과 고대인들이 지성(nous)라고 불렀던 직관

력에 의해 진리에 도달하는 것은 전혀 다른 것이다. ... 영혼은 지성(nous)의 매개를 

통하여 무엇인가를 알게 되는데 이 앎이란 직접적인 접촉으로서 감성으로 느껴지고 

만져지고 눈에 보이는 것이다. 영혼이, 추구하는 것과 완전히 용해되어 하나가 되는 

결합, 두 생명이 스며들어 하나로 되는 융합이다(Louth, 2007, 배성옥 역, 2011: 

17-18).

페스뛰지에르(A.J. Festugière)의 설명을 통해, 인간의 지성은 깊은 응시

인 관조를 함으로써 정서를 동반하는 향유하는 진리체험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지성의 가치체험은 대상과 하나 되는 깊은 일

체의 체험이고,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감동과 경이, 성스러움과 거룩함의 

고양감을 동반한 초월적 체험이다17)(Vokey, 1999: 95-96). 아리스토텔레스

는 선을 직관하는 정서를 칼론(kalon)이라고 불렀다. 칼론은 칼로스(kalos)

의 중성 형태로 아름답다는 의미이다(Vokey, 1999: 95). 그의 주장에 따르

면 인간의 지성은 정신적 가치를 체험하게 하고, 그때는 반드시 아름다움, 

고귀함과 같은 정서적 형태의 반응을 동반한다는 것이다. 

정리하자면, 이성에는 먼저, 합리적 판단에 활용되는 계산하고, 분석하

고, 추론하는 합리성이 있다. 다음으로, 신적 지성으로 불리는 것으로 합리

성보다 높은 차원의 인식방식인 지성이 있다. 지성의 인식은 마음의 눈으

로 보는 것이고, 사랑을 담은 깊은 응시를 통해 대상의 본질을 꿰뚫어 보

는 것이다. 고대 그리스철학에서는 이렇게 지성과 합리성을 결합하여 진리

를 탐구했는데, 지성과 합리성은 다음과 같이 작용한다. (1) 인간의 내면은 

지성에 의한 본질직관으로 행복을 느낄 수 있다. 지성에 의한 깊은 응시인 

관조는 마음의 평화와 참된 진리, 초월, 이타적 마음을 가질 수 있게 한다. 

(2) 내적 행복을 위해서는 관조를 통한 지성의 인식이 우선되어야 하지만, 

타인이나 공동체와의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합리성이 요청된다. 왜냐

하면, 인간은 숙고하고 분별하는 합리성의 인식을 통해 상황과 처지에 따

라 올바르게 처신할 수 있기 때문이다. 

16) 여기에서의 이성은 합리성을 가르킨다.
17) 플라톤의 선의 이데아(선자체), 궁극적 가치, 절대적 가치는 공통적으로 본질직

관적 인식으로 파악된다. 이때의 본질직관적 인식은 셸러가 말한 것처럼, 사랑의 
작용으로 파악되고 정신감과 외경으로 파악된다고 하겠다(진교훈, 1994: 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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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간의 삶의 두 측면 : 관조적인 삶과 활동적인 삶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은 인간의 삶을, ‘내적인 삶’과 ‘외적인 삶’으로 

구분하였다. 내적인 삶은 내면의 영혼을 돌보는 삶이고, 외적인 삶은 사회적 

존재로 사는 삶이다. 그들은 내적인 삶을 관조적 삶으로, 외적인 삶을 활동

적 삶으로 규정한다. 인간의 삶을 내적인 관조적인 삶과 외적인 활동적인 삶

으로 구분하는 이러한 방식은 중세와 르네상스에 이르기까지 계속 이어졌으

나 근대 이후에는 내적인 관조적인 삶에 관한 관심은 사라지게 되었고, 외적

인 활동적인 삶에 대한 담론만이 남게 되었다(장영란, 2016: 275-276).

내적인 관조적 삶에 대한 논의는 피타고라스에게서 시작된다. 피타고라스는 

‘지혜를 사랑하는 자(philosophos)’라는 철학자라는 단어를 처음 사용하였고

(Laertios, 김인곤 외 역, 2005: 192, Kenny, 2004: 9), 관조(theoria)라는 말을 처

음 언급한 철학자이다. 이러한 내용은 라에르티오스(D. Laertios)가 기원후 2-3세

기 경에 쓴『유명한 철학자들의 생애와 사상』에 수록되어 있다.

인생이란 축제와 같다. 어떤 사람들은 시합하기 위해 참석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장사하기 위해 참석한다. 그러나 가장 훌륭한 사람들은 구경하는 사람들로서 참석한

다. 이처럼, 인생에서도 노예와 같은 사람들은 명예와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되

지만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된다((Laertios, 김인곤 

외 역, 2005: 191-192)

피타고라스는 외적인 가치인 명예나 물질에 몰두하여 자신의 진정한 본

질을 알지 못하는 시합하는 사람이나 장사하는 사람보다 구경꾼이 되어 

행위 하는 자신을 지켜보는 내적인 삶을 중시하는 철학자의 삶을 더 좋은 

삶이라고 본다. 피타고라스에게 인간은 행위 하는 자이면서 행위 하는 자

신을 주시(theoria)할 수 있는 정신적인 존재이며, 철학자는 다름 아니라 

주시하는 자인 것이다. 피타고라스의 관조(theoria)의 개념은 플라톤과 아

리스토텔레스의 철학적 지혜의 개념에 절대적인 영향을 준다. 

플라톤은 피타고라스의 영향을 깊이 받아 내면을 관조하는 삶의 중요성

을 강조하였다. 그에 따르면 인간에게는 불완전함에서 벗어나 영원불멸의 

완전함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억누를 수 없는 상승 경향인 에로스가 내재

되어 있다고 한다(Hessen, 1948, 진교훈 역, 1992: 154). 더 나은 존재가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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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자 하는 열망인 에로스 때문에 인간은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추구하게 

되고, 마침내 이데아라는 형상 인식의 열망을 갖게 되는데, 지성의 관조를 

통해 최종적으로 이데아18)를 인식할 때, 인간은 비로소 참된 내적 행복을 

느끼게 된다는 것이 플라톤의 주장이다. 하지만 그는 내적으로 관조적인 

삶이 가장 행복한 삶일지라도 거기에만 머무르지 않고, 반드시 외적으로 사

회에 봉사하는 활동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고 강조한다(Platon, 천병희 역, 

2202: 447, Politeia, 540b). 

플라톤 동굴의 비유에서도 내적인 관조적 삶과 외적인 활동적인 삶의 구

분을 볼 수 있다. 대부분 인간은 감각을 통해 인식되는 세계를 전부로 알

고, 참된 진리를 구하지 않지만, 철학자는 지성의 관조를 통해 참된 진리

를 본질 직관한다. 철학자가 이러한 내적인 관조적 삶을 통해 참된 진리를 

인식하면 다시 동굴로 돌아와 나머지 사람들도 진리를 깨닫게 하려고 애

쓰는 외적 활동적 삶을 수행한다는 것이다. 플라톤은 정신적 존재의 자각

과 정신적 가치의 추구의 삶인 내적인 관조적 삶이 잘 이루어져야만 외적

인 활동적 삶도 가치 있는 삶이 될 수 있다고 보았다. 말하자면 내적 관조

적 삶이 외적 활동적 삶의 근거가 되는 것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니코마코스 윤리학』, 『에우데모스 윤리학』, 『정

치학』에서 각각 내적인 관조적 삶과 외적인 활동적 삶에 대해 논의한다. 

먼저, 아리스토텔레스는 『니코마코스 윤리학』에서 인간의 삶을 내적

으로 진리의 인식을 목표로 하는 관조적 삶(theoretikos bios)과 외적으로 

명예(time)와 탁월성(arete)을 목표로 하는 정치적 삶(politikos bios)을 구분

한다(Aristoteles, 천병희 역, 2020: 28-30, NE, 1095b14-1096a5). 아리스토

텔레스에 따르면, 관조적 삶은 자족적이고, 완전하지만, 정치적 삶은 관조

적 삶에 비하면 불완전하다. 그러므로 오직 내적인 관조적 삶만이 완전한 

행복을 제공할 수 있고, 외적인 정치적 삶은 관조적 삶처럼 행복을 주지 

못한다(Aristoteles, 천병희 역, 2020: 36-39, NE, 1096a28-1098a20). 인간의 

지성은 사물과 자신의 내면을 판단 없이 응시하는 향유하는 관조를 가능

하게 한다. 인간은 이렇게 사념에 사로잡히지 않은 채, 영원불변하는 절대

18) 이데아란“모든 것에 있어 모든 옳고(orthon) 아름다운(kalon) 것의 원인(aitia)”
이다(Platon, 천병희 역, 2020: 401, Politeia, 517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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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진리를 자각하고 향유할 때, 깊은 행복감을 느낀다. 절대적 진리와 영

원불변하는 참된 진리를 체험할 수 있는 인식이 지성의 직관적 인식인 것

이다. 그러므로 아리스토텔레스는 목적 그 자체인 관조적 삶이 이유와 목

적에 의한 외적인 정치적 삶보다 행복을 준다고 보았다(Aristoteles, 천병희 

역, 2020: 393-396, NE, 1177a11-1178a9).

다음으로, 아리스토텔레스는 『에우데모스 윤리학』에서 인간의 삶을 

진리(aletheia)를 추구하는 철학적 삶(philosophos bios)과 아름다운 활동

(prakseis kalas)을 추구하는 정치적 삶으로 구분한다. 니코마코스 윤리학에

서의 관조적 삶 대신 철학적 삶이라고 칭하고, 정치적 삶은 명예에 대한 

언급이 빠진 채 탁월성에서 나온 아름다운 실천만을 언급한다(장영란, 

206: 280). 

끝으로,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치학』에서 가장 자세하고, 명쾌하고, 발

전된 방식으로 내적인 관조적 삶과 외적인 정치적 삶을 구분하여 설명한다. 

그는 내적인 삶을 모든 외적인 사물을 초탈한 삶, 철학자에게 어울리는 유

일한 삶, 관조적 삶이라고 일컫고, 외적인 삶을 정치적, 실천적(praktikos) 

삶이라고 말한다(Aristoteles, 천병희 역, 2017: 368, Pol, 1324a24-28). 부연

하자면, 외적인 삶이란 타인과의 관계나 사회 안에서 미덕을 실현할 수 있

는 활동적인 삶이고, 개인과 국가 발전에 꼭 필요한 삶으로서 정의를 실현

하고, 절제를 실천하는 활동적인 삶이다. 그런데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치

학』에서 내적인 삶도 활동적 삶이라는 주장을 내세운다. 아리스토텔레스

는 관조적 삶은 절대적으로 좋은 것, 가치 있는 것을 자각하는 삶이고, 이

러한 반복된 가치의 체험은 선한 마음가짐을 형성하여 외적으로 드러나는

“태도 또한 절대적으로 좋고, 고상할 수밖에 없게” 되므로(Aristoteles, 천

병희 역, 2017: 403, Pol, 13328a21-27) 사색하는 내적인 삶도 활동적이고 중

요하다는 것이다. 즉, 관조(theōria)와 사색은 그 자체가 훌륭한 행위

(eupraxia)이고, 활동(praxis)일뿐만 아니라, 훌륭한 행위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Aristoteles, 천병희 역, 2017: 373, Pol, 1325b14-20). 이러한 아리스

토텔레스의 주장은 내적으로 좋은 삶을 살게 되면, 훌륭한 행동을 선택하

게 될 것이고, 자연히 외적으로도 국가와 인류에게도 최선의 삶을 살게 된

다는 것이다(Aristoteles, 천병희 역, 2017: 373, Pol, 1325b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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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스토텔레스는 이러한 내적인 삶과 외적인 삶과의 관계 설정의 근거

가, 내적인 삶은 그 자체의 목적을 추구하는 지성에 의해, 외적인 삶은 유

용성을 추구하는 합리성에 의해 이루어지기 때문이라고 밝힌다(Aristoteles, 

천병희 역, 2017: 407, Pol, 1333a30-1333b9). 그는 인간 이성이 철학적인 것

과 실천적인 것으로 나뉘고 철학적인 것이 더 우위에 있으므로(Aristoteles, 

천병희 역, 2017: 407-408, Pol, 1333a16-29), 지성의 철학적인 내적인 삶이 

합리성의 외적, 실천적 삶보다 더 중요하다고 밝히고 있고, 관조적인 삶을 

잘 살 때, 외적인 활동적인 삶도 잘 살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렇게 내적인 삶을 외적인 삶보다 중시하는 그의 입장은 교육관에서도 

잘 드러난다. 그는 교육에서 내적으로 지성적인 존재가 되는 것이 외적으

로 합리적인 존재가 되는 것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그는 육체가 이성

(reason)보다 먼저 성장하고, 혼도 이성에 복종하는 부분이 지성적인 부분

보다 먼저 성장하기 때문에 성장 순서대로 교육해야 하지만, 반드시 교육

의 궁극적 목표는 내적인 삶의 지성함양이어야 한다는 것이다(Aristoteles, 

천병희 역, 2017: 411-414, Pol, 1334a11-1334b27). 개인과 국가를 위한 유

용성에 따른 활동적인 삶이 중요하지만, 인간은 본래 정신적 존재이므로 

정신적 가치를 깨닫는 내적인 관조적 삶을 사는 것이 더 중요하고 우선되

어야 한다는 것이다.

중세시대의 아퀴나스(T. Aquinas)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상을 이어받은 

대표적인 철학자이다. 그도 아리스토텔레스처럼, 인간의 삶을 관조적 삶

(vita comtemplativa)과 활동적 삶(vita activa)’으로 구분하고, 관조적 삶

을 활동적 삶보다 우위에 두었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관조적 삶이란 지

성으로 진리를 관조하는 삶이고, 진리를 통해 얻는 기쁨과 사랑을 실천하

려는 의지를 갖게 되는 삶이며 육체의 수고 없이 내면 안에서 완성되어 오

래 지속되는 삶이다. 반면, 활동적 삶이란 행동을 목표로 하는 삶으로서 

신중함의 덕을 가지고 실천하는 삶이고 외적인 삶이다(Coggi, 1989, 이재

룡·이동익·조규만 역, 1993: 363-365). 

아리스토텔레스가 관조하는 삶이 활동적인 삶보다 중요하고, 관조하는 

삶을 잘 살아야 활동하는 삶도 잘 살 수 있다는 언급에서 그쳤다면, 아퀴

나스는 관조적 삶과 활동적인 삶의 관계를 보다 적극적으로 정립함을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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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그는 정신적 존재로서의 자기 본질을 자각하고, 참된 진리를 깨

닫게 될 때, 세상 안에서 그 진리를 바탕으로 신중함을 통한 활동적인 삶

을 살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그의 주장의 핵심은 관조적 삶을 통해 영원불

변의 궁극적 진리를 깨닫는 철학적 지혜가 활동적 삶을 잘 살 수 있게 하

는 실천적 지혜의 근거가 된다는 것이다(Coggi, 1989, 이재룡·이동익·조

규만 역, 1993: 366).  

인간 대부분의 삶이 외적이고, 행동하는 활동적 삶일지라도 내적으로 자

신을 돌아보고, 참된 진리를 찾고자 하는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외적인 삶

을 잘 살 수 없다는 것이 그의 가장 중요한 강조점이다. 그는 인간의 궁극적 

목적이 행복(그리스어 eudaimonia, 라틴어 beatitudo)에 있고, 사물의 본질을 

직관하는 이해(intellectus)를 통해 관조함으로써 행복에 도달할 수 있다고 

보았다(Steel, 2014, 박수철 역, 2018: 180~186). 그러므로, 그에게 지혜란 관

조 훈련을 통해 변화무쌍하고 표피적인 현상들 뒤에 있는 불변하고 궁극적

인 원인들을 꿰뚫어 볼 수 있는 통찰력인 것이다. 상위의 시각으로 사물을 

바라보는 능력의 훈련은 지성의 덕인 철학적 지혜를 형성하여 사물을 꿰뚫

어 보고, 고차원적인 판단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Robinson, 1990: 20). 

그는 철학적 지혜가 실천적 지혜의 근거가 된다는 전제하에서 신중함의 

덕인 실천적 지혜의 구체적 방안들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1) 참된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경험의 기억, (2) 올바른 규범인지 판별할 수 있는 이성, 

(3) 현인들의 가르침에서 나온 온순함, (4) 해야 할 일의 올바른 내용을 잘 

습득하는 성실성, (5) 훌륭한 조언자들을 통한 합리성, (6) 결과를 예측하는 

선견지명, (7) 상황에 따른 책임과 목표를 위한 방법에 대한 심사숙고, (8) 

장애물을 예측하는 조심성을 들고 있다(Coggi, 1989, 이재룡·이동익·조

규만 역: 1993: 264). 또한, 그는 “성급함”, “무분별함”과 같은 악습에

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행동을 바르게 하게 하는 심사숙고(Eubulia), “사려 

깊은 생각 이상으로 좋은 의견을 주는 좋은 감각(Synnesis)”, “완전성에 

도달할 수 있는 비평 기준, 분별(Gnome)”이 필요함을 피력한다(Coggi, 

1989, 이재룡 외 역: 1993: 265-265). 이러한 아퀴나스의 주장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실천적 지혜는 철학적 지혜의 근거를 요청하고, 철학적 지혜의 

발휘에는 실천적 지혜의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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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자면, 고대 그리스 철학자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와 중세의 철학

자 아퀴나스의 철학적 입장은 분명히 다른 점이 많지만, 그들의 공통된 주

장은 인간은 관조적인 삶을 살 수 있는 지성을 가진 정신적 존재이고, 인

간의 삶에는 내적으로 관조적 삶과 외적으로 활동적인 삶이 있으며, 내적

인 관조적인 삶을 잘 살아야만 외적인 활동적인 삶도 잘 살 수 있다는 것

이다. 아리스토텔레스가 내적인 관조적 삶이 외적 활동적 삶보다 중요하고 

우선되어야 한다고 언급에 그친 반면,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상을 이어받은 

아퀴나스는 그의 주장을 발전시켜 내적인 관조적인 삶이 외적 활동적 삶

의 근거가 됨을 정교하게 제시한다.

3) 지혜의 두 측면 : 철학적 지혜(sophia)와 실천적 

지혜(phronesis)

소크라테스의 사상을 이어받은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는 당시의 사회

적 혼란이 인간의 정신성(spirituality) 상실에서 비롯되었다고 진단하였다. 

인간이란 본래 정신적 가치를 추구하는 정신적 존재이므로 물질적 욕망, 

명예의 집착, 쾌락적 정욕을 추구하는 삶으로는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없

다는 것이 그들의 공통된 주장이다. 그러나 두 사람의 철학적 탐구방식은 

많은 차이를 가지고 있다. 플라톤이 인간 내면세계를 깊이 관조하여 이데

아로 일컬어지는 최고선을 자각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겼다면, 아리스토텔

레스는 자연과 같은 외적 세계를 깊이 관조하여 우주 만물 속에서의 영원

불변하는 절대적 진리의 탐구를 더 중요하게 여겼다. 하지만, 두 철학자 

모두 인간의 지성은 궁극적 가치를 본질 직관할 수 있고, 철학적 지혜란 

내면을 행복하게 하는 지성의 덕으로 이해하였다. 

먼저, 플라톤은 철학적 지혜를 덕 중의 최고의 덕이라고 말한다(Platon, 

천병희 역, 2019a: 138, Phaidon, 69a-d). 플라톤의 기본적인 관점은 이 세

상에는“현세의 변화와 무상함을 초월한 것, 불확실한 견해를 초월한 것, 

확실성 내지 무오류성 이상의 특성을 지닌, 참으로 존재하는 것, 영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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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 변함없는 것이 있고(Louth, 2007, 배성옥 역, 2001: 22),”인간에게는 지

성의 관조(theoria) 능력이 있기에 궁극적 실체인 진, 선, 미를 체험할 수 

있다는 것이다(Trowbridge, 2011: 157, Louth, 2007, 배성옥 역, 2001: 

23-28). 이렇게 인간은 본래적으로 궁극적 가치를 깨달을 수 있는 지성적

인 존재이므로, 지성의 직관적 인식을 통해 정신적 가치를 추구하는 삶이 

가장 행복한 삶인 것이다. 그러나 인간은 또한, 육체적인 존재이므로, 지속

적이고 의도적인 지성의 훈련 없이는 이러한 참된 내적 행복에 도달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플라톤에게 철학적 지혜란 관조의 반복적 훈련을 통해 

정신적 가치를 추구하여 참된 행복을 누리는 삶의 방식이고, 지성의 덕인 

것이다.

아리스토텔레스도 인간이 지성을 가진 정신적 존재임을 강조한다. 그에

게 인간이란 지성을 통해 영원불멸하는 참된 진리를 자각할 수 있는 정신

성을 본래적 본성으로 가진 존재이다. 그러므로 그런 본성을 추구하는 삶

을 살 때, 가장 큰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그의 말을 

들어보자.

각자에게 고유한 것이, 본성적으로 각자에게 가장 좋은 것이자 가장 즐거운 

것이다. 따라서 인간에게는 지성에 걸맞은 삶이 최선이자 가장 즐거운 삶이다. 

지성이야말로 다른 어떤 것보다도 인간적이기 때문이다. 그러니 그런 삶은 또한 

가장 행복한 삶일 것이다(Aristoteles, 천병희 역, 2020: 396, NE, 1178a5-9).

그도 절대적 가치19)의 깨달음과 자각이 궁극적 행복을 제공한다는 것이

다. 따라서, 그에게 철학적 지혜란 관조를 반복적으로 훈련함으로써 지성

을 잘 발휘하여 내적 행복을 누리는 지성의 덕인 것이다. 그는 인간 내면

에 진정한 자기(true Self)를 찾아야 함을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우리 안에 있는 최고의 것에 걸맞은 삶을 살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이 

최고의 것은 그 부피는 작아도 힘과 가치에서 모든 것을 크게 능가하기 때문이

다. 그리고 이 최고의 것이야말로 개개인을 지배하는 더 나은 부분이기에 개개인

의 진정한 자기인 것 같다(Aristoteles, 천병희 역, 2020: 396 NE, 1177b30-1178a4).

19) 아리스토텔레스는 절대적인 것을 그 자체로 선한 것(to kalos)이라고 말한다
(Aristoteles, 천병희 역, 2017: 402, Pol, 1332a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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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스토텔레스에게 지성은 인간에게 고유한 것이고, 본성적으로 가장 

좋은 것, 즐거운 것이다. 고대 그리스에서의 덕은 탁월함이다. 그러므로 지

성의 덕이란 지성의 탁월함이다. 지성은 오직 인식의 정신 활동20)에서 발

휘되는 능력이다. 그렇다면 지성의 덕이란 인식활동의 탁월함과 관련된다

고 하겠다. 그러므로 철학적 지혜는 관조를 통해 지성(nous)의 직관적 인식

을 반복적으로 훈련함으로써 형성되는 지성의 덕이고, 이를 통해 영원불

멸, 우주와 같은 초월적 가치, 눈에 보이지 않는 정신적 가치를 인식할 수 

있는 것이다(Aristoteles, 천병희 역, 2020: 399-401, NE, 1178b25-1179a34).  

인식을 탁월하게 잘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평소 우리의 인식 

활동을 생각해본다면 생존경쟁 상황에 놓여있을 때, 긴장하고 자기중심적

으로 생각하기 쉽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Fredrickson, 1998: 

279-281). 그러나 우리가 판단 없이 자신의 내면을 깊이 응시하거나 자연

과 같은 외적 세계를 주시하거나 타인의 선행을 바라볼 때처럼, 관조적 활

동이 이루어질 때, 초월과 평온함과 행복감을 체험할 수 있음을 알 수 있

다. 또한, 불교의 자애명상처럼, 의식적으로 좋은 것을 관조할 때, 우리는 

자기중심성에서 벗어나 초월할 수 있음을 알게 된다. 습관적으로 인간의 

지성을 발휘하여 정신적 가치를 관조하는 사람은 지성의 탁월성을 가지게 

될 것이고 지성의 덕인 철학적 지혜를 가지게 될 것이다. 따라서 지성의 

덕인 철학적 지혜는 관조를 통한 지성의 탁월함인 것이다. 그리고 최고의 

인식 활동은 영원하고, 불변하며, 궁극적인 가치를 관조하는 것이 된다. 덕

이 습관에 의해 형성되는 것이라면 궁극적인 가치를 더 많이 더 자주 관조

하는 활동이 이루어질 때 지성의 덕인 철학적 지혜도 깊어지게 될 것이다. 

인간에게 익숙한 충동과 본능에 따른 감각적 인식에서 벗어나 가치 있는 

것을 관조하기 위해서는 절대 쉽지 않은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한 노력의 

보상으로 아리스토텔레스는 영원함과 불멸함을 체험할 수 있다고 보았고, 

깊은 행복감에 도달할 수 있다고 한다(Aristoteles, 천병희 역, 2020: 

393-394, NE, 1177a21-28). 그러므로, 아리스토텔레스에게는 철학적 지혜

란 영원불멸하는 참된 진리를 관조하는 지성의 덕인 것이다. 그러므로 철

20) 아리스토텔레스(Aristoteles)에게 철학적 지혜와 실천적 지혜는 인식을 탁월하게 
잘하는 정신활동이다(Aristoteles, 천병희 역, 2020: 223-243, NE, 1141a9-1145a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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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적 지혜란 실용적인 가치가 전혀 없는 그 자체로 추구되는 형이상학적 

깨달음이고, 관조를 통해 절대적 진리를 체험하는 삶의 기술이며, 최고의 

행복에 도달하는 노하우인 것이다(Curnow, 2011: 99). 

이렇게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이 정신적 존재이고, 지성의 직

관적 인식을 통해 초월적이고 보편적이며, 절대적인 가치를 깨달을 수 있

는 존재라는 것에 일치함을 보인다. 이렇게 내적 삶에서 철학적 지혜에 대

한 일치된 견해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은 현실 세계에서의 삶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을 갖는다. 플라톤이 사유에서의 초월적인 정신적 가치를 현실에

서 그대로 실현하려고 집착한 반면(MacIntyre, 2007, 이진우 역, 2018: 

210-213), 아리스토텔레스는 현실 세계에서의 덕의 실현에 있어 합리성을 

중시한다. 플라톤은 정신적 자각을 통해 높은 인격을 가진 철학자가 세상

살이에 서툴러 사람들 눈에 놀림감이 되고, 세상 사람들의 이해를 받지 못

해 비웃음을 받는 것을 숙명으로 여기고 당연하게 받아들인다. 플라톤은 

철학자란 동굴의 우화처럼 배척과 거부에도 불구하고 사랑 때문에 사람들

을 무지에서 벗어나게 이끌어 가야 하는 소크라테스처럼 어쩔 수 없는 운

명을 가진 사람으로 보았다. 

반면, 아리스토텔레스는 탈레스처럼, 세상살이에 어두워 사람들의 조롱을 받

고 놀림감이 되는 철학자들에 대해 비판적 관점을 가졌다. 그는 정신적 존재임

을 자각할 수 있는 지성의 덕인 철학적 지혜를 가진 사람이라면 현실과 공동체 

안에서 잘 처신하고, 잘 살아야 한다고 보았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사회적 존재

로의 인간 본성에 맞게 외적 자아의 역할을 잘해 내어야 한다고 본다. 그는 인

간의 삶이란 외적인 활동의 삶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아무리 내적 정신적 가치

를 관조하는 삶이 행복할지라도 외적인 세계에서의 삶도 잘 수행해야 한다고 

본 것이다. 그리고 그런 외적인 삶은 분명 신경 써야 하는 것이 많은, 쉽지 않

은 삶이고, 잘 분별하고 숙고해야 하는 삶인 것이다.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르면 궁극적 가치를 통찰할 수 있는 지성의 덕인 철학적 

지혜는 행동과 관련이 없는 그 자체로 독립적인 덕이다(Aristoteles, 천병희 역, 

2020: 219-221, NE, 1139a32-1139b37). 분명, 우주만물의 불변하는 절대적 진

리추구가 그 자체의 기쁨을 느낄 수 있겠지만, 사회 안에서 특별하게 숙고

를 통한 분별력이 없다면 사회 안에 적절한 행위로 드러날 수 없다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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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스토텔레스의 주장이다(Aristoteles, 천병희 역, 2020: 220-229, NE, 

1139b15-1141b23). 그도 지성에 의한 관조 훈련으로 형성되는 철학적 지혜

가 사유의 초월을 통해 깊은 내적 평온함과 행복을 느낄 수 있음을 피력한

다. 그러나 그는 여기에 덧붙여 사회적 존재로서 타인이나 공동체 안에서 

좋은 삶을 사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그는 내면 상태가 완전히 최적화

된 상태에 놓이는 것을 행복이라고 불렀다. 그에 따르면,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내면의 행복이 잘 유지되기 위해서는 외적인 인간관계 

역시 좋아야만 하는 것이다. 그의 말처럼, 사회 안에서 좋은 관계를 맺고 

알맞게 처신하는 것은 인간의 행복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사회 현

실 속에서는, 내면의 인식 속에서의 행복과 달리 생존경쟁에 의한 야만성

이 도사리고 있는 곳이므로, 아리스토텔레스는 내면의 행복상태를 가지고 

타인을 대할 때, 특별히 신중하고 분별하고 숙고해야 한다고 보았다. 철학

적 지혜를 통해 길러지는 인간의 선한 마음가짐은 최고의 성숙한 인격 상

태이고, 인간의 본질적인 모습에 속하지만, 깊은 숙고 없는 선함은 상대에

게 이용당하거나 악용되거나, 또는 상대에게 받아들일 수 없는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철학적 지혜가 절대적이고 보편적인 궁극적 가치를 인

식할 수 있는 지성의 덕이지만, 그것을 드러내어야 하는 현실은 특별한 상

황이기 때문에 유능하고 기술적인 실천적 지혜의 발휘를 통해 삶의 실존

적인 문제들을 우호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는 것이다(Walsh, 2015: 16). 

말하자면, 인간의 깨달음과 통찰이 사회 안이라는 특별한 상황에서 잘 

드러나기 위해서는 상황에 알맞게 행동할 수 있는 실천적 지혜라는 합리

성(ratio)의 덕이 필요한 것이다. 그것은 숙고와 분별을 통한 신중함

(prudence)의 덕이다. prudence라는 단어 자체가 실천적 지혜(phronesis)에

서 유래했고, 잘 판단하는 능력을 의미한다. 권석만은 신중성을, “선택을 

조심스럽게 함으로써 불필요한 위험에 처하지 않으며 나중에 후회할 말이

나 행동을 하지 않는 능력”, “덕행과 악행을 판단하는 능력”으로 정의

한다(권석만, 2017: 336-337). 신중함의 사전적 정의는 삼가고, 조심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심사숙고한다는 것이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실천적 

지혜를 올바르게 숙고하는 능력(Aristoteles, 천병희 역, 2020: 223, NE, 

1140a31)이고 올바르게 행동할 수 있는 마음가짐(Aristoteles, 천병희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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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244, NE, 1145a1-8)으로 본 것과 일치한다. 현실 세계에서의 실천적 

지혜는 좋은 행동을 하기 위해 올바르게 숙고하고, 분별할 수 있는 합리적 

인식의 덕인 것이다(Aristoteles, 천병희 역, 2020:223, NE, 1140a25-31). 그

리고, 그 핵심은 극단적인 것을 피하는 중용이다. 분별력이 결여된 성급함

이나 충동성을 절제하는 것, 완고함이나 고집스러움으로 인한 유연성의 부

족에서 벗어나는 것과 같이 양극단에서의 중용이 실천적 지혜의 핵심인 

것이다(권석만, 2017: 338). 이렇게 세상은 내면의 초월적 인식과는 다른 

차원에 있으므로, 합리성을 통한 분별과 숙고가 필요하며 중용의 덕 역시 

필요한 것이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지성의 직관적 인식능력의 탁월함인 철학적 지

혜가 있어서 궁극적 가치를 자각할 수 있을지라도, 좋은 행위로 드러낼 수 

있으려면 상황에 맞게 합리성의 숙고와 분별하는 추론적 인식능력인 실천

적 지혜를 발휘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아리스토텔레스에게 중요한 

방점은 실천적 지혜에 있지 않고, 철학적 지혜에 있다는 것이다. “실천적 

지혜가 더 열등하면서도 철학적 지혜를 지배하려고 한다면 불합리해 보일 

것이다(Aristoteles, 천병희 역, 2020: 239, 1143b34-37).”라는 말의 의미를 

분석하면, 결국 철학적 지혜가 실천적 지혜보다 우위의 개념이고, 철학적 

지혜가 실천적 지혜를 지배하는 것이 옳다라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하

지만 그는 이 둘의 관계에 대한 분명한 입장21)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 다

만 아리스토텔레스는 내적으로 관조적 삶을 사는 훌륭한 사람이 될 때, 사

회 안에서도 좋은 행동을 할 수 있는 시민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기 때문

21) 아리스토텔레스가 철학적 지혜와 실천적 지혜의 관계를 명백하게 밝히지 않고 
있으나 그가 철학적 지혜가 실천적 지혜의 근거가 된다고 보았음을 유추할 수 있
다. 그는 관조를 통한 불변하는 진리의 인식과 체험을, “어떤 지성 또는 구속력 
있는 올바른 체계 안”(Aristoteles, 천병희 역, 2020: 36-40, NE, 
1097a28-1097b20)에 놓이게 되어 궁극적 가치에 대해 확신하는 삶의 태도로 보고 
있다. 그렇게 내적으로 영원불변하는 절대적 진리를 가질 때, 실천적 지혜를 통
해“신들에게 소중한 것을 돌보며 올바르고 고귀한 행동”(Aristoteles, 천병희 역, 
2020: 401, NE, 4011179a24-34)을 사회 안에서 실현할 수 있게 되고, “좋은 교육
을 받고 좋은 습관”을 받아들이며 “훌륭한 일에 종사하며 살아가고,” “자발
적이든 비자발적이든 나쁜 짓”을 하지 않게 되는 것이다(Aristoteles, 천병희 역, 
2020: 402-404, NE, 1179b 13-1180a18). 이렇게 본다면 그는 철학적 지혜가 있을 
때, 실천적 지혜의 숙고하는 능력도 사회 안에서 잘 발휘할 수 있다고 보았음을 
유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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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이를 통해 그가 철학적 지혜가 실천적 지혜의 전제가 됨을 주장했다고 

유추해 볼 수 있겠다. 그러나 철학적 지혜가 실천적 지혜의 근거가 됨을 

명확히 밝힌 후대의 철학자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상을 계승한 아퀴나스

이다. 그에 따르면 인간은 지성의 관조적 활동을 통해 내면의 최고선을 자

각할 때, 즉, 철학적 지혜를 가질 때, 내면의 선함을 외적 행위로 실현하고

자 하는 동기를 갖게 되고, 현실 안에서 철학적 지혜를 근거로 숙고하고 

분별하는 실천적 지혜를 발휘하여 도덕적 행위를 실현할 수 있다는 것이

다. 현대의 심리학자 트로브리지(R. H. Trowbridge)는 아퀴나스의 입장과 

유사한 주장을 제시한다. 그는 철학적 지혜와 실천적 지혜의 관계를 “실

천적 지혜 없이 철학적 지혜는 존재할 수 있지만, 그 반대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다”라고 표현한다(Trowbridge, 2011: 151). 아퀴나스의 주장을 

바탕으로 철학적 지혜와 실천적 지혜의 특성과 관계를 정리하여 표로 작

성하면 다음과 같다.

철학적 지혜 실천적 지혜
인식방법 관조 숙고, 분별
인식능력 통찰력 분별력
인식대상 최고선 행위

지적 덕의 종류 지성(nous)의 덕 합리성(ratio)의 덕
상호관련성 실천적 지혜에 근거제시 철학적 지혜의 구체화 - 유덕함

<표-1> 아퀴나스의 관점에서 본 철학적 지혜와 실천적 지혜의 관계

이렇게 고대 그리스철학은 철학적 지혜가 실천적 지혜보다 우위에 있고, 

중요하다고 보는 관점을 갖고 있지만, 철학적 지혜와 실천적 지혜와의 관

계를 명확하게 밝히지 않고 있다. 우리는 이 둘의 관계를 아퀴나스의 관점

을 받아들여 설정하고자 한다. 철학적 지혜는 관조의 활동을 통해 길러질 

수 있는 지성의 덕이고, 지성을 통해 보편적이고 절대적 가치, 궁극적 가

치를 자각할 수 있는 철학적 지혜를 가질 때, 사회 안에서도 선한 마음가

짐을 바탕으로 합리성의 분별과 숙고를 통해 실천적 지혜도 발휘하여 좋

은 행동을 결정할 수 있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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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대 그리스철학에서 철학적 지혜와 관조의 관계

1) 지성의 덕으로서의 철학적 지혜: 관조에 의한 본질직관적 인식

고대 그리스철학에서 철학적 지혜는 관조의 반복된 훈련을 통해 형성되

는 지성의 덕이기 때문에 관조와 철학적 지혜는 절대적인 상관성을 가진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은 관조를, 내적 세계를 판

단 없이 지켜보는 것으로 설명하기도 하고, 자연과 우주와 같이 외적 세계

를 응시하는 것으로 설명하기도 한다. 그러므로 관조를 내적 세계를 깊이 

관조하는 내적 관조와 자연과 우주와 같이 외적 세계를 관조하는 외적 관

조로 구분해서 생각해 볼 수 있다. 중세까지 대부분 철학자는 내적 세계와 

외적 세계의 관조를 함께 추구하였다. 특별히, 플라톤과 이후 플라톤 사상

을 이어받은 로마시대 신플라톤주의자 플로티누스와 중세 쿠자누스는 인

간 내면의 내적 관조22)를 강조하고 있음을 볼 수 있고, 객관적 진리탐구의 

방식을 중시하였던 아리스토텔레스는 자연과 우주 만물을 관조함으로써 

우주의 조화와 궁극적 원인을 밝히고자 하는 외적 관조를 중시23)하고 있음

을 알 수 있다. 그밖에 로마시대 스토아학파는 내적 관조와 외적 관조를 함

께 중요하게 생각했음을 알 수 있다. 먼저 인간 내적 세계의 관조를 중시하

였던 플라톤의 주장을 살펴보자.  

플라톤은 『파이돈』에서 “실재, 혼”(Platon, 천병희 역, 2019a: 

163-166, Phaidon, 79a-d)을, 『국가』에서는 “선”(Platon, 천병희 역, 

2013: 163-166, Politeia, 400e)을, 『향연』에서는 “미”((Platon, 천병희 

역, 2019c: 322, Sym., 201a)를, 『필레보스』에는 “하나 혹은 한

계”(Platon, 천병희 역, 2016a: 180-183, Philebos, 13e-15c)를 주제로 대화

22) 플라톤의 『향연』을 보면 소크라테스도 내적 관조함을 추정할 수 있는 대목을 
볼 수 있다. “하루는 이분이 이른 아침에 한곳에 서서 무언가에 대해 사색하기 
시작하셨는데, 사색해도 진척이 없자 포기하지 않고 계속 그 자리에 서서 탐색하
시더군, 한낮이 되자 모두들 이분을 알아보고 감탄하며 소크라테스 선생님이 이
른 아침부터 무언가 사색에 잠겨 그곳에 서 있다고 서로 수군거렸다네. …이분은 
아닌 게 아니라 날이 새고 해가 뜰 때까지 그곳에 서서 계시다가 해에 기도를 올
리고 나서 떠나가셨네(Platon, 천병희 역, 2019c: 367, Sym., 220c-d).”

23) 아리스토텔레스는 자연에 대한 관조를 통해 자연의 작품이 주는 경이로운 기쁨
을 느꼈고, 사유의 고양을 체험하였다(Aristoteles, 조대호 역, 2021: 476-481, 
Metaphysica, 1072b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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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면서 인간의 영혼 안에는 깊이 응시할 수 있는 관조 능력이 있으므로, 

“형상”, “궁극적 실재”, 영원불변의 절대적 가치인 “실상”, 진, 선, 

미와 같은 궁극적 가치를 깨달을 수 있다고 말한다(Louth, 2007, 배성옥 

역, 2011: 22-23). 그러나 그는 인간에게 관조 능력이 있을지라도 일깨우지 

않으면 내면에 잠들어 있는 것과 같다고 한다. 그에 따르면, 인간의 영혼은 

“원래 아름다운 것 자체, 선한 것 자체, 옳은 것 자체, 경건한 것 자체”를 

알고 있었으나 세상에 태어나 육신과 결합하는 과정에서 망각의 세계에 빠

지게 되었다는 것이다(Platon, 천병희 역, 2019a: 156-157, Phaidon, 

75c-d).” 그러므로, 그는 관조의 반복적 훈련을 통해 영원불변하는 참된 진

리와 아름다움, 본래의 실상을 꿰뚫어 볼 수 있는 지성의 덕인 철학적 지혜

를 길러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동굴의 비유에 대한 플라톤의 주석을 통해서

도 우리는 플라톤이 관조의 훈련을 통해 지성의 덕인 철학적 지혜를 길러야 

함을 주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시각을 통해 나타나는 영역을 감옥의 거처에 비기고, 그 안의 불빛은 태양의 

힘에 비겨보라는 말일세. 그리고 위쪽으로 올라가서 위쪽에 있는 사물들을 관찰

하는 것은 지성에 의해 알 수 있는 영역으로 혼이 비약하는 것에 견주게. 그런다

면 자네가 듣고 싶어했던 내 의견을 제대로 이해할 걸세. 하지만 내 의견이 진실

인지 아닌지는 신만이 알고 계시네. 아무튼, 내 의견은 지성에 의해 알 수 있는 

영역에서도 선의 이데아는 마지막으로, 또한, 노력해야만 겨우 볼 수 있다는 것이

네. 그러나 일단 본 이상에는, 그것이 모든 사람을 위해 온갖 올바른 것과 아름다

운 것의 원인이 되며, 가시적 영역에서는 빛과 빛의 주인을 낳고 지성에 의해 알 

수 있는 영역에서는 스스로 주인이 되어 진리와 지성을 창조한다는 결론을 내리

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네(Platon, 천병희 역, 2013: 401, Politeia, 517a-c). 

이러한 플라톤의 주장을 통해 다음과 같은 유추가 가능하다. 먼저, 인간

에게는 동굴 속에서의 인식인 육체의 감각에 의한 인식이 있지만, 이러한 

인식을 넘어서 태양과 같은 참된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내적 관조가 가능

하다는 것이다. 내면을 관조함으로써 인간은 선 그 자체의 본질적 형상을 

직관할 수 있는 것이다. 다음으로, 인간은 내적 관조의 반복적 훈련을 통

해 영원불변의 궁극적 가치를 깨달을 수 있는 정신적 존재임을 자각함으

로써 인간의 정신성을 내적 정체성으로 갖게 된다는 것이다. 

플라톤의 『향연』에는 관조를 통해 최고선, 지고한 형상으로서의 아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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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움을 자각하는 지성의 덕인 철학적 지혜에 이르는 긴 과정을 다음과 같

이 묘사한다.

 영혼의 정화로 더 이상 아름다움을 좁은 마음이나 수단으로 보지 않고 아름다

움의 바다에서 깊이 관조하게 될 때, 공정하고 고귀한 사고에 다다르게 되고, 지혜

의 끝없는 사랑의 인식에 도달하게 된다; 그러한 결과는 그 해변에 도달할 때까지 

그동안 자신을 성장시키고 강하게 단련함으로써 어느 곳에나 존재하는 참된 아름

다움이 마침내 그에게 드러나게 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 더 나아가 사랑의 

이끌림에 의해 여기까지 한 단계씩 정해진 질서와 단계에 따라 아름다움을 볼 수 

있도록 배움과 가르침을 받았던 사람이 사랑에 의해 목표점에 최종적으로 도달했

을 때, 갑작스럽게 경이로운 진정한 아름다움의 본성을 인식할 수 있게 될 것이다. 

... 아름다움은 절대적이고, 독립적이며, 단순하고, 영원하고 줄지도 증가하지도 않

고 변하지도 않고 성장하고 사멸하는 다른 모든 것들의 아름다움과는 분리된 것이

다. 진정한 사랑의 영향에 의해 이러한 상승에 도달한 사람은 최종 목표인 그러한 

아름다움을 인식하기 시작한다. ... 인간이 삶을 살아야 한다면, 관조 속에서 절대

적 아름다움을 누리는 삶이어야 할 것이다(Plato, Jowett trans. 2012: 102-104, 

Sym., 210c-211d)

이렇게 인간은 내면을 깊이 관조함으로써 영원함과 불변함과 초월함을 

상상하고 체험함으로써 신성을 가진 정신적 존재로서의 자기 본질을 자각

할 수 있고, 더 높은 정신적 가치를 추구하고 살 수 있음을 알려준다. 실제

로 사람들은 자신의 참된 본질을 자각할 때, 삶의 방향을 바꾸어 간다. 플

라톤은 내면의 관조를 통해 다음과 같은 순서의 본질 자각이 이루어진다

고 보았다. 첫째 단계는 눈을 뜨는 단계이다(Platon, 천병희 역, 2013: 396, 

Politeia, 514a-515a) 그동안 자신이 어떤 존재라고 생각하고 살았는지 깨

닫는 단계인 것이다. 둘째 단계는 왜 그렇게 자신의 본질에서 벗어났는지 

원인을 찾는 단계이다(Platon, 천병희 역, 2013: 396, Politeia, 515b-517a) 

자신의 경험들이 무의식적으로 영향을 주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단계인 

것이다. 셋째 단계는 참으로 자신의 본질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는 단계이

다(Platon, 천병희 역, 2013: 396, Politeia, 518b-520a). 관조를 통해 지성의 

본질직관이 이루어질 때, 인간은 자신이 정신적 가치를 추구해야 하는 정

신적 존재임을 자각하고, 그런 삶을 살 때, 가장 즐겁고 행복하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철학적 지혜란 반복적 관조의 훈련을 통해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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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지는 지성의 덕이고, 인간은 철학적 지혜를 통해 정신적 존재로서의 자

기본질을 통찰할 수 있다.

고대 그리스철학의 관조 전통을 이은 로마시대 스토아학파도 내적 관조를 

통한 자기관찰이 인간의 참된 본질을 깨닫는 길임을 밝히고 있다. 관조를 

통한 지성의 본질직관적 인식을 촉구하는 아우렐리우스의 말을 들어보자.

Ÿ 끊임없이 자신 속으로 되돌아감으로써 너는 마음의 조화를 더 쉽게 얻을 수 

있을 것이다(Aurelius, 천병희 역, 2017: 87).

Ÿ 내면을 보라. 어떤 사물이든 그 특질과 가치를 간과하지 마라. 자주 철학으로 

돌아가 안식을 얻도록 하라(Aurelius, 천병희 역, 2017: 86).

Ÿ 너 자신 속으로 물러나라. 지배적이고 이성적인 부분은 그 본성상 자신의 올바

른 행동과 그 행동이 불러오는 마음의 평정에 만족한다(Aurelius, 천병희 역, 

2017: 111).

Ÿ 네 안을 들여다보라. 네 안에는 선의 샘이 있고, 그 샘은 네가 늘 퍼내야 늘 솟

아오를 수 있다(Aurelius, 천병희 역, 2017: 118). 

Ÿ 내면의 불빛으로 밝아져 그 불빛으로 만물의 진리와 자신 안의 진리를 볼 때이다.

Ÿ 가장 아름답게 살 수 있는 능력은 혼 안에 내재된다(Aurelius, 천병희 역, 2017: 182). 

Ÿ 정념을 만들어 내고, 너를 인형처럼 줄로 조종하는 것보다 더 우월하고 더 신

적인 것을 네 안에 갖고 있다는 것을 이제 드디어 인식하라(Aurelius, 천병희 

역, 2017: 197) .

Ÿ 너는 원하기만 하면 언제든 너 자신 속으로 은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인간에

게 자신의 혼보다 더 조용하고 한적한 은신처는 없다.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

기만 해도 당장 더없이 마음이 편안해지는 사람에겐 특히 그러하다. 마음이 편

안해진다는 것은 마음이 정리되어 있다는 뜻이다. 따라서 늘 그런 은둔의 기회

를 마련해 자신을 새롭게 하라(Aurelius, 천병희 역, 2017: 50).

Ÿ  자신 안에 깃든 신성과 긴밀히 교류함으로써 쾌락에 물들지 않게 하고, 고통

에 상처받지 않게 하고, 온갖 교만에서 지켜주고, 온갖 수치스러운 짓에 무감

각하게 한다(Aurelius, 천병희 역, 2017: 41). 

플라톤의 사상을 이어받은 신플라톤주의자 플로티누스 역시 지혜란 내

면의 관조를 통해 최고선을 깨닫고, 정신적 존재로서 자각할 수 있는 능력

으로 이해한다. 플로티누스에 따르면 인간은 내면의 관조 훈련을 통해 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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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에 종속되어 있던 영혼이, 육체의 지배를 받지 않는 영혼으로 성장하고, 

영혼이 지성으로 성장하며 지성은 하나, 최고선을 향해 나아간다는 것이

다. 인간이 영적으로 성숙해 간다는 것은 영혼의 상승을 의미하는데, 이것

은 내면으로 깊이 파고 들어감으로써 가능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그는 영

혼의 상승을 위해서는 점점 더 깊이 자신의 내면을 관조해야 함을 강조한

다. 그는 내적 관조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두 눈을 감고서 마음속에 잠자고 있는 또 하나의 시력을 일깨워야 한다. 이 

마음의 눈은 누구나 태어날 때부터 다 지니고 있지만 이를 제대로 활용하기에 

이르는 사람은 얼마 안 된다. 이 마음의 눈은 무엇을 보는 눈일까? 방금 잠을 깬 

마음의 눈은 힘이 너무 약해서 찬란한 광경을 볼 수가 없다. 그러므로 영혼은 주

의를 기울여 관찰하는 습관을 쌓아야 한다. 처음엔 고귀한 노력으로 행하는 모든 

일들을, 다음으로는 아름다운 작품들을, 마지막으로 이 아름다운 작품에 형태를 

부여해 준 영혼들을 마음의 눈으로 찾아보아야 한다. 그러나 어떻게 하면 덕스러

운 영혼을 찾아볼 수 있으며 그 아름다움을 알 수 있을 것인가? 마음 깊은 곳으

로 물러서서 자기 자신을 관찰해 보라. 그래도 자신의 아름다움을 아직 발견할 

수 없다면, 조각가가 아름다운 석상을 창작해 내는 것처럼 그렇게 해보라. 그는 

여기를 잘라내고 저기를 고르고 이 선은 더 밝게 저 선은 더 깨끗하게 하여, 마

침내 자기 작품에 아름다운 얼굴이 나타나도록 한다. 그렇게 조각가처럼 자신의 

지나친 부분은 잘라내고 굽은 부분은 바로잡고 어두운 곳은 밝게 해주어 모든 

부분이 한결같이 빛나도록 쉬지 않고 자기 자신이라는 조각에 끌질을 가하여 드

디어 신처럼 거룩한 미덕의 광채가 빛나고, 마침내 티 없이 순수한 신전에 세워

진 완전무결한 선을 보게 될 때까지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다. 자신이 이처럼 완

전무결한 작품이 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 스스로 자신의 순수한 존재 속에 

고요히 잠겨 들 때, 이 내적 조화를 깨뜨리려는 것이 이젠 하나도 없고 외부로부

터 이 참다운 인간에게 집착하는 것도 전혀 없어진 때에 자신의 본성에 충실한 

참다운 빛이 되어 길이로 잴 수도 없고 한계를 그어 좁힐 수도 없고 경계가 없

이 산만하지도 않고 오히려 어떠한 기준보다 더 크고 어떠한 수량보다 더 많은 

그래서 결코 측량할 수 없는 그 어떤 것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때 이만큼 

자기 자신이 성장했다는 사실을 인식할 때 비로소 영혼은 마음의 눈을 가지게 

된다(Louth, 2007, 배성옥 역, 2011: 74-75, I 6, 8-9).”

이러한 로마시대 신플라톤주의 사상을 이어받은 중세시대 철학자 쿠자

누스(N. Cusanus, 1401~1464) 역시 인간은 내면의 관조를 통해 지혜가 길

러질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 쿠자누스도 이전의 고대 그리스철학자들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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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 정신(mens)의 능력을 ‘합리성’(logos, ratio)과‘지성’(nous, 

intellectus)으로 구분하고, 합리성이 상위의 지성에 내재적인 방식으로 통

일되어 있다고 한다(김형수, 2017: 52-56). 그는 지혜가 감성을 포함하는 

지성을 통해“내적으로 체험되는 것”,“맛보아(sapere)야 하는 것”, “달

콤한 것“임을 강조한다(김형수, 2017: 57). 이전의 철학자들과 마찬가지로 

쿠자누스도 지혜란 지성의 덕으로서 최고선을 자각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는 철학적 지혜를 통해 최고선을 자각할 때 도덕적 고양감이 동반함을 

밝힌다. 또한, 쿠자누스도 플라톤처럼, 인간이 본래적으로 정신적 존재이므로 

자신의 본질을 깨닫고자 하는 열망, 정신적 가치를 추구하고자 하는 열망을 

지니고 있음을 강조하였다. 그는 그런 열망이 내적인 관조를 통해 궁극적 가

치를 찾고자 함으로써, 눈에 보이지 않는 정신적 가치를 추구하게 되고, 마침

내 참된 행복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다(김형수, 2017: 66-69). 그러므로 쿠자누

스도 플라톤처럼, 인간은 내적 관조를 훈련함으로써“파악될 수 없는 것을 최

고의 기쁨으로 파악할 수 있는”(incomprehensibilitatis comprehensibilitas) 존

재이고, 내적 관조를 통한 최고선의 자각이 “인간에게 가장 큰 기쁨을 주고 

인간을 존재하게 하는 원천”으로 보았다(김형수, 2017: 70).

이러한 내적 관조를 통한 자기관찰을 강조했던 철학자들과 달리 우주와 

자연과 같은 외적 대상을 아무런 판단 없이 거리를 두고 지켜보는 관조를 

중시했던 철학자들이 있었다. 먼저, 아리스토텔레스가 있다. 그는 우주만

물의 제1 원인, 필연적이고 영원불변하는 절대적 진리를 파악함에 있어 지

성의 직관적 인식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Aristoteles, 천병희 역, 2020: 

227-229, NE, 1141a16-1141b14). 그는 분명히 플라톤처럼 인간이 신성을 

가진 신성한 존재라고 보았고, 신적인 것을 통찰할 수 있는 것은 관조의 

활동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보았다(Aristoteles, 천병희 역, 2020: 393, NE, 

1171a19-24). 그러나 플라톤이 내적 관조를 통해 영원불멸의 정신적 가치

를 추구하였다면, 아리스토텔레스는 우주 만물의 외적인 대상을 관조함으

로써 우주 만물 안의 조화와 신성함, 불변하는 절대적 진리를 자각함으로

써 참된 진리 안에서의 행복을 강조하였다. 그는 자연학에 몰두하였고, 유

용성과 실리와 관계없는 순수한 학문적 진리의 깨달음 안에서 누리는 행

복이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행복이라고 보았다. 인간 안에 신성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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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하기 때문에 인간은 지켜보는 관조를 통해 절대적 진리를 직관함으로

써 궁극적 진리, 영원불변의 진리를 추구할 수 있고, 이러한 진리추구는 

인간의 신성한 부분에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최고의 기쁨을 느낄 수 있

다는 것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입장이다(Aristoteles, 천병희 역, 2020: 396, 

NE, 1171a11-17). 

다음으로 스토아학파가 있다. 물론 고대 그리스철학의 관조 전통을 이어

받은 스토아학파는 내적 관조를 중시했던 학파이다. 그들도 소크라테스처

럼, 내적 관조를 통해 자기관찰 함으로써“무지의 상태를 자각”하고, 

“지혜를 열망”하다 보면, “돌연한 변화”에 의해“초월적 상태”인 지

혜에 도달할 수 있다고 보았다(Hadot, 1995, 이세진 역, 2019: 97). 그러나 

그들은 특별히, 우주 안에서의 자연에 주목하여 외적 관조를 제시하였다. 

그들은‘지혜’(그리스어 sophia, 라틴어 sapientia)를, “대자연이란 법

(nomos)의 얼굴이다”라는 관점에서 우주질서와 인간의 삶의 관계를 파악

하는 통찰력으로 이해한다(Robinson, 1990: 18-19). 말하자면 스토아학파는 

자연의 관조를 통해 우주적 질서의 탁월함인 ‘선’을 깨달음으로써 지혜

에 이르고자 하였는데(이창우, 2017: 214). 특별히 ‘인간은 결국 죽는다’

는 불변의 진리를 우주질서를 관조함으로써 통찰하고자 하였다. 이렇게 스

토아학파는 우주에 대한 관조의 반복적 훈련을 통해 지성의 덕인 철학적 

지혜를 길러 인간의 운명을 통찰하고자 하였고, 이러한 통찰을 통해 내면

의 부동심(apatheia)에 도달하고자 하였다(Robinson, 1990: 18). 

하트(T. Hart)는 인간을 지혜로 이끄는 지성에 의한 본질직관적 인식이 중세

까지는 인간의 중요한 인식능력으로 존재했으나 근대 이후 합리성을 중시하는 

계몽주의 사조와 이후 실증주의 사조에 의해 그러한 인식의 중요성이 사라져버

렸다고 지적한다(Hart, 2004: 29). 그 결과, 오늘날 우리는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

스의 주장들을 현재 우리의 삶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형이상학적 이론으로 치부

하게 되었다. 그러나 관조 자체가 사라졌다고 할 수 없다. 우리는 여전히 엄마가 

아기를 바라볼 때, 자연의 장엄함에 경이로움을 느낄 때, 깊은 사색과 침묵 안에

서 관조를 통해 지성의 본질직관을 체험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관조의 

반복적 훈련이 지성의 덕인 철학적 지혜에 이르게 한다는 고대 그리스 철학자의 

주장은 관조를 통한 지성의 직관 체험을 할 수 있는 정신적 존재인 오늘날의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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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에게 여전히 유효하다. 최근의 많은 연구는 이러한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이 

철학적 지혜는 관조 훈련을 통해 길러지는 지성의 덕이라는 주장의 타당함을 

뒷받침해 준다. 오늘날의 연구를 통해 밝혀진 관조의 의미와 철학적 지혜의 관

계를 정리해 보자. 

먼저, 관조는 마음의 눈으로 지켜보고 받아들이며 수용하는 삶의 태도로 지성

의 직관적 인식24)을 가능케 함으로써 삶의 본질을 통찰할 수 있게 한다. 오늘날 

직관이라고 하면 자동적이고 즉각적인 반응을 생각할 수가 있는데, 지성의 본질

직관이란 전혀 다른 차원의 인식25)을 가능하게 한다. 하도는 관조를 "심안(心眼)

의 강력한 노력으로 사물들의 물질적 외피를 꿰뚫고, 그것들의 물질성을 전개하

는 눈에 보이지 않는 도식을 읽어내는 것”이라고 말한다(Hadot, 1997, 안수철 

역,2013: 57) 스틸(S. Steel)에게도 지성의 관조는“진리에 대한 단순한 응시”,

“지각된 사물에 대한 영혼의 날카롭고 느긋한 응시”이다(Steel, 2014, 박수철 

역, 2018: 205). 그는 인간의 마음에는 볼 수 있는 능력이 있으므로, 사람들은 인

간의 지성을 영혼의 눈이라고 부른다고 말한다(Steel, 2018, 김영래 역, 2019: 

488). 우리는 사람을 판단하는 눈으로 볼 수 있고, 사랑의 눈으로 볼 수도 있다. 

판단하는 눈으로는 상대의 진정한 본질을 꿰뚫어 볼 수 없다. 오직 우리는 사랑

의 눈으로 볼 때만 깊은 내면의 실재인 인간의 인격성을 통찰할 수 있는 것이다. 

관조란 이렇게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는 지성의 인식적 활동인 것이다.

피퍼에게도 관조란 재고 센다는 의미의 관찰(Beobachtung)이 아니라 아

무 긴장없이 바라봄으로 본질을 꿰뚫어 볼 수 있는 통찰의 인식방식이다. 

그는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의 인식태도가 관조였으나 이후, 칸트에 의해 

합리성에 의한 추론적 인식만을 인정하고, 관조의 훈련을 통한 지성의 본

24) 셸러(M. Scheler)도 이런 직관적 인식을 “이념화(Ideierung)의 활동”이라고 부
른다. 이념화의 활동이란 지능과도 다르고 추론적인 사유와도 다른 것이고, 거리
를 두고 반성적이고 관조적인 태도로 사물을 지켜봄으로써 본질을 파악하는 것이
다(Scheler, 1928, 진교훈 역, 2008: 83-85). 

25) 이론을 뜻하는 영어 단어 theory의 어원은 테오리아(theoria, 관조)이다. 그러므
로 이론은 ‘바라봄’, ‘주시’, ‘응시’에 의한 경험을 통해 만들어짐을 알 
수 있다. 스틸(S. Steel)은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이 이론을 가장 깊이 있는 경험이
자 가장 권위적인 종류의 앎이라고 여겼다고 강조한다. 그는 그리스 철학자들이 
논증적이고 분석적인 추론을 관조(theoria)에 비해 열등하게 여겼다고 말한다. 또
한, 그는 그리스 철학자들이 합리성(ratio)의 경우엔, 대상이 언제나 분석적 사고
에 종속되어 있어야 하지만(Steel, 2014, 박수철 역, 2018: 66), 관조(theoria)의 경
우엔, 대상이 그 자체로 완전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으로 여겨졌다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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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직관적 인식을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철학에서 사라지게 되었다고 말한

다. 그는 오직 관조가 이루어질 때, 본질을 통찰할 수 있음을 강조한다.

관찰26)은 긴장된 활동이다. 그러나 장미 꽃 한송이를 보는 것은 관조이다. ... 

관조, 쳐다봄, 바라봄은 우리 시선을 끈 주어진 사물을 수용적으로 쳐다보는 가

운데 눈이 열리는 것으로, 여기서는 바라보는 사람의 소유를 향한 노력이 전혀 

필요 없다. ... 정신적 인식에도 지적 관조가 가능한가? 고대인의 답은 가능하다

이다(Pieper, 2007, 김진태 역, 2011 : 38-41). 

다음으로, 관조는 인간을 초월성으로 이끄는 인식을 가능하게 한다. 인

도의 철학자인 다스쿱타(S. N. Dasgupta)는 인간이 정신성을 가진 존재이

기 때문에 인간은 궁극목적과 영원불변하는 본질을 탐구하고자 한다고 주

장한다(Dasgupta, 1927, 오지섭 역, 1997: 69). 그에 따르면, 영혼의 본질이

란 결코 추론적 이성으로 알 수 없으며(Dasgupta, 1927, 오지섭 역, 1997: 

72) 오직 관조를 통한 인간 내면의 깨달음과 직관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

이다(Dasgupta, 1927, 오지섭 역, 1997: 77). 그에 따르면, 관조는 깊은 인식

으로서 초월의식과 관련되고, 주체와 객체가 하나되며, 완전한 고요와 평

화 속에 잠기게 하고, 이원성이 사라지며, 온전히 하나되는 행복의 체험 

상태에 놓이게 하는 인식인 것이다(Dasgupta, 1927, 오지섭 역, 1997: 63). 

뇌의 좌우 반구에 관한 최근의 연구도 관조의 반복적 훈련을 통해 인

간은 자기중심성에서 벗어나 초월에 이를 수 있음을 보고한다. 맥길크리

스트(I. McGilchrist)는 좌반구가 대상을 분석하고, 분리하고, 계산하고, 효

율적으로 인식하는 반면, 우반구는 본질직관하고, 평화롭고, 연결하고, 

개방적이고, 전체적으로 인식함을 밝혀냈다(McGilchrist, 2012, 김병화 역, 

2015: 15-21). 고대철학자들이 말한 지성(nous)이 우반구의 인식이고, 합

리성(ratio)이 좌반구의 인식임을 알 수 있다.27) 그러므로 지성에 의한 우

26) 칸트는 정신적 인식은 전적으로 "논증적(diskusive)”이지 관조적이지 않다고 말한
다. ... 칸트는 인간의 인식은 본질적으로 분석, 결합, 비교, 구별, 추상, 추론, 증명 
등의 행위 속에서 오롯이 능동적 사유 노력의 형태와 방식들로 실현된다. ... 이런 
관점에서 칸트에게 철학은 노동이라는 결론에 도달했고, 칸트는 ... 낭만주의의 관
조 내지 예감을 겨냥하여 "노동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얻게 된다는 이성의 법칙”
만이 철학에서 통용된다고 말한다. 그리고 낭만주의자들의 철학은 노동이 아니므
로 참된 철학이 아니라고 주장했다(Pieper, 2007, 김진태 역, 2011 : 38-41).

27) 모쉬맨(D, Moshman)은 “거짓된 도덕적 정체성”의 위험을 언급한다. 자기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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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구 인식의 반복적 훈련은 철학적 지혜를 형성함으로써 자기중심성을 초

월하여 성숙한 인격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한다.

끝으로, 관조는 지금, 이 순간을 향유하는 인식을 가능하게 한다. 브라

이언트와 버로프(F. B. Bryant & J. Veroff)는 지금, 이 순간을 향유하는 

인식이 있음을 보고한다. 그들은 향유적 인식을, 갑자기 무지개를 보거

나 장엄한 광경을 보고 경탄할 때처럼, 외부세계에 집중하여 일어나는 

인식인 세계 집중적 향유(world focused savoring)인식과 내적인 생각이

나 감정, 느낌에 주의 집중함으로써 일어나는 자기 집중적 향유(self 

focused savoring) 인식을 구분한다(Bryant & Veroff, 2007: 12). 그들은 

향유하는 인식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Ÿ 지금 이순간 일어나는 일에 대한 느낌 그리고 직접성(immediacy)에 대한 느낌.

Ÿ 중요한 관심과 동기는 사회적으로 존중받고자 하는 욕구에서 벗어난 자유로움. 

Ÿ 단순히 에고적 희열을 느끼거나 쾌락적 즐거움에 빠지는 경험 체험이 아니라, 경

험 자체에 집중하고, 경험과 마음 챙김적 알아차림으로 연결되는 체험을 함

(Bryant & Veroff, 2007: 13).

이상의 주장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관조와 철학적 지혜의 상관관계에 

대한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 주장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이 오늘날 심리

학의 연구를 통해 증명된다. 플라톤의 주장처럼, 인간에게는 정신적 가치

를 추구하고자 하는 정신적 갈망이 있고, 외적으로 향해 있는 인간의 시야

를 관조를 통해 내적으로 돌려 내면에 있는 정신적 가치의 원천에 다가가

거나 자연과 우주의 자연질서와 조화를 깊이 관조함으로써, 지성의 덕인 

철학적 지혜에 도달할 수 있는 것이다. 

을 뒷받침하기 위해 문제 해결, 의사결정, 판단, 계획 및 논증을 포함하는 사고는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자신의 추론을 의도적으로 적용하고 조정할 수 있
다. 성숙한 마음으로 메타인지적 성찰이 없다면 추론은 자기합리화할 수 있는 제
한적인 사고가 된다(Moshman, 2009: 289). 맥길크리스트도 오늘날 발생하는 많은 
정신적 문제들이 뇌의 좌반구만을 편향적으로 사용함에서 비롯되었음을 지적한
다. 좌반구의 인식은 주어진 상황을 끊임없이 판단하고 분석하고, 추론함으로써 
좁은 시야에 사로잡혀 부정적 감정 문제를 일으킨다는 것이다(McGilchrist, 2012, 
김병화 역, 2015: 15-21). 그는 이 같은 좌반구 편향적 인식을 주인에 대한 하인의 
반란으로 규정하면서, 우반구가 주인이어야 하고, 좌반구가 하인이 되어야 한다
고 주장한다(McGilchrist, 2012, 김병화 역, 2015: 3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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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철학적 지혜추구 전제 조건 : 여가(schole)

앞에서 인간은 지성을 가진 정신적 존재이기에 관조할 수 있고, 관조를 

반복적으로 훈련할 때, 지성의 덕인 철학적 지혜가 길러진다는 것을 살펴

보았다. 인간은 주로 지성의 직관적 인식이 아닌 합리성의 추론적 인식을 

하므로, 관조를 의식적으로, 의도적으로 반복해서 연습해야만 하는 것이

다. 그렇다면, “어떻게 합리성의 추론적 인식을 지성의 직관적 인식으로 

바꿀 수 있는가? 관조를 통해 지성의 직관능력이 발휘되기 위해서는 어떤 

내적 조건이 필요한가?”와 같은 의문이 제기된다. 따라서 이 장에서는 지

성의 덕인 철학적 지혜가 관조의 반복적 훈련으로 형성되는 만큼, 관조를 

가능하게 하는 내적 선결요건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는 관조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노고로부터 자

유로운 여가의 삶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Platon, 천병희 역, 2016a: 85-86, 

Theaet., 172d-173b; Aristoteles, 천병희 역, 2020: 411, Pol, 1334a11-35). 그렇

다면 여가란 무엇인가? 

플라톤은 삶을 여가가 있는 철학자의 삶과 노예적인 법률가의 삶으로 구

분한다. 플라톤은 여가가 있는 평화롭고 여유로운 삶과 불안과 긴장 속에 

진정한 행복을 모르는 삶을 구분한다. 그는 여가에 대해 양면적인 입장을 

보인다. 그는 정신적 가치를 추구할 수 있는 철학적 지혜를 가질 때, 여가

를 가질 수 있다고 보기도 하고, 여가가 있을 때 철학적 지혜를 가질 수 있

다고 보기도 한다. 어떤 경우라도 플라톤은 인간이 정신적 삶을 외면하고, 

외적인 삶에만 치중하게 되면, 자유와 여유가 전혀 없는 노예처럼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살게 된다는 것이다. 그는 『테아이테토스』에서 여가가 있

는 정신적 삶과 세상의 가치에 매몰된 외적인 삶을 다음과 같이 묘사한다. 

철학자들에게는 언제나 그대가 방금 말한 여가가 있어 이들은 평화롭고 여유롭

게 대화한답니다. ... 그들은 논의의 길고 짧음에 전혀 신경을 쓰기 않으며, 그들의 

유일한 관심사는 진리에 이르는 것이라오. 그러나 법률가들은 달라요. 그들에게 할

당된 시간이 자꾸만 줄어들면서 그들은 연설을 서두르도록 강요하지요. ... 그 주제

는 연설자와 무관하지 않고 연설자 자신과 관련되며, 목숨을 걸고 경합할 때도 있

어요. 이 모든 것으로 인해 그들은 예민해지고 긴장하게 되었지요. 그래서 그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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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아테네의 민중)에게 말로 아첨하고 행동으로 호감을 살 줄은 알지만 그들의 

혼은 작고 올곧지 못해요. 젊어서부터 몸에 밴 노예근성은 아직도 연약한 그들의 

혼에 공포와 위험의 무거운 짐을 지움으로써 그들이 비뚤어진 행동을 하도록 강요

하지요. 그리고 그들은 올바름과 참됨으로는 이 짐을 감당할 수 없어서 곧장 거짓 

쪽으로, 그리고 악을 악으로 갚은 쪽으로 돌아서는데, 그리하여 그들은 여러모로 비

뚤어지고 발육이 불량한 상태가 되지요. 그리하여 그들은 소년기를 벗어나 어른이 

다 되어도 건전한 생각이라고는 전혀 하지 못하는 위인이 돼요. 그들은 자신들이 영

리하고 지혜로워졌다고 생각하겠지만 말이에요(Platon, 천병희 역, 2016a: 85-86, 

Theaet., 172d-173b).”

플라톤은 이처럼, 마음의 자유라는 내적인 여가 안에서 지성의 관조를 

통해 궁극적 가치를 자각할 수 있는 삶을 사는 것을 가장 바람직한 삶으로 

본다. 아리스토텔레스도 인간의 삶을 여가의 삶과 노동의 삶으로 분류한

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의 노동을, 유용성을 얻기 위해 비자발적으로 

하는 행위, 즉, 수단적 가치를 갖는 행위라고 보았다. 그는 인간이 노동에

만 매달려 있을 때는 결코 자유로운 사색이 불가능하고, 진정한 자유와 여

유로움을 느낄 수 없다고 보았다. 왜냐하면, 인간이 노동할 때에는 합리성

을 사용하여 오직 유용성, 생산성, 효율성, 경쟁과 같은 삶의 원리에 따라

야 하기에 자유로운 마음의 상태와는 거리가 멀고, 그에 따른 마음 역시, 

불안, 두려움, 분노의 감정에 휩싸이기 쉽기 때문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이 이런 부정적인 마음 상태에 놓이는 것이 인간의 본래의 상태가 아니

라고 보았다. 그래서 그는 인간이 여가를 갖기 위해 노동하는 것이지, 노동

을 위해 여가를 갖는 것이 아니라고 말한다(Aristoteles, 천병희 역, 2020: 

394, NE, 1177b1-16). 이렇게 그가 지향하는 방향은 유용성과 이익만을 따지

고, 노예적으로 노동하는 삶의 방식이 아닌 자유로움 안에서 궁극적 덕을 추

구하는 여가의 삶의 방식인 것이다. 이렇게 아리스토텔레스도 여가의 자유로

움 속에서 관조할 때, 인간은 비로소 불변하는 궁극적 진리를 본질직관하게 

되고, 지속적인 관조를 연습할 때, 철학적 지혜에 이르게 된다고 보았다.

철학적 지혜와 관조, 여가의 관계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자. 철학적 지혜

는 지성의 덕으로서 관조함으로써 영원불변의 진리를 본질 직관할 수 있

다. 철학적 지혜란 지성에 의한 직관적 인식의 탁월함인 것이다. 지성의 

직관적 인식은 합리성의 추론적 인식과 달리 고요함과 평온함의 가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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깊이 사물의 본질을 꿰뚫어 보는 인식활동이다. 그러므로 철학적 지혜를 

기르기 위해서는 자유롭고 평온한 여가가 필요하다. 외적인 일처리로 인해 

바쁘고, 정신없고, 여유 없을 때는 삶의 깨달음이란 결코 일어날 수 없는 

것이다. 한병철은 이런 여가의 상태를 “모든 근심, 모든 궁지, 모든 강제

에서 해방된 상태”로 묘사한다(한병철, 2009, 김태환 역, 2013: 140). 피퍼

도 여가를 자유로운 상태로 묘사하고, 오직 여가 상태에서만 사물의 본질

을 볼 수 있다고 보았다(Pieper, 2007, 김진태 역, 2011 : 23-24). 여가란 유

용성이나 이익을 위해 추구되는 것이 아닌 진리 그 자체를 탐색할 수 있는 

자유의 상태인 것이다. 피퍼는 여가에 의한 관조를 통해 참된 진리를 추구

할 수 있는 인간의 지성은 합리성을 중시하는 노동과는 완전히 다른 활동

임을 강조한다. 그는 칸트가 인간의 인식을 오로지 “합리성의 활동적-논

증적 작용”으로 한정하여 "정신노동”으로 본 것을 비판한다. 그는 자유

로움의 여가 안에서 본질을 직관할 수 있는 지성의 인식이 있음을 칸트가 

알지 못한다고 지적한다. 피퍼는 칸트를 “그냥 수용하여 받아들이는 마음

이 없는, 노력하고 긴장하는 사람”의 모습으로 묘사한다(Pieper, 2007, 김

진태 역, 2011 : 45). 피퍼는 지성의 인식이란 내적인 편안함과 자유로움의 

여가 안에서 기쁨의 체험을 동반하는 인식임을 강조한다. 칸트를 조소하는 

쉴러의 2행시는 선한 마음의 내적 자유로움 안에서 이루어지는 관조가 도

덕적 실천을 이끌어줌을 보여준다. "즐거운 마음으로 친구를 도와주는데, 

유감스럽게도 그냥 좋아서 한다. / 그래서 나는 종종 내가 도덕적으로 살

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에 화가 난다(Pieper, 2007, 김진태 역, 2011: 

46-47).” 쉴러의 칸트 비판의 핵심은 도덕적 행위란 마땅히 해야 한다는 

당위를 통한 의무감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즉, 올바른 도덕적 

판단이 도덕적 행동의 동기가 아니라 자유롭고 편안한 상태에서 이루어지

는 관조가 내면의 선함을 일깨워 도덕적 행동의 동기가 된다는 것이다. 내

적인 자유로움과 편안함의 여가 안에서 관조할 때, 인간은 선함과 아름다움을 

직관하는 지성의 인식이 가능하고, 반복된 관조의 훈련은 지성의 덕인 철학적 

지혜를 형성하여, 참된 진리를 통찰하고, 정신적 가치를 자각하게 된다. 이와 같

은 철학적 지혜를 통한 선의 체험은 선을 실현하고자 하는 자발적 동기를 갖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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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퍼는 여가를 갖는 힘을, “인간 영혼의 기본적 힘” 가운데 하나로 본

다. 그에 따르면 이 힘은 관조하면서 절대적 가치를 체험하거나, “축제를 

벌이면서 감정을 들어 높이는 능력”처럼 노동세계에서 벗어나 “생명을 

주는 초인간적 존재권능과 접촉할 수 있는 힘”인 것이다. 인간의 내면은 

그와 같은 여가를 요구하고, 여가 안에서 이루어지는 정신적 체험은 마음

을 새롭게 하여 일상을 풍요롭게 할 수 있는 것이다(Pieper, 2007, 김진태 

역, 2011 : 73). 이렇게 정신적 가치를 자각할 수 있는 지성의 덕인 철학적 

지혜는 내적인 자유로움과 여유의 여가 안에서 관조를 반복할 때, 길러지

는 것이다.

한병철도 이러한 여가의 속성이 “노동하지 않는 비활동성”을 가진 것

이 아니라 자유로움 속에서 진리를 탐색하고자 하는 자발성과 진리를 향

해 가는 정향성을 가진 것으로 본다. 아우구스티누스 역시 여가(otium)를 

“활동하지 않는 수동성”과 구분하여 여가 안에서의 즐거움이 “짐을 벗

어버린 나태함”이 아니라 진리를 찾고자 하는 기쁨에 있다고 보았다(한병

철, 2009, 김태환 역, 2017: 141). 여가의 자유로움이 참된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철학적 지혜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여가를 교육의 대상으로 가르칠 것을 주장한다. 그래

서 오늘날 그리스말로 스콜레(Schole), 라틴어 스콜라(Schola), 독일어 슐레 

(Schule)는 학교(School)가 된 것이다(Pieper, 2007, 김진태 역, 2011 : 

28-30). 그는 교육이란 유용성이나 이용가치를 따져서 가르치는 것이 아니

라 영원불변의 참된 진리를 깨닫게 하는 것이므로 자유로움과 여유의 여

가가 교육에서 전제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그는 당시 국가공동체의 교육이 

유용성과 유익함을 주는 것에만 초점을 두고,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정신적 

가치의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음을 비판한다(Aristoteles, 천병희 역, 2017: 413, 

Pol, 1334a40-1334b12). 따라서 그는 유용성을 따지는 노동 중심 교육이 아닌, 

여가 상태에서 궁극적 가치를 가르치는 목적 중심 교육이 필요함을 역설한다. 

그가 말하는 목적 중심 교육이란 다름 아닌 지성을 길러주는 교육인 것이다

(Aristoteles, 천병희 역, 2017: 413, 1334b12). 인간은 자유로움과 편안함을 느끼

는 여가 안에 놓여있을 때 관조가 가능하고, 관조의 반복된 훈련으로 궁극적 가

치를 깨달을 수 있는 지성의 덕인 철학적 지혜를 키울 수 있다. 그러므로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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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여가를 중시해야 한다는 것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주장이다. 관조를 통한 

지성의 본질직관적 인식을 향유로 이해하는 브라이언트와 베로프(F. B. Bryant 

& J. Veroff)도 오직 지금 이 순간의 내적 자유로움 상태에서만 향유적 인식이 

가능하다고 한다(Bryant & Veroff, 2007: 13). 

우리의 삶이 오직 유용성과 효율성 그리고 성공을 목표로 할 때, 우리는 

노동하는 노예적인 삶에 놓이게 된다. 거기에는 진리추구의 기쁨도 관조의 

행복도 없다. 오직 경쟁에서의 불안과 근심과 걱정만이 있을 뿐이다. 플라톤

과 아리스토텔레스는 본래 인간이란 자유로움의 여가 속에서 관조를 통해 

평온함과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지성적 존재라고 보았다. 그래서 그들은 노동

적인 삶의 방식에서 벗어나 내적인 여가에 우선 가치를 두기를 촉구한다. 인

간은 오직 내적으로 여가 안에 있을 때, 관조가 가능하고, 관조가 이루어질 

때만 지성을 통해 궁극적 가치를 본질직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여가

는 관조를 통해 그 자체가 목적인 본래적 가치를 직관하는 지성을 길러줄 수 

있는 기반인 것이다. 

3) 철학적 지혜추구 목표 : 관조적 삶의 행복(eudaimonia) 

철학적 지혜는 지성의 본질직관적 인식능력을 탁월하게 발휘하여 내적

으로 행복해지는 것이 핵심인 개념이다. 소크라테스, 플라톤은 관조적 태

도가 정신적 가치를 직관할 수 있는 지성의 덕인 철학적 지혜를 형성하고, 

비로소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다고 확고하게 믿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참된 행복을 다음과 같이 표현한다.

인간의 활동 중에서 신의 활동을 가장 많이 닮은 것이 가장 행복한 활동일 것

이다. ... 지성을 가진 사람은 신들에게 소중한 것을 돌보며 올바르고 고귀한 행

동을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런 자질들은 누구보다도 지혜로운 사람이 갖고 있

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신들에게 가장 사랑받는

다. 그리고 그런 사람은 아마도 가장 행복한 사람이기도 할 것이다. 그러니 이 

점에서도 지혜로운 사람은 어느 누구보다도 더 행복할 것이다(Aristoteles, 천병희 

역, 2020: 399-401, NE, 1179a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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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위 문장에서 나오는 철학적 지혜에서 오는 참된 행복으로 표현되

는 말들인 “신의 활동을 닮은 것”, “신들에게 가장 사랑받는다”는 것과 

같은 행복을 표현하는 말들은 오늘날 사람들에게 받아들이고 이해하기 어려

운 면이 있다. 칙센트미하이와 래썬드는 지혜의 영적 전통에서 지혜의 추구

가 가장 강력한 기쁨을 준다는 이러한 표현들이 현대인들에게 가장 덜 강조

되고 이해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한다. 그들은 지혜 체험의 애매성과 모호

성을 현대 과학적 시각으로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Csikzentmihalyi & 

Rathunde, 1990: 38). 그들은 뇌과학적 관점을 통해, 관조를 통한 지혜의 추

구를 몰입의 경험에서 나오는 그 자체의 기쁨과 연결시킨다.

자기성찰은 주의를 내면에 집중하게 한다. 이 과정에서 외부 환경에서 주어지

는 산만한 충동들은 차단된다. 이러한 집중은 일련의 생각들이 잘 정리되고 통제 

가능한 상징적 연결들에 주의를 기울이게 함으로써 의식의 흐름 속에서 정처 없

이 떠도는 것에서 벗어나 좀 더 “자연스러운” 상태에 놓인다. ... 성찰의 이러한 

측면들은 최적의 심리적 체험을 촉발시키는 조건들과 상당한 유사성이 있다. 말

하자면, 제한된 범위의 자극에 한정적인 주의 기울이기, 고도의 집중력 발휘하기, 

분명한 피드백과 통제하기, 전력투구할 만큼 의미 있는 도전이라는 강한 확신 갖

기 등이 같은 점이다. 자기성찰이 해방의 체험이나 이전에 지녔던 시각의 한계를 

깨닫고 의식이 확장되는 체험을 할 때, 이런 성장의 과정은 의식의‘바깥에 놓여 

있는’느낌의 무아경을 체험하게 된다(Csikzentmihalyi & Rathunde, 1990: 39).

관조적 태도 속에서 인간의 지성이 정신적 가치를 본질 직관할 때는 자

기중심성이 사라진 몰입과 같은 상태임을 알 수 있다. 그들은 이 같은 다

른 차원의 강렬한 깊은 체험이 이기심에서 벗어나 전체적(holistic)인 시각

을 갖게 하고, 윤리적으로 행동하고자 하는 강력한 내적 동기를 갖게 한다

고 주장한다(Csikzentmihalyi & Rathunde, 1990: 40). 

제임스(W. James)도 그리스인들이 신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오늘날 존재체

험의 다른 말이 아니라고 주장한다(James, 1983, 김재영 역, 2019: 118). 이러

한 입장에서 철학적 지혜를 이해한다면, 철학적 지혜란 관조 훈련을 통해 

인간의 본질적인 실재, 참된 자기(true Self)를 체험할 수 있는 지성의 능력

이고, 그러한 존재체험이 신적 체험으로 여겨졌던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다.

오토도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이 체험한 행복이 성스러움에 가까운 것이

고, “카도쉬(qādosch), 희랍어의 ‘하기오스’(hagios)와 라틴어의 ‘상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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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sanctus), ‘싸체르’(sacer)”와 같은 완전한 선, 절대적 선의 어떤 

체험으로 볼 수 있다고 말한다(Otto, 1963, 길희성 역, 2018: 37-38). 오토는 

그러한 절대적 선을 체험하는 순간, 감사, 사랑, 자비, 동정, 도움의 감정과 

같은 초월감정을 동반하게 된다고 주장한다(Otto, 1963, 길희성 역, 2018: 

43, 80). 오토에게 이런 초월감정들은 “생동성, 정열, 감정적 기질, 의지, 

힘, 운동, 흥분, 활동”과 같이 내면의 깊은 활력(Energie)을 느끼게 하는 

감정이다(Otto, 1963, 길희성 역, 2018: 63). 따라서, 아리스토텔레스가 관조

를 통해 느꼈던 행복감을 신의 사랑의 체험이라고 표현했던 이유는 “일

상적인 삶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 친숙한 것, 편안한 것에서 벗어난 

생소한 것, 전혀 다른 것, 순전히 놀라움을 가득한 것으로 체험되었

기”(Otto, 1963, 길희성 역, 2018: 67)때문이라고 유추해 볼 수 있겠다. 관

조의 반복적 훈련은 지성의 직관 능력을 발휘함으로써 논리적 이성과 결

별한 궁극적 가치추구에서 오는 기쁨과 부동심과 평정심에서 느끼는 참된 

행복의 반복적 체험을 가져다줌으로써 인격적 성숙과 관련된 도덕적 정서

능력을 갖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가 체험한 신의 사랑이라는 것은 모든 종교에서 

말하는 지복의 체험으로 볼 수 있다. 예를 들면 불교의 마음 챙김 명상이나 

그리스도교의 관상기도는 일종의 관조 훈련이라고 할 수 있고, 이러한 명상

과 기도의 반복된 훈련은 인간의 지성을 발휘함으로써 깊은 행복을 체험할 

수 있음을 전해준다. 그러한 행복의 상태를 종교에 따라 “도(道), 천(天), 태

극, 공(空), 브라만(Brahman) 혹은 아트만(Atman), 무(無), 일자(一者), 절대

자, 무한자, 절대정신(길희성, 2018: 92) ” 등 다양한 이름을 붙이지만, 그것

은 관조의 반복적 훈련을 통해 “인간이 이룰 수 있는 사유의 가장 높은 것, 

가장 강한 것, 가장 좋은 것, 가장 아름다운 것, 그리고 가장 사랑스러운 것

(Otto, 1963, 길희성 역, 2018: 91)”을 체험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므

로,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는 관조에 따른 신적 행복의 체험이란 지성의 본

질직관적 인식이 이루어질 때 경험할 수 있는 보편적 도덕적 정서체험이라

고 볼 수 있다. 이렇게 지성의 본질직관에 동반되는 초월감정은 우리의 마

음을 고양시키고, 행복한 감정을 불러일으키며 숭고한 감정, 그리고 이타적

인 감정을 불러일으킨다고 볼 수 있다(Otto, 1963, 길희성 역, 2018: 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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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이언트와 베로프(F. B. Bryant & J. Veroff)의 향유에 대한 논의를 통

해서도 지성의 본질직관적 인식 체험이 주는 행복감이 어떤 것인지 알 수 

있다. 브라이언트와 베로프는 향유적 인식28)이 지금, 이 순간에 일어나는 

것을 판단 없이 지켜보는 관조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본다. 타인의 평가

에 대한 부담감, 성취와 사회적 안정(well-being)에 대한 자신의 기대, 경쟁

심에서 벗어난 자유로운 상태, 즉, 모든 에고적 마음이 사라진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인식이 향유적 인식이다(Bryant & Veroff, 2007: 10). 이렇게 

자기중심성을 초월한 지성의 본질직관적 인식은 지금, 이 순간에 주의를 

기울임으로써 아름다움을 경험하고, 긍정적 정서를 느끼며, 심미적 즐거움

과 소통과정에서의 정감을 느끼게 한다(Bryant & Veroff, 2007: 20). 그들

은 관조와 같은 의미인 마음 챙김적 인식을 통해 즐거움, 기쁨, 경외감, 충

족감, 환희와 같은 긍정적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을 향유라고 보았다

(Bryant & Veroff, 2007: 13). 그들은 니콜(Nichols)의 『부서지기 쉬운 아름

다움』이라는 소설(A fragile Beauty, 1987)의 다음 장면을 인용하면서 최

고선의 향유를 소개하고 있다. 

“... 꼭대기에서부터 아래까지 눈으로 가득 쌓인 산은 해가 서쪽으로 사라질 

때까지 짙푸른 공기로 물들어 있었다. ... 이제 이 쌀쌀한 분위기(mood)는 오직 

나 혼자만의 것이다. 나는 산을 온전히 소유했고, 하늘도 좀 더 내 어깨 위로 다

가오기 시작했다. 고독은 내 안에 큰 기쁨을 채우고 있었다. ... 마지막으로, 나는 

원을 그리며 멈추어 서서 주변을 응시하였다. ... 아마도 나는 결코 이 순간의 만

족감을 다시 재생할 수 없을 것이고, 삶에 대한 이 같은 경외감을 다시 가질 수 

없으리라. ... 단지 하루의 짧은 순간이라도 삶은 완벽하고, 우리는 완벽하게 행

복하고, 이 지구와 조화를 이룬다. 이런 감정은 너무 빨리 지나간다. 그러나 추억

은 -또 새로운 놀라움의 참여- 이 삶의 전투 속에서 영원히 살아있다(Bryant & 

Veroff, 2007: 26-27).”

이 글을 통해 지성의 관조적 태도가 주는 행복감이란 본질직관에 의해 

최고선을 인식함으로써 도덕적 감정을 깊이 체험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28) 스틸(S. Steel)은 향유하는 인식인 관조의 인식은 사물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거기서 즐거움을 찾는 인식이지만, 사물을 이용하기 위해 계산하고 평가하는 인
식인 합리성(ratio)은 사물을 대상으로 보고, 손에 넣기 위한 수단으로 삼는 인식
임을 강조한다(Steel, 2014, 박수철 역, 2018: 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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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모든 순간에 지성의 직관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안다. 의식

적으로 지성의 직관적 인식을 하려는 노력 없이는 우리는 쉽게 판단하고 

평가하는 추론적인 인식에 사로잡히게 된다. 지혜란 노하우이고 반복적 훈

련을 통해 갖게 되는 것이다. 그렇게 본다면 철학적 지혜란 관조적 태도를 

반복적으로 훈련함으로써 길러지는 지성의 덕이고, 철학적 지혜를 통해 최

고선을 향유할 수 있는 도덕적 정서를 체험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브라

이언트와 베로프(F. B. Bryant & J. Veroff)도 향유하는 정서의 경험이 이루

어지기 위해서는 반복적인 마음 챙김적 인식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반복적 인식훈련만이 긍정적 경험에 몰입할 수 있고, 더 오래도록 행복감

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다(Bryant & Veroff, 2007: 27). 

아리스토텔레스는 “관조만이 그 자체 때문에 사랑받는 것 같다.”(Aristoteles, 

천병희 역, 2020: 393, NE, 1177a11-17), “행복은 관조와 공존하며, 사람들은 

더 많이 관조할수록 더 행복하다. 우연히 행복한 것이 아니라 관조에 힘입

어 행복한 것이다. 관조는 그 자체로 소중한 것이니까(Aristoteles, 천병희 

역, 2020: 399-400, NE, 1178b28-33).”라고 하면서, 관조와 행복이 밀접한 

관계임을 밝히고 있다. 그리고 그는 행복이란 그 자체로 추구할 가치가 있

는 궁극적이고, “그 자체로 삶을 바람직하게 만들며 아무것도 모자람이 

없는”자족적인 것(Aristoteles, 천병희 역, 2020:36-37, NE, 109725-20)이라

고 한다. 이러한 아리스토텔레스의 주장을 해석하면 인간은 지성(nous)을 

가진 정신적 존재이고, 내면에 정신적 가치가 내재 되어 있으며, 지성의 관

조활동 속에서 정신적 가치를 체험할 때, 그 자체로 완전하고, 자족적인 행

복을 체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아리스토텔레스의 주장은 오늘날 

대인관계 신경생물학자 시겔의 주장을 통해서도 뒷받침된다.

알아차림의 훈련을 통해 분리되어 있던 뇌의 뉴런 간에 연결이 이루어지고, 

이러한 연결을 통해 뇌의 패턴이 감정이입적으로 바뀌게 된다. ... 주의 집중훈련

은 뇌를 통합적으로 만들어 줌으로써 유연하고, 회복탄력적인 마음과 건강한 뇌

를 갖게 되고 타인과의 관계를 더 편하게 만든다(Siegel, 2012:: 7,5). 

시겔은 아리스토텔레스의 관조와 행복에 관한 주장이 옳았음이 뇌과학으

로 증명된다고 한다. 그에 따르면, 인간의 뇌에는 신경가소성이 있으므로 

의도적으로 개방적이고, 수용적으로 주의를 기울일 때, 에너지와 정보 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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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방향이 뇌의 체계를 통합적으로 변화시켜 연결성, 목적성, 평정심의 정

신적 안녕 상태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다(Siegel, 2012: 40,6). 이것을 고대 

그리스철학의 관점에서 말하면, 관조적 태도는 지성의 직관적 인식을 발휘

하여 내적 행복상태에 도달하게 되는 것이다. 내적으로 철학적 지혜가 형

성될 때, 사람은 타인과 세계와 깊은 연결감을 체험하게 되고, 마음의 경계

가 확장되어 “기쁨, 득의만면함(elation), 감사와 같은 긍정적 감정을 동반

한 행복(eudemonia)”을 체험할 수 있는 것이다(Siegel, 2012: 40). 

우리는 의식적인 노력이 없이는 내면의 수다스러운 자기 대화에 빠져 자

기중심적이고 부정적인 생각에 빠지는(Leary & Tate, 2007: 253) 저차원의 

자아 상태에 머물 때가 많다. 그러나 우리는 아주 우연한 순간에 자기중심

성을 초월하여 차원 높은 행복을 체험할 때가 있다. 장엄한 자연의 광경을 

볼 때나, 아름다운 음악을 듣거나, 사랑하는 사람과 깊은 대화에 빠져 있

을 때와 같이 시간과 공간이 사라지고, 자기중심성도 사라지고, 온전히 객

체와 하나됨을 체험하는 감동과 경이를 체험하는 순간이 있다. 리어리와 

테이트(Leary & Tate, 2007: 253)는 이러한 체험의 특징으로, (1) 경험 자체

에 집중, (2) 자기중심적인 생각의 이탈, (3) 비판단적인 수용, (4) 애착의 

소멸, (5) 순수한 인지 상태로 정리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초월 체험은 반

복적인 인식훈련이 없다면 우연한 일회적인 초월 체험으로 곧 잊히게 되

고, 다시 자기중심성에 사로잡히는 두려움, 걱정과 같은 부정적 감정 상태

로 돌아가게 된다. 그러므로, 이러한 인간적인 한계를 잘 파악했던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은 내적 행복이 지성의 본질직관 능력을 잘 발휘할 때 누

릴 수 있는 만큼, 지성의 능력을 키우는 관조를 의도적으로, 의식적으로 

기를 것을 주장하였다.

이상의 내용을 요약해 보자. 인간은 판단하거나 분별하고자 하는 합리성

의 추론적 인식을 버리고 무비판적으로 내면과 대상을 지켜보는 관조를 

통한 지성의 직관적 인식이 이루어질 때, 근심, 걱정에서 벗어난 평온한 

마음에 이르게 되고, 선함과 아름다움에서 비롯된 최고선을 향유할 수 있

다. 관조의 반복적 훈련에 통해 길러지는 철학적 지혜는 도덕적 고양감과 

부동심과 평정심의 깊은 내적 행복에 이르게 하는 것이다. 말하자면 철학

적 지혜는 관조를 통한 내적 행복을 목표로 하는 지성의 덕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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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도덕교육적 맥락에서 본 철학적 지혜의 현대적 의미

1. 철학적 지혜에 관한 현대적 해석

1) 인격특질로 보는 관점

19세기 이후, 사라졌던 지혜에 관한 연구가 40년 전부터, 심리학에서 활

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발달심리, 성격심리, 인지심리, 노인심리 등, 다

양한 심리학 분야에서 지혜 개념의 현실 적용 가능성을 목표로 새롭게 개

념화하는 노력이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다(Trowbridge & Ferrari, 2011: 92). 

그들은 무엇보다 고대 그리스철학의 지혜개념을 현대적 개념으로 해석하

려고 시도한다.29) 심리학의 관점에서 지혜를 정의하기 위한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는데 초기 연구는 사람들이 지혜라고 암묵적으로 정의하는 것들

을 분류하고 종합하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졌다. 이러한 초기 지혜연구는 

지혜를 주로 인지적 관점에서 외적 문제를 해결하는 유능함으로 정의하였

다. 이 같은 지혜의 정의는 고대 그리스철학의 실천적 지혜의 정의와 유사

하다. 문제 상황에서의 올바른 판단력과 분별력만을 지혜로 한정하는 이러

한 연구는 여전히 심리학 지혜 연구의 주류를 차지한다. 실천적 지혜의 입

장으로 지혜를 정의하는 학자들의 입장은 다음과 같다.

29) 심리학에서 연구되고 있는 지혜 연구의 문제점은 지혜의 개념을 철학적 지혜의 
개념을 배제한 채, 협소하게 실천적 지혜의 개념으로만 한정하여 제한된 연구가 
이루어졌다는 점이다(Cunow, 2011: 101). 초기 연구에서 클레이톤(V. Clayton, 1982)
은 지혜를, “경험적이고, 유용하고, 이해적이고, 지식적인 것”으로, 홀리데이와 
챈들러(Holliday & Chandler, 1986)는“예외적인 이해, 판단, 상호소통 기술, 일반
적 유능함, 대인관계기술, 사회적으로 눈에 거슬리지 않음(unobtrusiveness)”으로 
정의하였다(Sternberg, 2001: 228-229). 발터스와 동료들(P. B. Baltes et al.)은 베
를린 지혜 패러다임(The Berlin wisdom paradigm) 모델이라는 이름의 지혜의 5요
소 모델을 제시한다. 그들은 지혜를 “근본적인 삶의 문제에 대한 전문가적 이
론” 또는 “불확실한 삶의 문제에 대한 좋은 판단과 조언”으로 정의한다. 그들
에 따르면, 지혜로운 사람일수록 (1)“풍부한 사실적 지식”을 갖고 있고, 어떻게 
대처할지에 대한 (2)“절차적 지식”을 갖고 있으며, (3)“삶의 생애 맥락(상황, 
역사적, 문화적 현실이 행동에 영향을 줌)”을 이해하고, (4) “가치 상대주의(다
른 가치, 신념, 선호들을 인식하고 받아들임)”로 타인을 이해하며, (5)“불확실성
을 인지하고 관리(삶의 본질적인 불확실함을 다룰 수 있는 능력과 인식)”할 수 
있다는 것이다(Glück, 2018: 1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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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 실천적 지혜의 정의

(김주원·이병재·박용승, 2015: 64-65 재인용)

그러나, 1970년대 이후, 지혜란 외적 생활에서의 좋은 판단과 유능함만

이 아니라 이러한 올바른 판단과 결정을 가능하게 하는 선의 자각, 궁극적 

가치의 자각, 자기 초월이나 삶의 본질 통찰이 지혜의 핵심임을 주장하는 

학자들이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그들은 지금까지 지혜의 연구가 궁극적 가

치나 보편적 가치를 통찰하는 철학적 지혜를 외면한 채, 실천적 지혜만을 

지혜로 간주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이 같은 입장에서의 지

혜의 연구가 간헐적으로 이루어지다가 최근 10년 사이에 몇몇 심리학자에 

의해 활발히 연구되고 있다. 커나우(T. Curnow)는 실천적 지혜에만 집중하

는 연구 풍토를 비판하고, 실천적 지혜를 가진 사람에 관한 연구에 앞서 

보편적 진리를 통찰하는 철학적 지혜를 가진 사람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

져야 한다고 주장한다(Curnow, 2011: 103). 트로브리지(R.H. Trowbridge)도 

심리학에서 지혜(wisdom)를 연구한 지 30년 만에 철학적 지혜(sophia)를 개념화

연구자 실천적 지혜의 정의

Bierly et al.(2000) 예측 불가능한 복잡한 삶의 문제를 풀 수 있는 자질

Boal & 

Hooifberg(2001)
사회 환경이 처한 위기에서 적절한 행위로 이끌어 줄 수 있는 자질

Jashapara(2005) 주어진 상황에서 윤리적 판단에 따라 실천할 수 있는 능력

Jennifer(2006)
다차원적인 인간관계에서 적합한 윤리적인 사회적 기술을 사용하

여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고 그러한 결정을 잘 수행하는 능력

Gioia(2007) 모호한 상황에서 올바르게 행동할 수 있는 능력

Hays(2007) 올바른 것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

Greene & 

Brown(2009)
사람과 상호작용을 통해 학습되거나 삶의 경험을 통해 획득된 능력

Paulo et al.(2012)
인식능력, 정보능력, 학습능력, 의사소통능력, 의사결정 능력, 의사

결정 과정에서 다양한 과정과 절차를 잘 관리하는 능력

Intezari & 

Pauleen(2014)
효과적인 인식, 계획, 결정, 행동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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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려는 시도들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소개한다(Trowbridge, 2011: 158-160). 그

들은 철학적 지혜를 “초월적(transcendental) 지혜, 인격적(personal) 지혜, 

관조적(contemplative) 지혜”와 같은 단어로 설명한다.30) 이들은 공통적으

로 지혜에는 실천적 지혜의 의미뿐만 아니라 철학적 지혜의 의미를 포함

하고 있는 개념임을 강조한다. 그들의 지혜에 대한 분명한 입장은 내적으

로 철학적 지혜가 있어야만 실천적 지혜가 잘 발휘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철학적 지혜는 실천적 지혜의 근거가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들의 

입장은 철학적 지혜가 실천적 지혜의 근거를 제공한다는 아퀴나스의 입장

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심리학자인 이들이 철학적 지혜를 어

떤 관점으로 보는지 좀 더 자세히 살펴보자. 이 장에서는 철학적 지혜를 

인격특질로 보는 관점에 대해 살펴보겠다. 

먼저, 철학적 지혜를 인격특질로 보는 관점에는 관조의 훈련을 통해 인

간발달 단계에서 가장 성숙한 인격발달에 도달하는 것으로 보는 관점이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주장하는 대표적인 학자는 아델트(M. Ardelt)이다. 

그녀는 지혜를 내면의 깊은 성찰훈련을 통해 도달할 수 있는 “인격성장

의 원형”으로 간주하고, “자아발달의 높은 단계”, “자아통합의 단계”

로 설명한다(Ardelt, 2019: 603). 그녀는 내적 성찰이 내면의 망상을 파괴하

여, 부동심, 감사, 수용성을 발달시켜 더 깊은 안녕감을 가져오고, 새로운 

30) 실천적 지혜를 더 비중 있게 연구하는 심리학자라고 하더라도 철학적 지혜 개념
을 동반하여 제시하는 학자들도 있다. 스턴버그(R. Sternberg)는 지혜를 인격과 상
황의 상호작용 특질로 보는 관점을 지지한다. 스턴버그는 오늘날 이루어지고 있는 
지혜의 연구가 4가지 관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한다. 지혜를 인격특질로 보는 
관점, 상황특질로 보는 관점, 인격과 상황의 상호작용 특질로 보는 관점, 행동특질
로 보는 관점이다(Sternberg, 2019: 482-485). 지혜를 인격 특질로 보는 관점이 철
학적 지혜로 볼 수 있고, 상황 특질과 인격과 상황의 상호작용 특질, 행동 특질은 
실천적 지혜로 볼 수 있다. 그는 상황에 따른 실천적 지혜의 전제가 되는 인격 특
질로서의 철학적 지혜의 중요성을 언급한다. 그는 지혜란 자신의 긍정적인 윤리적 
가치들을 주입하여(infusion) 단기적 뿐만 아니라 장기적 관점에서 자신과 타인 그
리고 더 넓은 차원에서의 이익들을 고려하여 균형을 맞춤으로써 공동선을 얻기 위
해 자신의 지식과 기술을 사용하는 것으로 정의한다(Sternberg, 2019: 482). 티베리
우스와 동료들(Tiberius et al.)은 지혜가 깊은 이해, 성찰 능력, 문제 해결 능력, 자
신이 잘살고 다른 사람들도 잘살도록 돕는 동기의 네 가지 주요 구성 요소로 이루
어진다고 주장한다(Tiberius et al., 2011: 277). 이들의 주장들은 분명히 실천적 지
혜를 강조하지만, 철학적 지혜의 중요성을 부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들은 공
통적으로 깊은 이해, 성찰 능력인 철학적 지혜를 바탕으로, 문제 해결 능력, 자신
이 잘살고, 다른 사람들도 잘살도록 돕는 실천적 지혜를 발휘해야 함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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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에 대해 개방하게 되고, 자기중심성을 초월하게 됨으로써 성숙한 인격 

특질을 갖게 하고, 이러한 성숙한 인격특질은 자기이익을 넘어서 타인과 

세계의 안녕에 대해 헌신하는 자세를 갖게 된다고 주장한다(Ardelt, 2019: 

602). 아델트와 동료들(M. Ardelt et al.)은 동서양 지혜의 전통이 공통적으

로 긍정적인 인격발달에 초점을 두고 있고, 특히, 고대 그리스철학에서의 

철학적 지혜는 영원불변하는 보편적인 진리의 추구를 목표로 관조적인 삶

에 집중되어 있음을 지적한다31)(Ardelt et al., 2019: 145). 그들은 내적 성찰

이 관조적 규율과 밀접함을 지적한다. 이들은 관조적 규율이 명상, 관조, 

요가와 같은 정신훈련에 초점을 둔 훈련으로서 정신발달과 초월적 단계로

의 성숙으로 나아가게 한다는 것이다(Ardelt et al., 2019: 147). 그들은 내

면을 깊이 들여다보는 내적 관조와 자연과 우주와 같은 외적 대상을 깊이 

응시하는 외적 관조이든 판단 없이 지켜보는 관조의 훈련이 성숙한 인격

발달에 이르게 한다고 주장한다. 말하자면 그들에게 지혜란 지행합일의 인

격적 성숙함, 마음과 덕의 통합이라는 인격특질로 설명한다(Ardelt et al., 

2019: 146). 그 밖에 철학적 지혜를 관조의 훈련을 통해 길러지는 성숙한 

인격특질로 보는 관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3> 인격특질로서의 철학적 지혜의 의미

31) 그들은 실천적 지혜란 좋은 삶을 살기 위한 목표를 가지고 자신의 충동과 감각의 
속임수를 잘 통제하여 완성(master)하는 것으로 본다(Ardelt, Pridgen, 
Nutter-Pridgen, 2019: 145).

연구자 철학적 지혜의 의미

Aldwin, Igarashi & 

Levenson(2019)

(Aldwin, Igarashi & 

Levenson, 2019: 

137-138).

- 관조의 직관을 통해 상호연결성과 존재의 통합에 도달한 인격

상태임

- 감정적 초월을 동반하여 기쁨과 내적 평화 그리고 행복과 평온

함과 같은 긍정적인 심리적 결과에 도달한 상태임

- 시대와 문화와 사회를 넘어서 보편적으로 관찰되는 내적이고, 

탈자기중심성(selflessness)을 특징으로 하는 인격특질임

- 자기 초월의 철학적 지혜는 사회 안에서도 타인의 건강과 안녕 

또한 증진시킬 수 있음
M.R. Levenson et 

al.(2005)

- 관조의 훈련은 걱정과 흥분(excitability)의 감정을 안정화시켜

“희망, 감정적 안녕, 통일성”과 같은 내적 평화에 이르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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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철학적 지혜를 관조의 반복적 훈련을 통해 길러지는 인격특질

로 보는 관점에는 매슬로우의 Be인지, 존재론적 인식에 의해 길러지는 인

격특질로 보는 관점이 있다. 매슬로우는 인간에게 대상을 경이롭게 응시하

고, 모든 측면을 살펴보고, 모든 특성을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강

조한다. 그는 그러한 인식을 Be 인지, 존재론적 인식이라고 명명한다. 그

가 주장하는 Be 인지의 특성을 살펴보자.

Ÿ 경험이나 대상이 관계, 유용성, 편의, 목적에서 벗어나 전체로, 완전한 통일체

로 파악하는 인식이다.

Ÿ 지각하는 것에만 온전히 독점적으로 몰두한다. 이것은 ‘완전한 주의’인데 

Levenson et al, 

2005: 128 129 130)

- 관조의 반복훈련은 자기감각을 형성, 유지하게 했던“사물, 관

계, 역할, 성취”가 변화 가능한 것이고 임시적(provisonal)인 것

임을 깨닫게 함으로써 비집착에 도달하게 됨 

- 자기 가치를 위협하는 것들로부터 에고를 지키기 위해 만들어

진 내적 메커니즘 안에 있는 “내적인 자아들”의 소멸

(dissolution)이 이루어짐

- 철학적 지혜란 관조를 통해 자기와 다른 사람 사이에 견고하게 

형성되어 있던 내적경계를 소멸시킴으로써, “공감, 이해, 통

합”으로 나아가는 자기 초월의 인격특질임

L. Orwoll & M. 

Perlmutter(1990)

(Orwoll & 

Perlmutter, 1990: 

162-163).

- 자기중심적인 관심에서 벗어나 더 전체적이고, 보편적인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는 자기 초월의 특징을 가짐

- “자기 초월”이란 “자기확장, 통찰, 유머감각”을 포함하여 

자신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능력임 

- 자기 초월은 “경험세계에 대한 비 방어적이고 개방된 자세, 자

기인식과 자기성찰 능력, 타인과의 관계에서의 공감, 이해, 배려

심, 이타적이고 보편적인 관심”을 포함함

J. P. Leone(1990)

(Leone, 1990: 263).

- “실존, 자기(Self), 관조적 실존, 선험적 또는 우주적 의식, 절대

의식, 비자기, 공” 등의 이름으로 불리는 인격특질인 본래적인 

자기(true Self)에 도달함

- “공감적 정서체험”을 통해 타인과 세계에 대해 개방성을 가

지고 감사함

- 관조적 사고의 훈련을 통해 이루어지는 자기로부터의 거리두기, 

비집착, 개방성, 무위와 경험의 몰입이 이루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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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입과 매우 유사하다. 비교하지 않는 인지 또는 평가하지 않는 인지 또는 판

단하지 않는 인지이다. 사람이 존재 그 자체로 파악되어진다.

세상을 있는 그대로 지각한다. 부당하게 생략해 버리는 범주적 지각보다 더 완전

한 지각이 이루어진다.

Ÿ 자기 초월이 이루어지고, 이해타산, 소망, 욕구가 배제된 비이기적이고, 초탈하다. 

Ÿ 본질적 가치의 체험이 이루어진다. 심미성, 종교성, 창조성, 사랑의 체험이 일

어나는 인식이다. 본질이나 핵심을 꿰뚫어 보는 인식이다.

Ÿ 경외감, 경이로움, 놀람, 겸손, 공경감, 찬탄, 경건함의 감정과 연민, 자비, 친

절, 타인에 대한 공감의 감정이 동반된다

Ÿ 타인을 범주화하고 분류하고 집단으로 묶는 추론적 인식(ratio)이 아니라 사랑

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수용하는 인식이다(Maslow, 1968: 68-85 요약정리)

그는 인간의 이런 본질직관의 능력이 대상을 추상화하고, 명명하고, 배

치하고, 비교하는 합리성의 인식능력보다 더 우위에 있음을 주장한다. 판

단하지 않고, 지켜보는 응시가 인간과 사물을 온전히 볼 수 있다는 것이다

(Maslow, 1968: 80-81). 그는 이런 존재론적 인식능력의 반복적 훈련이 참

된 자기를 회복하는 자기실현으로 이끌어간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철학

적 지혜란 관조를 통한 본질직관적 인식능력의 훈련을 통해 길러지는 인

격특질이고, 이를 통해 인간발달의 최고단계인 자기실현에 도달하게 되는 

것이다. 

끝으로, 철학적 지혜를 인격적 특질로 보는 관점에는 관조의 훈련을 통해 길러

지는 덕이라고 보는 관점도 있다. 이러한 관점은 현대의 철학에서 볼 수 있는데 

대표 철학자는 하도(P. Hadot)와 피퍼(J. Pieper)32)이다. 하도는 “형상”, “선 

그 자체”의 경험이 개인의 인격적 변화를 가져온다고 말한다(Hadot, 

1995, 이세진 역, 2019: 131). 언어로 설명될 수 없고, 오직 경험하거나 대

화를 통해 포착되는 “형상, 선, 미”“선의 이데아” (Hadot, 1995, 이세

32) 20세기 초의 철학자 셸러의 인격 개념도 덕으로서의 철학적 지혜와 밀접하게 연관된
다. 그는 인간이란 본래적으로 정신적 존재이므로, “반성적이고, 관조적인 태도로 사
물을 지켜봄으로써 본질을 파악하는 정신의 활동”을 통해 인간의 본래적인 본질인 
인격을 발견할 수 있다고 보았다(Scheler, M., 1928, 진교훈 역, 2008: 8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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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역, 2019: 135)를 반복적으로 관조하게 됨으로써 탁월한 인식을 할 수 

있는 지성의 덕이 형성되고, 그러한 지성의 덕은 정신적 존재로서의 인격

적 변화를 초래하게 되는 것이다. 그는 정신적 가치를 추구할 수 있는 지성

의 덕의 특성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덕은 인간에게서 가장 고매한 부분, 곧 정신과 상응하고, 실생활에 수반되는 

불편함에서 벗어나 있다. 덕은 행위의 간헐성에 종속되지 않으며 싫증 나게 하는 

법이 없다. 덕은 경이로운 쾌락을 안겨 준다. 덕이 안겨주는 쾌락은 고통이나 불

순함과 섞이지 않은 것이며 강건하고 견고하다. ... 덕은 타인에 대한 독립성을 

보장한다는 것이다(Hadot, 1995, 이세진 역, 2019: 139). 

피퍼는 인간 지성의 관조가 본질을 직관하는 철학적 지혜의 핵심임을 밝

히고 있다. 인간의 합리성이 인간과 동물을 확실하게 구분해 주는 인간적 

능력이지만, 인간에게는 초인간적인 본성도 있으므로 합리성만으로는 인

간적 본성을 완전히 파악할 수 없고, 지성에 의한 직관의 훈련을 통해 정

신적 가치를 파악하는 능력을 길러야 한다는 것이 피퍼의 주장이다

(Pieper, 2007, 김진태 역, 2011 : 41-42). 피퍼는 이러한 관조 훈련이 무엇

보다 자발적 도덕실천을 가능하게 함을 강조한다. 피퍼는 아퀴나스의 주장

을 이어받아 덕이란 선의 실현으로서 좋은 것이지 어려운 것이 아니라고 

본다(Pieper, 1995, trans. Wasserman, 2006: 17). 반복적인 관조의 훈련은 

지성의 덕을 형성하여 자연적인 경향성을 극복하고, 본래 본질인 선한 마

음가짐 상태로의 인격적 변형을 가져온다. 철학적 지혜를 통해 선한 마음

가짐의 인격적 변형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러한 내적인 선함은 사랑의 

마음을 불러일으키고 자발적인 윤리적 실천을 가져오는 것이다. 그는 이렇

게 사랑의 마음에서 비롯된 자발적인 신성한 행동은 결코 노력으로 환원

될 수 없는 지성의 덕을 통해 이루어지는 선의 실현이고, 도덕적 의지에 

의한 강제적인(peremptory) 노력보다 우선(presuppose)되는 것이라고 주장

한다(Pieper, 1995, trans. Wasserman, 2006: 17). 이처럼, 피퍼는 철학적 지

혜를, 관조의 훈련을 통해 길러지는 지성의 덕이고, 지성의 덕을 통해 자

발적 실천이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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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신성(spirituality)으로 보는 관점

인간은 강한 육체성과 자기중심성을 가진 존재이면서도 정신성과 이타

성을 추구할 수 있는 존재이다33). 이런 인간 이중적인 내면의 특성에 주목

하여 내적 수양을 통해 갖게 된 인간의 정신성을 철학적 지혜로 보는 관점

이 있다. 그들은 인간이 내적 관조를 통해 정신성을 가질 때, 정신적 존재

로서의 본질을 자각할 수 있다고 본다. 그들의 인간 내면의 분류를 살펴보

면 다음과 같다.

많은 학자가 인간의 내면에는 언제나 두 개의 자아가 충돌하고 있는데 

하나는 저차원의 자아이고 다른 하나는 고차원의 자아가 있음을 밝히고 

있다(Greene, 2000, 안진환, 이수경 역, 2009: 19). 낮은 자기와 높은 자기

(Higher Self)로 칭한 매슬로우(A. Maslow), 에고(Ego)와 자기(Self)라고 명

명했던 융(G. K. Jung), 개인적 자기와 높은 자기34)로 나누었던 아사지올리

(R. Assagioli) 등이 대표적인 학자들이다(Firman & Galla, 2002, 이정기, 윤

영선 역, 2016: xi). 그린에 따르면 저차원의 자아는 자기중심적이고 생존 

경쟁적이며 육체적, 물질적 욕망과 같은 세속적인 성취를 목표35)로 하고, 

타인과 단절 분리되며 자신만을 최고로 생각하는 자기애적이며, 두려움, 

불안, 분노, 걱정의 감정을 동반하는 자아이다. 반면, 고차원의 자아는 정

신적 가치를 추구하고, 내적으로 평화롭고 겸손하며, 타인과 세계에 대해 

개방적이고 이타적이며 초월적인 자아이다(Greene, 2000, 안진환, 이수경 

역, 2009: 20). 그들은 인간의 정신성을“초개인적 자기(transpersonal Self)”, 

33) 하이트(J. Haidt)는 인간의 상황을 “낮고 천하고 육욕적인 자아인 육체에 더 높
고 귀하고 정신적인 자아인 영혼이 속박된” 상태로 상정한다(Haidt, 2006, 권오
열 역, 2010: 34). 

34) 아사지올리는 인간에게 심미적이고, 영적인 절정 경험을 할 수 있는 “심미적 
경험, 창조적 영감, 더 높은 의식의 상태, 높은 무의식 또는 초의식의 영역”인 
높은 자기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한다(Firman & Galla, 2002, 이정기, 윤영선 역, 
2016: xi). 

35) 인도의 철학자 다스굽타(S. N. Dasgupta)는 “일상적인 쾌락과 즐거움만을 추구
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은 더 높은 삶의 영역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그 
영원불멸의 본질 실현을 갈망하는 영혼의 요구를 알아차리지 못하며, 논리적 사
고와 감각적 즐거움에 의한 일상적이고 세속적인 삶보다 더 높고 큰 것은 존재하
지 않는다고 생각함”을 지적한다(Dasgupta, 1927, 오지섭 역, 1997: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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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무의식(higer unconscious)”, “초의식”, “상위인격”, “탈동일시

(disidentification)”, “관찰하는 자기(observing self)”등으로 지칭한다(Firman 

& Galla, 2002, 이정기, 윤영선 역, 2016: xiv-xv). 

그런데 문제는 정신적 가치를 추구하는 자아의 힘이 육체적, 물질적 가

치를 추구하는 자아의 힘보다 약하다는 데 있다. 대인관계 신경생물학은 

이러한 현상의 원인을 진화와 관련하여 해석한다. 생명의 위협 속에서 생

존경쟁의 반응적 형태로 “도피, 공격, 얼어붙음”의 전략을 썼던 파충류

의 뇌가 유전되어 자기애에 사로잡히고, 자기중심적이며 특히 위기상황이

라고 느끼면 쉽게 부정적인 감정으로 방어적인 자세를 가지게 된다는 것

이다36)(Siegel, 2012: 12,2-13,2). 이타적 정서와 공감, 깊은 사색과 본질직관

의 변연계와 전두엽의 능력은 파충류의 뇌보다 뒤에 발달하여 편안하고 

안정된 상태에서는 이타적 행위를 할 수 있으나 생존 경쟁적인 마음 상태

에서는 두려움, 분노 등의 감정에 쉽게 사로잡히게 된다고 밝히고 있다

(Siegel, 2012: 13,3-13,4).

그러나, 인간은 비록 이처럼 저차원의 상태에 쉽게 빠지는 존재일지라도 

인간 내면에 정신성에 대한 갈망이 있기에 의식적인 노력을 통해 고차원

의 상태로 나아갈 수 있음을 강조하는 견해가 있다. 이런 견해를 가진 학

자들은 철학적 지혜를 정신적 가치를 인식할 수 있는 인간 정신성으로 이

해한다. 헤센(J. Hessen)과 오토(R. Otto)가 대표적인 학자들이다. 헤센은 

인간만이 가진 고유한 정신성이 있기에 인간은 정신적 가치를 추구하는 삶

을 살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의 말을 들어 보자.  

 인간을 모든 자연 존재와 구별되게 하고 모든 자연 존재 위로 고양시켜 주는 

특수한 인간적인 것은 이 영혼적, 정신적 힘과 기능에 있다. 따라서 인간 본질의 

실현과 완성은 인간의 정신적 소질의 발전에서만 인간의 정신적 삶의 전개에서

만 성립할 수 있다. .... 인간의 삶은 가치실현의 과정이다. 인간의 삶의 의의는 

가치가 그 삶 속에서 성취된 만큼 성취된다. ... 우리는 삶의 의의가 가치에 달렸

고, 특히 정신적 가치에 달렸다는 것을 안다. 왜냐하면, 인간은 바로 정신적인 존

36) 인간의 저차원적 자아의 모습에 대해 슈마허(E. F. Schumacher)는 자신의 생물
학적 필요나 육체적 쾌락, 교활함으로 이루어진 ‘생존경쟁’이나 ‘권력에의 의
지’에만 집착한다면 인간의 삶은 고독, 빈곤, 추함, 야만으로 특징되는 홉스(T. 
Hobbes)적인 삶에 놓이게 됨을 주장한다(Schumacher, 1978, 송대원 역, 2007: 58). 



- 64 -

재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인간이 정신적 가치 일반을 부인하고 낮은 가치의 수

준에 머물거나, 또는 정신적 가치의 일부분만을 긍정하고 돌보면, 그로 말미암아 

삶의 의의를 잃게 된다(Hessen, 1948, 진교훈 역, 1992: 127). 

오토는 인간이란 끊임없이 내적인 원천을 찾고자 애쓰는 존재이고(Otto, 

1963, 길희성 역, 2018: 199), 인간 내면에는 일깨워지고, 각성하여지도록 

기다리고 있는 정신적 가치가 내재되어 있다고 한다(Otto, 1963, 길희성 

역, 2018: 197). 그는 정신적 가치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정신적인 가치에는 다양한 종류가 있다. 거룩함, 아름다움, 숭고함, 선함과 같

은 가치는 불변의 객관적 가치이며 절대적이고 궁극적이고 무한한 가치이다. 정

신적 가치는 가장 타당하고 높은 객관적 가치이며 모든 합리적 가치들 위에 있

는 순수히 비합리적 가치이며 가장 내면적으로 인정해야만 하는 가치이다(Otto, 

1963, 길희성 역, 2018: 11). ... 또한, 그러한 가치는 그 자체로 존경할만한 객관

적 가치이다. 그것은 본질적으로 내면적인 의무감을 느끼고 양심의 구속과 묶임

이 이루어지며 단순한 강요가 아닌 가장 성스러운 가치에 대한 자연스러운 순종

과 따름이 이루어지는 것이다(Otto, 1963, 길희성 역, 2018: 112).

그는 이러한 정신적 가치는 결코 인간의 이성으로 파악할 수 없고(Otto, 

1963, 길희성 역, 2018: 224), 오직 깊은 내적 관조를 통한 인간의 정신성을 

통해 체험할 수 있다고 한다. 그에 따르면, 관조를 통한 직관적 인식이란 

이론적 인식이 아니며, 시간적인 것 속에서 영원한 것을 파악하는 것이며, 

경험적인 것 속에서 사물의 초경험적인 근거와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다

(Otto, 1963, 길희성 역, 2018: 237). 이러한 이들의 관점은 관조를 통해 인

간의 정신성을 기를 때, 정신적 가치를 자각할 수 있다는 것이다.

현대철학자로서는 라벨(L. Lavelle)37) 역시 인간은 본래적으로 정신성을 

갈망하는 존재이고, 인간에게 정신성이 있기에 정신적 가치를 자각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라벨은 철학적 지혜를 인간의 정신성으로 이해함

을 알 수 있다. 라벨은 플라톤처럼, 철학적 지혜를 관조라는 인식능력을 

통해 행동의 원동력인 “본질적인 것(이데아적인 것)”을 파악하는 힘으로 

본다(이명곤, 2017: 130). 그의 철학의 전제도 플라톤처럼, “인간의 정신 안

37) 그밖에도 철학적 지혜를 “한 걸음 물러선 힘”, “초기술적 활동”인 반성을 
통해 보편성을 바라보는 인식과 지각으로서 “인간의 자부심과 오만을 견제하는 
추”로 보았던(Steel, 2014, 박수철 역, 2018: 26-27) 마르셀(G. H. Marcel)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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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궁극적인 목적으로서의 최상의 존재와 최고의 가치에 도달하고자 하는 

경향성”(이명곤, 2020: 125)이 있고, 인간의 내면에는 선험적 윤리가 내재하

여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인간이 본성적으로 물질적이고, 감각적인 것

에 집착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다면, 정신의 사명은 이러한 인간의 본성적인 

성향을 (정신적인 것에로) 전향(conversion)하게 하는 것”이라고 본다. 그는 

오늘날 사람들이 공허를 느끼는 가장 큰 이유가 “진정한 자기 자신”이라

는 정신성, “내면성”을 상실하였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그러므로, 그는 관

조를 통한 정신성을 가질 때 본래의 자신을 발견할 수 있음(이명곤, 2020: 

125)을 강조한다. 인간의 정신성은 내면을 깊이 바라봄으로써 영원함과 불

변함과 초월함을 상상하고 체험할 수 있고, 사유 안에서 자신의 한계를 벗

어날 수 있으며, 무한하고 초월적이며 가장 궁극적인 가치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이처럼, 라벨은 철학적 지혜란 관조를 통해 정신적 가치를 

자각할 수 있는 정신성이고, 인간의 정신성은 자기중심성을 초월할 수 있고, 

본래의 자신을 회복할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이명곤, 2020: 130). 

심리학에서도 철학적 지혜를 정신적 가치를 직관하는 정신성으로 이해

하는 관점이 있다. 현대사회의 우울, 불안, 무기력과 같은 정신적인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다수의 심리학자가 정신적 존재38)로서의 인간 본질 자각을 

강조하는 견해를 제시하고 있다. 메이는 우울, 불안, 공허와 같은 정신적인 

문제가 정신적 존재로서의 인간의 본질을 깨닫지 못함에서 비롯되었고, 진

리를 보는 직관적인 방법이 차단되면 불안이나 비합리적 분노에 사로잡히

게 됨을 지적한다(May, 백상창 역, 2020: 273). 현대인이 지혜로운 삶을 살

지 못하는 이유는 “불안에 의한 직관적 진리의 차단”인 것이다. 그러므

로 메이는 타인의 눈이나 세상의 눈으로 자신을 판단하는 습성에서 벗어나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보려고 해야 하고, 진리를 직관적으로 경험해야 함

을 주장한다(May, 백상창 역, 2020: 274). 그러므로 메이에게 철학적 지혜란 

직관을 통해 정신적 가치를 자각할 수 있는 인간의 정신성인 것이다.

현대 심리학자인 프랭클(V. Frankl)도 인간이란 정신적 존재이고, 정신적 차

38) “마음(kardia), 영혼의 영도자(hegemonikon), 양심(syneidesis), 정신의 깊이
(batheia diamoias), 영혼의 근저(the ground of the soul), 영혼의 첨단(la fine 
pointe de l’ame)(Louth, 2007, 배성옥 역, 2011: 147)”과 같은 많은 용어가 인간
이란 정신성(spirituality)을 가진 존재임을 알려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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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의 의미를 추구하고자 하는 존재이며, 가치를 실현하고자 하는 존재임을 강

조한다. 그는 정신적 존재인 인간이 자기 초월할 수 있는 의미를 찾지 못할 

때, 무기력, 불안, 우울의 상태에 빠지게 된다고 보았다(김정현, 2013: 330). 

가장 최근에 철학적 지혜를 인간의 정신성으로 이해하는 대표적인 학자

는 로빈슨(D.N. Robinson)이다. 그는 인간이란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분명

하게 깨달아야 하고, 동물과 구별되는 인간 고유의 역량을 키워야 하는 과

제를 안고 있는 존재이며, 인간의 고유한 본질을 정신성으로 본다

(Robinson, 1990:35). 그는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를 육체적 쾌락과 물질

적 만족에서 벗어나 정신적 가치를 추구하여 참된 행복을 누리고자 하는 

삶의 방식을 선택했던 사람들로 평가하였다(Robinson, 1990:33). 그는 인간

에게 정신성이 있으므로 정신적 가치를 자각할 수 있음을 강조한다. 그러

므로, 그에게 철학적 지혜란 정신적 가치를 자각할 수 있는 정신성이다.

알드윈과 동료들도 철학적 지혜를 인간 정신성으로 이해한다. 그들은 인

간은 정신성을 통해 자기 초월할 수 있는 존재로 이해한다. 그들은 자기 

초월의 특징을 (1) 몰입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자기망각(self-forgetfulness), 

(2) 자연과 매우 밀접한 감정을 느끼고, 자신을 거대한 구조 속의 일부와 

같다고 느끼는 초인격적 정체성(transpersonal identification), (3) 타인과의 

연결성을 느끼고, 정신적 힘이 이끌어 간다고 느끼는 정신적 받아들임

(spiritual acceptance)으로 제시한다. 인간의 정신성은 자신의 본성 안에 

자선과 보편구제(universalism)가 존재함을 자각하고 자신이 접촉하는 사람

들의 복지를 향상하는 자선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과 자연에까지 자선을 

확대시켜 보편구제하고자 행동할 수 있다는 것이 그들의 입장39)이다

(Aldwin, et al., 2019: 124-125). 그들에 따르면 인간은 정신성을 통해 자기

와 다른 것 사이의 굳은 경계를 허물 수 있고, 인간의 에고를 초월할 수 있

다. 자기중심성의 감소는 보편주의의 자각과 인류와 자연과의 상호연결성

을 증대시키고, 자기중심적인 욕망을 타인의 선을 위해 포기하게 만들며, 외

적인 집착으로부터의 벗어나게 하고, 내적인 평화, 기쁨, 경이감을 느끼게 된

다(Aldwin, et al., 2019: 126). 알드윈과 동료들은 자기중심성을 초월한 지혜로

39) 알드윈과 동료들은 사람이 정신성을 본질로 하는 지혜를 가질 때, 자신의 건강
과 안녕을 증진시킬 뿐만 아니라 타인의 건강과 안녕 또한 증진시킬 수 있다고 
주장한다(Aldwin, et al., 2019: 137-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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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사람일수록 정신적 가치를 추구하고 타인과 세상에 대한 개방성과 상호연

결성을 보임으로써, 상대도 그런 마음으로 다가오게 하여 타인과의 관계가 향

상됨을 보고한다(Aldwin, et al., 2019: 132). 

이렇게 현대 철학과 현대 심리학에서는 철학적 지혜를 인간 정신성으로 

이해한다. 인간은 정신성을 통해 초월할 수 있고, 세계와의 깊은 연결성을 

체험하며 이타성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다.

3) 회복탄력성으로 보는 관점

오늘날 철학적 지혜의 연구 중에는 철학적 지혜를 관조의 훈련을 통해 

길러지는 회복탄력성으로 이해하는 관점이 있다. 회복탄력성이 인간에게 

삶의 불확실성과 예측불가능성 앞에서 내적인 평정심과 부동심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은 심리학, 대인관계 신경생물학, 정신의학

에서의 연구들에서 볼 수 있다. 

스타운딩거와 쿤즈만(U. M. Staudinger & U. Kunzmann)은 지혜란 회복

탄력성으로서 “주어진 사회적 상황을 초월하여 내적으로 주관적 웰빙을 

유지는 하는 내적 성장”으로 이해한다. 그들에게 내적 성장이란 “통찰, 

통합과 자기 초월, 지혜를 향한 열망을 통해 덕을 키워나가는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회복탄력성으로서의 지혜 획득에는 “비판적인 자기관찰, 

유연성, 모호성에 대한 인내, 그리고 비정상적일 정도의 노력과 대부분의 

고통”이 동반됨을 주장한다(Sternberg, 2019: 486). 하지만 이 같은 반복적

인 훈련을 통해 내적으로 획득되는 “삶의 기예”로서 지혜는 회복탄련성

이라는 내적 역량이 되어 위기에 대처하고 삶의 어려움을 잘 조절할 수 있

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감정적 안녕을 유지함으로써 어떤 어려움에도 행복

의 높은 상태를 유지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 그들의 강조점이다(Sternberg, 

2019: 486). 철학적 지혜가 특히 회복탄력성과 관련됨을 주장하는 다른 입

장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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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4> 회복탄력성으로서의 철학적 지혜의 의미

학자 철학적 지혜의 의미

Fosha

(2009)

- 인간의 가장 자연스러운 상태는 평온함을 동반한 행복상태라고 봄

- 인간 안에는 가장 평온한 감정 상태로 돌아갈 수 있는 역량이 있음

- 관조적 인식훈련은 회복탄력성을 가져와 감정조절이 가능해짐.

- 회복탄력성은 자신의 본래 상태인 긍정적 정서로의 감정의 변형을 가

져와‘신체건강, 정신건강과 안녕’의 상태에 놓이게 됨

- “변행(transformance: transformation+performance)”의 강력한 갈망, 

즉, “성장, 학습, 치유 그리고 자기교정”을 향한 기질적 경향성이 인

간의 뇌 깊숙이 내재되어 있음.

- 관조적 훈련을 통한 회복탄력성은 인간 본래의 진실성, 수용성, 일관성

을 형성함. 변형의 열망을 통해 자기치유, 자기교정, 깊은 감정조절, 자

기공감적 인식상태에 도달하게 됨              (Fosha, 2009: 173-174)

Mickler 

& 

Staudinger

(2008)

- 인격적 지혜(personal wisdom)는 회복탄력성을 말하고 이를 통해 인간

의 실존적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음

- 풍부한 자기인식(self knowledge): 자신과 자신의 삶에 대한 깊은 통찰을 가짐

- 직관적 발견(heuristics)의 성장과 자기규율: 어떻게 자신의 감정을 표현

하고, 규율할지 아는 것. 유머는 다양한 어려움과 도전적 상황에서 잘 

이겨낼 수 있는 중요한 직관적 대처전략임

- 자기를 연관지음(interrelating the self): 자신의 행동과 감정 등의 맥락적 

내재성(embeddedness)을 알아차림. 자신의 생물학적 내재성, 타인에 대한 

의존성, 자기(self)의 서로 다른 영역들의 연관성을 알아차리는 것임

- 자기 상대주의(Self relativism): 자신에 대한 기본적 자존감을 잃지 않으

면서, 자신의 행동을 비판적으로 볼 수 있는 능력임. 자신에게는 엄격

하지만 타인의 가치관에 대해서는 관용을 취할 수 있는 능력임

- 애매함에 대한 관용적 태도: 삶의 불확실성을 인식하고 받아들이고 잘 

관리할 수 있는 능력임             (Mickler & Staudinger, 2008: 788) 

Glück, 
Bluck & 

Weststra

te40)

(2018)

- the MORE Life Experience 모델로 역경을 통해 갖게 되는 지혜의 5가

지 장점을 제시함

- 잘 헤쳐나갈 수 있는 감각(Sense of mastery): 삶의 불확실성과 예측불

가능성의 자각, 무슨 일이 일어나도 잘 헤쳐나갈 수 있는 회복력. 통제

할 수 있는 것에는 행동을 취하고, 통제할 수 없는 것은 받아들임

- 개방성(Openness): 지혜로운 사람일수록 다양한 관점에서 상황을 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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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학자들의 주장을 통해 철학적 지혜는 외부 상황에 대해 관조함

으로써 길러지는 회복탄력성이고, 인간은 회복탄력성을 통해 부동심과 평정

심, 공감의 도덕적 정서를 체험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들의 공통적인 입

장은 거리 두고 지켜보는 관조의 훈련이 회복탄력성을 길러 역경과 같은 정

서적 혼란을 동반하는 상황에서 마음의 부동심과 평정심을 갖고 고난을 적

절하게 대처할 수 있다는 것이다. 

40) 글릭, 브럭과 웨스트스트레이트(J. Glück, S. Bluck & N. M. Weststrate)는 수명
(life span)확장, 지혜의 발달, 역경으로부터의 성장과 관련된 문헌을 조사하여, 지
혜의 성장이 고통스러운 삶의 경험을 성찰함으로써 이루어짐을 밝혀내었다(Glück, 
Bluck & Weststrate, 2018: 350-351).  

있음. 비판단적이고, 자신과 다른 목표와 가치들을 수용할 수 있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배우는 것을 즐김. 개방성은 지혜의 중요한 구성요소임

- 성찰력(Reflectivity): 더 깊이 이해의 성장을 위해 기꺼이 자신의 과거

와 현재의 관점과 행동에 대해 의문을 가질 수 있음

- 감정 규율(Emotion regulation): 자신의 감정을 잘 알아차리고, 모호한

(ambivalent) 감정을 잘 참고, 감정을 상황에 맞게 잘 적응시킴. 부정적 

감정에 압도되거나 심각하게 그런 감정 속에 머물지 않음. 또한, 그들

은 삶에서 긍정적인 것들에 감사할 수 있음

- 공감(Empathy) : 공감은 지혜의 발달에 중요한 전제 조건임. 다른 사람

의 관점을 취할 수 있는 사람일수록 다른 사람의 필요와 공동선을 고

려하는 삶의 관점을 발달시킬 가능성이 큼. 타인에 관한 관심이 가족이

나 친구에 머물지 않고 인류애로 확장됨

(Glück, Bluck & Weststrate, 2018: 350-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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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내적 역량으로서의 철학적 지혜

1) 철학적 지혜의 역량적 이해 가능성

아리스토텔레스가 『니코마코스 윤리학』에서 지혜를 철학적 지혜

(sophia)와 실천적 지혜(phronesis)를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지만, 2500년의 

세월이 흐른 오늘날 우리는 그가 구분한 각각 지혜의 의미를 명확히 알 수 

없다. 특히,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적 지혜개념에는 신을 언급하는 대목이 

포함되어 있어 실천적 지혜보다 이해하기도 어렵고, 논란의 여지도 많다. 

그 결과 많은 연구에도 불구하고 오늘날까지 철학적 지혜에 대해 합의된 

명확한 정의가 없다. 그러나 고대 그리스철학의 지혜 의미를 밝히려는 오

늘날 지혜연구들은 지혜를 결코, 합리성에 따른 올바른 식별, 분별력을 길

러줌으로써 갖게 되는 문제 해결의 노하우로만 이해해선 안 되고, 관조 훈

련을 통한 지성의 본질직관능력을 길러줌으로써 갖게 되는 내적 행복을 

위한 노하우로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오늘날 도덕교육에서 정

신적 가치를 추구하는 정신적 존재로서의 자각을 일깨우기 위한 지성 교

육의 필요성 대두되고 있는 만큼, 도덕교육에서 인간의 합리성을 길러주는 

교육뿐만 아니라 지성을 길러주는 교육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전제로 철학

적 지혜의 개념을 새롭게 정의하고 정립해야만 하겠다.

우리는 앞에서 현대의 철학적 지혜를 보는 관점에는 인격특질, 정신성, 

회복탄력성으로 보는 관점이 있다는 것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관점들의 공

통점은 철학적 지혜를 관조의 훈련을 통해 길러지는 내적으로 행복한 삶

을 살 수 있는 기술, 노하우로 이해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을 도덕교

육적 맥락에서 본다면, 철학적 지혜는 역량의 개념으로 이해될 수 있다. 

왜냐하면, 오늘날 역량이라는 말의 의미는 삶의 태도, 가치, 지식, 기술, 정

서 등을 포함하는 일종의 삶의 방식이나 노하우, 전문성의 의미를 지니기 

때문이다. 아델트는 철학적 지혜를 내적 삶의 방식으로 이해한 대표적인 

심리학자이다. 그녀는 철학적 지혜가 관조를 훈련함으로써 형성되는“삶

의 기술 또는 자신과 타인, 사회 모두에게 이롭게 하는 삶의 방식”이고 

이를 통해 “경험에 대한 개방성, 자기성찰, 삶의 통찰”이 이루어진다고 

주장한다. 이렇게 관조의 훈련을 통해 길러진 “삶의 정신적 기술”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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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사람은 내적으로 “성숙, 통합, 생산성(generativity)”과 같은 긍정적인 

인격적 특성을 가졌고, “신경과민(neuroticism)과 자기중심성”과 같은 부

정적 인격적 특성을 극복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그녀는 지혜를 가질 때, 

“삶의 목적과 궁극적 의미”에 대한 강한 감각이 있으므로 삶의 변화무

쌍함(vicissitude)을 잘 다룰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뿐만 아니라, 삶에서 무

엇이 선이고, 무엇이 옳은지에 대한 확고한 내적인 감각(철학적 지혜)을 갖

고 있으므로, 실제의 삶에서 숙고와 분별을 통해(실천적 지혜) 인간 삶의 

행위 안에서 잘 적용하고 잘 실현함으로써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는 

것이다(Ardelt, 2004: 272). 이렇게 철학적 지혜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기 

위해 인식을 잘할 수 있는 삶의 방식, 기술이고 교육적 관점에서 역량이라

고 볼 수 있다. 최근에 소개된 교육에서의 역량의 개념을 살펴보면 철학적 

지혜를 역량으로 이해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먼저, OECD ‘교육 2030’에서 제시하는 역량 개념을 살펴보자. 여기에서 

역량은 “복합적한 요구들(complex demands)을 충족시킬 수 있는 지식, 기술

(skills), 태도와 가치를 활용(mobilisation)하는 능력”(OECD, 2018: 5)이다. 

OECD 특히, ‘교육 2030’ 프로젝트에서는 “복합적이고, 불확실한 미래사

회에서 행위의 주체자가 되는 학생들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적극적으로 참

여하면서 보다 나은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려는 책임 의식을 가지도록‘변혁

적 역량(Transformative Competencies) ’교육”을 강조하였다(OECD, 2018: 

5). 이 “변혁적 역량”이란 철학적 지혜와 실천적 지혜를 함께 포함하는 개

념이다. 왜냐하면 역량의 목표에서 볼 수 있듯이 역량이란 사회뿐만 아니라 

개인의 내적 안녕을 위한 지식, 기술, 태도와 가치를 활용하는 능력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철학적 지혜는 내면적으로 행복한 삶

을 살기 위해 요청되는 역량이고, 특별히 관조 훈련을 통해 길러지는 지성의 

본질직관적 내적 역량으로 이해될 수 있는 것이다. 

<표-5> OECD‘2030 프로젝트’의 변혁적 역량 교육내용

구분 교육 2030 프로젝트
역량의 목표 - 개인과 사회의 안녕(well-being)

역량의 정의
- 복합적한 요구들(complex demands)을 충족시킬 수 있는 지식, 기

술(skills), 태도와 가치를 활용(mobilisation)하는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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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ECD, 2018: 5-6 요약정리)

또한, 교육의 틀을 보강할 수 있는 중요한 가치들을 제시한 OECD‘2030 

프로젝트’를 통해서도 정신적 가치의 자각, 자기성찰역량, 자기관리역량 

등이 철학적 지혜와 밀접하게 연결된 역량임을 알 수 있다. 

역량이 추구하는 

인간상

- 변혁적 역량 -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혁신적이고, 책임 있는 

사람

역량의 구성요소

- 지식: 학문적(disciplinary), 인식론적(Epistemic), 절차적 지식

- 기술(skills): 인지적 기술, 메타인지적 기술(비판적, 창의적, 학습에 

대한 학습, 자기규율 등), 정서적 기술(공감, 자기효능, 협업 등), 실

천적, 신체적 기술(새로운 기술 사용과 기술 도구로 의사소통 등)

- 태도와 가치: 지식과 기술이 태도와 가치에 의해 이끌어짐(동기, 

신뢰, 다양성과 덕의 존중). 개인적, 지역적, 사회적, 글로벌 수준에

서 파악됨. 다른 문화, 개인의 특질에서 비롯된 가치와 태도의 다

양성은 존중해야 하지만, 삶과 타인의 존엄성 존중, 환경의 존중과 

같은 인간의 고유한 가치들은 타협될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함

역량의 범주

- 새로운 가치 창조하기: 타인과의 협력과 협업을 통한 창의적인 생

각,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 새로운 직업 개발, 새로운 과정과 방법, 

새로운 사고방식과 삶의 방식, 새로운 기업, 새로운 영역, 새로운 

사업모듈, 새로운 사회모델(적응, 창의성, 호기심, 열린 마음)

- 긴장과 딜레마 조정하기: 단기적인 관점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반대적이거나 양립할 수 없는 생각, 논리, 입장에 대해서도 상호

연결과 상호관계성을 찾아 더 통합적(integrated)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법을 배우기 

- 책임감 갖기: 앞의 두 역량의 전제 조건임. 책임감, 도덕적 지성

적 성숙함에 달려있음. 무엇이 옳고, 그른지에 대해 자신이 배웠

고, 들었던 자신의 경험과 개인적 사회적 목표에 따라 자신의 행

위를 성찰하고 평가해야만 성숙해짐. 윤리적인 행동은 규범, 가

치, 의미, 한계에 대한 질문을 통해 이루어짐. 무엇을 해야 하나? 

이것을 하는 것은 옳은가? 한계는 어디에 있는가? 내가 행동했

던 것의 결과를 알았을 때, 그렇게 해야 했는가? 이 역량의 핵심

은 자기규율임. 자기규제, 자기효능감, 책임감, 문제해결력, 적응

력을 포함함. 신경발달체계는 청소년기에 뇌의 유연성(plasticity)

의 2차적 폭발(burst)이 일어나기에 자기 규율성의 훈련이 잘 이

루어질 수 있음. 책임감을 키울 좋은 기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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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6> OECD‘2030 프로젝트’에서 제시된 중점 교육 가치들

영역 역량 내용

철학

적 

지혜

정신

적 

가치 

- 감사(Gratitude)

- 희망(Hope)

- 인간존엄성(Human dignity)

- 신뢰(Trust) 

- 정의(Justice)

- 자비(Compassion)

- 책임성(Responsibility)

- 존중(Respect)

- 공감(Empathy)

- 헌신(Engagement)

- 평등(Equality)/ 공평(Equity)

- 미래를 위한 예술, 공작, 음악, 체

육교육과 관련된 매뉴얼 기술들

(Manual skills related to the arts and 

crafts, music, physical education 

skills needed for the future)

자기 

성찰

역량

- 자기평가하기(Evaluating)

- 모니터링(Monitoring)

- 마음 챙김(Mindfulness) 

- 자기 자각(Self-awareness)

- 자기규율(Self-regulation)

- 자기통제(Self-control)

- 성찰적 사고(Reflective thinking)

- 메타학습기술들 (Meta-learning 

skills)

자기 

관리

역량

- 성장마인드세트(Growth mind-set) 

- 목적성(Purposefulness)

- 회복탄력성(Resilience)

- 스트레스 회복탄력성(Stress resistance)

- 관점채택과 인지적 유연성

(Perspective-taking and cognitive 

flexibility)

- 유연성(Flexibility)

- 민첩성(Agility)

- 수용능력(Adaptability)

- 글로벌 마인드세트(Global mind-set)

- 목표정향(Goal orientation)과 달성

(completion) (e.g. 근성(grit), 끈기

(persistence)) 

- 열린 마음의 정향(Open mind-set)

- 동기(Motivation) 

- 긍정적 자기정향(Positive 

self-orientation)

- 자기효용(Self-efficacy)

실천

적 

지혜

문제

해결

역량

- 갈등조정(Conflict resolution)

- 비판적 사고기술들(Critical-thinking skills)

- 의사소통기술들(Communication 

skills)

- 협동기술들(Collaboration skills)

- 통합(Integrity)

- 정보와 의사소통 과학기술을 위한 

매뉴얼 기술(Manual skills for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학습 전략들과 관련됨

(related to learning strategies) 

- 전문활동성(Pro-activeness)

- 문제해결능력(Problem solving 

skills)

- 위기관리(Risk management)

 (OECD, 2018:17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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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으로, 에모리대학에서 개발한 사회 정서 및 윤리학습(Social, 

emotional, ethical learning) 교육프로그램에서 제시한 목표를 살펴보아도, 

지성의 본질직관적 인식을 위주로 하는 철학적 지혜와 관련된 개념인 자

기 자각, 자비, 헌신을 역량의 개념으로 이해함을 알 수 있다(Emory 

University,  2019a: 25).

<표-7> 사회 정서 및 윤리 역량의 9대 요인

(Emory University, 2019a: 25-38 요약정리)

영역 역량 정의

자각

주의 및 자기 

자각

- 자신의 몸과 감각, 감정에 주의를 기울이고 마음의 지도를 

그릴 수 있는 능력

상호 자각
- 인간의 사회적 본성과 타인과 함께 나누며 살아야 하는 

본질을 인식하고 다양성과 차이점을 이해하는 능력

상호의존성 

이해

- 상호의존적인 시스템을 이해하고 개인을 시스템적 맥락에

서 이해할 수 있는 능력

자비

자기자비 - 맥락 안에서 감정을 이해하고 자신을 수용할 수 있는 능력

타인에 대한 

자비

- 타인의 느낌과 감정을 맥락 안에서 이해하고, 친절과 자비

를 함양하며 다른 윤리적 자질(용서, 인내, 만족, 관대, 인

간애)을 함양하는 능력

보편적 

인간애에 대한 

인식

- 모든 사람이 근본적으로 평등함을 이해하고, 시스템이 안

녕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

헌신

자기규율
- 신체와 신경 체계에서 특히, 스트레스 상황에서 안녕에 초

점을 맞춰 극대화할 수 있는 능력

관계맺기 기술 - 공감적 경청, 기술적 대화, 타인 봉사, 갈등조정 능력

공동체 및 

세계에 대한 

헌신

- 공동체와 세계의 긍정적 변화를 위해 자신의 잠재력을 탐색

하고, 공동체와 세계 차원의 문제 해결에 헌신할 수 있는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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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역량 중에서 철학적 지혜와 관련된 것을 살펴보면 먼저, OECD 

‘교육 2030’에서 제시한 역량 중에서 지식(학문적(disciplinary), 인식론

적(Epistemic) 지식), 기술(인지적 기술, 학습에 대한 학습, 자기규율과 같은 

메타인지적 기술, 공감, 자기효능, 협업과 같은 정서적 기술), 태도와 가치

(삶과 타인의 존엄성 존중, 환경의 존중과 같은 타협될 수 없는 인간의 고

유한 가치) 등이 철학적 지혜의 역량과 관련된다. 다음으로, OECD‘2030 

프로젝트’에서 제시된 중점 교육 가치들에서 정신적 가치, 자기성찰역량

과 관련된 가치, 자기관리역량과 관련된 가치들은 모두 철학적 지혜의 역

량과 관련된다. 끝으로, 에모리대학에서 개발한 사회 정서 및 윤리학습

(Social, emotional, ethical learning) 교육프로그램에서 제시한 9개의 역량

인 자각(awareness)역량(주의 및 자기 자각역량, 상호자각역량, 상호의존성 

이해역량), 자비역량(자기자비역량, 타인에 대한 자비역량, 보편적 인간애

에 대한 내적 역량), 헌신역량(자기규율역량, 관계맺기 기술역량, 공동체 

및 세계에 대한 헌신역량)은 모두 성숙한 인격을 키우는 역량으로써 철학

적 지혜와 밀접하게 관련됨을 알 수 있다. 

이들 각각의 역량 개념을 종합한다면 역량이란 지식, 기술41), 태도, 가

치, 정서, 인식을 모두 포괄하는 일종의 삶의 방식, 노하우, 전문성42)이라

고 할 수 있다. 특별히 철학적 지혜는 관조의 반복된 훈련을 통해 길러지

는 인격특질, 정신성, 회복탄력성과 같이 지성의 본질직관적 인식훈련을 

통해 길러지는 내적 기술, 내적 노하우, 내적 방식, 즉, 내적 역량43)이라고 

할 수 있겠다.

41)정창우는 삶의 기술을 동양의 수신과 수양과 연결시켜 “체화·체득을 통해 몸에 
밴 올바른 행위 성향 및 삶의 기술로서 동서양 전통의 ‘덕(德; virtues)’과 유사
한 개념”이라고 설명한다(정창우, 2020b: 122-124).

42)정창우는 역량이 실제 삶에 활용될 수 있는 능력이고, “특별한 기술을 가지고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절한 것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인 전문성”이라고 말한다(정창우, 2020b: 62-64). 

43)이러한 입장과 유사한 것이“삶의 기예(Lebeskunst, ars vivendi), 삶의 지혜, 삶의 
예술”운동이다. 이 운동의 공통점은 “의미, 행복, 의식의 확장, 자아극복, 자기 
초월”을 목적으로 자기자신을 자각하고 발전시키는 성찰적 삶의 기술을 계발하
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날, 삶의 예술 운동들은 내적인 행복을 위한 “자기성찰
능력, 자기이해능력, 자기 초월능력, 자기실존능력”을 키우는 것을 목적으로 한
다(김정현, 2013: 148-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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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내적 역량으로서의 철학적 지혜의 정의

많은 석학은 현대사회의 위기가 인간이란 궁극적 가치를 깨닫고 추구하

는 지성적 존재라는 정체성이 약해진 것에서 비롯되었다고 진단한다. 그

렇기에 그들은 정신적 존재임을 자각할 수 있는 지성 교육의 필요성을 강

조한다. 특히, 볼노브(O.F. Bollnow), 슈프랑거(E. Spranger), 마리탱(J. Maritain)

과 몬테소리(M. Montessori)와 같은 교육학자들과 대인관계 신경생물학자 시겔

(D.J. Siegel)은 인간을, 인격을 가진 존엄한 정신적 존재로 보고, 정신적 존재

로서의 본질을 각성시켜 참된 자기를 발견하는 것을, 교육의 참된 목적으로 삼

을 것을 강조한다. 이들에게 교육의 목표는 인격특질, 정신성, 회복탄력성의 철

학적 지혜를 길러주는 것이다. 이들의 주장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8> 교육의 목표로서의 철학적 지혜

교육의 목표 학자 교육적 입장

인격

특질의 

형성

Bollnow

(1959)

- 교육의 본질을 인간의 영혼을 잘 돌보는 것이고, 학생의 내면세

계를 각성시켜 “내적인 해방”을 일으키는 것이고, “정신

적 성장”을 이끄는 것으로 봄

- 교사와 학생 간의 만남이란 좀 더 내적인 본질의 자각에 이

르게 하는 실존적인 만남임을 강조함 

- 교육에서의 만남이란 “직관을 통해 자신에게로 돌아가게 하

는 새로운 결단을 요구하는 것”으로 이해함

(Bollnow, 1959, 윤재홍 역, 2008: 62-182)

Spranger

(2018)44)

- 교육의 본질이란 인간이 정신적 존재로서의 자신의 본질을 

찾고, 인간의 품격을 갖춘 사람이 되게 하는 것으로 봄

- 교육에서 내적인 각성을 통해 양심을 강화하고, 정신력을 키

우는 것이 도덕적 삶을 살 수 있는 토대임을 강조함

- 학생이란 “혼의 감동과 혼의 자각”을 통해서만 보다 높은 

정신생활로 나아갈 수 있기 존재로 이해함

- ‘아하’라고 하는 조용한 깨달음이 일어나도록 느끼고, 체

험하는 교육이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함

- 교사는 “나는 어떻게 감동을 주며 교육할까? 어떻게 지향

의 핵심에까지 도달할 것인가?”를 고민할 것을 강조함

(Spranger, 김재만 역, 2018: 3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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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스프랑거는“철학을 한다고 하는 것은 선, 진의 보편성으로서 지에 대한 무한하고 열
렬한 추구, 동경, 사모의 정으로서 진리에 대하여 에로스를 가지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종국에는 진리와 자아가 일체가 됨으로써 자신의 영혼을 순수하게 진지(眞知)의 세계, 
각성의 세계로 나가게 되는 것(Spranger, 김재만 역, 2018: 101)”으로 이해한다.  

45) 시겔은 회복탄력성을 길러주기 위해서는 어릴 때부터 관조의 일종인 마음 챙김
적 알아차림 훈련이 학교에서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였다(Siegel, 2007, 백양숙·
김지선 역, 2019: 255-264).

정신성의 

회복

Maritain

(2001)

- 인간이란 정신성을 가진 인격적 존재이고, 절대적 존엄성을 

갖고 있으며, 영혼을 가진 존재로서 초월성을 체험할 수 있

는 존재로 이해함 

- 인간의 정신성과 인격성을 가능태로 내재되어 있고, 성장시

키지 않으면 배아상태에 머물게 된다고 봄

(박종대, 2001: 178-179)

Montessori

(1949) 

- 인간의 정신성을 일깨우는 것을 교육의 본질로 봄

- 인간은 태어날 때 이미 “정신적 삶을 부여받은 상태”라는 

점을 강조함 

- 인간은 정신의 안내와 지시에 따라 활동이 이루어지는 존재임

- 인간에게는 “앞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경향”, “완벽(성장)을 

향하고자 하는 동기”, “높은 차원으로의 승화되고자 하는 

동기”(Montessori, 1949, 정명진 역, 2021:392)가 있다고 봄

- 교육은 학생들의 정신성을 키우고, 자신의 존재본질을 발견

하게 하는 정신적인 길잡이가 되어야 함을 강조함

(Montessori, 1949, 정명진 역, 2021: 128-392)

회복

탄력성의 

형성

Siegel45)

(2012)

- 비판단적으로, 비반응적으로, 이 순간의 경험을 자각하는 인식

인 관조 훈련을 통해 길러진 회복탄력성은 감정조절, 유연성, 

문제를 회피하지 않는 자세와 타인에 대한 공감력을 가져옴

- 회복탄력성은 부동심을 가져오는데 부동심의 핵심은 내적, 외

적으로 어떤 어려움을 겪더라도 그것을“손님으로 기꺼이 받

아들일 수 있는” 명쾌함임

- 관조는 지금, 이 순간에 깊이 주의를 기울이게 됨으로서 자

신과 타인에 대한 “호기심, 개방성, 수용성, 사랑”의 긍정

적인 상태에 이름

- 회복탄력성은 타인과 세계를 온정적으로 대하게 하고, 유연

함을 가지게 하며 어떤 역경도 이겨낼 수 있게 함

- 회복탄력성은 부동심과 평정심이라는 감정발달, 감정적 안녕

을 가져옴                          (Siegel, 2012: 6,2-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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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의 공통적인 주장은 교육의 목표가 인격특질, 정신성, 회복탄력성

을 길러주는 철학적 지혜함양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현대적 관점에서의 철학적 지혜는 의도적으로, 지속적으로 관조의 훈련

을 통해 지성의 본질직관적 인식능력을 기를 때, 형성되는 인격특질, 정

신성, 회복탄력성을 포함하는 삶의 방식, 삶의 기술을 의미한다. 이것을 

도덕교육적 맥락에서 이해한다면 내적 역량이라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내적 역량이란 가치, 태도, 삶의 방식, 삶의 기술, 인격특질, 정신성, 회복

탄력성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철학적 지혜는 지성

의 내적 역량으로 이해될 수 있다. 그렇다면 지성의 내적 역량이란 무엇

인가?

먼저, 내적 역량이란 반복적인 관조의 훈련으로 길러지는 본질직관적 인

식을 통해 길러지는 인격특질과 연관된다. 인간의 지성은 “환원적인 논

리”에 빠져 “자료와 논리”에 집착하는 객관론적 인식과는 달리 사랑, 

아름다움, 선량함, 진리(Palmer, 1998, 이종인, 이은정 역, 2019: 166)와 우

주의 놀라움과 신비, 우주의 경이(Palmer, 1998, 이종인, 이은정 역, 2019: 

208)를 직관할 수 있는 직관적 인식을 가능하게 한다. 판단 없이 깊이 보는 

관조적 태도의 훈련은 본질직관 능력을 탁월하게 하여 가장 가치 있는 것

이 무엇인지 잘 파악할 수 있게 되는 통찰력을 갖게 된다. 파머46)와 자조

닉(P. J. Palmer & A. Zajonic)이 “사랑의 인식론47)”(epistemology of 

love: 사랑의 마음으로 대상을 아는 것)이라고 부른 지성의 직관적 인식48)

(Palmer & Zajonic, 2010, 이재석 역, 2017: 167-168)을 살펴보면 지성의 인

46) 파머는 오늘날 교육의 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비판한다. “연구의 초점이 외부에 
있어 교실은 마치 어떤 주제에 대해 구경하는 관람석과 같다. 우리는 관람석에 앉아 분
석하고 평가만 할 뿐 경기장에 들어가지 않는다. 그러한 앎에 대한 거리 두기는 공감 
능력인 자비와 같은 덕목이 교육에서 사라지게 된다. ... 교육이 공동체를 부인하고 파
괴함으로써 교육이 상대보다 우월하기 위해 끝없는 경쟁 속에 머물게 된다. 그러한 교
육은 살아남기 위한 방법으로 자신의 이익을 위해 지식을 이용하게 된다(Palmer, 1983, 
이종태 역, 2011:96-103).” 

47) 그들은 자기성찰 방법으로 주의력을 계발하는 관조적 교육학(Contemplative 
pedagogy)이 대학교육에서 자리 잡고 있다고 말한다. 관조적 교육학은 인간 내면
세계를 외부세계와 동등하게 보고, 내면세계를 계발하는데 주력하는 것이다
(Palmer & Zajonic, 2010, 이재석 역, 2017: 134-135). 

48) 파머와 자조닉은 지난 100년 동안 인간의 내면세계를 관찰하고, 보살피는 교육이 
금기처럼, 외면되었다고 주장한다(Palmer & Zajonic, 2010, 이재석 역, 2017: 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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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은 객관적 인식과 다른 인식과 관련됨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아퀴나스가 

관조를, 사랑의 눈으로 깊이 응시하는 지성의 인식으로 본 것과 같은 의미

이다. 

사랑의 인식론의 1단계는 존중(respect)이다. 연구대상에 대해 적극적이고 의식적

으로 윤리적 태도를 취해야 한다. .... 존중할 때, 더 상대를 온전히 알게 된다. 2단

계는 부드러움(gentleness)이다. 대상을 왜곡시키지 않고 그에 다가가려면 부드러운 

태도인 부드러운 경험주의가 필요하다..... 3단계는 가까워지기(intimacy)이다....존중의 

마음으로 현상에 신중히 다가가 지금 주의를 기울이는 대상과 가까워지고자 한다. 

절제와 부드러움의 태도로 명료함을 유지하고 균형 잡힌 판단을 내린다. 4단계는 연

약성(vulnerability)이다. 상대를 알기 위해서는 자기를 내보여야 한다. ... 알지 못함, 

모호함, 불확실성을 기꺼이 견디는 법을 배워야 한다. ... 5단계는 참여(participation)

이다. 부드럽게 대상과 가까워지면서 자신을 열어 보이는 연약성을 견지할 때, 우리 

앞에 펼쳐지는 현상에 참여하게 된다. ... 대상을 존중하는 신중한 태도로 대상과 하

나가 된다(Palmer & Zajonic, 2010, 이재석 역, 2017: 168-170).  

아리스토텔레스는 철학적 지혜를 함양하기 위해서는 어린 시절부터 여가

의 교육적인 훈련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그에 따르면, 인간은 본성적으로 

여가에 놓여있어야 하는 존재(Aristoteles, 천병희 역, 2017: 430, Pol, 

1337b33-1338a9)이므로 지성의 여가 교육처럼 의도적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고 이러한 교육은 지성의 본질직관 능력을 길러 성숙한 인격특질을 길러

준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지성의 인식훈련을 통해 길러지는 인격특질이란 

특별히 참된 본질을 꿰뚫어 볼 수 있는 내적 역량이다.

다음으로, 내적 역량이란 고귀함과 아름다움을 깨닫고, 자기중심성을 초

월함으로써 사람다운 사람, 품위 있고 고상한 성숙한 인격체가 되게 하는 

정신성과 연관된다. 인간의 품격은 가치관, 태도, 인식을 포함하는 삶의 방

식에서 비롯된다. 특히, 인간의 내적 인식 활동은 성숙한 인격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본질직관적 인식을 통해 파악되는 참됨, 선함, 아름다움과 같

은 내면의 정신적 가치, 궁극적 가치체험의 반복은 정신성을 길러주어 가

치 있고, 소중한 것을 내면화함으로써 선한 마음가짐을 자신의 내적 정체

성으로 갖게 되는 것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내적으로 좋은 삶을 살기 위해서는 유용성으로 판단

되지 않는 그 자체로 고귀한 것, 가치 있는 것을 어린 시절부터 접촉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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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귀한 정신적 가치감을 키워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교육이란 노동을 

위해 필요한 것에만 초점을 맞추어선 안 되고, 정신적 가치를 일깨울 수 있

는 심미안 그 자체를 느끼는 교육이 중시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Aristoteles, 천병희 역, 2017: 430-432, Pol, 1338a9-1338b4). 아리스토텔레스

에 따르면, 인간은 지성을 통해 착함, 훌륭함, 아름다움을 느끼고, “리듬과 

선율”을 통해 내적 인격의 변화, 그가 말한 “혼의 변화”가 일어나는 존재

인 것이다(Aristoteles, 천병희 역, 2017: 440, Pol, 1340a12). 이처럼, 아리스토

텔레스는 인간 존재의 참된 본질은 외적인 삶을 위해 합리성에 따른 “유용

한 것”만 찾지 않고, 내적인 삶을 위해 “고상한(megalopsychos) 가치”를 

추구하는 것임을 강조한다(Aristoteles, 천병희 역, 2017: 432, Pol, 1338a37). 

그는 “고상함과 고귀함”을 깨닫게 하는 지성의 교육이 아닌 유용성만을 

가르치는 교육은 “전쟁기술자(banausos)와 같은 타락한 사람”을 만들게 될 

수 있음을 지적한다(Aristoteles, 천병희 역, 2017: 434, Pol, 1338b29). 

이렇게 인간 지성의 활발한 인식 활동을 통해 자기중심성을 초월하여 

‘선 그자체’라고 불리는 궁극적이고 정신적인 가치가 자신의 정체성으

로 내재화될 때, 인간은 사람다운 사람, 높은 의식 수준, 내면적 성숙한 인

격체가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지성의 반복된 관조 훈련을 통해 길러지는 

철학적 지혜는 내적 역량이고, 이것은 궁극적 가치를 자각하고, 내면화함

으로써 자기중심성을 초월하여 인격적 성숙함에 이르는 역량인 것이다.

끝으로, 내적 역량이란 내적으로 행복할 수 있는 긍정감정과 회복탄력성

과 연관된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은 인간 지성의 활동이 내적인 행복을 

가져옴을 주장하였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내면의 인식 활동이 외부의 행위적 

활동보다 더 활발하게 활동한다고 보았다. 이 말의 의미는 인간은 외적인 

활동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적으로 끊임없이 인식 활동을 한다는 것이다. 

인식 활동에는 정신적 가치를 자각하는 지성의 인식 활동뿐만 아니라 판

단하고 계산하고 따지는 합리성의 활동도 있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은 

합리성의 활동이 지성의 활동보다 활발하기에 반드시 지성의 활동을 활발

하게 할 수 있는 관조의 훈련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왜냐하면, 자기 내면

의 생각과 말과 행위에 대해 거리를 두고 판단 없이 지켜보는 관조의 반복

적 훈련을 통해 철학적 지혜를 가질 때, 인간은 내면의 끊임없이 판단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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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하는 합리성의 목소리를 잠재우고, 구경꾼의 눈으로 자신의 내면을 바

라봄으로써 자신의 에고와 집착과 망상적인 생각과 자신을 분리하여 생각

할 수 있고, 뇌를 평온하고 부동심의 상태로 변화시켜 감정적인 조절을 이

룰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자연과 세계를 판단 없이 지켜보는 관조의 훈련

은 고귀함, 거룩함, 경이감과 같은 초월 정서를 체험할 수 있으므로 내적

인 기쁨과 행복상태에 이르게 한다. 그러므로 철학적 지혜는 내면세계와 

외적 세계에 대한 관조의 반복적 훈련을 통해 지성을 탁월하게 발휘하여 

형성되는 내적 역량으로서 긍정감정과 부동심과 평정심과 같은 회복탄력

성에 이르게 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철학적 지혜는 한편으로는 정신적 존재로서의 깊은 행복감을 느

끼게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자신의 감정을 조절함으로써 특별히, 삶의 고

난과 역경에 대해 확장된 시각으로 바라봄으로써 고통 속에서도 평정심과 

부동심을 유지하게 한다. 정창우는 도덕교육은 강한 인성49)을 길러주는 것

이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는 강한 인성을, “삶의 목적과 도덕적 정체성, 

인성 혹은 도덕 성장 마인드세트(groth mindset), 그릿(Grit)과 회복탄력성

(resilience), (특히, 마음 챙김을 통한) 정서적 안정과 균형감(emotinal 

balance), 개척정신과 도전정신(특히 실패할 용기)(정창우, 2020b: 

128-129)”이 포함된 개념으로 정의한다. 이렇게 내적 역량이란 강한 인성

과 관련된 도덕적 정서역량과 밀접한 개념인 것이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역량적 관점에서의 철학적 지혜를 정의한다면 

철학적 지혜란 관조의 훈련을 통해 지성의 본질직관 능력을 잘 발휘함으로

써 형성되는 내적 역량이라고 할 수 있다. 내적 역량이란 본질을 꿰뚫어 볼 

수 있는 역량이고, 궁극적 가치를 깨닫고 자기중심성을 초월하는 역량이며, 

내적으로 행복해질 수 있는 역량을 말한다. 인간은 내적 역량으로서의 철

학적 지혜를 가질 때, 통찰할 수 있고, 초월할 수 있으며, 도덕적 정서를 발

휘함으로써 성숙한 인격에 도달하게 되는 것이다.

49) 정창우도 ‘도덕 교과의 21세기형 교육적 인간상’을 ‘성숙한 인격체’와 ‘윤
리적 시민’으로 설정하고(정창우, 2019: 3-4) 내적으로 강한 인성을 가진 성숙한 
인격체가 되어야 외적으로 세상을 좀 더 나은 곳으로 만들 수 있는 윤리적 시민
이 될 수 있음을 강조한다(정창우, 2019:4). 그는 도덕교육의 목적이 “자기 자신
과 세상을 ‘더 나은’ 상태로 ‘변화(transformation)’시킬 수 있는 도덕적 행위
의 주체를 육성하는 것임을 주장한다(정창우, 2019: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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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도덕교육의 관점에서 본 철학적 지혜의 특성

1. 철학적 지혜의 통찰역량 특성

1) 내면의 인지적 편향과 오류(무지)의 통찰

철학적 지혜는 관조의 훈련을 통해 지성의 본질직관적 인식능력을 잘 발

휘함으로써 형성되는 내적 역량이다. 내적 역량인 철학적 지혜를 가질 때, 

인간은 자신의 참된 본질을 통찰하게 된다. 자신이 누구인지 본질을 통찰

하는 것은 동서양 지혜전통의 핵심적인 목표였다. “너 자신을 알라.”라고 

적힌 델피 신전의 충고처럼 모든 종교와 철학은 자기인식을, 깨달음의 중

요한 목표로 삼았고(Walsh, 2015: 12) 수많은 현자가 자기 이해를 촉구하였

다. 왈시(R. Walsh)는 “자신을 성찰하지 않는다면 지혜를 가질 수 없다.”

라는 랍비의 말을 인용하면서 동서양 모두 지혜의 전통의 핵심은 자기가 

누구인지 아는 것이라고 말한다(Walsh, 2015: 13). 그에 따르면, 플라톤은 

“나는 먼저 자신을 알아야만 한다.”라고 하였고, 아퀴나스는 “나 자신을 

알게 해 주소서, 신이시여. 그러면 나는 당신을 알게 될 것입니다.”라고 했

으며, 마호메드도 “자신을 아는 사람이 자신의 신도 안다”라고 했다. 유

교의 끊임없는 “자기성찰”을 통한 “자기 수양”이나, 불교의 자기 탐구

처럼, 동서양 구분 없이 자기인식은 모든 학문의 중심에 놓여있다(Walsh, 

2015: 13). 이러한 자기 자각의 전통적 개념은 오늘날에는 융의 개성화, 매

슬로우의 자기실현의 개념을 통해 이해될 수 있다(Walsh, 2015: 20).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 수 있는 것은, 인간만이 자신을 관조(theoria)할 수 

있기 때문이다. 플라톤은 대화편에서 인간(anthropos)의 어원을 분석하면

서 ‘자기가 본 것을 탐구할 수 있는 자’라고 규정한다(박찬구, 2020: 

68-69). 자신을 주시함으로써 자신이 누구인지 깨닫는 것은, 지혜의 오랜 

수행전통이다. 왈시(R. Walsh)는 자신의 참된 자기를 찾는 3단계 과정을 

다음과 같이 소개한다. 

(1) 외적 자기를 아는 것이다. 이것은 우리의 표면적 감정, 습관, 인격처럼, 사

람들에게 보여지는 자신의 가면을 아는 것이다. (2) 자신만 볼 수 있는 내적 자

기를 아는 것이다.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의식적으로 내면을 보려고 해야만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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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내적 자기에는 다른 사람에게 숨겨져 있고, 부분적으로는 자신에게도 숨겨져 

있는 우리의 비밀스러운 희망과 두려움과 환상들과 자기가 자신이라고 생각하는 

자기 이미지가 포함된다. 이것은 진정한 자기가 아니라 단지 자신의 피상적인 믿

음과 이미지일 뿐이다. 우리가 가장 대가를 많이 치르는(costliest) 영적인 실수 

중의 하나는 이 하잘것없는(puny) 자기 이미지를 자신의 깊은 자기로 잘못 착각

하는 것이다. (3) 자신의 진정한 자기(Self)를 아는 것이다. 이것을 찾는 것이 영

적 훈련의 목적이다. 마침내 내면에 주의를 기울일 때, 자신이 생각했던 것이 자

신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다. 자신을 안다는 것은 자신이 믿는 것보다 더 넘어

선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다. 그것은 자신의 낡은(shabby), 자기 이미지를 

우리의 진정한 자기(Self)로 교환하고 우리의 진정한 자기는 신성한 자기라는 것

을 깨닫는 것이다(Walsh, 1999: 228-229). 

이처럼, 영적 전통에서는 자신을 아는 것이 중요한 수행이었다. 왜냐하

면, 우리는 자신을 정확하게 알기 어렵기 때문이다.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

하는 인간 존재의 경험들은 고정관념을 만들기도 하고, 잘못된 편견을 만

들기도 하며, 무의식 속에 생각과 감정을 숨겨놓기도 한다. 또한, 자신의 

좁은 시야로 인해 잘못된 판단을 내릴 수도 있다. 아울러, 인간의 인지 왜

곡은 비도덕적인 행위를 정당화하기도 한다. 추병완은 부지불식간에 내적 

외적 압력에 의해 쉽게 편향되고 불합리해지는 “제한된 윤리성(bounded 

ethicality)”, 돈과 같은 특정한 결정에서는 윤리적 판단을 제거하는 “윤리적 

퇴색(ethical fading)”, 자신의 신념과 행위의 부조화를 극복하기 위해 비난과 

부정과 호소를 통한 인지처리에 집중하는 도덕 중화(moral neutralization), 잘못

된 행동에 대해 “도덕 정당화, 유리한 비교, 완곡어법”“책임 전가, 책임분

산”, “결과 무시와 왜곡”, “비인간화, 비난의 귀인” 등을 통해 윤리적 문제

가 없음을 자신에게 정당화시키는 “도덕 이탈(moral disengagement)”, 자기중

심성에서 비롯된 “이기적인 인지 왜곡(self-serving cognitive distortions)”과 

같은 개념들을 소개하면서, 인지 왜곡으로 인해 의도적으로 비도덕적 행동

이 일어날 수 있음을 알려준다(추병완, 2020c: 89). 인간의 습관적이고, 편

견적인 사고인 인지적 편향과 오류를 불교에서는 “망상”으로, 하이데거

는 “비진정성”, “비숙고적인 피상성과 인습성으로의 함락”으로 프롬

은 “자동 복종”으로 부른다(Walsh, 2015: 12). 

신경과학의 발달은 이와 같은 인간 내면의 불완전한 인식의 문제점이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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엇인지 알려준다. 윌슨(T.D. Wilson)은 이성의 합리적 인지로 형성된 명시

적 자아 외에도 자신도 알지 못하는 내면의 세계인 무의식 안에 암묵적 자

아가 있다는 것과 명시적 자아와 암묵적 자아가 불일치할 때, 불안, 자기 

의심, 방어, 자기애의 성향이 높아진다는 것을 밝혀냈다(Wilson, 2009: 

384-385). 카너먼(D. Kahneman)도 인간의 사고시스템을 S1과 S2로 나누고 

인간의 이성적 판단을 그렇게 신뢰할 수 없음을 밝힌다. 그에 따르면, 인

간의 사고시스템에는 S1이라는 무의식적이고, 즉각적이며 자동적인 판단

작용과 S2라는 숙고하고, 신중하며, 사려 깊은 판단작용이 존재한다. 인간

의 인식작용에서 주로 활동하는 것은 S1인데, 이것은 인간의 내면에 ‘내 

안의 낯선 나’로 지칭되는 만큼, 무의식적인 행동을 이끄는, 과거의 경험

과 감정의 기억의 복합체에 의한 자동적인 판단반응과 같은 인식인 것이

다. 카너먼은 이런 무의식적인 인식에는 많은 인지편향과 오류가 내포되어 

있음을 지적한다. 과거의 경험과 감정에 따라 형성된 S1은 과신, 극단적 

예측과 같은 생각의 오류를 만들고, 좁은 틀짜기, 과도한 일관성 등의 편

향적인 인지 착각을 만들기에 결코 완전한 인식을 가져오지 못한다는 것

이다(Kahneman, 이창신 역, 2018: 94). 

정창우는 자신의 경험을 왜곡하여 기억하는 인지편향(cognitive bias)이 합

리적인 판단과 추론을 바탕 하는 도덕적 판단능력에 영향을 주어 도덕적 행

동의 실패 원인이 됨을 지적한다(정창우, 2020: 50). 정창우는 인간의 인지편

향 유형을 다음과 같이 소개한다. 

<표-9> 인간의 대표적인 인지편향 및 이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 유형

유형 대표적인 인지편향
합리적 

추론을 

방해

하는 

인지

편향

- 가용성 편향(Availability heuristic): 의사결정이나 문제를 해결할 때 가장 많

이 또는 빠르게 생각나는 것을 토대로 의사결정을 해버리는 성향

- 착각적 상관(illusory correlation): 인과관계나 상관관계가 명확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관계를 만들어 내려고 하는 성향

- 클러스트 착각(Clustering illusion): 무작위적으로 일어나는 일에도 어떤 경향

성이 있을 것이라고 믿는 성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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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주 

제한적 

사고를 

조장

하는 

인지

편향

- 심리학적 본질주의(Psychological essentialism): 자신이 추론한 사물의 본질적

인 속성을 근거로 집단으로 구분하여 인지구조에 저장하고, 구분된 집단 내

의 개체들은 전부 동일하다고 믿는 성향

- 고정관념(Stereotyping)

- 의인화(Anthropomorphism): 인간이 아닌 사물이나 동물을 인간화시키려는 성

향

- 외집단 동질성 편향(Outgroup homogeneity bias): 자신이 속한 집단이 아닌 

다른 집단을 바라볼 때 모두 비슷해 보이는 현상

자기

반성적 

학습을 

방해

하는 

인지

편향

- 과도한 자신감 편향(Overconfidence bias)

- 우월성 편향(Better-than-average fallacy): 자신의 능력이 평균 이상이라 믿

는 성향

- 계획오류(Planning fallacy): 계획을 세울 때 실제 소요되는 시간에 비하여 더 

적은 시간에 일을 마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면서 계획하는 것

- 기본적 귀인 오류(Fundamental attribution error): 다른 사람의 문제점을 판

단할 때는 원인을 그 사람의 능력과 같은 내부에서 찾으려 하지만, 자신의 

문제점을 판단할 때는 그 원인을 상황이나 환경과 같은 외부에서 찾으려고 

하는 성향

- 더닝-크루거 효과(Dunning-Kruger effect): 능력이 부족하면 자신을 합리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능력도 부족하고, 따라서 더 많은 실수를 만들어 내는 현상

- 사후확증편향(Hindsight bias): 자신이 틀렸다는 것을 정답을 보고 알았을 때, 

마치 처음부터 그것이 정답이었음을 짐작했다고 느끼는 것

- 맹점편향(Blind-spot bias): 자신의 문제점에 대해서 자신은 잘 모르는 것

자기

주도적 

의사

결정을 

방해

하는 

인지

편향

- 동조효과(Acquiescence effect): 질문하는 사람에 대해서 긍정의 대답을 하려

는 성향

- 편승효과(Bandwagon effect): 자신의 주관에 따른 의사결정보다 다수의 의견

에 그냥 따라가려고 하는 현상

- 집단사고(Group-think): 집단 내의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만장일치로 결

정하려하고 비판을 삼가려고 하는 성향

- 권위에 호소(Appeal to authority bias): 권위가 있는 주장에 대해서 무비판적

으로 수용하려는 성향

- 정보편향(Information bias): 정보가 많으면 더 좋은 판단을 내릴 수 있을 것

이라고 믿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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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창우. 2020b: 52-54 재인용)

이처럼, 인간은 엄청난 인지적 편향과 오류 속에 살아가기에 의식적인 노

력 없이는 참된 자기를 결코 발견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철학적 지혜의 전

통은 끊임없는 자기성찰로 진정한 본래의 자기50)를 찾고, 참된 진리를 구하

는 것을 목표로 한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은 이러한 인간의 인지적 편향과 

오류를 자각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내면에 대한 관조를 제시한다.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는 자신에 대한 깊은 성찰

과 자기 자각이 선행되어야만 한다. 인지적 편향과 오류는 인간의 무의식 

속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어 깊은 관조의 훈련을 통한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

50) 인간의 정체성의 발달이란 추상적 사고의 폭넓음, 삶의 이해, 영성적(ethereal) 
특성(salience)의 발달과 관련이 있다. 워트맨(A. S. Waterman)은 유다이모니아적 
정체성을 개념화하였다. 그는 그런 유다이모니아적 정체성을 갖기 위해서는 날카
로운 인격적 통찰과 자기인식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아리스토텔레스적 관점에서 
자신의 다이몬을 찾는 것의 필요성을 워트맨은 “진정한 자기발견”의 개념으로 
설명한다. 정체성 발달이란 “진정한 자기” 발견의 의미로 이해돼야 한다는 것
이다. (1) 자신의 인격적 잠재성과 기질(proclivity)의 발견, (2) 존재 이유의 발견, 
(3) 이러한 인격적 잠재력을 가지고 헌신할 방법을 찾는 것, 존재 이유를 수행하
는 것 등, 유다이모니아 상태에 이르기 위해서는 지혜의 이론들을 탐색해야 한다
는 것이다(Ranter & Burrow, 2019: 525-526).  

다양한 

정보

탐색을 

방해

하는 

인지

편향

- 선택적 지각(Selective perception): 개인이 가지고 있는 선입견에 맞는 정보

들만 선택적으로 지각하려는 성향

- 확증편향(Confirmation bias): 자신의 신념에 부합하는 것들만 받아들이려 하

는 성향

- 단순사고 효과(Mere thought effect): 단순한 사고를 선호하는 성향 혹은 한 

면만 보려는 현상

- 주의편향(Attentional bias): 관심을 가지고 있는 특정 대상이나 속성에 더 많

은 관심을 둠으로써 다른 부분을 무시하는 성향

- 신념편향(Belief bias): 증거를 통한 논리적 추론 과정을 거쳐 지식을 생성해

야 됨에도, 어떤 지식이 자신의 신념과 일치하기 때문에 논리적 과정을 생략

해 버리는 것

- 실용오류(Pragmatic fallacy): 어떤 명제가 유용하게 사용된다고 하여 명제가 생성

된 과정이나 그 안에 내재된 원리가 타당한지에 대해서 관심을 두지 않는 성향

- 프레이밍 효과(Framing effect): 질문이나 문제 제시 방법(틀)에 따라 사람들

의 선택이나 판단이 달라지는 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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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 오랜 세월에 걸쳐 이루어진 체화된 경험들과 감정들은 무의식 속에 깊은 

선입견과 편견51)을 만든다. 이러한 인지적 편향은 무의식적으로 오감에 전달된 

정보를 왜곡시킴으로써 쉽게 집착과 망상에 빠지게 한다. 또한, 인간은 사회화되

는 과정에서 타인의 기대와 명령을 내면화하여 타인이 기대에 맞게 생각하고, 느

끼고, 행동함으로써 자신의 존재 본질에서 멀어진 채, 가면을 쓴 거짓된 존재로 

살아가기도 한다(Rogers, 1961, 주은선 역, 2009: 130). 진정한 자신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거짓된 자신을 똑바로 보려는 의지와 내적 관조52) 훈련, 그리고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수용하려는 태도가 필요하다. 자신을 정확히 알지 못하는 한, 

우리는 스스로에게도 남에게도 진실53)한 삶을 살 수 없다. 융은 자신의 무의식 

속에 숨겨둔 왜곡된 인격의 모습을 그림자라고 불렀다. 그는 자신의 그림자를 의

식으로 끌어내기 전까지, 무의식의 그림자에 의한 투사가 일어남을 밝혔다(이부

영, 2018: 51). 무의식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림자 투사의 예로는 자신이 인색한지 

모르는 사람일수록 타인의 인색함에 더 분노한다는 것이다.

내면을 관조하는 훈련은 행위 하는 자신을 지켜보고 주시함으로써 자신의 거짓 

자아의 모습을 깨닫게 한다. 자신을 지켜보는 관조의 활동이 이루어질 때, 사람은 

비로소 자기 생각과 감정을 자신과 동일시하지 않게 되고, 자신이 어떻게 생각하

고 감정을 느끼는지 깨닫게 된다. 구찌(M. Guzzi)는 관조를 통해 “잡다한 생각, 

혼잣말, 골칫거리, 처리해야 할 업무, 자신이 쓰고 있는 세속적인 가면에 대한 갈

등”과 같은 “충동적이고 반사적인 반응”을 지켜봄으로써 거기에서 차츰 자유

로워질 수 있다고 말한다(Guzzi, 2004, 김화순 역, 2020: 69). 왜냐하면, 사람은 자

신의 내면을 판단 없이 지켜볼수록 자신의 무의식 속에 숨어있는 “공격성, 파괴

적인 생각, 두려움, 분노, 원한”과 같은 왜곡된 자아, 자신의 그림자를 깨닫게 되

51) 구찌(M. Guzzi)는 인지의 왜곡이 대부분 어린 시절에 이루어져 고착된 것이라고 말
한다. 그는 어린 시절의 인지편향을 “내면 아이”라고 부른다. 어린 시절에 자신을 
방어해야 했고, 살아남기 위해서는 그 방법만이 유일하다고 확신했던 자아의 모습이 
내면 아이인 것이다. 무의식 속에 여전히 숨어있는 “내면 아이”는 과거의 그 특정
한 순간에 자신이 끌어낸 결론을 맹신하여 그때와 전혀 다른 상황에서도 무의식적
으로 같은 방법을 적용하게 만든다는 것이다(Guzzi, 2004, 김화순 역, 2020: 188).”

52) 불교에서는 자기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판단 없이 지켜보는 수행을 마음 챙김적 
명상이라고 지칭한다.

53) 권석만은 진실성을, “자신의 내면적인 생각, 감정, 의도를 사적으로나 공적으로 
거짓없이 드러냄으로써 자신에게 솔직해지려고 노력하는 인격적 특질이고, 자신
의 진정한 모습을 드러냈을 때 초래될 수 있는 다양한 위험을 감수할 수 있는 용
기를 가진 긍정적 성품”으로 정의한다(권석만, 2017: 257-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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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그런 의식적인 자각은 왜곡된 인지의 부정적 힘을 약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Guzzi, 

2004, 김화순 역, 2020: 70-71). 반복적인 내적 관조의 훈련은 내적 역량인 철학적 지혜

를 갖게 하는데 특히, 무의식적으로 반복하는 자신의 자동 반응적 사고와 행위를 자각

하게 하여 왜곡된 사고의 편향을 수정하여54)참된 진리와 실체를 꿰뚫어 볼 수 있는 통

찰역량에 이르게 한다55)(Bergsma & Ardelt, 2012: 484).  

시겔도 마음 챙김적 훈련56)을 통해 과거의 경험에서 비롯된 감정을 재조

정할 것을 제안한다. 그는 인간의 인지적 편향과 오류의 원인이 많은 경

우, 우리를 압도하는 경험의 차단에서 비롯되었음을 지적한다(Siegel, 2009: 

154). 특히 어린 시절의 강렬한 경험들은 내면 깊숙이 체화되어 여전히 그

러한 감정을 마음 가득히 물들이고 있어, 인식에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는 

것이다. 시겔은 감정적으로 괴로운 회상과 기억, 시간과 공간의 인식에서 

비롯된 고정관념과 편견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자기관찰을 통해 다시 감정

을 재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한다(Siegel, 2009: 154-155). 그는 내

면에 감정이라는 단어로 표현되는 우리의 경험(내적 사고, 인식적 편향, 고

통스런 경험 해석)을 마음 챙김적으로 지켜봄으로써 새롭게 해석하여 언어

적 설명으로 바꿈으로써 고정되고 습관적인 편견적 사고를 바로잡을 수 

있음을 지적한다(Siegel, 2009: 151). 

대부분의 인지편향이 어린 시절의 인식과 느낌에 의한 경험이기에 무의

식적일 수 있다. 따라서 자신의 내면을 깊이 관찰하는 것은 무의식 속에 

잠재한 자신의 편견과 고정관념을 가져오게 한 경험을 새로운 눈으로 재

해석하는 것을 말한다. “무엇을 느꼈는지,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몸 

안에서, 또는 마음의 공간 안에서 나아가 다른 사람과의 상호작용하는 관

계 속에서 무엇이 느껴졌는지 기술”해 봄으로써 또, 한 걸음 나아가 

“왜”일어났는지를 해석함으로써 과거의 영향에서 벗어나는 새로운 내면

54) 베르그마와 아델트(A. Bergsma & M. Ardelt)는 지혜로운 사람이란 끊임없이 자기
인식과 자기관찰을 통해 자신의 부정적인 감정과 투사를 막아내는 사람이라고 말
한다. 그들은 지성의 본질직관적 인식이 수용적 마음을 길러주고, 무의식적으로 
반응하는 부정적 행위와 부정적 감정을 점차적으로 초월할 수 있게 한다고 주장
한다(Bergsma & Ardelt, 2012: 484).  

55) 크래머(D. A. Kramer)는 “공감적 기술과 지혜와 연관된 인지적 과정을 발달시키려
면 먼저 자신의 투사들을 자각하고, 초월해야 함”을 주장한다(Kramer, 1990: 296).

56) 시겔은 판단없이 지켜보는 인식을 마음 챙김 또는 알아차림으로 지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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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를 형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Siegel, 2009: 151-152). 

포샤((D. Fosha)도 잘못된 인지와 오류를 수정하는 가장 좋은 방법으로 

자기 자각과 새로운 경험을 강조한다. 그들은 지성의 본질직관적 인식에 

의한 깊은 감동의 반복적 경험이 자신의 의식을 확장하고, 자기중심적인 

왜곡된 인지를 수정함을 다음의 그림으로 제시한다.

<그림-1> 변형과정의 4가지 상태와 3가지 상태 변형

(Fosha, 2009: 185)

상태 1: 스트레스, 괴로움과 증상들

방어, 정서 부조절, 정서고착(예: 고통, 수치심)

Ÿ 첫 번째 상태 변형

Ÿ 안전함의 공동 창조

Ÿ 과도기적 정서:

Ÿ 예고적인 정서: 핵심정서경험에 

대한 희미한 인식(Glimmers)

Ÿ 녹색신호 정서: 경험에 대한 

개방성 표현, 안전함의 표시, 

다음단계로 나가고자 하는 열의

상태 2: 핵심정서 경험 처리 과정

범주적인 감정들; 동반된 관련 경험들; 기쁨에 대한 상호주관적 경험들; 진실

된 자기상태들; 체화된 에고 상태들과 관련된 감정들

Ÿ 두 번째 상태 변형

Ÿ 회복탄력성의 등장

Ÿ 적응 경향성

Ÿ 극복 후 정서들: 안도, 희망, 강한 

감정, 가벼움 등

상태 3: 변형적 경험의 메타 처리 과정

변형적 정서들

숙달 정서들(예: 자부심, 기쁨); 자기애도 정서들(예: 감정적 아픔); 급격한 변화 경험

과 연관된 전율적 정서들; 인식과 확신에 따른 치유정서들(예: 감사, 부드러움, 감동

받음)

Ÿ 세 번째 상태 변형

Ÿ 안정된 애착과 자신에 대한   

       긍정적 가치평가의 공동발생

Ÿ 차분함, 몰입, 느긋함

상태 4: 핵심 상태와 진실감

개방성, 자비와 자기 자비, 지혜, 관대함, 친절함; 명료함; ‘옳은’감정에 

대한 감각; 일관되고 응집된 자전적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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윌버, 엥글러와 브라운(K. Wilber, J. Engler & D. P. Brown)은 관조의 훈

련을 통한 인지적 편향과 오류의 수정과정을 다음과 같이 소개한다. (1) 의

식 속의 사건들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지켜본다. (2) 외적 사건에 덜 민감해

지고 내적 사건에 더 민감해진다. (3) 의식 흐름의 재배치가 일어난다. 사

건들이 의식 속에서 어떻게 일어나는지 꿰뚫어 보는 자각이 일어난다. (4) 

내적 환경에서 규칙성의 증가를 감지한다. 반면, 변화하는 외적 사건에 대

한 즉각적인 반응은 감소한다(Wilber, Engler & Brown, 1986, 조효남·안

희영 역, 2017: 260). 말하자면, 지켜보는 관조는 무의식 속의 수많은 표상

과 습관적이고 반복된 산만한 의식 흐름을 멈추게 하고 “무작위적으로 

활동하는 망상과 내적인 대화, 백일몽의 끊임없는 활동”을 감소시키거나 

움직임을 중단한다는 것이다(Wilber, Engler & Brown, 1986, 조효남·안희

영 역, 2017: 258-259).

내적 관조를 통한 인지적 편향과 오류의 수정방법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자. 

인지는 감정을 수반한다. 반복된 인지는 반복된 감정을 동반하여 체화된다. 체화

된 인식과 감정은 자동적이고 즉각적인 반응으로 나타난다. 체화된 인지와 감정

이 자신을 불행하게 하는 부정적 인지와 감정이라면 그것을 자각하고 자신에게 

행복을 주는 긍정적 인지와 감정으로 바꾸기 위한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관

조는 구경꾼의 눈으로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고, 자신에게 내재된 인지적 편향과 

오류와 그것을 동반한 정서를 자각하는 것이다. 또한, 관조는 마음의 고요와 평

온함을 체험하고, 초월적 사유 안에 머물게 함으로써 새로운 인지와 정서를 체험

할 수 있게 한다. 이러한 평정한 마음 상태에서의 긍정적 인식과 감정의 반복된 

훈련은 새롭게 체화되어 인격의 긍정적 변형을 가져오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관조를 통한 지성의 내적 역량인 철학적 지혜를 가질 때, 인간은 

자신의 인지적 편향과 오류를 인식하게 함으로써 자신의 인지적 한계를 

깨닫는 지적 겸손함에 이르게 되고, 새로운 눈으로 볼 수 있는 통찰역량을 

갖게 된다. 소크라테스는 ‘모른다는 것을 아는 사람’으로 자신을 설명한

다. 그에게 지혜란, 자신이 잘 안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한 확신을 내려놓고, 

겸손하게 진리를 탐구하는 자세인 것이다. 철학적 지혜가 인지적 겸손함에서 

비롯된 통찰에 이르게 함을 학자들의 주장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이들 주

장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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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0> 철학적 지혜와 지적 겸손함의 관계

정리하자면, 관조의 훈련을 통해 길러지는 지성의 내적 역량인 철학적 지

혜는 자신의 인지적 편향과 오류를 자각함으로써 참된 자기(Self)를 회복하

고, 자신의 인지적 한계를 깨닫고, 유연하고 폭넓은 시각으로 세상을 보는 

통찰에 이르게 한다. 철학적 지혜를 통해 끊임없이 자신의 오류 가능성과 무

지를 깨닫고, 자신이 모든 것을 다 알 수 없다는 통찰이 이루어질 때, 유연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타인의 주장에 대해서도 열린 마음으로 수용할 수 있는 

태도를 보일 수 있는 것이다.

학자 주장 내용

Ardelt,, 

Achenbaum & 

Oh

(2013)

- 지혜의 핵심적인 요소는 자신의 인식에 대한 겸손함임

- 사람은 알면 알수록 자신이 모르고 있는 것이 더 많다는 것을 깨

닫게 되는 지혜의 역설에 직면함

- 지혜로운 사람일수록 알면 알수록 현상을 이해하는 수많은 방식

이 있음을 깨닫게 됨

- 새로운 방식을 깨닫게 되더라도 더 나은 방식이 있을지도 모른다

는 겸손함을 지니게 됨

(Ardelt, Achenbaum & Oh, 2013: 267-268) 

Walsh

(1999)

- 자기 이해 훈련이 깊어지면 자기 자신이 자기를 잘 모른다는 

“놀라운(startling) 깨달음”에 도달하게 됨

- 지혜란 표면적인 습관들과 성격들과 매일 꾸며내는 우리의 에고

적 자기(self)에서 벗어나는 것임

- 지혜란 우리의 가장 깊은 “참된 자기(Self)”를 깨닫는 것임

(Walsh, 1999: 228-229) 

Sternberg

(1990)

- 지혜란 자기가 무엇을 알고 무엇을 모르는지 아는 것임

- 지혜란 자기가 알 수 있는 것과 알 수 없는 것의 한계를 아는 것임

- 지혜란 사고의 자동화에 저항하면서도 타인의 사고의 자동화를 

이해하고자 하는 것임

(Sternberg, 1990: 152-154) 

Meacham

(1990)

- 지혜란 자신의 무지를 자각하는 것임

- 지혜란 새로운 것들을 알수록 자신의 지식이 틀리기 쉽다는 점을 

깨닫는 것임

- 지혜란 불확실성과 회의, 물음, 복잡성이 새롭게 등장한다는 것을 

알고 겸손해지는 것임

(Meacham, 1990: 183-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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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존성의 통찰

왈시(R. Walsh)는 꿰뚫음을 지각과 인지의 분명함, 안목, 깊고 정확한 통

찰의 결과로 드러나는 깊이로 정의한다. 철학적 지혜를 가질 때, 표상과 피

상성의 너머에 있는 더 깊은 실체, 의미, 함의를 인식할 수 있는 깊고, 정확

한 통찰에 이르게 된다. 통찰이란 본질을 꿰뚫어 보는 것을 말한다(Walsh, 

2015: 9). 그러므로, 인간은 철학적 지혜를 가질 때, 삶의 실존적 본질을 통

찰할 수 있는 것이다. 통찰의 견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11> 통찰의 의미

삶의 실존 통찰의 의미를 살펴보자. 먼저, 실존 통찰이란 자신의 실존적 

문제들의 “복잡성, 불가해성, 무저항성”을 자각하는 것이다(Walsh, 2015: 

14). “자신의 정체성 문제, 늙고 병들어가는 문제, 고통과 죽음의 문제, 타

인과의 인간관계 문제, 무의미하고 불가해한 삶에 의미와 목적을 형성하는 

문제, 삶에서 가치와 윤리의 선택문제, 삶의 선택과 책임 문제(Walsh, 2015: 

14)” 등과 같은 수많은 실존적 문제들을 우리는 예측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다. 삶이란 본래 불가항력적인 신비를 지니고 있고, 우리가 알고 이해할 

수 있는 것은 거의 없는 것이다(Walsh, 2015: 14). 따라서 관조의 훈련을 통

연구자 통찰의 의미

Osbeck & Robinson(2005) - 직관적 이해, 가치 내재적 개념

Rosch(2007) - 직관적인 앎. 통찰. 꿰뚫어 봄

Robinson(1990, 2005) - 현실에 대한 더 깊은 이해. 직관에 의한 지식

Seyyed Hossein Nasr(1981) - 분리된 자아의 환상으로부터의 해방

Dittman-Kohli & Baltes(1990)
- 존재 본질의 개념. 자신과 타인, 전체 세계와의 관계와 

연관된 개념

Arendt(1971)
- 단순한 표피 내부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고, 더는 파생

될 수 없는 근원들(archai)의 통찰

Leone(1990)
- 충동과 욕망에 끌려다니지 않고 궁극적 가치추구

- 일상의 삶에서 감추어져 있는 “숨은 본질을 통찰”

Ardelt(2008)
- 주관성을 벗어나 진리를 추구하거나 현실을 있는 그대

로 보는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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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길러지는 철학적 지혜는 삶의 “복잡성, 불가해성, 무저항성”을 이해할 

수 있는 통찰에 이르게 한다. 왈시(R. Walsh)는 종교철학자 스미스(H. Smith)

의 글, “우리는 신비 속에 태어났고, 신비 속에 살고 있으며, 신비 속에 죽

는다.”라는 말을 인용하면서 지혜의 실존 통찰57)은 “우리가 삶에 대해 알 

수 있거나 이해할 수 있는 것은 매우 적다는 것을 아는 것이고, 삶의 불가항

력적(ineluctable) 신비를 아는 것”이라고 주장한다(Walsh, 2015: 14). 

이처럼, 실존의 통찰이란 “실존적 한계에 대한 인식적 겸손함 ”이다. 

그것은 (1)“상황에 영향을 주는 모든 요소를 결코 알 수 없다는 것을 인

식”하는 것이고, (2) 행동에 있어서“우리가 도저히 변화시킬 수 없는 어

떤 것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며, (3) 결과에 있어서도 “최종 결과

와 그 파급효과가 불확실함을 인식”하는 것이다(Walsh, 2015: 14). 이러한 

철학적 지혜에 의한 통찰은 실존적 문제들에 비 방어적으로 개방할 수 있

고, 세상에 대해 더 넓은 시각으로 볼 수 있으며, 삶의 의미와 목적을 재구

성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Walsh, 2015: 14).

다음으로, 실존적 통찰은 회복탄력성으로 이해될 수 있다. 본(J. Bone)은 

지혜의 훈련이 어떤 역경에도 이겨낼 수 있는 회복탄력성을 가질 수 있다

고 주장한다. 그에 따르면 회복탄력성은 불리한 환경에서도 생존하고 적응

할 수 있는 능력이다. 그는 인간의 정신성을 키워줄 때 길러지는 회복탄력

성이 외적 환경의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완충제가 될 수 있다고 본다

(Bone, 2008: 265- 270). 알드윈과 동료들(C.M. Aldwin et al.)도 역경이 성장

의 기회가 됨을 밝히고 있다. 그들은 역경이 오히려 자기완성의 감정이나 

타인과의 연결감, 가치관의 변화(가장 높은 정신적 가치의 추구), 더 큰 삶

의 의미와 목적발견과 같은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온다고 주장한다(Aldwin, 

et al, 2019: 134). 상실과 같은 역경은 삶의 의미와 목적을 더 깊이 이해하

게 만들고, 자신과 타인과 세계를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게 만들며 타인의 

고통에 깊이 공감할 수 있게 만든다. 자신이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57) 실존적 도전들에 직면하여, 대부분 사람은 그 진정한 의미를 인식하지 않으려고 
한다. 그 결과, “비반성적인 피상성과 관습성”에 빠지거나, “망상, 환각, 백일
몽”으로 도망친다(하이데거). 실존주의자들은 이런 환각을 “자동 순응(프롬),”
“대중 실존”(야스퍼스), “잘못된 믿음(사르트르)”, “비본질성(하이데거)”이라
고 불렀다(Walsh, 2015: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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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과 같은 인간의 한계를 자각할 수 있고, 타인과 세상에서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 깨닫게 되며 타인과 세계와의 깊은 연결 안에서 고통을 이겨내

는 힘이 있음을 알게 되는 것이다. 역경을 관조함으로써 통찰역량을 키울 

수 있다는 주장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12> 역경과 삶의 통찰과의 관계

이처럼, 철학적 지혜를 통해 인간은 삶을 통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삶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 회복탄력성을 가질 수 있다. 왜

냐하면, 불가해하고 불확실한 삶의 실존 앞에서 판단 없이 지켜보는 관

조는 삶의 본질을 꿰뚫어 볼 수 있는 통찰능력을 길러주어 어떤 역경도 

이겨낼 수 있는 회복탄력성을 갖게 되기 때문이다. 

끝으로, 실존적 통찰이란 실존지능으로 이해될 수 있다. 가드너(H. 

Gardner)는 인간이 실존적인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실존지능의 

개념으로 설명한다. 그의 설명을 들어보자.

연구자 역경과 삶의 통찰의 관계

Levenson et al.(2005)

- 역경은 “자기 지식, 이해, 이해의 한계 인식, 통합, 관계에서

의 성숙, 철학적, 정신적 헌신”에 이르게 함

- 역경은 자신의 에고에 바탕을 둔 장애물의 소멸을 가져옴 

- 역경은 타인과 세계에 대한 공감, 이해, 통합으로 나아가게 함

(Levenson et al., 2005: 129)

Ardelt, Achenbaum & 

Oh(2013)

- 기대의 좌절은 지혜를 가져옴

- 고통과 상실은 세상과 삶의 의미를 새롭게 이해하게 함

- 고통과 상실은 깊은 자기 지식으로 이끌어 줌

- 고통과 상실은 자기중심성의 감소를 통해 자신과 타인과 세상의 

깊은 연결을 통찰하게 됨

- 삶의 통찰은 신체적, 정신적 고통, 상실, 최후의(ultimately) 죽

음과 같은 인간실존의 기본적 곤경(predicament)이 인간의 보

편적 상황임을 인식하게 함 

- 삶의 통찰은 타인을, 공감과 연민의 눈으로 보게 함

(Ardelt, Achenbaum & Oh, 2013: 271-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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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존지능이란 우주 차원-무한과 극소-에서 자신을 정립할 수 있는 능력이고, 

실존적 특징인 삶의 중요성, 죽음의 의미, 신체적 심리적 세계에서의 피할 수 없

는 숙명과 같은 인간의 상황의 관점에서 자신을 정립할 수 있는 능력이며, 타인

에 대한 사랑이나 예술 작품에 완전히 몰입하는 심오한 체험의 관점에서 자신을 

정립할 수 있는 능력이다. ... 이것은 초월적 관심에서 발휘되는 능력이라고 할 

수 있다(Gardner, 1999: 60).

그 역시, 인간에게는 초월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그러한 인간의 정신성

과 초월성은 어떤 외적인 어려움도 이겨낼 힘을 제공해 줄 수 있으며, 연습

과 훈련을 통해 실존지능으로 키워질 수 있다고 본다(Gardner, 1999: 61-63). 

따라서 그는 정신성을 지능으로 인정하지는 않았지만, 인간은 초월성을 가

진 존재이므로 정신성에 대한 반복적인 인식훈련을 통해 삶을 통찰할 수 있

는 실존능력을 키울 수 있다고 주장한다(Gardner, 1999: 94). 그가 말하는 실

존지능이라는 것은 결국 철학적 지혜에 의한 삶의 본질에 대한 통찰능력이

라고 할 수 있다. 삶과 죽음과 같은 실존적인 문제에 대해 관조의 반복적인 

훈련으로 실존지능, 즉, 통찰역량을 키울 수 있는 것이다.   

이제 삶의 실존성을 통찰할 수 있는 지성의 인식방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먼저, 자기성찰, 자기관찰, 자기 이해, 스스로 드러냄의 지성의 인식훈련

방법이 있다. 야스퍼스는 실존적 통찰을 위한 관조 방법으로 자기성찰

(Selbstrflexion)을, 자기관찰(Selbstbeobachtung), 자기 이해(Selbstverständnis), 
스스로 드러냄을 제시한다(김정현, 2013: 311). 자기관찰은 내 안에서 일어

나는 과정, 내 지각이나 기억, 느낌 등의 방식을 아는 것이고, 자기 이해란 

일어난 일을 자신의 동기나 연관성에서 해석하는 것이며, 자신을 드러냄

(Sichoffenbarwerden)은 자기 자신이 되는 것이다(김정현, 2013: 311-312). 

야스퍼스는 이러한 자기성찰을 통해 인간은 한계상황에서도 실존으로 나

아가게 된다고 말한다. 한계상황은 인간을 변화시키고, 실제적인 자신이 

되게 하는 것이다. 그것은 실존적 상호소통의 능력, 자유와 초월성, 책임성

을 특징으로 하는 인간 지성의 고귀함을 회복하는 것이다(김정현, 2013: 

313-314). 야스퍼스의 주장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인간이란 한계상황에

서도 자기성찰을 통해 삶의 진리를 본질 직관함으로써 실존의 통찰로 나

아갈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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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삶의 역경과 죽음에 대한 지성의 인식훈련이 있다. 스토아학파

는 삶의 역경과 죽음에 대해 반복적으로 관조함으로써 마음의 평정을 유지

할 수 있는 통찰에 이르고자 하였다. 대표적인 스토아학파인 아우렐리우스

는 삶의 고난과 죽음에 대해 다음과 같이 통찰을 훈련하였다.

<표-13> 아우렐리우스의 삶의 역경과 죽음에 관한 통찰훈련

통찰 주제 통찰 내용

삶의 

역경

-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다니, 나야말로 불운하구나!" 천만에! 그렇게 

말할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하라. "나는 이런 일을 당했는데도 고통을 

겪지 않았고, 현재의 불운에도 망가지지 않고 미래의 고통도 두렵지 않

으니, 나야말로 행운아로구나!" 그런 일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지

만, 그런 일을 당하고도 고통을 겪지 않는 것은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Aurelius, 천병희 역, 2017: 66).
- 네가 갑자기 공중으로 들어 올려져 인간사와 그 변화무쌍함을 내려다

보게 된다면 ... 모든 것이 천편일률적이고 덧없음을 발견하게 되리라는 

점을 생각하라(Aurelius, 천병희 역, 2017: 243).
- 무슨 일이 일어나든, 너와 똑같은 일을 당할 때 성내고 당황하고 욕한 

자들을 눈앞에 떠올려보라. 지금 그들은 어디 있는가? 아무 데도 없다

(Aurelius, 천병희 역, 2017: 117).
- 너는 본성상 무엇이든 다 참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라(Aurelius, 천병

희 역, 2017: 159).

죽음

- 시간이 한정되어 있으므로 그 시간을 마음의 평정을 얻는 데 쓰지 않

으면 너의 시간도, 너도 사라질 것이고, 두 번 다시 그런 기회가 오지 

않으리라는 것도 알아야 한다(Aurelius, 천병희 역, 2017: 31).
- 무엇보다도 각자는 현재라는 짧은 순간을 살고 있다는 점을 명심하라. 

나머지 시간은 이미 살았거나 불확실하다(Aurelius, 천병희 역, 2017: 45).
- 모든 행동을 네 인생의 마지막 행동으로 여긴다면 온갖 무목적성과 격

정에 이끌려 이성적 판단에서 벗어나는 것과 위선과 이기심과 주어진 

운명에 불만을 터뜨리는 것에서 벗어날 수 있다면, 너는 능히 위엄과 

자연스러운 호의와 독립심과 정의감을 갖고 의연하게 행할 수 있다

(Aurelius, 천병희 역, 2017: 31).
- 천년만년 살 것처럼 행동하지 마라. 죽음이 지척에 있다. 살아있는 동

안, 할 수 있는 동안 선한 자가 되라(Aurelius, 천병희 역, 2017: 54)
- 너도 그도 곧 죽을 것이며, 얼마 뒤에는 너희 이름조차 남지 않으리라

는 것을 명심하라(Aurelius, 천병희 역, 2017: 52).



- 97 -

이렇게 스토아학파는 철학적 지혜를 통해 삶의 실존적 본질을 통찰하고 

내적 평온함에 도달하는 것을 철학의 목적으로 삼는다. 

셋째, 관조를 통한 지성의 인식훈련방법에는“자기 거리 두기”와 “유머 감

각”훈련 방법이 있다. 로고테라피의 대가인 프랭클은 인간의 실존적 문제 해

결의 방법으로 “자기 거리 두기” 능력과 “유머 감각”을 제시한다. 그의 설

명을 들어보자.

정신적인 존재로서의 인간은 자기 자신에 대해 거리를 둘 수 있고, 초연하게 바라

볼 수 있다. 또한, 유머나 웃음은 자신의 두려움을 상대화하고 그것으로부터 거리를 

두게 하며 불안이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는 데 효과적이다. 유머 감각은 자기 자신으

로부터 이탈하고 거리를 두는 능력으로 사용될 수 있다(김정현, 2013: 365-366).

“자기 거리 두기”의 훈련은 삶의 실존적 문제에 매몰되지 않고 객관화

해서 보는 능력을 기를 수 있고, “유머 감각” 은 문제 상황을 완전히 다른 차

원의 관점에서 볼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다. 이러한 훈련 또한 일종의 관

조를 통한 지성의 본질직관적 인식훈련이고, 이를 통해 삶의 본질을 꿰뚫어 

볼 수 있는 통찰에 도달하게 되는 것이다. 웹스터(J.D.Webster)도 이와 유사

한 훈련방법을 제시하였다. 그는 삶의 고통 속에서도 평가적인 성찰, 감정의 

규제, 개방성, 유머 등을 통해 통찰을 키우는 성장하는 삶을 살 수 있음을 제

시한다.

<표-14> 웹스터(J.D.Webster)의 실존 통찰방법

(Webster, 2003: 14-15 요약정리)

방법 내용

회상
성찰성, 특히 개인적 과거에 대해 제대로 성찰할 수 있음. 기억을 통해 정체성

을 유지하고 과거와 현재를 연결하며 자서전적 시각을 대처전략으로 이용함

감정

전반적인 인간 감정들을 노출하고 적절하게 규제할 수 있음. 잘 드러나

지 않고, 혼합된 감정들을 잘 구별할 수 있는 능력임. 긍정적 정서든 부

정적 정서든 잘 수용하고 그런 감정에 개방적임

개방성
아이디어, 가치, 경험, 특히 자신과 다를지도 모르는 사람들에 대해 개방

적 태도를 보임. 숭고함에 대한 자발성; 타인에 대한 관용

유머
삶의 역설을 인식하고 잘 개발된 유머 감각을 가짐, 특히 자기 소멸적 친절, 타인

이 편안함을 느끼게 하는 능력과 자발성, 유머를 성숙한 대처전략으로 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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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관조를 통한 지성의 인식훈련방법에는 개방적이고 수용적 태도 훈련

이 있다. 시겔은 먼저, (1) “존재하는 것에 대한 개방성(openness), (2) 주의

하는 대상들이 한 사람의 정체성 전부가 아님을 아는 객관성(objectivity), (3) 

사건들의 경험자로서의 자기관찰(observation)”과 같은 개방적 태도를 훈련

할 것을 강조한다(Siegel, 2009: 167). 다음으로 시겔은 실존문제에 대한 통합

이 없으면, 감정적인 혼돈과 경직 패턴에 머물게 됨을 지적하면서, (1) 삶의 

예측 불가능성과 불확실성을 받아들이고, 확실성을 찾고자 하는 욕망도 받아

들이는 것, (2) 영원하고자 하는 욕망을 존중하면서 영원하지 않은 삶을 피할 

수 없음을 동시에 환영하는 것, (3) 죽음과 불멸의 욕망 받아들이기, 불멸성, 

영원성, 확실성을 받아들이면서 죽음, 비지속성, 불확실성을 수용할 수 있는 

것”과 같이 수용적 태도를 훈련할 것을 강조한다(Siegel, 2009: 170). 

이렇게 삶의 실존적 문제에 대해 다양한 관조의 훈련을 반복함으로써, 실

존적 문제에 대처할 수 있는 통찰역량을 가질 수 있게 된다. 오늘날 대인관

계 신경생물학은 이러한 삶의 실존적 통찰역량이 내면의 안녕에 절대적 영

향을 준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 시겔은 어떤 실존적 어려움도 수용하고 받아

들이는 것이 내적인 안녕을 가져옴을 다음과 같이 피력한다. 

예측할 수도 없고, 조절할 수도 없는 불편한 느낌이나 생각까지도 마치 특별하

고 찬란한 선물을 가지고 오는 손님일 수 있다고 생각하며, 우리는 모든 상태를 

우리의 삶에 초대해야 한다. 인생이란 끊임없이 새로운 연합이 일어나고 펼쳐지는 

과정이므로, 우리는 안녕을 위해 편안한 마음으로, 개방성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

(Siegel, 2012: 40,3).

이상의 내용을 요약하면, 관조의 반복적 훈련을 통해 길러지는 내적 역량인 

철학적 지혜를 가지게 될 때, 인간은 통찰, 즉, 삶의 본질을 꿰뚫어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실존의 통찰이란 실존적 문제의 불확실성을 자각함으로써 갖게 

되는 인식적 겸손함, 회복탄력성, 실존지능으로 이해될 수 있고, 실존의 통찰에 

도달하기 위한 관조 훈련방법으로는 자기성찰훈련, 역경과 죽음 인식훈련, 자

기 거리 두기와 유머훈련, 개방성 훈련 등이 있으며, 실존의 통찰은 인간의 내

적 안녕을 가져다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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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철학적 지혜의 초월역량 특성

1) 궁극적 가치의 자각을 통한 초월

관조의 훈련을 통해 길러지는 지성의 내적 역량인 철학적 지혜는 영원불

변하는 궁극적 가치를 자각함으로써 자기중심성을 극복하는 초월에 이르

게 한다. 철학적 지혜를 가질 때, 초월할 수 있음을 고대 그리스철학을 통

해서도 알 수 있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은 육체성과 정신성을 함께 지닌 숙

명적 존재인 인간이 어떻게 하면, 내면의 자기중심적인 저차원의 삶에서 벗어나 

이타적이고 초월적인 고차원의 삶을 살 수 있을지, 그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철

학의 중심과제로 삼았다. 플라톤은 『국가』에서 인간의 영혼을 참된 삶을 향하

여 눈뜨게 하고, 그러한 삶으로 영혼의 방향을 잡아주는 것의 중요성을 피력하

고 있다. 그의 주장을 들어보자. 

“교육에 대한 우리의 견해는 이러하다. 모든 사람의 영혼은 진리를 배워 익

힐 능력과 진리를 볼 수 있는 기관을 지니고 있다. 눈이 어둠을 벗어나 빛을 보

려면 온 몸의 방향을 눈과 더불어 돌려야만 하듯이 영혼 전체의 방향을 이 변화

의 세계로부터 돌려서 마침내 영혼의 눈이 실상을 바라보고, 또 우리가 선이라고 

칭한 최고의 광명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것이 교육이다. 그러므로 영혼

의 방향전환이라는 이 중대한 일을 효과있게 하기 위하여 하나의 기술이 필요하

다. ... 영혼으로 하여금 그릇된 방향을 보게 하지 말고 마땅히 보아야 할 방향으

로 눈을 돌리게 하는 일이다(Platon, 천병희 역, 2013: 402-403, Politeia, 

518a-518d).

이렇게 플라톤은 인간의 내면에는 가능태로서의 정신성이 내재 되어 있

고, 정신성으로 향하고자 하는 열망이 있으므로 그것을 일깨워 주는 것이 

교육의 역할이라고 보았다. 인간은 지성을 통해 영원불변하는 궁극적 가

치, 정신적 가치를 본질직관할 수 있는 존재라는 강력한 믿음에서 철학적 

지혜는 형성될 수 있다. 그렇다면 철학적 지혜를 통해 자각하고 추구할 수 

있는 영원불변하는 궁극적인 정신적 가치란 무엇을 말하는가? 

트롯(D. C. Trott)은 정신적 가치를 분류하여 교육의 핵심주제로 학생들

에게 제공하였는데, 그에 따른 결과로 학생들의 정신적 존재로서의 본질 

통찰, 학생 간의 깊은 내적 연결감과 유대감의 형성을 보고한다(Trot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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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477). 그가 제시한 정신적 가치들의 예는 다음과 같다.

<표-15> 정신적(spiritual) 가치들의 예

(Trott, 2012 : 478)

범주  관련 단어

사랑

사랑, 자비, 이해, 배려, 양육(nurturance), 봉사(service), 애정, 공감, 

부드러움, 사회적 책임감, 고려함, 친절, 용서, 자선, 관대, 공동체 

구제활동(outreach), 자기가치, 자기가치감, 마음 챙김, 인류애, 존경

(worship)

신뢰 신뢰, 믿음, 명예, 책임감, 진정성

존중
존중, 인정(recognition), 평등, 수용, 인격의 가치, 확약(affirmation), 

경의(reverence), 권한위임(empowerment), 보상 

정직 정직, 진리추구, 공정(candidness), 이의(dissent)

성실 청렴 성실, 윤리적 경전, 윤리학, 도덕성, 정의, 공정, 공정한

협력
협력, 공동체, 팀워크, 가족, 우정, 제휴(collaboration), 동료의식

(fellowship), 통일(unity), 협력작용(synergy), 관계

개방성
개방성, 열린 의사소통, 유연성, 자유, 투명성(transparency), 적응성, 

기회, 비판단성

성장
성장, 학습, 발달, 교육, 성장기회, 성장서약(commitment), 지식의 

증가, 자기 자각, 개인적 진보, 온전한 인간

건강
건강, 안녕, 행복, 기쁨, 열정, 긍정적 에너지, 긍정성, 성찰적인, 명

상적인

나눔
공유된 의사결정, 의사소통, 효과적인 의사소통, 투명한 의사소통, 

정직한 의사소통

관용 관용, 다양성, 인내, 포용(inclusion), 포용성(inclusiveness)

안내
안내, 지지, 리더십, 동기, 롤모델, 용감함(bravery), 용기(courage), 

안정성, 강함

전문성
직업정신(Professionalism), 책임(accountability), 일에서의 자부심, 근

면함(hardworking), 최고(excellence), 유익성(profitability), 헌신

창의성 창의성, 비전, 희망, 파격적인 놀람(radical amazement), 재능

균형
균형, 조화, 평화로운 환경, 고요함, 편안한 분위기, 일과 삶의 균형, 

안전
쾌활함 쾌할함, 재미, 유머, 놀이, 경건하지 않음(irreverence)

의미있는 의미, 목적, 높은 단계의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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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슬로우도 이와 유사한 궁극적 가치의 예들을 소개한다. 그는 자기실현

적이고, 완전히 기능하는 성숙한 사람들의 일반적 특징이 순수한 본질직관

을 통해 궁극적 가치들을 향유함을 보고한다. 그가 제시한 궁극적 가치들

은 다음과 같다.

<표-16> 궁극적 가치의 예

(Maslow, 1968, 정태연·노현정 역, 2017: 202-203)

관조의 훈련으로 지성의 본질직관 능력을 잘 발휘함으로써 길러지는 내

적 역량인 철학적 지혜에는 이러한 영원불변하는 궁극적 가치를 자각할 

수 있는 초월역량의 특성이 있다. 철학적 지혜를 가질 때, 탈자기중심성을 

특징으로 하는 초월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또한, 철학적 지혜를 가질 때, 

내적인 기쁨과 평화와 행복과 같은 정신적 평온함을 느낄 수 있는 감정의 

범주  관련 단어

전체성
일체성, 통합, 하나가 되는 경향, 상호연관성, 단순함, 조직, 구조, 이

분법의 초월, 질서

완전성 필수, 의로움, 당연함, 필연성, 적합성, 정의, 완전, ‘당위성’

완성 종료, 최종, 정의, ‘종결됨’, 실현, 종결과 완결, 운명, 죽음

정의 공평함, 질서정연함, 합법성, ‘당위성’

생동감 과정, 죽지 않음, 자발성, 자기조절, 완전한 기능

풍부함 분화, 복잡성, 복잡한 관련성

단순성 정직, 솔직, 본질, 추상적, 본질적, 주된 구조

아름다움
의로움, 형식, 생동감, 단순함, 풍부함, 전체성, 완전성, 완성, 독특함, 

정직

선함 의로움, 바람직함, 당위성, 정의, 자비, 정직

독특성 특이성, 개인성, 비교할 수 없음, 새로움

애쓰지 않음 편안함, 긴장, 경쟁 또는 어려움의 결여, 우아함, 완전하고 아름다운 기능

놀이 재미, 기쁨, 즐거움, 쾌활함, 유머, 풍부함, 애쓰지 않음

진실, 정직, 

실체

솔직, 단순성, 풍부함, 당위성, 아름다움, 순수하고 깨끗하고 때묻지 

않은, 완전성, 본질

자체로 

충분함

자율성, 독립성, 자기 자신이 되기 위해 다른 삶을 필요로 하지 않음, 

스스로 결정함, 환경의 초월, 분리, 자기 자신의 원칙에 따른 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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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월도 동반된다. 철학적 지혜를 통한 인간의 초월이란 높은 수준의 발달

단계에 도달함을 의미하고, 자기중심성에서 벗어나 타인과 세계로 의식을 

확장함을 의미한다.

인간이 철학적 지혜를 통해 궁극적 가치를 깨닫고 초월할 수 있는 지성

적인 존재임을 잘 설명하고 있는 학자는 아렌트(H. Arendt)이다. 인간에게

는 지성이 있고, 지성을 통한 관조가 궁극적 가치, 최고선을 자각함으로써 

최대한 고차원적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다(Arendt, 1971, 홍원표 역, 2019: 

220). 그녀는 아리스토텔레스가 지성을 인간 내부의 신이라고 한 것과, 플

라톤이 정신을 하늘과 땅의 왕이라고 한 것을 언급하면서, 인간은 지성의 

직관적 인식을 통해 유한한 세계를 넘어 무한으로 나아갈 수 있음을 강조

한다.

간단히 말하자면 신의 활동(theou energeia)과 동일한 아리스토텔레스의 관조

활동(theoretike energeia)에 참여한다는 것은 “가능한 한 우리를 불멸하게 하는 

활동에 참여하고 -‘불멸하게 하는(athanatizein)것을 의미하며- 우리 내부의 가

장 고차원적인 것에 부합되게 살도록 최대한 노력하는” 것을 의미한다(Arendt, 

홍원표 역, 2019: 220). 

아렌트는 초월58)과 비상59)을, 유한한 인간이 불멸성을 누릴 수 있는 유

일한 방식으로 보았다. 그녀는 인간이 비록 죽을 운명을 지녔을지라도 관

조를 통한 지성의 본질직관 능력으로 인해 영원한 우주 만물 안으로 비상

할 수 있고, 불멸함을 체험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Arendt, 1971, 홍원표 역, 

2019: 221-223). 인간은 지성을 통해 자신의 한계를 벗어날 수 있고, 무한

하고 초월적이며 가장 궁극적인 가치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아

렌트는 본질직관할 수 있는 지성을 가진 인간이 관조할 때, 어둠에서 빛으

58) 김봉제는 초월성을 육체적 한계를 극복하고 성스럽고 거룩해지는 노력과 관련된 수직
적 초월성과 우주 자연 모든 생명체에 대한 단절과 분리, 차별의 극복과 관련되는 수평적 
초월성으로 구분한다(김봉제, 2014: 55-57). 

59) 하이데거도 실존의 본질을 초월로 규정하면서, 현존재는“분망, 흥분, 흥미, 향
락”의 비본래성에서 결단을 통해 “이탈로의 비약”함으로써 자기 현존재의 본
래성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보았다(Bollnow, 1943, 최동희, 2017: 53-62). 대인관계 
신경생물학에서는 이러한 관조를 통한 초월의 경험을 ‘집에 돌아온’ 것과 같은 
느낌이나 ‘내적 피난처’를 발견한 것 같은 깊은 내적인 편안함과 평정심으로 
표현한다(Siegel, 2012: 26,6-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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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낮음에서 높음으로, 유한에서 무한으로, 악에서 선으로, 변화에서 불

변, 이기심에서 이타심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주장한다(Arendt, 1971, 홍원

표 역, 2019: 205). 이렇게 관조를 통해 초월할 때, 인간은 진정으로 자신의 

존재 내면으로 나아가고, 본래의 자기 존재를 발견하며, 진정한 삶의 의미

를 획득하게 된다(이명곤, 2020: 125). 

리어리, 아담스와 테이트(M. R. Leary, C. E. Adams & E. B. Tate)는 인

간의 자기 초월 경험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보고한다. 그들에 따르면, 초

월상태에서는 자기인식을 생성하고, 자신과 세계 사이의 경계를 구분하는 

피질 회로의 분리가 사라지게 되어 내면에서의 해석, 판단하는 자기 대화

가 감소하고, 의식적인 사고에서의 필터링이 줄어들게 됨으로서 세상을, 

분화되지 않은 통합으로, 객체와 하나됨으로, 전체 일부로 느끼게 된다는 

것이다(Leary, Adams & Tate, 2006: 1810-1811). 한마디로 자아 집착적 인

식에서 벗어날수록 의식은 초월하고 확장하여 더 넓은 시각으로 볼 수 있

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초월할 수 있는 사람들의 특징을 매슬로우는 다음

과 같이 소개한다.

Ÿ 자신에 대해 통합된 느낌을 갖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자신과 분리되거나 대립

되지 않게 느낀다.

Ÿ 자신과 대상이 하나로 느껴짐으로써 더 잘 융화할 수 있다.

Ÿ 방해물, 금지, 경계, 공포, 의심, 통제, 보류, 자기 비난, 억제 같은 특성에서 매우 자유롭다.

Ÿ 더 자발적이고, 더 표현적이며, 더 순수하게 행동하고(교활하지 않고, 순박하

고, 정직하고, 진실하고, 천진하고, 순진하고, 꾸밈없고, 경계하지 않고, 방어하

지 않고), 더 자연스럽고(단순하고, 느긋하고, 서두르지 않고, 평온하고, 거짓없

고, 변함없고, 특별한 의미에서 원시적이고 즉각적이고), 덜 억제하고 더 자유

롭게 표현한다.

Ÿ 바로 지금 여기에 존재하고 경험 ‘그 자체 속에’ 존재한다.

Ÿ 자신과 타인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Maslow, 1968, 정태연·노현정 역, 

2017: 234-245 요약정리 ).

그밖에 초월의 의미에 대한 학자들의 주장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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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인간은 육체적 한계성을 지닌 존재이지만, 관

조함으로써 궁극적 가치를 직관할 수 있고, 정신적 가치를 추구하는 고차

원적 삶을 살 수 있는 지성적인 존재이다. 그러나 인간은 육체성을 벗어나 

정신적 가치를 추구하는 고차원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오랫동안 관조를 

통한 지성의 직관적 인식훈련으로 철학적 지혜를 길러야 한다. 이렇게 철

학적 지혜를 통해 내면을 관조함으로써 자신의 인지적 편견과 무지를 자각

하는 영혼의 정화과정을 거치게 되면 마침내 인격적 변형에 의한 초월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인간은 철학적 지혜를 통해 표면적인 현상의 이면에 

있는 영원불변한 것, 영원한 것, 근원적인 것, 절대적인 것, 보편적인 것, 

비경험적인 것, 초월적인 것을 직관적으로 깨닫게 되고, 이러한 직관적인 

인식을 통한 깨달음은 자기중심성의 초월로 나아갈 수 있게 한다. 말하자

면, 철학적 지혜를 통해 반복적으로 정신적 가치들을 관조하고 체험하게 

될 때, 정신적 존재로서의 자기 본질을 자신의 정체성으로 내면화함으로써 

초월적인 인격을 형성할 수 있는 것이다.

연구자 초월의 의미

Trowbridge(2011)

- 관조에 의한 직관으로 형성되는 초월적 지식

- 만물의 상호연결성을 인식할 수 있는 능력

- 무엇이 최선인지 자각할 수 있는 능력(Trowbridge, 2011: 150-151)

Csikszentmihalyi & 

Rathunde(1990)

- 덧없는 현상들의 외관이 아니라 영원하고 보편적인 진리와 관계

된 것

- 전문지식이 아니라 현실의 여러 측면이 어떻게 서로 연관되어 있

는지를 이해하려는 시도

- 가치중립적인 지식이 아니라 진리와 진리를 위한 행동의 위계질

서를 함축하고 있는 것

D.N. 

Robinson(1990)

- 지각의 영역을 초월해 보편진리의 자각

- 인간 내성(內省)을 통한 초월적인 진리와 조화와 아름다움의 자각

(Robinson, 1990:43-45)

Wink & R 

Helson(1997)

- 에고의 경계를 넘어서는 것

- 융의 개성화(Individuation)(심오한 내적 자각, 대립의 통합, 에고의 

이탈)와 같은 의미

- 우주와 자기와의 통합감

- 타인과 세계와 깊이 연결됨의 자각     (Wink & Helson, 1997: 2)

<표-17> 초월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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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타인과 세계와의 연결성의 자각을 통한 초월

   

인간은 철학적 지혜를 통해 인지적 편향과 무지를 자각하고, 삶의 실존적 

본질을 통찰하게 되면 자기중심성을 초월하게 되고, 자신과 세계가 깊이 

연결되어 있음을 자각할 수 있게 된다. 그러므로 철학적 지혜의 내적 역량

은 자기중심성을 초월하여 자신과 타인과 세계가 깊이 연결되어 있음을 자

각할 수 있게 한다. 철학적 지혜를 통해 초월할 수 있는 과정을 좀 더 구체

적으로 살펴보자.

먼저, 인간은 자신의 주관성과 편견과 투사를 자각하게 될 때, 자기중심

성을 극복하게 된다. 자신을 깊이 응시하는 관조는 불교에서 망상이라고 

일컫는 자신의 주관성, 인지적 편향과 오류, 편견을 깨닫게 한다. 망상을 

꿰뚫어 본다는 것은 자신의 모순과 결점을 보는 것이고, 자기 실패는 다른 

사람이나 상황 탓으로 돌리는 반면, 자기 성공은 자기 능력의 결과라고 믿

는 것과 같은 자기중심성을 자각하는 것이다(Ardelt, Achenbaum & Oh, 

2013: 266).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편견 없이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관조의 훈련을 통해 우리는 자기 내면의 모순성과 불완전성과 한계를 발

견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우리는 자신의 주관성과 투사의 망상을 꿰뚫어 

볼 때, 자신과 타인과 세상의 실체를 비 편파적으로, 객관적으로 새롭게 

인식할 수 있고, 다른 사람들도 인지적 편향과 오류, 주관적 투사로 인해 

고통받고 있음을 알게 된다(Ardelt, Achenbaum & Oh, 2013: 277). 자신의 

한계와 모순의 통찰은 모든 인간의 불완전함과 모순을 깨닫게 해 주고, 타

인에 대해 더 큰 공감과 자비의 마음을 갖게 한다. 배려, 자비, 공감적 연

민은 지혜로운 사람의 중요한 표시인 것이다(Ardelt, Achenbaum & Oh, 

2013: 277). 또한, 우리는 판단 없이 지켜보는 관조를 통해 자기라고 믿고 

있었던 자신의 역할, 관계, 성취들의 본질이 변화하고, 일시적임을 깨달을 

때, 자신의 에고를 지키기 위해 만들어진 거짓 자아인 이상적인 이미지를 

방어하기 위해 애쓸 필요가 없어진다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된다. 그리하여 

자기와 다른 사람 사이에 견고하게 형성되어 있던 경계가 소멸하게 됨으

로써 초월60)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다(Levenson et al., 2005: 128). 

60) 레벤슨(M.R. Levenson)은 지혜를 관조적 전통적 전통에 따라 자기 초월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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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의 에고는 진정한 자기가 아니라는 마리탱의 말처럼, 에고의 집착은 

“미혹, 자만심, 이기주의의 뿌리”가 된다. 이런 인간 내면의 에고(Ego)의 

자기중심성과 모순과 편견을 인식하고, 에고의 세력을 무력화할 때(Steel, 

2018, 김영래 역, 2019: 479), 인간은 비로소 타인과 세계에 대한 개방적 태

도로 깊은 연결성을 자각하게 되고, 다음과 같은 체험도 가능해지는 것이다.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변명하고 싶지만 침묵한 경험이 있습니까? 용서한다고 얻

는 것이 없는데도 용서해주고 우리의 용서가 아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진 경험이 

있습니까? 감사하다는 인사를 받지 않고도, 심지어 내적인 편안함이 없더라도 희생

한 경험이 있습니까? 다른 누구에게도 설명할 수 없는 결정을 자신만이 유일하게 책

임져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서, 다만 양심에 따라 실천하기로 결심한 경험이 있습니

까? ... 감사의 표시를 기대하지 않고, '이타적으로' 남을 위한다는 편안한 느낌마저 

없는 상태에서, 누군가를 위해 선한 일을 해본 경험이 있습니까(Gula, 2003, 최성욱 

역, 2018: 179)?”

이렇게 지성의 내적 역량인 철학적 지혜를 통해 자신의 참된 자기를 발견함

으로써 타인과 세계를 이해하고 상호연결되어 있음을 자각할 수 있는 것이다.

다음으로 인간은 초월성을 자각할 때, 타인과 깊은 내적 연결감을 느끼

게 된다. 피드몬트(R.L. Piedmont)는 인간에겐 자신의 삶을 좀 더 넓고, 객

관적인 관점에서 볼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이를 통해 삶의 더 근원적인 상

호연결성을 인식할 수 있는 초월성이 있다고 본다(Piedmont, 1999: 988). 

그는 초월성의 특징으로 (1) 연결성-인간이란 인간 오케스트라의 일부분으

로 삶의 헌신을 통해 타인과 끊임없는 조화를 이룬다는 것, (2) 보편성

(universality)- 삶 속에 보편적 본성이 있음을 믿는 것, (3) 헌신감

(prayerfulfilment)- 초월적 실체와의 만남을 통한 기쁨과 만족의 감정을 느

끼는 것, (4) 역설의 관용(tolerance of paradoxes)- 비일관성 및 모순과 더

불어 살 수 있는 것, (5) 비판단성(nonjudgmentality)- 삶을 받아들이고, 타

인들을 그들의 관점에서 받아들이며, 타인에 대한 가치판단은 피하지만, 

타인의 필요와 고통에 민감성을 갖는 것, (6) 현존성(existentiality)-순간에 

정의하고, 자기 도덕적 정서역량이란 자기인식(자기의 원천을 자각함)과 비집착
(자신의 외적 원천의 일시적인 본질을 자각), 통합(자기의 다양한 면을 수용하는 
것), 자신과 타인 간의 경계가 허물어지는 것으로 정의한다(Glück, 2018: 1395). 



- 107 -

몰입하여 살고자 하는 열망이고, 삶에서 직면하는 모든 경험을 자신의 성

장과 기쁨을 제공하는 기회로 받아들이려는 것, (7) 감사함(gratefulness)-

삶에 나타나는 모든 것들에 대해 경이와 감사하는 것을 제시한다

(Piedmont, 1999: 989). 피드몬트의 주장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인간은 지

성의 내적 역량인 철학적 지혜를 가질 때, 타인과 세상에 대해 개방적인 

마음을 갖게 되고, 상호 깊이 연결되어 있음을 자각하게 되고, 타인의 삶

에 대해 돕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된다는 것이다. 

알드윈과 동료들(C. M. Aldwin et al.)의 주장을 통해서도 인간의 초월성

이란 우주와 세계와 깊이 연결됨을 특징으로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들은 초월성의 특징이 자기경계를 확장하고 삶의 시각과 목적을 넓게 보

도록 정향 되는 것이라고 말한다. 그들에 따르면, 자기경계를 확장하는 능

력에는 내적인(intrapersonally) 연결능력, 상호적인, 순간적인(현재의 의미

를 확장하기 위한 과거와 미래 통합) 연결능력, 초인격적인(“형식적으로 

분별하는 세계”를 넘어있는 영역들과 연결되는) 연결능력이 있다(Aldwin, 

et al., 2019: 126). 또한, 인간의 초월에는 우주적 초월(Cosmic 

transcendence)과 에고의 초월이 있고, 우주적 초월이란 우주와 과거 세대

와 미래 세대 간의 내적 연결뿐만 아니라 죽음에 대한 두려움의 감소를 포

함하는 것이고, 에고 초월은 자기집중의 감소와 물질적 세계에 관한 관심

의 감소, 사회적 상호작용의 증가와 명상의 증가를 포함하는 것이다. 그들

은 이러한 인간의 초월성이 자신을 넘어 타인과 세계, 우주와의 연결성을 

자각할 수 있음을 강조한다(Aldwin, et al., 2019: 126). 이렇게 본질직관하

는 지성의 내적 역량인 철학적 지혜를 가질 때, 인간은 초월성을 자각할 

수 있고, 초월성을 자각할 때, 타인과 세계와의 연결성도 자각하게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타인과 세계와의 연결성이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플라톤은 『티마이오스』에서 인간이 우주와 깊이 연결되어 있고, 조화 

안에 있음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누가 배우기를 좋아하고 참된 지혜에 정성을 들이며 특히 자신의 그 부분을 

훈련시켰다면, 그가 진리를 파악할 수 있을 경우, 그의 생각들은 필연적으로 불

멸하고 신적일 것이며, 그는 인간으로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불사(不死)에 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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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밖에 없어요. 그는 또한 자신의 신적인 부분을 늘 돌보며 자신과 동거하는 

수호신을 훌륭한 상태로 유지한 까닭에 남달리 행복할 수 밖에 없어요. ... 우리 

안의 신적인 부분과 동족관계에 있는 운동은 우주의 사고들과 회전들입니다. 따

라서 저마다 이 운동들에 유의하면서 우주의 조화와 회전들을 철저히 배움으로

써 우리가 태어날 때 궤도에서 이탈한 우리 머릿속의 회전들을 수정해야 하며, 

우리의 이해력이 타고난 본성에 따라 이해의 대상과 다시 일치하게끔 만들어야 

해요. 그렇게 하면 우리는 현재에도 미래에도 최선의 삶이라는, 신들이 인간에게 

정해놓은 목표를 달성하게 될 것입니다(Platon, 천병희 역, 2019f: 433-434, 

Timaios, 90a-d)

칙센트미하이(Csikszentmihalyi)와 래썬드(Rathunde)는 지혜가 세계와 

연결되는 의식의 체험과 관련됨을 다음과 같이 말한다.

단순한 경이로움에도 감사할 수 있는 아이가 우아하게 비행하는 새들을 보면

서 보여주는(정서적 또는 인지적으로) 완전히 몰두하고, 경탄하고 기쁨에 빠지는 

지혜를 언급하건, 아니면 별을 깊이 관조하는 위대한 철학자의 지혜를 언급하건, 

그 순간, 개인은 일체의 본래적인 내적 보상으로 세계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는 일체감을 체험하게 된다. 그리고 이 경험은 절대적으로 목적 그 자체로 느껴

진다(Csikzentmihalyi & Rathunde, 1990: 40).

도교에서도 자신의 본성과 우주 만물과 깊게 조화하면 마침내 자아가 사

라져서 노력할 필요조차 없는 자연스러운 자발성[無爲]을 갖게 됨을 가르

치고 있고, 스토아학파도 자연에 따르는 삶이 최고선이기 때문에 현자는 

자연의 법칙에 일치하는 삶을 촉구한다(Walsh, 2015: 17). 하이데거에 따르

면, 깊은 “존재사유”를 통해 “사유의 뿌리, 원천”에 도달하게 되면, 모

든 세계 존재들이 같은 근원을 가지고 있음을 깨닫게 되고, 이런 자각을 

통해 인간은 “자기중심성”, 즉 “소아를 지양하고 탈자아성, 즉 우주적 

대아”로 개방될 수 있음을 주장한다(김영래, 2019: 194). 

이렇게 세계와의 깊은 연결감을 느낄 수 있는 것은 인간에게 지성이 있

기 때문이다. 인간의 지성은 세상 안의 경이로운 사물들을 더 개방적이고 

수용적인 눈으로 보게 하고, 무비판적인 깊은 응시는 세상과 자신이 하나

임을 느끼게 한다. 깊은 연결의 경험 또는 초월의식의 경험은 결코 이성적 

판단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지성의 직관적 인식으로 가능한 것이다(Steel, 

2018, 김영래 역, 2019: 84-85). 관조를 통한 내적 역량인 철학적 지혜를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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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때, 인간은 거대한 우주 일부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우주의 갖가지 

요소로 혼합된 작고, 아름답고, 일시적인 구성을 가진 우주 일부임을 깨닫

게 되는 것이다(Steel, 2018, 김영래 역, 2019: 125). 

세계와의 연결감을 느낄 수 있는 대표적인 철학적 지혜의 관조 훈련에는 

스토아학파의 자연에 관한 관조 훈련이 있다. 스토아학파는 자연에 대한 관조

가 인간과 세계와의 연결성을 깨닫게 함을 주장한다. 그들은 인간을 우주 안에 

존재하는 일부로 보았고, 그들이 발견한 우주적 질서에 맞게 사는 것이 최선의 

삶이라고 믿었다. 그들은 우주의 질서에 따르는 삶을 살게 되면, 일어나는 모든 

사건 간의 인과적 연결 관계를 알 수 있게 되고, 따라서 가장 자연스럽고 순조

로운 최선의 방식인 윤리적 덕으로 자신의 행위를 드러내게 된다고 보았다(이창

우, 2006: 212-213). 특히, 아우렐리우스는 인간이 우주 만물과의 관련성, 사회적 

존재의 본질을 관조함으로써 본질직관적 내적 역량을 가질 때, 공동체에 헌신하

는 삶, 공동체와 조화롭게 살 수 있음을 알려준다(Aurelius, 천병희 역, 2017: 

105). 아우렐리우스가 제시한 인간과 우주 만물의 연관성에 대한 관조 훈련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Ÿ 우주 안의 만물이 서로 연계되어 있고 서로 의존하고 있음을 자주 생각해보라. 

어떤 의미에서 만물은 서로 얽혀 있고, 그래서 서로 호감을 품는다(Aurelius, 

천병희 역, 2017: 96). 

Ÿ 만물은 서로 얽혀 있고 그 유대는 신성하다. 서로 낯선 것은 사실상 아무것도 

없다. 만물은 서로 연관되어 있고 함께 하나의 우주를 구성하기 때문이다. 만물

로 구성된 하나의 우주, 만물 속에 내재하는 하나의 신, 하나의 실체, 하나의 

법, 사고력을 가진 모든 동물에게 공통된 하나의 이성, 하나의 진리가 존재하기 

때문이다(Aurelius, 천병희 역, 2017: 106). 

Ÿ 서로 협력하게 되어 있는 이성적 존재들은 서로 떨어져 있어도 개별 유기체들

에서의 지체(melos)들과 흡사하다(Aurelius, 천병희 역, 2017: 107). 

Ÿ 첫번째 원칙은 나는 자연에 의해 지배되는 전체의 부분이다. 둘째, 나는 같은 

종류의 다른 부분들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내가 자연에 의해 지배되는 전체의 

부분이라는 점을 명심하면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에 만족할 것이다. 그리고 나

와 종류가 같은 부분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한, 나는 공동체의 이익에 반

하는 행동을 하지 않고, 오히려 공동체에 유익하도록 모든 노력을 쏟고 그와 

반대되는 것을 삼가게 될 것이다(Aurelius, 천병희 역, 2017: 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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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자연과 우주에 대한 지속적인 관조 훈련을 통해 길러지는 철

학적 지혜는 편견 없이 열린 마음으로 타인과 세상을 보게 함으로써 자신

과 타인과 세계 안에서의 깊은 연결감을 체험할 수 있게 한다. 그러한 깊

은 연결감의 체험을 윌리엄 제임스는 ‘우주적 의식’으로, 칼 융은 ‘누

미노제(혹은 성스러움, nominous)’로 표현한다(Walsh, 2015: 20).   

따라서 인간은 철학적 지혜를 통해 높은 인격적 발달상태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가장 높은 발달단계란 바로 타인과 세계를 자신과 똑같이 여기고 

대하는 것이 될 것이다. 아무런 주관적 편견 없이 있는 그대로 그 자체의 

본질을 볼 수 있는 사람은 결국 모든 존재가 나와 같은 존재 근원에서 출

발했음을 알 수 있다. 자신과 세계와의 연결성을 자각한 사람이라면, 일어

난 일에 대해 다른 사람이나 상황을 비난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보려고 할 

것이다. 특히, 자신의 실패에 대해 다른 사람이나 상황을 비난하거나, 성공

을 자기 능력의 전유물인 것처럼 말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자신만큼이

나 불완전한 타인들을 이해할 수 있으며, 타인의 동기와 행위에 대해 깊이 

통찰하고, 자기 집중성을 감소시킴으로써 타인을 자비로운 사랑과 공감으

로 대할 수 있는 것이다(Ardelt, Achenbaum & Oh, 2013: 266). 자신이 무지

하다는 것을 깨달을 때, 남에 대해서도 관대하며(Ardelt, Achenbaum & 

Oh, 2013: 266) 자신의 한계 자각에서 오는 겸손함과 감사의 자세는 타인

과의 진정성 있는 관계를 설정할 수 있게 하고, 더 깊은 연결감을 체험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인간은 결코 타인과 세계를 외면하고 고립되어 살아

갈 수 없는 존재이다. 인간이 자기중심성, 나르시시즘, 외적 성공에 대한 

지나친 집착에 사로잡혀 있을 때는 결코 자신의 진정한 본질을 발견할 수 

없고, 타인과 세계와의 연결성과 조화를 체험할 수 없다. 아무런 편견 없

이 깊이 바라보는 관조의 연습을 통해 철학적 지혜를 가질 때, 인간은 비

로소 자기중심성을 초월할 수 있고, 자신과 타인과 세계가 깊이 연결되어 

있음을 자각할 수 있는 것이다. 

정리하자면, 관조의 훈련을 통해 지성의 직관적 인식을 탁월하게 발휘함

으로써 길러진 내적 역량인 철학적 지혜를 가질 때, 인간은 타인과 세계와

의 깊은 연결성을 자각할 수 있고, 타인과 세계에 대한 자발적인 희생과 

선을 실현할 수 있게 하는 가장 높은 의식상태에 도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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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우정(philia) : 타인과의 선의 공명을 통한 초월

우리는 앞에서 지성의 내적 역량인 철학적 지혜를 통해 초월에 이르게 

됨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초월을 가장 쉽게 체험할 수 있는 것은 우정이

다.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르면, 궁극적 가치를 깨닫는 철학적 지혜를 추구

하는 사람은 자신에게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하는 사람이므로, 자신을 사랑

하는 사람이고, “미덕인 최고선을 향유”할 수 있는 행복한 사람

(Aristoteles, 천병희 역, 2020: 356, NE 1168b 25-30)이라고 한다. 그러나 아

리스토텔레스는 그러한 철학적 지혜를 추구하는 사람도 본성적으로 사회

적 존재이기에 친구61)가 필요함을 언급한다(Aristoteles, 천병희 역, 2020: 

358-359, NE 1169b5-23). 그는 철학적 지혜는 관조 활동을 동반해야 하는

데, 관조 활동이란 혼자서 계속하기 쉽지 않은 활동이기 때문에 친구가 필

요하다는 것이다. 그에 따르면, 인간은 지성의 관조 활동을 통해 직관적으

로 타인 안에 있는 미덕을 보게 되는데, 우정 안에서 서로의 미덕을 보게 

될 때, 혼자서 자기 내면의 선함을 관조할 때보다 더 큰 기쁨과 행복을 향

유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인간은 타인의 선함을 본질 직관할 수 있

는 지성의 내적 역량인 철학적 지혜를 가짐으로써, 상호 관조의 활동을 통

한 선함의 공명으로 초월을 체험할 수 있다. 마허(D. P. Maher)는 아리스토

텔레스가 최고의 행복상태를 관조적인 우정(Contemplative friendship)에서 

찾고 있다고 말한다(Maher, 2012 : 769). 그에 따르면, 인간은 관조 활동을 

통해 신적인 세계62)에 도달할 수 있지만, 여전히 현실의 삶 속에 놓여있으

므로, 그렇게 자신처럼 관조하는 친구와 우정어린 대화와 관조가 이루어질 

때, 현실에서 신적인 삶을 체험할 수 있다고 보았다(Maher, 2012: 

769-770). 아리스토텔레스는 사람이 사고와 지각능력이 있으므로, 타인의 

좋음과 훌륭함을 보는 것은 삶에 큰 기쁨을 주고(Aristoteles, 천병희 역, 

61) 플라톤도 『향연』에서 미덕을 내면에 간직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만나게 되면 더
욱 깊은 유대와 두터운 우정을 간직할 수 있음을 알려준다. 즉, 서로 내면의 선함을 
비춤으로써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다(Platon, 천병희 역, 2019c: 
341-342, Sym., 209c-d). 

62) 마허(D. P. Maher)는 신적인 세계라고 표현하는데, 이것은 인간에게 사유를 통해 
초월할 수 있는 능력을 일컫는 세계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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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359-361, NE, 1169b30-35), 특히, 친구에게서 미덕을 관조함으로써 

서로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의 설명을 들어보자.

삶은 좋은 사람들에게 특히 바람직한 것이라면(그 자체로서 좋은 것이 자기 안에 

있다고 지각하는 것은 즐겁기에, 또한 그들에게는 존재한다는 것이 좋고 즐거우니

까), 훌륭한 사람은 자신에게 느끼는 것과 같은 감정을 친구에게 느낀다(친구는 제2

의 자아이니까). ... 그렇다면 각자에게 친구의 존재는 자신의 존재가 바람직한 만큼 

또는 그와 비슷한 정도로 바람직할 것이다(Aristoteles, 천병희 역, 2020: 362, NE, 

1170a25-1170b10). 

아리스토텔레스는 행복한 사람은 관조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고, 타인 

안에서 볼 수 있는 훌륭한 것을 관조할 때 기쁨을 느끼게 되는 사람이라고 

본다. 인간이 서로 관조를 통해 상대 안에 있는 훌륭한 미덕을 볼 수 있는 

기쁨보다 좋은 것이 없다는 것이다. 그것은 사랑하는 사람이 상대방을 보

는 것에서 가장 큰 만족감을 느끼는 것이고, 친구와 함께할 때 존재에 대

한 지각이 활성화되기 때문에 깊은 우정을 나눌수록 지성의 직관적 인식

능력도 향상되어(Aristoteles, 천병희 역, 2020: 368, NE, 1171b28-1172a15) 

마침내 철학적 지혜를 가지게 되는 것이다. 인간은 사회적 존재이므로 서

로 안에서 볼 수 있는 선함을 관조하는 철학적 지혜를 통해 우정63)을 체험

하게 되고, 각자의 내면은 선한 마음가짐의 인격적 변형이 일어나게 되어, 

마침내 초월적인 인격을 형성하게 되는 것이다. 철학적 지혜에 의한 관조

적인 우정은 서로에 대해 주의를 기울이고, 깊이 자각하고, 관조함으로써 

서로 간의 이해를 증진시키고, 내적으로 더 성장할 수 있는 것이다(Maher, 

2012 : 771).

아리스토텔레스가 관조 활동에서 친구의 필요성을 제기한 이유를 오스

본(C. Osborne)은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첫째, 아리스토텔레스는 ‘확장

된 자기’인 친구와 자신이 가진 공감적이고 선한 마음에 따른 세상을 보

는 시각을 함께 공유하고자 했다. 이렇게 공유된 시각은 서로의 덕을 키울 

수 있는 것이다. 둘째, 아리스토텔레스는 친구와 함께 하는 삶이 얼마나 

63) 무어(G. E. Moore)는 최고선으로 인정할 수 있는 두 가지를 우정과 자연의 아름
다움이라고 보았다. 그는 우정이 그 자체로 선한 것, “최상의 본질적 가치”를 
가진 것으로 여겼다. 그는 개인적 정서와 심미적 기쁨들이 인간이 상상할 수 있
는 가장 좋은 것이라고 보았다(Roeser, 2011, 박병기 외 역, 2015: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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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요롭고 얼마나 행복한가를 보여주고자 하였다(Osborne, 2009: 361-365). 

이렇게 인간은 사회적 존재이므로 철학적 지혜를 혼자가 아닌 친구와 함

께 추구할 때, 혼자만의 관조 활동에 따른 내적인 기쁨보다 상호 우정 안

에서의 선함의 자각과 향유가 더 큰 행복을 제공하고, 나아가 의식의 확장

을 가져옴으로써, 초월적인 인격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비스(M. Biss)도 친구64)를 자신이 가진 내면의 덕을 비춰주는 거울의 이

미지가 아니라 도덕적 인식을 ‘같이 인식하는 동반자로서 서로 서로의 

좋은 점을 향상하게 하는 존재’로 본다(Biss, 2011: 125). 그에 따르면, 친

구란 자기 자신과 많이 닮은 사람으로서“분리된 자기”이지만 “반추된 

자기”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친구의 덕스러운 행동을 인식함

으로써 자신의 경험을 확장할 수 있는 것이다. 비스는 인간이 친구를 필요

로 하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인간이란 자기가 누구인지 알고자 

하는 존재이고, 이런 갈망이 인간에게 선함, 기쁨, 행복을 인식하게 한다. 

인간은 내면의 선을 관조함으로써 선한 마음의 상태에 놓이게 된다. 선한 

마음의 상태는 편하고 자유롭고 행복하다. 이것이 본질적인 자기인식이다. 

사회적인 존재인 인간은 이러한 자기인식을 바탕으로 타인 안에서도 같은 

선함을 느끼고자 하는 갈망을 가진다. 서로 안에서 자신과 같은 선함을 발

견하고, 서로 연결됨을 느끼는 우정의 체험은 자기인식만의 행복감보다 더 

큰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 것이다(Biss, 2009: 5-6). 인간은 신처럼 자기충

족적인 존재가 아니라 친구를 필요로 하는 존재인 것이다(Osborne, 2009: 

5). 이렇게 인간은 타인과의 우정 안에서 지성의 본질직관적 인식을 통해 

상호 선함을 발견하고, 깊은 연결감을 느낄 수 있는 초월성의 본질을 가진 

존재이다. 이렇게 상호 간에 이루어지는 관조의 반복적 훈련은 깊은 내적 

연결감의 반복적 체험을 가져오고, 초월성으로의 인격적 변형을 가져온다.

브라이언트와 베로프 역시 인간은 정신적 가치를 서로 나눌 때, 참된 행복을 

향유할 수 있음을 밝히고 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과 어떤 정신적 경험을 향유

하게 되면, 깊은 유대감을 느낄 수 있고 관계가 강화됨을 보고한다. 그들은 친구

64) 피퍼는 인간만이“자신의 행복이 타인을 사랑하는 일에 놓여있다는 점을 아는 존
재”이고, “타인의 완전성, 타인의 선, 타인의 행복을 볼 때, 기뻐할 수 있는 존
재”라고 본다(박찬영, 2015: 79). 이런 인간의 정신성은 우정을 요청하고 서로의 
내적 아름다움을 주고받음으로써 자기중심성을 초월하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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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가족과 즐거운 활동 안에서 그 자체의 순간적인 기쁨을 느끼고, 정서적으로 

가까워짐을 느끼며, 긍정적 정서의 전염과 모방이 일어나 내적인 연결감을 깊이 

체험할 수 있음을 보고한다(Bryant& Veroff, 2007: 92). 그들은 안개 가득한 교회 

지붕 위에 보이는 다섯 개의 무지개를 놀란 눈으로 지켜보던 낯선 두 사람 사이

에서도 내적 연결감이 형성될 수 있음을 제시하며 인간은 아름다움과 선함과 같

은 정신적인 체험을 나눌 때, 초월적 행복을 느낄 수 있음을 강조한다(Bryant, & 

Veroff, 2007: 73). 그들은 관조와 비슷한 개념인 향유가 우정을 동반함을 밝힌

다. 그들은 향유가 사람 간의“유대감”을 단단하게 해 주는 과정이고, 향유의 

기쁨이 클수록 더 가까워지며, “우정의 질, 깊이, 복원력, 지속성”이 강화됨을 

강조한다(Bryant, & Veroff, 2007: 183). 이 같은 상호 간의 관조가 일회성으로 

끝날 경우엔 인격의 초월로 나아가지 못한다.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가 공동

체를 설립하여 철학적 지혜를 교육했던 이유를 살펴보면, 인간은 혼자가 아닌 

타인과 관조를 반복적으로 훈련할 때, 깊은 내적 연결감과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가장 높은 인격발달 단계인 초월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오늘날 대인관계 신경생물학은 이와 같은 우정의 주장이 정당함을 뒷받

침해 준다. 특히, 시겔은 우정을 통한 선의 공명이 초월감정을 가져와 깊

은 내적 행복을 가져다줌을 강조한다. 선의 공명을 통한 초월이란 정신적 

행복을 동반하는 것이다. 시겔은 상호 간의 마음 챙김적 인식으로 타인과

의 “정서적 공명”이 일어날 때(Siegel, 2009: 161), 즉,“타인과 깊게 연결

되었다고 느낄 때, 안정감을 느끼고, 수용적이며, 여유로워지고, 타인과 미

지의 경험에 대해 마음을 열게 된다고 주장한다(Siegel, 2009: 155). 시겔의 

주장을 통해서도 철학적 지혜에는 초월역량의 특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상호 간에 이루어지는 반복된 관조 활동은 뇌의 가소성에 따라 인격적 변

형을 가져와 초월적 인격을 형성하게 된다. 이때 이루어지는 선함의 공명

은 깊은 내적 행복감을 느끼게 됨으로써 내적 초월이 가속화되는 것이다. 

이제 정리하자면 우정 안에 이루어지는 상호 간의 지속적인 관조를 통해 

길러지는 내적 역량인 철학적 지혜는 의식의 확장과 깊은 내적 연결감과 

유대감을 형성하게 된다. 상호 간의 선함을 관조하는 철학적 지혜를 통해 

우정 안에서 타인과 깊은 내적 연결감을 자각함으로써 인간은 초월을 체

험할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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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철학적 지혜의 도덕적 정서역량 특성

1) 사랑, 경이, 감사 : 도덕적 행위의 동기 감정

관조를 통한 지성의 내적 역량인 철학적 지혜는 도덕적 정서역량을 동반

한다. 판단 없이 지켜보는 관조는 정신적 가치를 직관하고 초월감정을 체

험하게 되는 것이다. 진교훈은 정신적 가치가“불변하고 영원하며, 명증적

이고, 본래적으로 인간의 마음속 깊은 곳에 주어져 있으며 이미 인간 안에 

주어져 있는 것이고, 직각(直覺) 또는 직관”되는 것으로 설명한다(진교훈, 

2003: 163). 그것은 추론적 이성으로 파악할 수 없고(Dasgupta, 1927, 오지

섭 역, 1997: 72), 오직 감정을 동반한 지향적 느낌 속에서 직관적으로 파

악된다는 것이다(진교훈, 2003: 170). 정신적 가치는“경외감을 선사하는 

자연의 아름다움에 대한 체험, 자신이 가치 있고 축복받은 존재라고 느끼

게 하는 사랑의 체험(Gula, 2003, 최성욱 역, 2018: 178)”,“우정의 기쁨, 

창조성을 발휘한 체험, 친절함의 체험”과 같이 체험되는 것이다(Gula, 

2003, 최성욱 역, 2018: 181). 철학적 지혜가 정신적 가치를 직관하는 내적 

역량이고, 이때 초월정서를 동반한다는 것을 잘 설명한 철학자는 하르트만

(N. Hartmann)이다. 그의 주장을 들어보자. 

플라톤적 직관의 동기는 바로 실질적 윤리학(materiale Ethik)이 “가치를 느끼

는 것(Wertfühlen)”이라고 부르는 것에 아주 걸맞으며, 또 입장 표명, 동의, 의

향의 작용에서 드러나고 있는 것에도 아주 걸맞는다. ... 가치에 대한 앎의 선험

성은 서정적, 직관적인 선험성이다. ... 가치파악은 그 말의 통상적인 의미에서 

‘인식한다(Erkennen)’는 말이 아니며, 사람들이 파악된 것에 의해서 아무런 영

향도 받지 않는 그런 중립적인 파악이 아니다. 가치파악은 파악되는 것 그 이상

이다. 사람들은 가치 있고, 마땅히 있어야 할 것으로 알고 있는 것으로부터 감동

을 받는다. 이러한 태도는 전혀 사변적인 것이 아니라 정서적인 것이다. 이러한 

가치파악이 발생하는 작용들, 즉, 느낌의 작용과 입장표명과 의향의 작용들은 사

변적인 것이 아니라 정서적인 것이다(Hartmann, Ethik, 1949: 109, 진교훈 역, 

2003: 171 재인용).

이렇게 추론적 인식이 아닌 직관적 인식은 깊은 정서를 동반하는 인식이

다. 하이트(J. Haidt)는 정신적 가치를 인식할 때, 왜 행복을 깊이 체험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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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지를 잘 설명해준다. 비록 그는 도덕적 아름다움을 지켜볼 때, 작용하

는 것이 지성의 직관적 인식인지 알지 못한 채, 직관적 인식에 동반되는 

감탄, 고양감, 또는 심미감과 같은 정서를, 인간의 인식을 넘어설 때 나타

나는 특별한 반응으로만 이해하지만, 그의 설명은 관조가 도덕적 고양감을 

동반한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해 준다. 그에 따르면, 사람

들은 도덕적으로 아름다운 행동을 볼 경우, 즉, 플라톤이 말한 최고선을 

체험할 때, 마음이 따뜻해지고, 유쾌한 감정을 갖게 되며, 선행의 욕구가 

일어난다고 한다. 또한, 그는 이때 느끼는 도덕적 고양감이 미주신경과 옥

시토신 호르몬의 연합으로 이루어진 유대와 애착을 높이는 평온, 사랑, 접

촉 욕구의 감정이라고 한다(Haidt, 2006, 권오열 역, 2010: 336). 지성의 관

조에 의한 내적 역량인 철학적 지혜는 고양감의 정서를 동반한다는 주장

은 하이트의 설명을 통해서도 증명되는 것이다.

매슬로우(A. Maslow)는 본래적인 가치를 본질 직관할 때, 말하자면, 진선

미의 체험을“지고의 체험(peak experience)”으로 표현한다(Maslow, 

1968, 정태연·노현정 역, 2005: 203-204). 그는 이 지고의 체험을 탈아적

인 상태, ‘존재’와 ‘당위’가 통합되어 경이, 감탄, 경외감과 인정, 즉 

가치 감정이 동반되는 상태로 설명한다(Maslow, 1968, 정태연·노현정 역, 

2017: 203-204). 그리고 이러한 인식은 깊은 정서를 동반함으로써 도덕적 

삶에 대한 열망을 갖게 한다. 이런 지고의 체험은 새로운 태도(예를 들면 

감사, 연민, 용서)를 성장시키고, 그런 마음의 성장은 행동을 표현함으로써 

도덕적으로 성장하게 되는 것이다(Gula, 2003, 최성욱 역, 2018: 248). 

왈시도 자신과 세계와의 경계가 사라지고, 내적으로 연결되는 자신과 우

주를 동일시하는 경지에 이르게 되면, 자비와 사랑이 본성처럼 느껴지고 

동반하게 됨을 밝힌다(Walsh, 2015: 20). 그는 타인과 세계와 깊은 연결감

의 경험이 이루어지면 자신과 타인 간의 경험적 구분이 불분명해지고, 내

적 연결성이 인식됨으로써, 봉사는 희생도 아니고, 계몽된 이기심도 아닌 

오히려 자연스럽고 즐거운 자신의 깊은 정체감의 표현으로 여겨진다고 말

한다(Walsh, 2015: 20-21). 관조의 훈련을 통한 철학적 지혜는 타인과 생태

계에 대한 깊은 연결성을 체험하게 되는데, 이때 동반되는 자비의 감정은 

타인의 돌봄과 나아가 생태계 돌봄의 확장으로 나아간다. 그는 이때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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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가“공간적 차원”에서는 자기에서 모든 생명체로 나아가고, “의식적 

차원”에서는 이기심에서 “초개인적 이상”과 “우주적 사랑”으로 나아

감을 지적한다(Walsh, 2015: 18). 

도덕적 논쟁만으로는 도덕적 실천에 도달하기 어렵다. 무엇이 옳은지를 

판단하는 이성적인 앎이 실천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도덕적 실천까지 도달할 수 있는 감동과 감수성이

다. 관조에 의한 지성의 직관적 인식은 정서의 체험을 동반함으로써 도덕

적으로 행동하도록 이끌어 준다(Gula, 2003: 252). 동서양 모든 지혜의 전

통에서는 궁극적 가치의 자각은 필연적으로 도덕적 정서를 동반하여 타인

에 대한 이타적 실천이 이루어진다고 한다. 지혜를 가진 사람은 자기중심

성을 덜 가지게 되고, 타인의 안녕에 더 깊은 관심을 가진다. 따라서 내면

의 성숙 정도를 알 수 있는 척도는 그 사람의 타인에 관한 관심과 사랑, 자

비와 자선의 수준이다(Walsh, 2015: 17-18). 이렇게 지성의 내적 역량인 철

학적 지혜는 도덕적 행위를 이끄는 초월감정을 동반하게 된다. 철학적 지

혜에 동반되는 초월감정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첫째, 사랑과 자비의 감정이 있다. 카스퍼(W. Kasper)는 사랑과 자비의 

의미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그에 따르면, 자비란 “라틴어 ‘미세리코

르디아(misericordia)’인데, 이것의 본래적 의미가 ‘마음(cor)을 가난한 

이들(miseri)에게 둠’, 곧 ‘가난한 이들을 위한 마음을 지님’에 있음을 

설명한다. 자비를 뜻하는 독일어 ‘바름헤르치히카이트(Barmherzigket)’

의 본래 의미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지니고 있다고 한다(Kasper, 

2012, 최용호 역, 2015: 48). 이렇게 자비는 일반적인 의미를 보면, 이기주

의와 자기중심적 생각을 뛰어넘어 자신이 아닌 다른 이들에게 특히 가난

한 이들과 온갖 형태의 곤경에 처한 이들에게 마음을 두는 태도를 말한다. 

“자신을 잊고, 자신을 뛰어넘어 다른 이들에게 마음을 두는 태도는 참된 

자유를 누리는 태도이고, 자기애를 능가함으로써 자신을 극복하고, 자신의 

어두운 면을 뛰어넘을 수 있는 태도”인 것이다(Kasper, 2012, 최용호 역, 

2015: 49) 카스퍼는 자비와 동정과 관련된 다양한 철학자의 견해를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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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8> 자비와 동정의 의미

철학자 자비와 동정의 의미

아리스토텔레스
- 인간 안의 공감하는 마음과 타인을 동일시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으로 타인의 고통에 아픈 마음을 느끼는 것
아우구스티노

와 아퀴나스 

- 아리스토텔레스처럼, 다른 이의 고통 때문에 괴로워하는 마음을 지

니는 것

쇼펜하우어

(A. Schopenhau)

- 다른 존재가 겪는 고통을 함께 나누는 것

- 다른 이 안에서 자신의 모습을 인식하는 것

- 모든 도덕의 원칙으로 삼는 것 

- 윤리의 신비

셸러

(M. Scheler)

- 인간적인 원현상

- 순전히 감정이 전염된 것

- 내 옆의 다른 사람이 겪는 고통 때문에 내가 괴로워하는 것(참된 

의미의 동정심) 

슐츠

(W. Schulz)

- 높은 가치를 지닌 윤리기관 

- 비인격화하고 파괴적 욕망의 대상으로 삼는 무자비를 심판하는 유

일한 법정이자 그에 대항하는 힘

- 인간의 적나라한 현존을 직접적으로 거부하는 상황에 직면하여 인

간을 그런 현존에서 구해 낼 가장 강력한 수단

레비나스

(I. Levinas)

- 윤리적 판단을 내리며 도덕적 진리와 가치를 파악하고 해명할 수 

있는 주체로 자아를 앞세우는 태도를 비판하는 것

- 다른 사람의 절대적 요구를 들어줄 의무를 우선시함으로써 자기중

심적 태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

- 사랑, 동정, 용서라는 인간적인 현상은 자기중심성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

데리다

(J. Derrida)

- 자비는 용서에 대한 숙고로 생기는 것

- 정의는 법에 비해 수행력을 지니고 있는 것 

- 신비로운 것

- 플라톤이 존재의 저편에 있다고 생각한 선 개념처럼 정의도 법적

인 편에 있는 것으로 여겨지고 용서라는 개념 속에서 입증되는 것 

리쾨르

(P. Ricoeur)

- 정의란 교환 및 분배의 정의와 다른 그것을 뛰어넘는 사랑

- 사랑은 다른 이와 연대감과 다른 이에 대한 긍정하는 것

- 다른 이에 대한 애정과 그의 안녕을 염려하는 마음이 정의라는 이

상에 있어 관건

- 정의는 원수를 사랑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사랑이고, 교환의 논리

를 뛰어넘는 선물경제를 의미하고 등가의 논리, 교환 및 타산 논

리와 구별되는 충만함의 논리를 가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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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sper, 2012, 최용호 역, 2015: 48-67 요약정리)

그러면 철학적 지혜를 통해 길러지는 사랑과 자비는 특성은 무엇인가?

먼저, 지성의 내적 역량인 철학적 지혜에 동반되는 사랑과 자비에는 역설

의 특성이 있다. 아델트, 아첸바움과 오(M. Ardelt, A. Achenbaum & M. Oh)는 

지혜에는 역설이 존재한다고 말한다. 자신이 모른다는 것을 알수록 타인에게 

겸손하고, 모든 것을 잃을수록 타인의 아픔을 더 공감할 수 있으며, 인생의 불

확실성을 받아들일수록 집착에서 벗어나 관대해지고, 자신의 에고를 버림으로

써 더 넓은 시야로 세상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이다(Ardelt, Achenbaum & 

Oh, 2013: 267). 왈시(Walsh)에 따르면, 지혜로운 사람이란 자신의 이기심이 자

신과 모든 사람에게 고통을 주는 것임을 깨닫는 사람이고, 타인에 대한 봉사가 

더 큰 삶의 기쁨과 행복을 가져옴을 아는 사람이다. 봉사할수록 탐욕과 질투와 

같은 부정적 자질을 감소시키고, 사랑과 관대함과 같은 긍정적 자질을 성장시

킬 수 있는 것이다(Walsh, 2012: 18). 여기에서도 줌으로써 얻는, 즉, 남을 성장

시키는 것이 자신을 더 성장시킬 수 있는 사랑과 자비의 역설이 존재한다. 

다음으로, 지성의 내적 역량인 철학적 지혜는 사랑과 자비를 느낌으로써 

자발적 선행을 가능하게 한다. 윌리엄 제임스는 인간이 고차적 감정 상태

에 놓이게 될 때, 차원 높은 행복에 의한 도덕적 자발성이 증대됨을 다음

과 같이 보고한다. 

그는 돕고자 하는 마음으로 충만하다. 그의 도움은 내적일 뿐만 아니라 외적이기

도 하다. 왜냐하면, 그의 동정심은 육체뿐만 아니라 영혼에도 미쳐 그 속에 있는 

마리옹

(J. L. Marion)

- 선물의 현상학에 따라 실재를 우리가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

게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고 자신을 선물하며 자신을 열어 보이는 것

- 주는 사람은 주는 행위를 통해 물건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선물

하는 것 

- 선물은 자기 증여의 표지

-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고 자신을 선물하는 모든 것은 드러난 모습

보다 더 큰 것

- 자비는 사고의 결론으로 이끌어 낼 수 없는 가능성이 열려 있는 

사건이며 또한 인간의 자유의지에 의해 받아들여지거나 거부되는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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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지도 않은 능력을 북돋워주기 때문이다. ... 그래서 그는 감사받지 못할지라도 

의무를 저버리지 않는다. ... 결정적으로 그의 겸손한 마음과 금욕적인 성향은 우

리로 하여금 일상적 교제를 가로막는 사소한 개인적 허식에 빠지지 않게 하고, 그

의 순수는 그의 내면 속의 청결한 사람과 우리가 벗이 되게 한다. 행복의 희열, 순

수, 자비, 인내, 자중 등은 훌륭한 장점들이다(James, 김재영 역, 200: 452).

지성의 내적 역량인 철학적 지혜를 가질 때, 인간은 타인에 대해 차별하

거나 구별하는 마음에서 벗어나는 인격적 상태에 도달하게 된다. 그런 인

격의 단계에서 비롯된 깊은 사랑과 자비의 마음은 자연스러운 인간의 본

성으로서 자발적 선행의 원동력이 되는 것이다. 김승혜는 유교에서도 “군

자는 꿰뚫어 보는 지혜와 모든 것을 포용하는 자비를 함께 가진 사람이다. 

... 그러한 군자는 자신의 이기심을 꿰뚫어 보고, 이기심에서 벗어나기 위

해 수양하며, 그 결과 비로소 타인을 사랑하고, 타인에게 평화를 주게 된

다. 그리고 지혜란 단지 자비로움의 길을 아는 것일 뿐이다(Kim, 1992: 

61-62).”라고 하면서 지혜란 관조를 통해 길러지는 내적 역량이고, 이를 

통해 마침내 자비로운 마음 상태에 도달하게 됨을 밝히고 있다. 이렇게 지

혜의 전통에서는 모두 지성의 철학적 지혜를 통해 자비와 사랑의 마음에 

이르게 됨을 밝히고 있다. 달라이라마는 지혜와 자비가 “새의 두 날개와 

같고, 수레의 두 바퀴와 같다고 한다(Lama, 2012: xvii).” 타인에 대한 선

행이 이루어져야 지혜를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제퍼슨(T. Jefferson)도“어떤 선행을 직접 목격하거나 아니면 상상할 

때, 우리는 그 아름다움에 깊이 감동하고 우리 자신도 그런 행동을 하고픈 

강한 욕구를 느낍니다.”라고 하였다(Haidt, 2006, 권오열 역, 2010: 333). 

이에 하이트(J. Haidt)는 제퍼슨의 말을 뒷받침하는 연구결과를 제시한다. 

그에 따르면, 사람들은 도덕적인 행위를 봤을 때, 도덕적 고양감을 느낌으

로써, 더 나은 사람이 되고자 하거나 남을 돕고자 하고, 타인에 대해 관용

과 수용적인 태도로 대하게 된다는 것이다(Haidt, 2006, 권오열 역, 2010: 

335-338). 타인에 대한 사랑, 연결성, 공감의 도덕적 아름다움에 참여하는 

경험이 많을수록 도덕적 정체성을 형성하기 쉽고(Aquino, McFerran & 

Laven, 2011: 703-708), 도덕적 행동에 동기를 부여할 수 있으며(Diessner et 

al., 2013: 141-145), 친사회적 반응을 보임으로써(Cox, 2010: 333-338), 자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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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도덕적 실천이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끝으로, 지성의 내적 역량인 철학적 지혜는 자신과 타인을 동일시하는 

경지에 이르게 하여 사랑과 자비를 깊이 체험하게 한다. 인간의 성숙함에 

따라 자비를 느끼는 범위도 확대되는데, 최고의 인격 상태는 초인간적

(transpersonal) 수준으로서 모든 생명체를 사랑하는 초월상태에 놓이게 된

다. 앨드윈과 동료들(C.M. Aldwin et al.)은 그것을 우주적 초월(Cosmic 

transcendence)로 표현한다. 그들은 그것을 에고의 초월보다 더 높은 단계

로, 우주와 과거 세대와 미래 세대 간의 내적 연결뿐만 아니라 죽음에 대

한 두려움의 감소를 포함하는 단계로 설명한다(Aldwin, et al., 2019: 126). 

말하자면, “인간은 자아를 잃어버리면서 역설적으로 자아가 우주로 확장

되는 경험을 한다. 뭔가 거대한 것, 자신보다 더 큰 어떤 것과 통합되었다

고 느끼는 때가 바로 이 순간이다. 자신과 세상의 경계를 뛰어넘어 무한의 

우주와 합일되는 경험을 하는 것이다(Haidt, 2006, 권오열 역, 2010: 399).” 

이렇게 자신을 깊이 관조함으로써 자기중심성을 버릴수록, 타인과의 연결

성과 이타성을 갖게 되고, 그러한 연결성과 이타성이 본래적인 인간의 본

성임을 깨닫게 되는 것이다. 그리하여 타인과 세계의 깊은 연결감을 느끼

는 우주초월적 연결성에 도달한 사람은 타인과 세계를 위해 선행을 하는 

것이 자기 자신에게 하는 것이라고 동일시하는 경지에 이르게 되는 것이

다.

둘째, 경이의 감정이 있다. 플로티누스는 인간만이 자신을 관조할 수 있

는 능력이 있고, 자신의 정신에 대해 관조하거나 자연 세계에 대해 관조하

게 될 때, 순수한 빛으로 존재하는 아름다움을 볼 수 있게 된다고 한다

(Hadot, 1997, 안수철 역, 2013: 73). 또한, 그런 아름다움의 체험은 이면에 

선함을 함께 볼 수 있게 된다고 한다. 그의 말을 들어보자.  

우리는 아름다움을 보고 느낄 때, 동시에 아름다움 이면에 있는 선함을 발견

하게 된다. 형상이 보여주는 우아함 속에는 선함의 특징인 자비로움 같은 것이 

숨어 있다. 우리의 마음이 정신의 아름다움과 형상들 세계의 아름다움에 대한 사

랑으로 가득 차게 되면 그 안의 선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다. 자신을 아름다움을 

향해 방향을 돌린다면 정신과 형상 안에 선이 깃들어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 것

이다. 선의 특질은 개방성, 부드러움, 친절함, 섬세함이고, 사랑의 가능성도 발견

한다. 선은 늘 현존한다. 영혼이 선에 대한 사랑을 체험할 때 선의 현존성을 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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낀다. 늘 존재하지만 의식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약함과 다른 것에 정신이 빼

앗기기 때문이다(Hadot, 1997, 안수철 역, 2013: 90-91).

우리는 관조를 통해 내면의 고요함 속에 머물 때, 자기중심성이 소멸된 

아름다움과 선함을 체험하게 되고, 깊은 정신적 행복을 체험하게 된다. 이

런 상태에서 우리는 “영혼이 더 높은 어떤 삶에 이른다는 느낌을 갖게 되

고(Hadot, 1997, 안수철 역, 2013: 107),” “사유하는 정신과 형상들의 아

름다움이 우리를 사랑으로 가득 채워 줌으로써 우리를 선으로 도약하게 

해 주는 것이다(Hadot, 1997, 안수철 역, 2013: 133).” 플로티누스는 이런 

관조를 통한 선의 체험이 덕을 현실 안에서 실천하고자 하는 열망을 지니

게 하고, 덕의 실천을 통해 정신적인 삶으로 자신의 인격을 성숙시킬 수 

있다고 한다(Hadot, 1997, 안수철 역,2013: 117). 이렇게 관조를 통해 지성

의 본질직관적 내적 역량인 철학적 지혜는 인간의 선함을 일깨워 궁극적 

가치를 자각하게 되는데, 이때 느끼는 초월감정이 경이이다.

아렌트(H. Arendt)도 인간의 정신적 가치는 어떠한 논변적 추론을 하지 

않은 채 직접 “주시”함으로써 깨달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Arendt, 홍원

표 역, 2019: 232). 그리고 이때의 주시는 경이로움과 감탄을 동반하는 것

임을 강조한다. 

‘주시한다(beholding ;theasthai)’는 의미의 ‘봄(seeing)’에 해당하는 그리스

어의 여러 동사 가운데 하나에서 파생된다. ... 호메로스의 저서에서 이 놀라움에 

찬 시선은 신을 보는 사람을 위해 통상적으로 쓰인다. ... 이 용어는 또한 ‘오 

감탄할 만한 사람!’-우리가 신들이나 신과 같은 사람을 위해 통상 유보하는 경

외의 대상이 될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란 의미의 형용사로 사용된다. ... 경이

란 실행되는 것이 아닌 겪게 되는 어떤 정념이다. ... 경이롭게 하는 것은 친숙하

지만 정상적으로는 보이지 않는 무엇이며, 사람들이 존경해야(admire) 할 무엇이

다. 사유의 출발점인 경이는 당황이나 놀람 또는 당혹함이 아니라 경외(admiring 

wonder)이다. ... 현상세계 속에 숨겨져 있어 보이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상세계가 언뜻 보여주는 조화로운 질서를 찬미하는 것이다. ... 철학은 우주의 

비가시적인 조화로운 질서에 대한 자각으로 시작되며, 이 질서는 가시적인 것들

이 마치 투명하기라도 한 듯이 친숙하게 드러나는 것들 가운데에서 명료해진다. 

철학자는 비가시적 조화에 경탄한다(Arendt, 홍원표 역, 2019: 228 – 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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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렌트는 인간의 합리성이 깨달을 수 없는 영원한 본질이 있으며, 그러

한 궁극적 본질에 대해서 “이성은 벼락에 맞은 듯이(quasi attonita) 마비

된 채로 움직일 수 없는 상태가 된다.”라고 말한다(Arendt, 홍원표 역, 

2019: 235). 그녀는 관조함으로써 지성의 직관적 인식을 통해 장관에 대한 

경외를 느낄 수 있다고 말한다(Arendt, 홍원표 역, 2019: 256). 우리는 판단

하고 분별하는 합리성이 정지된 순간을 경험한다. 그러한 순간에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오직 선함과 아름다움의 완벽한 조화 속에 존재한다는 

안전함과 안도감에서 비롯된 경이와 경탄이다. 관조는 비가시계의 존재 질

서를 주시하고 경이로움에 찬미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관조에 의한 지

성의 직관적 인식인 철학적 지혜에서 비롯된 깊은 경이감은 자연적으로 

감사를 동반하게 된다. 그래서 하이데거65)는 “사유와 감사는 본질적으로 

동일하다”라고 말했다(Arendt, 홍원표 역, 2019: 239). 

관조할 수 있는 사람은 늘 경이롭게 자신과 타인과 세계를 바라볼 수 있

다. 프란치스코 교황 베르고길리오(J. M. Bergoglio)는 “우리는 삶에서 놀

라움의 능력을 유지하기 위해 어린이와 시인의 영혼을 키워야 한다.”고 

말한다(McGuigan, 2019: 398). 놀라움에 열려 있는 사람이란 세상을 관조적

인 눈으로 보는 사람이다. 그는 “경이의 습관은 숨겨진 풍요로움을 발견

하게 한다.”“다른 것에 마음을 열어 놓음으로써 경이는 삶을 활력 있게 

유지하게 하고 둔한 일상화에 저항한다.”“놀라움의 능력은 사실을 사건

으로 바꾸는 힘을 가지고 있다.”“장미, 산, 동물, 할머니의 지혜와 같은 

선 자체에 놀라움을 느끼는 사람은 희망을 열고, 사랑하고 기쁨을 누린

다.”라고 하면서, 인간의 지성은 관조를 통해 경이로움66)을 일깨우고 삶

을 새로운 방식으로 볼 수 있음을 강조한다(McGuigan, 2019: 398-399). 

65) 하이데거는 참된 삶과 다른 삶을 현존재의 삶으로 표현한다. 현존재란 참 자아
로부터 떨어져 나가 '세상' 속에 던져져 있는 존재로서 사람들과 함께 지내며 험
담, 경거망동, 오해를 일삼는 일을 스스럼없이 하는 존재이다. 하이데거는 이렇게 
착각으로 이루어진 세상 속에서 순응하며 참모습을 잃어가고 있는 삶의 방식에서 
벗어나 관조하는 참된 삶을 촉구한다(Guzzi, 2004, 김화순 역, 2020: 56). 

66) 누스바움(M. Nussbaum)도 경이가 아이들에게 사랑과 자비의 능력을 키워줌을 강
조한다. 그녀는 경이가 “멀리 떨어져 있는 대상을 삶의 순환 안으로 이동시키고, 
자신에게 눈부시도록 아름답게 다가온 세상 그 자체 안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으
며,” “이기주의에서 벗어나게 하고, 정서적, 관계적, 도덕적 발달이 일어나게 하
며 자비로움으로까지 이르게 한다.”고 주장한다(Nussbaum, 2003: 5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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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인간의 직관적 인식은 정서와 직접 연결되어 있으므로 인간은 지

성을 통해 심미안을 체험할 수 있다. 긍정심리학자 페트슨과 셀리그만(C. 

Peterson & M. Seligman)은 심미안을 아름다움과 탁월성을 감상하여 경외

감(awe), 경이로움(wonder), 고양감(elevation)을 체험하는 능력으로 제시한

다(권석만, 2017: 480-481). 권석만은 심미안을 “우주의 아름다움과 신비

로움, 예술 작품 앞에서의 깊은 감동과 전율, 다른 사람의 행위에서 탁월

함과 경이로움을 인식함으로써 삶을 행복하고, 의미 있는 것으로 승화시키

는 개인적 능력”으로 본다. 그의 설명을 들어보자.

 “자연 세계와 물리적인 아름다움에 아름다움, 감동과 경외감 체험할 수 있고, 

예술적 작품이나 행위의 아름다움에 무아지경과 몰입을 경험할 수 있으며, 지식

이나 기술의 탁월성에 대한 감동적 경험(인간이 나타내는 뛰어난 기량과 수행의 

미적 요소를 예리하게 포착하며 남다른 미적 감흥을 느낌)을 체험할 수 있고, 인

간의 선한 행위나 미덕에 대해 느끼는 도덕적 아름다움(매우 친절하고 이타적인 

행동)을 접하면서 감동과 도덕적 고양감을 느끼게 된다(권석만, 2017: 480).”

이것이 마음의 눈으로 깊이 응시하는 관조를 통한 지성의 내적 역량인 

철학적 지혜를 통해 체험되는 도덕적 정서이다. 이러한 아름다움의 체험은 

자기중심성에서 벗어나 자신과 타인과 세계에 대한 깊은 연결감과 유대감

과 친밀감을 체험하게 한다. 관조의 반복적 훈련은 지성의 본질직관적 내

적 역량인 철학적 지혜를 길러 아름다움, 탁월함과 경이로움과 같은 도덕

적 고양감을 체험함으로써 더 큰 삶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이다.  

셋째, 초월감정인 감사가 있다. 감사의 특징을 살펴보면, 먼저, 감사는 

타인과의 깊은 연결감과 관련됨을 알 수 있다. 에몬스와 스턴(R. A. 

Emmons & R. Stern)은 감사가 생명만큼이나 인간 본질적 특성으로 자비

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행동하게 하는 강력한 내적 역량이라고 말한다. 그

들은 감사를 자신과 타인과 세상이 깊이 연결되어 있고, 자신의 축복이 타

인과 세상의 도움 덕분이라는 강력한 믿음으로 그들이 받은 축복을 돌려

주고자 하는 선한 마음에서 나온 초월감정으로 정의한다. 감사는 세상에 

대한 개방성으로 자신이 받은 선함을 나누고 증대시키고자 애쓰게 하여 

타인과 세상과 깊은 연결감을 체험하게 이끄는 것이다(Emmons & Stern, 

2013: 847). 그리고 감사는 분리된 개체가 다른 존재와 상호적 유대감을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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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함으로써 개체의 한계를 넘어서고, 개인 행복과 타인과의 긍정적 관계를 

촉진하는 것이다(권석만, 2017: 447-448). 맥클로우(M.E. McCullough)와 동

료들도 감사가 상대 행동에 대한 도덕적 표시가 되고, 자신에게 베푼 선행

에 대해 자신도 남을 돕고자 하는 도덕적 행동의 동기를 부여하고, 상대방

에게도 도덕적 행동을 강화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고 주장한다(McCullough, 

2001: 250~260). 그러나 감사는 이렇게 상대가 베푼 선행에 대해서는 느끼

는 감정으로만 한정되지 않는다. 엄성우는 특정 행위에만 한정하여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부모와 친구와 같은 친밀한 관계에 있어 지속적인 보

살핌을 제공한 존재 자체에 대한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음을 강조한다(Um, 

2020: 224-228). 이렇게 인간은 존재 자체에 대한 깊은 감사가 이루어질 때, 

깊은 연결감과 유대감이 형성된다고 하겠다.

다음으로 감사는 세상에 대한 경이감과 초월의식에 비롯된다. 매슬로우

(A. Maslow)에 따르면, 자신의 운명, 자연, 사람들, 과거, 현재, 세상, 모든 

것에 감사하는 마음은 모든 것을 포용하고 사랑하며, 세상을 아름답게 인

식하고, 기꺼이 세상을 위해 선한 일을 하고자 하며, 그것을 의무감으로 

느끼게 된다는 것이다(Maslow, 1968, 정태연 ·노현정 역, 2005: 249). 브라

이언트와 베로프(F. B. Bryant & J. Veroff)도 인간의 초월경험이 감사로 

나아감을 설명한다. 그들은 사람이 “체험적 몰입을 통해 경탄하기

(marveling)와 같은 긍정적 경험”을 체험하고, 아울러 그러한 경험을 제공

한 대상에 대해서도 “경외감 또는 경이로움”을 느끼게 되면 인지적 성

찰을 반영하는 감사하기(thanksgiving)가 이루어진다고 보고한다. 체험적 

몰입은 도덕적 고양감을 제공하여 자신의 행복과 자기 주변의 사람들이나 

환경에 감사함을 느끼게 되는 것이다(Bryant & Veroff, 2007, 권석만 외 

역, 2010: 239-240). 

요약하면, 지성의 본질직관적 인식훈련을 통해 길러지는 내적 역량인 

철학적 지혜는 정신적 가치를 본질직관함으로써 초월에 이르게 되고, 이

러한 초월 체험에서 동반되는 자비와 경이와 감사의 초월감정은 도덕적 

고양감을 불러일으켜 도덕적 행위에 자발적 동기를 제공한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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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동심(apatheia)과 평정심(ataraxia) 

인간은 자유를 갈망하고, 인격적으로 성숙하기를 원하는 존재이고, 타인

을 사랑하고, 선행을 실천할 때, 가장 편안함과 행복감을 느끼는 정신적 존

재이다. 그러나 부정적인 마음과 좁은 시야로 자기중심성에 사로잡혀 있을 

때, 인간은 자신이 궁극적 가치를 자각할 수 있는 정신적 존재임을 자각하

기 어렵다. 그러므로 인간은 부정적 감정에서 벗어나 내면을 고요하고 평안

하게 만들려면 의도적으로 노력해야만 한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은 인간

의 내적 평정심과 부동심이 무비판적인 깊은 응시인 관조의 훈련을 통해 이

루어진다고 보았다. 관조를 반복적으로 훈련함으로써 인간은 긴장을 풀게 

되고, 자기 책임감과 걱정에서 벗어나 수용성과 평화와 같은 내적 평정상

태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다(James, 김재영 역, 2000: 371). 대인관계 신경생

물학에서도 호흡에 집중하는 명상을 통해 파충류의 뇌의 지배에서 벗어나 

마음의 중심에 도달할 수 있다고 한다. 이렇게 내면을 깊이 응시하는 관조

에 동반되는 감정은 부동심(apatheia)과 평정심(ataraxia)이다. 관조는 감정

을 규율하여 부정적인 정서를 긍정적인 정서로 바꿀 수 있는 것이다. 모든 

지혜의 전통에서 화와 같은 부정적 감정은 지혜를 차단하는 반면, 긍정적 

감정은 지혜를 강화한다고 주장하는 것을 볼 수 있다(Walsh, 2015: 21). 따

라서 지혜의 전통에서는 긍정적 감정을 갖기 위한 감정 규율 훈련이 진행되

어왔다. 왈시(R. Walsh)는 부동심을 ‘도발적인 자극을 심리적인 동요 없이 

비 방어적으로 온전히 경험하는 능력’으로 정의한다. 그에 따르면, 부동심

은 심리학에서의“감정적 인내, 경험적 인내, 감정 회복탄력성”과 유사 개

념으로 소크라테스 이전부터 “그 어떤 것에도 신경 쓰지 않는 것이 최고의 

덕”으로 평가받아졌고, 에피쿠로스 학파의 평정심(ataraxia)으로 이어졌다

고 주장한다(Walsh, 2015: 22). 이러한 부동심은 오직 내면의 깊은 성찰적 훈

련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비판단적으로 깊이 

응시하는 관조의 본질직관 인식훈련은 자기중심성에서 벗어나게 하고, 그에 

따라 어떤 것도 집착하지 않는 부동심의 상태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다.

평정심(ataraxia)과 부동심(apatheia)은 감정이 동요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유사한 개념이지만 차이를 말한다면 평정심은 내적으로 행복한 마음의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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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 부동심(apatheia)은 글자 그대로 정념에서 해방된 상태이다(Louth, 

2007, 배성옥 역, 2011: 157). 라우스(A. Louth)는 사람이 오직 평정 상태에서 

사랑할 수 있으므로 평정심을, 사랑을 위한 필요조건으로 보았다. 그에 따르

면, 인간은 원래 평정심의 상태에 놓여있어야 하는 존재이고, 평정 상태야말

로 가장 자연스럽고 가장 건강한 영혼의 상태이다. 충동이나 정념에 굴종하

는 영혼은 혼돈되고 병든 영혼인 것이다(Louth, 2007, 배성옥 역, 2011: 15). 

그리고, 이러한 평정심의 상태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침묵과 고독, 즉 고요 

속으로의 몰입이 필요한 것이다(Louth, 2007, 배성옥 역, 2011:159). 

관조의 훈련은 내적 역량인 철학적 지혜를 길러줌으로써 마침내 부동심과 

평정심에 이르게 한다는 것은 대인관계 신경생물학을 통해서도 밝혀지고 있

다. 포샤는 뇌과학에서 이루어지는 마음 챙김적 훈련이 사람에게 깊은 안

도감, 고요함과 같은 감정을 동반하고, 그런 고요함 속에서 “생명력, 희

망, 믿음, 명료성, 독립성, 단순성, 자비, 일관성, 진실, 아름다움”과 같은 

내적 경험을 하게 됨을 언급한다. 그녀는 그런 내적 경험이 “일관성, 유

대성, 완성, 본질”을 특성으로 하고, 심미성, 정신성과 인격적 진실과 연

결되어 정서적 성장으로 나아감을 주장한다(Fosha, 2009: 189). 이렇게 관

조의 훈련은 긍정적 감정을 가져오고 마음의 부동심과 평정심을 가져온다. 

또한, 내면의 정서조절로서의 부동심과 평정심은 이기심과 좁은 시야를 개

선하여 통찰역량을 키우고, 초월역량을 길러준다. 

아델트(M. Ardelt)는 마음의 평정심과 부동심이 인격적 성숙함을 길러준

다고 주장한다. 관조를 통한 본질직관적 인식의 반복된 훈련은 마음의 평

정을 가져오고, 비로소 자신의 주관성과 투사의 문제점을 자각하게 되는 

것이다. 우리의 마음이 온갖 생각으로 가득 차 있을 때는 우리가 어떤 인

지적 편향과 오류가 있는지 알 수 없게 된다. 그런데 관조를 통해 평온한 

마음을 갖게 되면 자신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게 된다. 관조를 통해 길러

지는 지성의 내적 역량인 철학적 지혜를 통해 자신의 행동을 객관적으로, 

평정(equanimity)을 가지고 보려고 함으로써 자신의 투사를 자각하고 그것

들을 극복하려고 애쓸 수 있게 되는 것이다(Ardelt, Achenbaum & Oh, 

2013: 274). 그들은 부동심과 평정심이 투사의 초월을 위해 필요하지만, 또

한, 모든 투사를 초월했을 때, 새롭게 드러나는 것도 부동심과 평정심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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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말한다. 그들의 설명을 들어보자.

사람들이 좀 더 넓은 관점을 획득할 수 있을지라도 사람의 감각은 본성적으로 너

무 제한되어 있어 현상 뒤에 숨어있는 궁극적 진리를 다 드러낼 수 없다. 일반적으

로 우리는 오직 실체의 제한된 단면들만을 선택적으로 인식할 수밖에 없다. 그런 선

택은 좁은 마음에서부터 온갖 종류의 경험에 개방된 것까지 다양할지라도 말이다. 

자기중심성, 주관성, 투사들은 사람들이 인간의 궁극적 한계인 죽음에 직면하는 것을 

방해한다. 자신의 주관성과 투사를 극복한 지혜로운 사람일수록 부동심과 평온함 속

에서 삶의 한계들에 잘 대처할 수 있다. 지혜로운 사람들은 삶의 한계를 받아들이고 

이해하기 때문에 죽음이나 죽어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삶이 끝날 때까지 만족

하는 경향이 있다(Ardelt, Achenbaum & Oh, 2013: 273). 

아렌트(H. Arendt)도 인간의 사유 활동은 인간 최고의 정신 활동이며, 오

직 내면의 “부동심(apatheia)과 평정심(ataraxia) 상태, 즉 선이나 악이 자

신에게 닥치더라도 모든 것에 대응하기를 거부하는 데서만 명료화할 수 

있는 행위”라고 말하면서 부동심과 평정심 안에서만 참된 진리추구가 이

루어질 수 있음을 강조한다(Arendt, 홍원표 역, 2019: 246). 이렇게 부동심

과 평정심을 통해 인격적 성숙함에 도달할 수 있지만, 부동심과 평정심 자

체가 인격적 성숙함을 나타내는 표시인 것이다.

인간은 육체와 영혼으로 결합된 존재이다. 정념, 두려움, 욕망, 고통, 쾌락

에 지배되는 존재이면서도 신에 대한 관조할 수 있는 순수한 영혼, 내적인 

존재, 영적인 존재이다(Hadot, 1997, 안수철 역,2013: 135). 플로티누스는 지

성의 직관적 인식훈련을 통해 철학적 지혜를 가진 사람은 초월적 선을 가

진 사람이고, 영원성의 관점에서 사물을 볼 수 있는 사람이므로(Hadot, 

1997, 안수철 역, 2013: 194). 부동심과 평정심 속에서 우주적 질서를 온전

히 받아들여 설사 나쁘게 보이는 상황조차도 비난 없이 세계의 질서 속에

서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라고 주장한다(Hadot, 1997, 안수철 역, 2013: 

198). 이렇게 철학적 지혜는 인간에게 내적으로 가장 행복할 수 있는 평정

심과 부동심에 이르게 함을 알 수 있다. 철학적 지혜는 관조를 통해 길러

지는 지성의 내적 역량이고, 철학적 지혜를 통해 부동심과 평정심에 도달

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부동심과 평정심은 철학적 지혜의 가장 중요한 

표시이며, 도달해야 할 인격의 높은 수준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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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철학적 지혜함양을 위한 도덕교육 방안

1. 철학적 지혜교육의 필요성과 목적

1) 철학적 지혜교육의 필요성

철학적 지혜는 지성의 본질직관 능력을 잘 발휘함으로써 길러지는 내적 

역량이고, 통찰역량, 초월역량, 도덕적 정서역량의 특성을 가진다. 반면, 실

천적 지혜는 합리성의 추론적 인식을 잘 발휘하는 역량이고, 도덕적 판단력, 

맥락적 사고력을 특징으로 한다. 오늘날 도덕교육은 전자보다 후자에 더 치

중되어 있다. 분명히 교육에서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판단능력을 길러주어야 

한다. 그러나 철학적 지혜가 외면될 때는 그런 뛰어난 추론능력이 올바르게 

사용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자신의 존재 본질에 대한 자각 없는 논리

적 사고능력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이용되기 쉽다. 많은 경우, 외적 세계에 

대해 뛰어난 판단능력을 가진 사람이 정작 자신의 내적 세계에 대해서는 무

지한 사람이 많다. 뛰어난 논변이나 논리적 추론능력에 초점을 맞춘 도덕교

육은 자칫 자신의 문제나 자신의 인지편향을 발견하지 못하고 타인과 세상

에 대한 비판 능력만을 키우고, 인격발달을 이루지 못할 수 있다. 가장 우려

스러운 것은 뛰어난 논리적 판단력을 가질 때, 자칫 자신이 모든 것을 다 알

고,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인 양 착각하는 나르시시스트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삶의 본질에 관한 통찰, 자기중심성의 초월, 도덕적 정서와 같은 인간의 내

적 세계가 최적화되어 있을 때, 합리적 판단과 뛰어난 분석능력이 힘을 발휘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오늘날 도덕교육이 지나치게 추론교육에 치중하

고 있다는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철학적 지혜교육의 필요성을 살펴보겠다.

철학적 지혜교육은 먼저, 자본주의와 과학기술의 과도한 발달에서 비롯된 

환경, 경제, 사회의 위기극복을 위해 필요하다. 스턴버그는 지난 수십 년 동

안, 인간의 지능은 계속 높아지고 있지만, 세계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은 절대 

줄지 않는다고 지적하면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길은 지혜를 교

육하는 것이라고 말한다(Sterberg, 2003: xviii). 하라리(Y. N. Harari)도 시대

를 진단하며, 정치가와 유권자가 세상의 변화에서 소외된 채, 과학기술만 과

도하게 발전하여 우리의 일상의 삶을 지배하고 있고(Diamond et al., 2018, 



- 130 -

정현옥 역, 2018: 27),67) 이로 인해 등장한 지구 차원의 위기에 대처하는 길

은 인간 내면에 숨어있는 어리석음을 경계하고 끊임없이 지혜를 키우는 것

이어야 한다고 주장한다(Diamond et al., 2018, 정현옥 역, 2018: 37). 

유네스코 석좌교수인 과르디아(S.B.Guardia)도 교육의 미래가 초월을 가능

하게 하는 인문학적 기준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에 따르면 

학생의 초월성에 초점을 둔 높은 수준의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가치관만이 

세상을 평화롭게 의미 있는 발전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이다(Guardia, 2020: 

56). 마루호(H.Á. Marujo)도 교육은 공공의 행복과 지구평화를 증진하는 의미 

있는 연결 관계를 길러내는 데 초점을 둬야 한다고 주장한다(Maruho, 

2020:48). 그녀는 교육이란 개인적 위대함이나 고립된 민족주의의 위대함을 

극복하고 선에 대한 갈망과 도덕 추구로서의 보살핌과 삶의 윤리를 배양해

야 함을 강조한다. 그녀에 따르면 교육은 “신뢰, 공정성, 감사, 존중, 진실하

고 열린 대화와 같은 상호성을 바탕으로 공동선, 공적 생활, 공적 조화, 평형

성, 지속 가능한 세계, 궁극적으로 세계평화”를 교육의 목적으로 삼아야 함

을 지적한다(Maruho, 2020: 50). 아울러 그녀는 교육의 미래가 ‘나 자신 되

기’와 ‘우리를 발견’하는 것이어야 함을 강조한다. 또한, 내적으로 선에 

대한 갈망과 보편적인 정신적 가치에 대한 확고한 믿음과 삶의 추구가 외적

으로 공동선과 세계평화를 가져올 수 있음을 주장한다(Maruho, 2020: 50). 

쉬루테(E. Chirouter)도 분주한 세상에서 물러나 거리를 두고 함께 생각하

는 시간과 공간을 만들어 선의를 지닌 사고를 하게 하는 것이 현대 교육의 

과제라고 주장한다(Chirouter, 2020: 53). 또한, 쉬루테도 오늘날 교육이 지나

치게 직업을 위한 기능적 목적을 추구하고 있고 인본주의 가치가 경시되고 

있음을 지적한다(Chirouter, 2020: 51). 그는 교육이 국부창출을 위한 기술습

득에만 초점을 두게 되면, 온전한 시민이 아닌 유용한 기계에 불과한 세대

가 된다는 누스바움의 말을 인용하며 교육의 근본적인 목적이 상상력, 정서, 

타인과의 관계를 존중하는 윤리와 가치교육이어야 함을 강조한다. 정창우 

역시 오늘날 교육에서 인간다움이나 시민적인 교양이 상대적으로 경시되는 

경향이 있음을 지적한다. 그의 말을 들어보자.

67) 하라리는 지구 차원에서 발생할 세 가지 위기는 핵전쟁, 지구온난화, 과학기술에 
의한 실존적 위기이다. 이런 위기는 국제적인 노력으로만 해결될 수 있는 것이다
(Diamond et al., 2018, 정현옥 역, 2018: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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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서적, 정신적 빈곤, 삶의 의미와 목적 상실, 실존적 공허감의 시대에는 

‘성숙’의 패러다임이 보다 강조되어야 하고, 도덕교육에서 불확실하고 급변하며 

모호한 세계 속에서 도덕적으로 옳은 길을 찾는 데 필요한 정신적 나침반과 자신

이 설정한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는 성품과 역량을 갖추도록 도와야 한다(정창우, 

2020b: 34-37).  

이들 학자들의 공통된 지적68)은 현대사회의 근본적인 문제가 경쟁, 단절, 

분리 중심의 사고패러다임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교육은 철학적 

지혜를 함양하여 자신의 어리석음을 성찰하고, 타인과 자연과의 깊은 연결

성을 깨닫게 하며, 자기중심성을 초월하는 높은 인격적 단계에 이르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현대의 불확실성과 예측불가능성에 대처하기 위해 철학적 지혜

교육은 필요하다. 하라리는 현대사회의 특징으로 정보가 지나치게 많고, 사

회변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점을 언급한다(Diamond et al., 2018, 정현옥 

역, 2018: 24). 또한, 정보가 제한되어 있던 과거와 달리 21세기는 정보의 홍

수가 문제이므로 학교는 이제 정보제공, 기술적 기량 교육에 초점을 두지 

말고, 삶의 기술을 가르쳐야 함을 강조한다. 하라리가 강조한 삶의 기술이란 

변화를 수용하고 낯선 상황에서 정신적 균형을 유지하는 능력인 철학적 지

혜교육인 것이다(Harari, 2018, 전병근 역, 2018: 390-393). 그는 21세기 중반

이 되면 빠른 변화 속도로 인해 삶의 연속성이 단절됨으로써“나는 누구인

가?”에 대한 실존적인 물음이 전례 없이 다급하게 떠오르게 될 것으로 예

상한다. 그러므로, 그는 앞으로의 교육이 “낯선 것에 대한 포용성, 정신적 

균형, 정신적 탄력성, 풍부한 감정적 균형감과 같은 삶의 대처능력, 실존능

력”을 키우는 것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한다(Harari, 2018, 전병근 역, 

2018: 396). 특히, 하라리는 자신이 누구인지 아는 것이 21세기에 시급한 과

제가 되었다고 지적한다. 그에 따르면 인간의 내면은 “국가 선전, 이념적 

68) 파머는 오늘날 교육의 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비판한다. “연구의 초점이 외부에 
있어 교실은 마치 어떤 주제에 대해 구경하는 관람석과 같다. 우리는 관람석에 앉아 분
석하고 평가만 할 뿐 경기장에 들어가지 않는다. 그러한 앎에 대한 거리두기는 공감능
력인 자비와 같은 덕목이 교육에서 사라지게 된다. ... 교육이 공동체를 부인하고 파괴
함으로써 교육이 상대보다 우월하기 위해 끝없는 경쟁 속에 머물게 된다. 그러한 교육
은 살아남기 위한 방법으로 자신의 이익을 위해 지식을 이용하게 된다”(Palmer, 1983, 
이종태 역, 2011:96-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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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뇌, 상업광고 등을 통해 쉽게 주입되고 통제될 수 있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자신이 삶의 통제권을 지니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의 내면세계, 하라

리가 말하는 “자신의 운영체계”를 알아야만 한다고 강조한다(Harari, 

2018, 전병근 역, 2018: 401-402). 그의 말을 들어보자.

우리 정신 안에 스토리텔러가 있어서 내가 누구인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향

하고 있는지, 바로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설명한다. ... 내 안의 내레이

터는 반복해서 상황을 오해하고, 아주 드물게는 잘못을 인정하기도 한다. 그리고 

정부가 국기와 상징물과 행진으로 국가의 신화를 구축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내 

안의 선전 기계는 내가 소중히 여기는 기억들과 마음속 깊이 자리 잡은 트라우마

들로 나만의 신화를 구축한다. 하지만 이 역시 진실과는 닮은 것이 별로 없을 때

가 많다(Harari, 2018, 전병근 역, 2018: 454-455). 

우리가 내면을 탐색하여 자신의 허구적 이야기를 간파하지 못할 때 우리

는 그 이야기에 계속 사로잡혀 참된 자신이 누구인지 모르고 살게 된다. 미

래사회는 불확실하고 예측 불가능한 사회이다. 우리는 좀 더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유연함과 적응력을 길러야 한다. 빠른 변화에서 마음의 부동심

을 유지하고 정서적 균형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진정으로 자신이 

누구인지 알고자 노력해야 한다. 사회가 주입한 무의식적인 생각들에 따라 

조종되지 않도록 끊임없이 자신을 관찰해야 한다. 그러한 노력이 없다면 우

리는 결코 자신의 편견과 무지에서 벗어날 길이 없고, 주입되고 세뇌되어 

내재된 수많은 소리에 의해 자동반사적인 행동을 반복할 수밖에 없다. 따라

서 빠르게 변화하는 미래사회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철학적 지혜이다. 지성

의 내적 역량인 철학적 지혜를 길러 적응력과 유연함과 같은 회복탄력성을 

갖게 해야 하고, 자기관찰을 통해 통제되고 세뇌로 인해 오염된 의식에서 

벗어나 참된 자기를 찾게 해야 한다.

한편, 학생들의 충동적 인식문제를 해결해야 할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다. 

도우와 록톤(S. Dawe & N. J. Loxton)은 깊게 성찰하는 인식훈련을 하지 않

을 경우, 무비판적인 자동적인 충동적 인식으로 행동하게 되는데, 특히, 청

소년의 경우엔 반사회적 행동과 약물, 섭식장애와 같은 부적응을 초래하기 

쉽다고 한다(Dawe & Loxton, 2004: 343). 점점 더 많은 학생이 SNS와 게임에 

중독되어 감으로써 자동적이고 즉각적인 충동적 반응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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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기는 자신이 누구인지,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근원적인 

존재 본질에 관한 성찰이 깊이 이루어져야 하는 시기이지만 오늘날의 학생

들은 즉각적이고 무의식적이며 자동적인 반응적 인식에 머무는 경우가 많이 

있다. 

오늘날 학생들은 어린 시절부터 과열된 경쟁교육으로 인해 비정상적인 압

박감과 스트레스를 겪고 있다. 아울러 가정의 불화문제, 친구 관계 문제 등 

수많은 정신적 어려움을 이겨낼 대처방법을 몰라 게임과 SNS와 같은 비생

산적인 방식으로 고통을 회피하고 있다. 학생들에게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은 게임과 SNS와 같은 순간적인 즐거움과 쾌락을 주는 것들이다. 이로 인

한 자신의 무의식적 자동적 사고 반응에서 발생하는 게임중독과 SNS에서의 

과도한 집착과 같은 자기조절 등은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하라리는 오늘날처럼 SNS가 발달한 시대에는 더구나 “자신의 완벽한 자

아를 구축하고 장식하는 데 시간을 쏟고, 자신의 창작물이 자신의 실체라고 

착각하는 것이 매우 흥미롭지만 두려운 현상”이라고 지적한다(Harari, 

2018, 전병근 역, 2018: 456-457). 그에 따르면, 다른 시공간에서 일어난 일을 

열심히 검색할수록 실제 일어난 일을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을 보는 능력

은 상실된다. 지금 이곳에서 일어나는 눈앞의 세계와 접촉할 기회를 잃게 

되는 것이다(Diamond et al., 2018, 정현옥 역, 2018: 20). 가상공간에서 시간

을 보낼수록 몸과 감각에서 멀어진다. 소외감과 우울은 물리적 세계와의 단

절에서 기인한다. 가상공간에서의 삶은 지금, 이 순간 현존의 즐거움을 앗아

가는 것이다. 그러므로 자신의 현재 경험과 감각에 더 주의를 기울이는 훈

련이 필요하다고 하겠다(Diamond et al., 2018, 정현옥 역, 2018: 51). 

관조적 성찰이나 마음 챙김적 알아차림을 통해 자신과 거리를 두고 지켜

보는 훈련을 통해 자기 자각과 자동적인 행동을 제어할 수 있어야 한다. 마

음 챙김은 “지금, 이 순간에 대한 관찰을 통해 주의를 집중하고, 그 어떠한 

판단과 감정, 반응 등을 갖지 않는 태도를 가지며, 자신의 감정과 인식에서 

떨어져 나와 거리를 두고 지금의 자신의 상태 자체에 통찰할 수 있는 것이

다(정창우, 2020b: 58).” 카스(J. D. Kass)는 관조적 성찰을 훈련하는 것이 인

간의 정신적 역량을 키우는 길임을 강조한다. 그에 따르면 관조의 훈련은 

(1) 행동적 자기조절, (2) 인류의 고통 사슬에 대한 인지적 이해, (3) 깨진 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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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의 복구, 자신과 타인과 자비로운 관계조율, (4) 안전한 실존적 애착 형성, 

(5) 내면의 평정과 회복력에 도움이 됨을 설파한다(Kass, 2015: 53). 학생들이 

자기 자각을 통해 자기조절능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인 것이다. 자동

반사적, 충동적이고, 중독적인 행동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성

의 본질직관적 인식능력을 키우는 것이 필요하다. 자신의 감각과 생각을 판

단 없이 깊이 바라보는 관조는 자동적이고, 충동적인 행동에서 벗어나게 한

다. 따라서, 자기조절을 위해 철학적 지혜교육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끝으로, 청소년들이 부정적인 감정에서 벗어나기 위해 철학적 지혜교육이 

필요하다. 오늘날 학생들은 어린 시절부터 과열된 경쟁교육으로 인해 비정

상적인 압박감과 스트레스를 겪고 있다. 경쟁에 낙오된 학생들 역시 자기중

심성에 사로잡혀 있기에 좌절로 인한 우울과 무기력으로 삶의 활력을 잃고 

있고, 반대로 늘 경쟁에서 이기는 학생들은 우월감에 사로잡힌 나르시시스

적 자기애가 강한 자기중심적인 학생들이 되고 있다. 이런 자기중심적인 학

생들은 모든 인간관계와 상황을 경쟁 관계로 보고, 권력, 지배욕, 우월감, 과

시에 집착하며, 상대를 제압하고 지배하는 데 쾌락적 감정을 느끼려 하고, 

주변 사람들을 자신의 성공을 환호해 줄 관객으로 여기기에 진정한 인간관

계를 맺지 못하고 있다. 많은 학생이 이처럼, 내면에 우월감과 열등감이 교

차하고, 경쟁에서 뒤처질까 전전긍긍하기에 늘 긴장과 불안에 놓여있다. 인

간은 생존경쟁적 마음 상태에 놓여있을 때, 자기중심적으로 말하고 행동한

다. 자신의 부정적 감정을 긍정적 감정으로 바꿀 수 있는 훈련이 도덕교육

에서 필요한 것이다. 

학생들이 경쟁적인 마음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경이와 경탄, 아름다움과 

같은 정서적 체험이 이루어져야 한다. 인간은 경이와 기쁨, 아름다움 등을 

통해 정신적 가치를 체험한다. 아름다움과 선함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

다. 그러므로, 학생들이 자연과 예술, 도덕적 아름다움과 경이로움을 체험할

수록 경쟁적이고 부정적인 감정에서 벗어날 수 있다. 카르파티(A. Kárpáti)는 

시각이 미적 경험의 질과 우리가 세상을 인식하는 방식에 큰 영향을 미친다

고 주장하면서 시각 리터러시의 중요성을 강조한다(Brill, Kim & Branch, 

2001). 디스너와 동료들(R. Diessner et al.)은 학생들에게 자연적, 예술적, 도

덕적 아름다움에 참여할 기회를 많이 제공할수록, 삶에 대해 희망적이 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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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Diessner et al., 2006: 301). 하이트(J. Haidt)

는 도덕적 아름다움을 목격할 때, 감사와 경외감, 정서적 고양감을 체험하게 

됨으로써, 이타적 행동을 강화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Haidt, 2006, 권오열 

역: 333-338). 아름다움이나 경이감과 감사와 같은 감정은 인간으로 느낄 수 

있는 고차원이고 초월적인 감정이다. 궁극적으로 진리는 아름다움과 선(the 

good)과 연결되어 있다(Hart, 2014: 173). 관조를 통해 현존을 자각하고, 정신

적 가치를 본질 직관할 수 있는 내적 역량인 철학적 지혜를 가질 때, 인간은 

이 순간의 아름다움을 깊이 향유할 수 있는 것이다.

하트(T. Hart)는 아름다움이 현존의 덕과 연결되어 있고, 우리의 의식을 계

산과 논리적 추론이 아닌 아름다움을 인식하도록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감각을 순화하여 집중하고 마음을 지켜보는 상태에 머무는 것을 

포함하는 현존의 체험은 아름다움을 보고 아름다움의 일부가 되게 하는 것

이다(Hart, 2014: xxvii-xxviii). 아사지올리(R. Assagioli)는 심미적 가치들이 

삶을 살아가는 힘(forces)을 주고 창의적인 영향을 주는 힘을 지닌다고 말한

다(Hart, 2014: 4). 인간이 현상에 대해 지나치게 판단적이고, 계산적이며 분

석적일 때, 불안, 걱정, 우울과 같은 부정적인 감정에 쉽게 사로잡힌다. 이러

한 부정적 감정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하트(Hart)는 판단하지 않고, 열린 

마음으로 지켜보는 관조가 필요함을 지적한다. 그는 관조가 매일 우리의 삶

의 실체들에 아름다움을 느끼게 하고, 우리보다 더 큰 존재와 우리의 일부

인 궁극적인 부분에 다가가게 하며, 아름다움을 통해 우리의 내적, 외적 세

계는 하나로 연결되고,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이 연결되며, 아름다움에 

머물 때 변형적이고, 초월할 수 있음을 주장한다(Hart, 2014: 5). 

그러므로, 오늘날 학생들이 경쟁적인 마음에서 벗어나고, 부정적인 감정

에서 벗어나 마음을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는 관조를 통한 지성의 본질직관

적 인식을 훈련함으로써 내적 역량을 길러주는 철학적 지혜교육이 필요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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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철학적 지혜교육의 목적

앞에서 오늘날 도덕교육이 지나치게 추론중심의 교육에 치중하고 있고, 

내면적 성숙함이나 정신적 존재로서의 자각과 같은 지성교육이 부족하다는 

반성적 입장에서 철학적 지혜교육이 요청됨을 주장하였다. 이 장에서는 이

를 바탕으로 철학적 지혜교육의 목적을 설정하고자 한다. 먼저, 철학적 지혜

교육은 통찰역량을 키우는 교육이어야 한다. 에머슨은 마음이 편협하고 우

쭐대며, 심지어 잔인한 사람들에게도 지적 능력이 연마될 수 있음을 지적하

면서“인격이 지적 능력보다 훨씬 뛰어나다”는 것을 강조하였다(Coles, 

1997, 정홍섭 역, 1997: 248). 우리는 자신을 성찰하지 않으면 자신이 누구인

지,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결코 깨닫지 못한다. 따라서 철학적 지혜교

육은 자신이 누구인지, 삶의 본질이 무엇인지 꿰뚫어 볼 수 있는 통찰역량

을 기르는 교육이어야 한다. 통찰역량은 자신이 자신을 자각할 수 있는 자

기성찰에서 비롯된다. 자신의 내면세계를 의식적으로 깊이 성찰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어야 하는 것이다(Coles, 1997, 정홍섭 역, 1997: 186). 

인간은 보통 추론하고 판단하는 인식능력을 사용한다. 하지만 자연의 풍경을 

바라보거나 도덕적 선행을 보거나, 또는 타인과의 특별한 만남과 같은 특별한 

순간에 인간은 지성의 본질직관적 인식능력을 사용하여 인식하게 된다. 그러한 

본질직관 능력은 무의식적인 자동반응 능력이 결코 아니다. 그것은 플라톤과 아

리스토텔레스가 강조했던 구경꾼의 눈으로 판단 없이 자신과 외부세계를 깊이 

응시하는 관조의 훈련을 통해 길러지는 인식능력인 것이다. 인간은 이와 같은 

본질직관 능력이 있을 때, 자기중심성을 자각하고 자신의 무지와 모순과 인지적 

편향과 오류 등을 발견한다. 자신을 깊이 알수록 인간의 한계를 받아들이고, 타

인에 대해서도 너그러워질 수 있는 것이다. 이처럼 인간은 자동적인 추론적 인

식에 벗어나 의식적으로 관조의 반복적 연습을 함으로써 통찰역량을 기를 때, 

행동과 삶의 방식으로 표현되는 인격의 성숙함을 갖게 되는 것이다(Coles, 1997, 

정홍섭 역, 1997: 199).

다음으로, 철학적 지혜교육은 초월역량을 키우는 교육이어야 한다. 청소

년들이 겪는 정신적 어려움은 많은 경우, 확고한 도덕적 가치관의 부재에

서 일어난다. 그들이 겪는 외로움과 불안, 우울과 같은 정서적인 어려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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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잘못된 도덕적 선택과 같은 도덕적 문제에서 비롯된다. 인간은 본

래 정신적 존재이기에 도덕적으로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면 양심에 의해 

부정적 정서를 경험하게 된다. 콜스(R. Coles)는 청소년들이 인간의 존엄성

과 고귀함이나 정신성을 자각하지 못하고, 잘못된 길에 빠질 때, 우울과 

불안과 같은 정서적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고 한다. 이유는 모든 청소년의 

내면에 도덕성을 향한 갈망이 있고, 선을 향한 바람이 있고, 자신과 타인

에 대한 존중심이 있으므로 그렇지 못한 행동을 했을 때, 무의식적으로 내

면의 무질서와 혼란에 의한 두려움과 불안과 우울함에 시달리게 되는 것

이다(Coles, 1997, 정홍섭 역, 1997: 87). 

융, 롤로 메이, 프랭클과 같은 정신과 의사들도 인간이 본래적으로 정신

적 가치를 추구해야 하는 정신적 존재이기 때문에, 육체적, 물질적 가치, 

사회적 명예의 추구에만 매달리는 현대인들은 풍족한 물질과 쾌락의 추구

에도 결코 만족할 수 없고, 정신적 공허를 느낀다고 진단했다. 이러한 진

단은 이미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에 의해서도 이루어졌고, 그들의 해결책은 

관조 훈련을 통해 지성의 본질직관 능력을 길러 철학적 지혜를 함양하는 

것이었다. 현대인의 정신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다시 고대의 지혜로운 삶

의 방식을 찾자는 운동도 활발하다. 그런 운동의 핵심은 다시 인간의 정신

성을 회복하자는 것이다. 진정한 행복을 얻기 위해 진정으로 가치 있는 것

이 무엇인지 찾고, 높은 정신적 인격을 갖추기 위해 정신을 수양하자는 것

이다. 페스탈로찌(J.H. Pestalozzi)가 은자의 황혼에서 “인간이여 그대 자

신을, 즉 그대의 본성과 힘을 ‘안으로부터 느껴라.”라고 말한 것처럼 인

간은 내면의 세계를 탐색함으로써 자신의 정신적 본질을 깨달아야 하는 

존재인 것이다(강선보외, 2008: 43). 

인간은 지성의 본질직관 능력을 통해 최고선을 자각할 수 있는 존재이

고, 자기중심성을 초월할 수 있는 존재이다. 그러므로, 인간은 관조의 반복

된 훈련으로 길러지는 지성의 내적 역량인 철학적 지혜를 통해 참된 자기

를 발견할 수 있고, 초월과 같은 높은 수준의 인격발달로 나아갈 수 있다. 

슈프랑거도 인간 내면의 초월성을 전제하지 않는다면 진정한 의미의 인격 

형성에 이르지 못한다고 보았다(강선보 외, 2008: 63). 따라서 이러한 관조

의 훈련을 통해 철학적 지혜를 길러줌으로써 인간이 자기중심성을 초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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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역량을 키우는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내적으로 성숙한 인격을 갖춘 

사람이 되어야지만 세상 안에서도 잘 분별하고 숙고하는 좋은 시민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사람이 선하지 않으면, 좋은 시민이 될 

수 없고, 좋은 사회가 될 수 없다고 한다. 인간의 선함, 초월성과 같이 자

기중심성을 극복하는 철학적 지혜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콜버그도 말년에 가장 높은 도덕발달인 7단계를 제시하며 7단계는 논리

적 추론만으로 도달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라 자연법처럼 우주와 하나되

는 체험과 같은 존재론을 통해 도달할 수 있는 단계라고 보았다(Kohlberg, 

1990: 195-196). 그는 합리적 추론은 결코, “이렇게 정의롭지 못한 세상에

서 정의로워야 하는가?”와 같은 “왜 도덕적이어야 하는가?”에 대한 설

명을 해 줄 수 없고, 스토아학파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나 스피노자와 같

이 오직 전체로서의 우주라는 관점에 자기(Self)와 우주의 연결성의 존재론

을 바탕으로 자기중심성을 초월하여 우주와 하나가 되는 체험과 같은 합

리성을 넘어선 인식만이 인간의 도덕성에 정당성을 부여해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Kohlberg, 1990: 206-207). 이처럼, 콜버그 역시 말년에는 인간의 

인격적 성숙함은 이성적 추론이 아닌 우주 만물의 연결성과 같은 초월성

의 체험에 달려있다고 보았다. 관조의 훈련은 인간을 자신과 타인과 세계

의 연결성을 체험하는 자기 초월을 경험하게 하고, 좀 더 개방적이고 수용

적인 눈으로 자신의 실존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한다. 따라서 도덕교육

은 초월역량을 키우는 교육이 되어야 한다. 

끝으로, 철학적 지혜교육은 도덕적 정서역량을 키우는 교육이 되어야 한

다. 점점 더 삶의 무의미와 공허와 무기력을 호소하는 학생들이 늘어나고 

있다. 그로 인해, 불안, 우울, 두려움과 같은 부정적 감정으로 인해 학업을 

포기하는 학생들도 증가하고 있다. 이런 학생들이 부정적 감정에서 벗어나 

삶의 의미와 본질을 찾고, 실존적 어려움에 잘 대처하며, 참된 행복을 느

낄 수 있는 성숙한 인격을 갖게 하는 것이 도덕교육의 새로운 과제이다. 

내면의 감정 상태가 두려움, 불안, 우울과 같이 부정적 감정으로 가득하거

나, 나르시시스적 자기애로 가득 차 있는 학생에게 합리적 판단능력, 논리

적 추론능력을 가르친다고 인격적으로 성숙해질 것을 기대할 수 없다. 

인격적 성숙은 부정적 감정을 긍정적으로 바꿀 수 있을 때, 자기중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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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벗어나 초월적 사고를 할 수 있도록 해야만 이룰 수 있는 것이다. 부

정적 감정에서 벗어나 부동심과 평정심을 갖게 하고, 자기중심성을 초월하

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내적 성찰훈련이 필요한 것이다. 또한, 자연에 대한 

놀라움의 경험의 기회를 주는 것도 경이감과 감사와 사랑과 같은 도덕적 

고양감을 체험함으로써 도덕적 정서역량을 키울 수 있다. 왜냐하면, “흙

과 나무, 잎새와 꽃, 동물과 새들의 우짖음, 그리고 미세한 바람 소리 같은 

작은 형태의 경험도 객관적 눈이 아니라 마음의 눈으로 대화적 체험”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강선보 외, 2008: 77). 따라서, 높은 인격

발달을 이루기 위해서는 자연과 예술을 활용하여 관조를 의식적으로 훈련

함으로써 도덕적 정서역량 키우는 것이 철학적 지혜교육이 추구해야 할 방

향이어야 하겠다.

많은 석학이 현재 당면한 문명의 위기에 대한 해결책은 인간의 의식 수

준을 높이는 것이라고 보고한다. 정신문명이 도래하지 않는다면 인간의 미

래는 없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자신의 내적 성찰을 통해 자신의 참된 본질

을 자각하고, 인간의 내면의 초월성을 일깨우고, 사랑의 공동체적 본성을 

키워주며 만물이 유기적 관계 속에 서로 연관됨을 일깨우는 교육이 이루

어져야 하겠다(강선보 외, 2008: 52). 에릭슨은 “다른 사람을 위해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과 씨름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Coles, 1997, 정홍섭 역, 1997: 273). 우리는 도덕교육에서 자신을 가치 있

는 존재이자 인격적 존재로 성장하도록 이끄는 교육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왜냐하면,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도, 현대의 심리학자들도, 대인관계 

신경생물학자도 주장하듯이, 지성의 내적 역량인 철학적 지혜를 길러야만 

인간은 통찰하고, 초월하며 도덕적 정서를 가진 인격적 존재로서 정체성을 

형성할 수 있고, 진정으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이다. 



- 140 -

2. 철학적 지혜교육의 목표와 내용

1) 철학적 지혜교육의 목표

맥스웰(N. Maxwell)은 지혜란 합리적(rational) 수단에 의해 증진될 수 없

고, 삶에서 무엇이 중요한지 깨닫는 능력을 통해 키워진다고 주장한다

(Maxwell, 2009: 13). 그는 오늘날의 기후 온난화, 전쟁과 테러, 빈부격차, 

인구증가, 멸종 등이 지나친 합리성의 능력 신장 교육에서 비롯되었다고 

지적하면서, 학문의 과제는 이 세상을 좀 더 나은 곳으로 만드는 것이고, 

그러한 노력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좋은 인간성을 갖춘 사람들을 키우는 

것임을 강조한다(Maxwell, 2009: 13). 논리적이고, 분석적이며 뛰어난 추론

능력을 가진 유능한 사람이 인격적으로 성숙하지 않을 경우, 오히려 정치, 

경제, 사회위기를 초래할 수 있음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러므로 도덕교육

은 합리성 위주의 교육에서 탈피하여 좋은 인성을 길러낼 수 있는 교육을 

우선해야 한다. 그렇다면 좋은 인성이란 무엇인가? 좋은 인성을 갖춘다는 

것은 무엇보다 지성의 탁월한 인식능력을 훈련하여 내적 역량을 갖는 것

을 의미한다. 왜냐하면, 인간은 관조의 훈련을 통해 지성의 본질직관적 인

식을 탁월하게 발휘함으로써 철학적 지혜를 가질 때, 통찰할 수 있고, 자

기중심성을 초월하며, 도덕적 정서를 발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좋은 인성을 길러주는 도덕교육은 철학적 지혜교육이어야 하고, 

철학적 지혜교육이란 관조의 훈련으로 통찰역량, 초월역량, 도덕적 정서역

량을 기르는 교육이어야 하는 것이다. 이렇게 철학적 지혜는 합리적 추론 

훈련으로 형성되지 않고, 지성에 의한 자기관찰과 심미적, 정서적 수용 훈

련을 통해 형성될 수 있는 만큼, 효과적인 새로운 교육방안을 모색해야 한

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철학적 지혜와 관련된 기존의 인성교육방안을 

엄밀히 검토하고 평가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2015 개정 교육과정 총론 

및 도덕과 교육과정의 인성교육의 내용을 지혜의 관점에서 분석해 보고자 

한다.

먼저, 우리나라 교육이 추구하는 인간상을 지혜의 관점에서 살펴보자. 

우리나라 교육과정에 제시하고 있는 교육의 목적을 통해 인간상을 유추할 

수 있다. 우리나라 교육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교육은 홍익인간(弘益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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間)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도야(陶冶)하고 자주적 생

활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함으로써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민주국가의 발전과 인류공영(人類共榮)의 이상을 실현하는 

데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교육법 제 2조).” 여기에서 우리나

라 교육이 추구하는 인간상을 유추해 보면 내적으로 성숙한 인격을 갖춘 

사람(철학적 지혜)을 길러야 함을 언급하고 있지만, 보다 강조점을 두고 있

는 것은 사회 안에서 유능한 사람(실천적 지혜)을 기르는 것임을 알 수 있

다. 왜냐하면“인격도야”를 제외한 “자주적인 사람, 창의적인 사람, 교

양있는 사람, 더불어 사는 사람”이란 사회 안에서 좋은 능력을 키워, 좋

은 행동과 처신해야 해야 하는 사회적으로 유능한 사람(실천적 지혜)과 관

련이 되기 때문이다. 사회 안에서 이와 같은 좋은 사람이 되려면, 우선하

여 내면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지혜의 관점에서 보

면 교육과정에서의 인간상은, 철학적 지혜보다 실천적 지혜를 가진 사람을 

강조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2015년 교육과정의 핵심역량을 지혜의 관점에서 살펴보자. 여

기서도 철학적 지혜는 강조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철학적 지혜와 관련된 

역량은 자기관리역량과 심미적 감성역량뿐이고, 나머지 지식정보처리 역

량, 창의적 사고 역량, 의사소통 역량, 공동체 역량 등은 실천적 지혜에 해

당한다. 현실세계에서 유능한 삶을 살기 위한 문제해결 능력과 융합적 사

고능력, 의사소통능력이 강조되지만, 높은 인격적 특성을 키우기 위한 내

면적인 성찰이나 자기중심성을 초월하는 우주 만물과의 존재론적 연결성, 

궁극적 가치나 정신적 가치의 중요성에 대한 언급을 살펴볼 수 없는 것이

다. 내적인 철학적 지혜가 있는 사람이 되어야만 외적인 사회 안에서 실천

적 지혜를 발휘하면서 시민으로 잘살 수 있다. 정창우69)는 교육과정에서 

인간다움이나 시민적 교양이 강조되지 않을 경우, “특출한 인지적 능력과 

직업적 유능성을 지닌 사람들의 과잉으로 인해 우리 사회의 위험성이나 

69) 뚜웨이밍(2017)는 “새로운 삶의 국면에 접어든 우리에게는 새로운 길과 새로운 사고
방식, 새로운 윤리, 그리고 새로운 우주론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는 말한다(정창
우, 2020b: 31). 홍석영은 인성이란 소크라테스와 아리스토텔레스의 관점에서 보면 본
래 내재된 것을 상기하는 것이고 습관화하는 것임을 밝히고 있다(홍석영, 2013: 195). 
인성은 내적인 자각도 필요하고 반복된 훈련에 의한 습관화도 필요한 것임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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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트로피(entropy)가 그만큼 더 증가할 개연성이 높아진다.”고 지적한다

(정창우, 2020b: 35). 철학적 지혜를 통해 높은 의식 수준을 갖추는 것이 전 

교과목의 공통적인 목적이 되어야만 미래사회의 지속가능성이 보장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2015 도덕과 교육과정의 성격과 목표에서 철학적 지혜교육과 관련

된 내용들을 표로 작성해 보면 다음과 같다.

<표-19> 철학적 지혜의 관점에서 본 2015 도덕과 교육과정의 성격과 목표(중학교) 

<표-19>를 살펴보면 2015 도덕과 교육과정의 성격과 목표에서는 도덕적 

앎의 도덕적 실천화, 가치의 내면화, 가치 인식, 윤리적 성찰, 삶의 의미 탐

색이 강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도덕적 실천과 관련하여 중요한 

것이 간과되고 있다. 도덕적 실천은 정신적 존재로서의 내적 자각이나 도

덕적 아름다움과 선의 체험을 통한 도덕적 고양감과 같은 정서체험이 동반

될 때 가능해진다. 경쟁적 마음과 두려움과 같은 부정적 감정에서는 도덕

적 실천을 기대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도덕적 앎과 도덕적 실천의 연결고

리는 관조여야 한다. 당위적 주입에 의한 도덕적 판단력에 의한 도덕적 앎

이 아닌 마음 챙김적 알아차림과 같은 관조가 이루어질 때, 자기 자각과 초

월성과 도덕적 정서의 체험이 일어나 자발적인 도덕적 실천이 가능해지는 

핵심주제 철학적 지혜 관련 성격과 목표의 내용

핵심역량

- 자기존중 및 관리 능력

- 도덕적 정서능력

- 윤리적 성찰 및 실천 성향

인성교육의 성격
- 도덕성 발달, 학생들의 정서적·사회적 건강제고, 인문학

적 사유와 성찰을 바탕으로 삶의 의미 탐색
인성교육의 방향 1

(성찰과 실천의 합일)

- 내면의 도덕성을 성찰함과 동시에 스스로 삶 속에서 실천

하는 과정을 추구하는 ‘도덕함’의 시간과 공간을 제공함

인성교육의 방향 2

(가치의 내면화)

- 자신과의 관계에서 성실을, 타인과의 관계에서 배려를, 사

회 및 공동체와의 관계에서 정의를, 자연 및 초월과의 관

계에서 책임이라는 핵심가치를 내면화함
인성교육의 방향 3

(덕목과 규범 이해 

조화로운 관계추구)

- 가치 덕목 및 규범 이해, 삶의 이야기의 성찰, 인간관계, 

공동체, 자연과의 조화로운 관계 구현, 덕성과 역량을 강

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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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그런데, 현재의 도덕교육에서는 앎과 실천을 연결하는 마음 챙김적 

알아차림과 같은 관조에 의한 성찰이 언급되어 있지 않다. 

정창우는 과거부터 도덕교육에서 윤리적 성찰을 강조해 왔으나 ‘가슴에 

손을 얹고 가슴에게 묻는 연습’(즉, 가슴으로 전해진 생각을 가지고 성찰하

는 연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앞으로의 도덕교육은 자기 

생각과 말과 행동을 판단 없이 깊이 지켜보는 메타인지적 성찰과 같은 자기

성찰훈련을 강화해야 함을 강조하였다(정창우, 2021b: 107-108). 자신을 더 

깊이 관조할수록 자기중심성과 자기모순을 자각할 수 있고, 참된 진리를 깊이 

체험하여 선함과 아름다움을 향유함으로써 선한 마음가짐의 내적 정체성과 부

동심과 평정심을 키울 수 있다. 그런데 현재의 도덕교육은 도덕적 실천을 위한 

윤리적 성찰을 강조하고 있음에도 마음 챙김적 알아차림이나 관조와 같은 성찰 

방법은 외면되고 있고, 지극히 피상적인 수준의 언급만을 볼 수 있다. 그러므로 

도덕교육은 인격적 성숙함을 키우기 위해서 관조를 통한 지성의 본질직관적 인

식훈련을 통한 철학적 지혜교육을 적극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아울러, 2015 개정 도덕과 교육과정에서 철학적 지혜와 관련된 내용들을 살

펴보면 다음과 같다. 철학적 지혜와 관련된 중학교 단원은 자신과의 관계, 타

인과의 관계, 자연·초월과의 관계가 대표적이다. 이 단원들의 성취기준의 구

체적인 내용을 철학적 지혜를 통해 길러지는 통찰역량, 초월역량, 도덕적 정서

역량에 해당하는 것으로 분류해 보면 다음의 표와 같다. 

<표-20> 2015 개정 도덕과 교육과정에서 철학적 지혜 관련 내용분석(중학교)

영

역

일반화

된 지식
내용요소 

기능(*표시는 

공통기능)

교수·학습방법 및

평가방법

통

찰

역

량

바람직

한 자

아정체

성형성

- 왜 도덕적으로 살아야 

하는가?(도덕적인 삶)

- 나는 어떤 사람이 되

고자 하는가?(자아정

체성)

- 삶의 목적은 무엇인

가?(삶의 목적)

- 도덕적 행위가 요구되는 사

회적 사례의 이야기 제시

- 모둠별 탐구학습을 통한 도덕

규범의 의미와 필요성 탐색

- ‘내가 도덕적이어야 하

는 이유’에 대한 성찰

적 글쓰기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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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월

역

량

 환 경

친화적 

삶 ....

삶 과 

죽음의 

의미

우정의 

중요성

- 자연과 인간의 바

람직한 관계는 무

엇인가?(자연관)

- 삶과 죽음의 의미

는 무엇인가?(삶의 

소중함)

- 친구와 사이좋게 

지내기 위해 어떻

게 해야 할까? (우

정)

- 생명 감수성 고

양 능력

- 전일적 사고능력

- 생태 지속가능성 

추구하기

- 부동심 추구하기

- 실존적 자각능력

*

- 도덕적 이야기 

구성하기

- 삶의 의미 구성

하기

- 도덕적 대인관계

능력

- 경청･도덕적 대

화하기

- 타인 입장 이해･
인정하기

- 약속 지키기

- 감사하기

- 도덕적 정서 능력

- 도덕적 민감성 

갖기

- 공감 능력 기르기

- 다양성 수용하기

- 윤리적 성찰, 삶과 죽음

의 의미이해에 대한 교

수·학습방법 제시되지 

않음 

- (대신 자연과 인간관계 

대립적 입장에 대한 합

리적 의사결정 수업, 환

경친화적 삶의 실천자세 

탐구 등 탐구수업이 제

시됨)

- 윤리적 성찰, 삶과 죽음

의 의미이해 평가방법제

시되지 않음

- 학습을 통해 길러지는 기

능이 정신적 가치의 추구

임에도 불구하고, 교수학

습방법은 가치 갈등과 문

제 상황에서 타인에 대한 

공감 능력, 문제나 갈등 

해결 및 친사회적 행동 

실천 능력 등을 신장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 우정의 초월적 의미와 

선의 공명을 통한 행복

의 중요성이 강조되지 

않고 있음  

도

덕

적 

정

서

역

량

진정한 

행복 

추구

마음의  

평화 추구

- 행복을 위해 어떻

게 살아야 하는가?

(행복한 삶)

- 마음의 평화는 어

떻게 이룰 수 있을

까?(마음의 평화)

- 도덕적 보건 능력

- 회 복 탄 력 성  

키우기

- 건강한 마음 

가꾸기

- 마음의 평화 교수방법 

제시되지 않음

- 마음의 평화 평가방법 

제시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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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표-20>을 통해 도덕과 교육과정을 철학적 지혜의 관점에서 살

펴보면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첫째, 철학적 지혜와 관련된 내용이 서로 밀접하게 관련된 내용임에도 불

구하고, 서로 다른 단원에서 따로 다루어지고 있다. 인간 본질의 문제, 자기

인식문제, 삶과 죽음, 고통의 실존문제, 자신과 세계와의 연결문제는 모두 인

간의 내적 삶과 관련된 문제로 서로 연결되어야만 한다. 정창우는 이런 문제

점을 지적하며 ‘초월과의 관계’영역이 합리적 사고의 영역을 넘어서 “헌

신적 사랑, 숭고함, 깊은 감동과 경이, 거룩함과 성스러움, 참나(본연지성, 양

지, 불성, 공적영지, 성인, 보살, 진인 등)의 자각”과 관련되므로 ‘도덕적 

주체로서의 나’의 영역에 포함해야 함을 주장한다(정창우, 2020b: 174-175). 

둘째, 도덕과의 교육내용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성숙한 인격의 내면적, 

행동적 특질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지 않다. 인격적 성숙함이란 

통찰역량, 초월역량, 도덕적 정서역량을 내포한 개념이다. 이것은 논리적 

추론능력으로 파악할 수 없는 선함과 아름다움의 본질직관적 인식을 통해 

길러지는 내적 역량과 관련된다. 특히, 성숙한 인격은 도덕적 실천을 이끌

어내는 사랑과 자비, 경이와 감사와 같은 고차적인 도덕감정을 포함한다. 

그런데 현재의 도덕교육과정에서는 성숙한 인격적 특질로 나아갈 수 있는 

이론적 기반이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다고 하겠다. 예를 들면, 인격의 

성숙함과 관련되는 친구와의 우정 단원에서는 친구와의 선의 공명을 통한 

초월체험과 같은 우정의 중요성과 체험성이 강조되지 못하고, 타인과의 갈

등 해결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고, 당위적인 수준에서의 공감과 배려의 필

요성이 강조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셋째, 성숙한 인격 형성에서 가장 중요한 성찰의 의미와 방법에 대한 설

명이 부족하다. 인성교육의 성격을 인문학적 사유와 성찰을 바탕으로 삶의 

의미 탐색이 중요함을 밝히고 있으나 실제로는 존재 본질의 문제를 탐색

하고, 삶의 의미와 실존문제와 좋은 삶을 살기 위해 어떻게 자기를 관리할 

수 있는지에 대한 탐색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자 하는가’라는 정체성의 물음에 대한 답은 결국, 자기관찰과 

자기 이해를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다. 제시된 기능에는 내적 성찰과 관련

성이 없고, 문제해결력과 관련되는 고차적 사고능력(비판적 사고, 도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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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와 이유 제시하기)이 언급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넷째, 도덕과는 성실, 배려, 정의, 책임을 인성의 핵심가치로 설정하고 

내면화하는 것을 일차적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그러나 정신적 가치의 체

험과 내면화의 방법은 제시되지 않거나 잘못 제시되고 있다. 정신적 가치

는 체험이나 향유에 의해 내면화되는 것이지, 결코 분석적 사고나 논리적 

추론으로 내면화될 수 없는 것이다. 그런데도, 각 단원에서 제시된 핵심가

치는 논리적, 분석적, 추론적 방법을 통해 도덕적 판단력을 키우거나 문제

해결력을 키움으로써 내면화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정신적 가치를 깨닫는 

것은 지성을 통해 이루어지고, 문제해결력을 키우는 것은 합리성을 통해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정신적 가치교육을 합리성을 통한 논리적 판단력 교육

으로 접근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하지만, 현재의 내용에서는 방법적 구분이 보

이지 않는다. 표면적으로는 성숙한 인격형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내용과 방법

은 갈등해결을 위한 논리적 추론교육에 의존하고 있다. 

다섯째, 학생들의 정신건강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내적 안정감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지만, 현재의 도덕 교육과정에서는 자기감정 조절을 위한 효과적인 

훈련방법이 제대로 제시되지 못하였다. 내면의 성장은 부정적 감정에서 벗어나 

평정심이나 부동심을 갖는 훈련을 통해 이루어진다. 관조의 훈련을 통해 자기

감정을 지켜보는 훈련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때, 자기조절과 감정조절을 통해 

정신적 성숙함에 도달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회복탄력성을 기르기 위한 새로운 

도덕교육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이상을 요약하자면, 도덕과 교육이 표면적으로는 성숙한 인격의 중요성을 당

위적으로 강조하지만, 실제 도덕 내용에서는 어떻게 성숙한 인격에 도달할 수 

있는지 방법적인 면이 제시되지 않거나 잘못 제시되고 있으며, 교과에서의 실

제 비중도 매우 적게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철학적 지혜교육은 이러한 문제점들을 개선하여 성숙한 인격 형성을 

위한 교육이 되어야 한다. 철학적 지혜는 관조라는 지성의 직관적 인식

방법을 훈련하여 길러지는 내적 역량이고, 이를 통해 인간은 높은 수준

의 성숙한 인격에 도달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철학적 지혜교육은 지

성의 본질직관적 내적 역량을 길러 성숙한 인격체가 되도록 자기관리역

량을 기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도덕교육은 학생들이 지성의 내적 역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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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철학적 지혜를 훈련하여 인간의 본래적 존재의 모습을 회복하고, 자

기실현 하게 하며 참된 내적인 행복을 찾게 해야 한다. 따라서 철학적 

지혜교육은 관조의 훈련을 통해 지성의 본질직관적 내적 역량을 길러줌

으로써 인지적 오류와 편견, 자기모순을 자각하여 참된 자기 본질을 찾

고, 삶의 실존적 본질을 꿰뚫어 볼 수 있는 통찰역량을 기르고, 궁극적 

가치를 자각하고, 세계와 내적 연결감을 가지며 선함의 공명이 이루어지

는 우정을 자각하는 초월역량을 기르며, 자비와 감사와 경이로움의 도덕

적 고양감을 체험하고, 삶의 실존적 어려움에도 내적 부동심과 평온함을 

갖는 도덕적 정서역량을 길러주는 교육이어야 한다. 왜 이렇게 높은 수

준의 인격적 발달을 철학적 지혜교육의 목표로 삼아야 하는가? 그것은 

높은 단계의 인격 수준에 도달해야만 참된 내적인 행복(eudaimonia)을 

체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도덕교육에서 설정해 볼 수 있는 철

학적 지혜교육의 목표는 지성의‘무비판적으로 수용하고 개방하는 관조

를 통한 본질직관적 인식능력’을 훈련함으로써 통찰역량, 초월역량, 도

덕적 정서역량을 포함하는 개인의 정신적 역량을 길러 성숙한 인격발달

을 이루게 하고, 참된 내적 행복을 누리게 하는 것이다.

2) 철학적 지혜교육의 내용

지성의 본질직관적 내적 역량인 철학적 지혜를 가질 때, 인간은 통찰할 

수 있고, 초월할 수 있으며 도덕적 정서를 발휘할 수 있다. 경쟁, 차별, 단

절, 분리에 따른 행위들은 자기중심성에서 나온 것이다. 그러한 행위들은 

우월감, 열등감, 불안, 두려움과 같은 부정적인 감정들을 동반한다. 철학적 

지혜를 가질 때, 인간은 이러한 자기중심성을 초월하여 타인과 세계와 깊

은 연결성을 자각하고 부동심과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다. 플라톤과 아리

스토텔레스, 스토아학파, 신스토아학파, 중세 토마스아퀴나스에 이르기까

지 이들 철학자들은 무비판적으로 자신과 타인과 세계를 깊이 응시하는 

관조를 통한 지성의 본질직관적 인식훈련을 통해 철학적 지혜를 가질 때, 

선을 자각하고 선을 내면화함으로써 선한 마음가짐을 갖진 성숙한 인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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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달하게 된다고 보았다. 그러므로 철학적 지혜란 관조의 본질직관적 인식

훈련을 통해 길러지는 지성의 탁월한 내적 역량이고, 인간은 철학적 지혜

를 가질 때, 정신적 가치의 본질 직관을 통해 선한 마음가짐을 가질 수 있

는 것이다. 이렇게 지성의 관조 훈련을 통해 철학적 지혜를 가진 선한 사

람은 사회 안에서도 실천적 지혜를 발휘하여 자발적으로 도덕적 실천을 

하게 된다. 

2015 개정 도덕과 교육과정에서는 분명히 윤리적 성찰의 중요성이 강조

되고 있다. 윤리적 성찰을 통해 인격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되어야만 도덕

적 실천이 가능함을 전제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도덕 교육과정에서는 

도덕교육이 목표하는 성숙한 인격자가 어떤 사람인지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지 않고, 인격적 성숙함에 도달하기 위한 방법론이 제대로 소개되어 있

지 않다. 말하자면, 도덕적 자기인식이나 회복탄력성, 공감과 경청, 전일적 

사고나 실존적 자각능력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인성교육의 기능으로 제시

하고 있지만, 실제 어떻게 교육할 것인가에 대한 방법론을 제대로 제시하

지 못하였다. 따라서 도덕교육에서는 인성교육을 새롭게 재정비하여 훌륭

한 인격을 갖춘 사람을 길러내는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무엇보다 새로

운 인성교육이란 철학적 지혜를 키울 수 있는 교육이 되어야 한다. 도덕교

육이 추구해야 할 철학적 지혜교육이란 먼저, 관조의 훈련을 통해 지성의 

본질직관적 인식능력을 함양하여 자신의 인지적 편향과 무지를 자각함으

로써 참된 자기 본질과 삶의 실존적 본질을 통찰하는 통찰역량 향상 교육

이 되어야 한다. 다음으로, 지성의 본질직관 능력을 통해 궁극적 가치를 

자각하고, 자신과 타인과 세계와의 깊은 연결성을 자각하며, 선함의 공명

이 이루어지는 우정의 중요성을 자각하는 초월역량 향상 교육이 되어야 

한다. 끝으로, 지성의 본질직관적 인식훈련을 통해 경이와 감사와 사랑과 

같은 도덕적 고양감을 느끼고, 내적 부동심과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는 도

덕적 정서역량 향상 교육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내적으로 성숙한 인격에 

도달할 수 있는 철학적 지혜교육을 도덕교육의 목표로 설정해야만 미래는 

지속 가능해지고, 내면적 존재로서, 그리고 사회적 존재로서의 안녕을 이

룰 수 있는 것이다. 각각의 철학적 지혜교육의 영역과 주제와 내용을 정리

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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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1> 철학적 지혜교육의 내용

영역 주제 내용

통찰역량 

향상

교육

주의력

- 마음 탐색하기

- 사물에 대한 주의력 연습하기

- 주의력과 강화된 주의력 차이 이해하기

- 마음 챙김적 활동 연습하기

- 단일 대상에 대한 주의력 연습하기 

- 자기 자각 – 자기 생각과 감정에 대한 관찰 연습하기

회복탄력성

- 감각 탐색하기

- 자원화하기

- 자원 도구 만들기

- 착지하기

- 회복탄력적 영역 만들기

- 시나리오를 통한 회복탄력적 범위 탐색하기

- 자비와 안전이 몸에 미치는 영향 이해하기

자기 자각

- 마음 챙김 호흡 연습하기

- 마음 챙김 걷기 연습하기

- 마음 챙김 대화 연습하기

- 순환식 주의훈련 연습하기

- 자기 몸 인식하기 연습하기

- 자기감정 인식하기

- 자기평가 일지 쓰기 

- 자기 조절하기 

- 가치와 더 높은 목적 찾기

관조활동

- 자기 찾기
- 소명 찾기
- 삶의 교훈 찾기
- 자기 목소리 찾기
- 자신을 단련하기
- 미래를 바라보기
- 자기 관찰하기
- 내면의 소리 듣기 
- 내면과 대화하기 
- 삶의 교훈 찾기
- 자기 소리 찾기
- 자신을 단련하기
- 하지 않기

- 자기인식 향상을 위한 질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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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깊이 듣기

- 자유롭게 쓰기

철학자의 

자기통찰 

연습

- 불만 성찰하기
- 재화의 덧없음 성찰하기
- 우주적 질서와 조화 인식하기
- 감사하기 
- 삶의 유한함 인식하기

삶의 

실존적 

통찰

- 두려움, 분노, 슬픔에서 벗어나기

- 좌절과 분노에서 벗어나는 연습하기

- 외로움 극복하기

- 질투심 극복하기

- 성장의 원동력으로서의 고통, 역경, 질병 이해하기

- 고통, 역경. 타인의 아픔 이해하기

- 죽음 성찰하기

- 거리 두기를 통한 균형 잡힌 관점 연습하기

- 겸손 연습하기

- 유머 감각 연습하기

탈동일시

교육

- 감각 자각하기

- 감정 자각하기

- 생각 자각하기

- 신체 자각하기

초월역량

향상 

교육

최고선의 

자각

- 시각화 기법에 관한 상상력 훈련하기

- ‘선 자체’의 회상하기

정신적 

가치 인식

- 진실성 인식하기

- 성실 인식하기

- 정신성(spirituality) 인식하기

- 우정 인식하기

- 자기조절 인식하기

- 개인적 자원들(personal resources) 인식하기 

- 존중 인식하기

- 인류애 인식하기

- 용서와 감사 인식하기

- 환경 돌봄 인식하기

- 직관하기

- 실수에서 배우고 받아들이기 

- 공감/공정 인식하기

사회와의 

연결성인식 

- 보살핌과 상호의존성 자각하기

- 시스템적 사유 탐색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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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환고리의 탐색하기
- 사건과 시스템적 사고하기

우주와의 

연결성인식

- 패러다임의 전환 연습하기

- 우주의 탄생 : 생명의 탄생 상상하기

- 빅뱅 : 빛의 에너지와 인간관계

- 홀론 : 몸의 세포, 분자, 원자 느끼기

- 블랙홀 : 어둠과 빛을 삶에 적용하기

- 초신성 : 태양과 자신과의 관계 생각하기

- 우주 : 우주의 에너지와 연결됨 자각하기

- 인간 : 우주 일부로 자각하기

도덕적 

정서역량

향상 

교육

감정조절

- 감정 탐색하기

- 감정 가족들 : 감정 용어들의 연관성 알기

- 감정의 발화 자각하기

- 감정과 필요의 관계 이해하기

- 감정 발생 단계 이해하기

- 행동 전에 감정 일정 만들기

- 감정을 지도화하기

- 다른 감정을 다루는 방법과 절제(restraint)의 연습하기

공감

- 타인의 감정 탐색하기

- 마음 챙김적 대화하기

- 다양성과 공통성의 이해하기

- 공감의 탐색하기

자비(comp

assion)와 

용서

- 자기 자비 탐색하기

- 태도와 기대의 영향 탐색하기

- 용서 탐색하기

- 적극적 자비 탐색하기

부동심

- 자기감정 인식하기

- 자기평가를 위한 일지 쓰기

- 자기 조절하기
- 가치와 더 높은 목적 찾기

공감적 수용

- 유머 감각 연습하기

- 수용하기

- 감사 연습하기

- 기쁨 연습하기

- 감정 성찰 연습하기

- 연민 연습하기

- 베풂을 통한 연민 연습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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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에서 제시된 철학적 지혜교육의 내용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철학적 지혜교육은 통찰역량교육이다. ‘2030 프로젝트’는 변혁적 

역량이 ‘성찰(reflection) → 예견(anticipation) → 행동(action)’의 순차적 

과정으로 발달한다고 본다(OECD, 2018: 6). 자기관찰과 자기 이해가 철학

적 지혜로 나아갈 수 있는 첫걸음인 것이다. 자신이 누구인지 아는 자기 

통찰을 통해 인격적 성숙함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다. 제시된 통찰역량 

교육내용은 본질직관적 인식능력을 함양하여 자신의 인지적 편향과 무지

를 자각하고, 정신적 존재로서의 자기 본질을 통찰하여 진정한 자기(true 

Self)를 발견하며, 실존적 삶의 본질을 통찰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다음으

로, 철학적 지혜교육은 초월역량교육이다. 궁극적 가치를 자각하고, 자신

과 타인과 세계와의 깊은 연결성을 자각하며 선의 공명을 통한 깊은 우정

을 길러주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다. 끝으로, 철학적 지혜교육은 도덕적 

정서역량교육이다. 부정적 감정을 초월하여 경이와 감사와 사랑과 같은 도

덕적 고양감을 체험하고, 내적 부동심과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구성

되어 있다. 학생들이 철학적 지혜교육을 통해 즉각적으로 철학적 지혜를 

가질 수 있는 것은 분명 아니다. 그러나 관조를 바탕으로 한 지성의 본질

직관 능력을 훈련함으로써 내적 역량을 길러주는 철학적 지혜교육이 도덕

교육에서 이루어질 때, 학생들은 내면적으로 성숙한 인격의 중요성을 깨닫

고, 성숙한 인격에 도달하는 방법을 알게 되며, 통찰, 초월, 도덕적 정서를 

기르기 위한 연습기회를 얻게 된다. 그리하여 학생들은 참된 행복감을 느

낄 수 있는 내적으로 좋은 삶을 살 수 있는 삶의 방향을 찾게 되는 것이다.

- 용서 연습하기

상상력교육

- 연극 속에서 심미적 느낌 찾기
- 상상력을 통한 내적 탐색하기
- 스토리텔링
- 일상의 반복 속에서 미적 체험하기
- 예술로 자기 표현하기
- 우주에 대해 공감하기

오이리트미

- 기하학적 오이리트미 만들기
- 언어 오이리트미 만들기

- 음악 오이리트미 만들기

노래만들기 - 정신적 가치를 담은 노래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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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철학적 지혜함양을 위한 교수·학습방법

1) 통찰역량 향상 교수·학습방법

브래디(R. Brady)에 따르면, 오늘날 교육의 문제점은 지나치게 외부적 삶

에 초점을 맞춘 교육이 이루어지고, 내적인 삶을 돌보는 성찰 교육의 기회

는 없다는 것이다. 그는 학생들이 미래의 행복이란 시험결과와 같은 현재

의 성취에 달려있다고 믿기 때문에 지나치게 경쟁적이고, 고립된 마음으로 

생활하고 있다는 것이다. 학교 교육과정도 부정적인 감정을 치유할 수 있

는 내적 성찰교육을 소홀하게 함으로써 학생들의 분노와 우울과 같은 스

트레스가 해결되지 못하는 문제가 야기되고 있으며, 마음의 평정을 습관화

할 기회를 놓치고 있다고 비판한다(Brady, 2008: 87-88). 따라서 도덕교육

에서 관조 훈련을 통해 통찰역량을 길러주어야 한다.

관조란 열린 마음으로 무비판적으로 깊이 응시하고 향유하는 것이다. 이

것은 “‘우리의 생각, 육체적 감각, 외부 환경에 대해, 친절, 비판단과 호

기심으로 주의를 기울이면서 지금 현재, 지금, 이 순간에 존재하는 것’인 

마음 챙김”과 같은 것이다(김유리, 2020: 38). 인간의 본질과 삶의 본질을 

꿰뚫어 볼 수 있는 통찰은 이러한 관조의 반복된 연습으로 생겨난다. 늘 

내면이 추론하고 분석하고 판단하는 합리성에 의한 사념을 멈출 수 없고, 

내적인 평온함을 누릴 수 없다면 통찰역량은 결코 길러질 수 없다. 우리는 

자연과 사물을 판단 없이 깊이 응시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생각과 말

과 행동도 지켜볼 수 있다. 인간만이 자신을 주시할 수 있는 존재인 것이

다. 자신을 깊이 바라보는 지성의 관조에 의한 인식은 자신의 편견과 독선

을 깨닫게 하고, 진정한 자기 이해에 다가가게 한다. 우리의 많은 행동이 

무의식적으로 동화된 일련의 신념들과 가치들에 의해 행해지기 때문에 비

판적 성찰의 발달이 중요한 것이다(Kember et al., 1996: 332).70)

따라서 도덕교육에서 철학적 지혜의 통찰역량을 키우기 위해서는 자신

의 내면을 깊이 응시하는 관조의 인식훈련이 필요하다. 관조 훈련의 목표

70) 켐버와 동료들(D. Kember et al.)은 자신의 과거 경험, 관찰, 감정에 초점을 둔 
성찰적 글쓰기를 통해 우리는 학생들이 자신의 가치구조와 그러한 가치구조가 타
당한지를 자각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Kember et al., 1996: 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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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자신의 의식 내용을 관찰하고, 우리 마음과 행동의 습관적 패턴을 자각

하여 교정하는 것이다. 핵심은 마음에서 일어나는 모든 생각과 감정을 환

영하고, 판단하거나 따라가려 하지 않고, 단순히 지켜보는 것이다. 그렇게 

자기의식을 자각하는 관조가 이루어질 때, 우리의 행동은 완전한 현존상태

에 놓이게 된다. 하트(T. Hart)는 그 이유를, 관조를 통한 지성의 본질직관

이 이루어지면 자동반사적 행위로 조종당하던 것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

문이라고 설명한다(Hart, 2003: 200). 이런 관찰적 인식을 발달시키는 것은 

학생들에게 자신의 감정과 감각들, 사고들의 흐름을 지켜보는 능력을 길러

줌으로써 자기 이해력을 높이고, 현재에 온전히 존재할 수 있음으로써 심

리적 행복감을 느낄 수 있게 할 것이다. 늘 깨어 있고, 지켜보는 관조의 인

식능력을 키우는 것이 철학적 지혜의 통찰역량을 갖게 하는 첫걸음인 것

이다. 마음 챙김 명상은 자기인식능력, 집중력, 수용적이고 개방적 자세

(Semple, Droutman & Reid, 2017: 29)를, 타인과의 연결감과 정서적 조절능

력(Weare, 2019: 321-326)을, 불안과 우울의 부정적 감정 감소(Sanger, 

Thierry & Dorjee, 2018: 1-2)를, 공감과 자비, 유연성(Gockel, 2015: 682)을, 

자기규율성(Flook, Goldberg & Pinger, 2015: 44)을 길러주는 데 절대적 효

과가 있다. 시겔은 자신의 수레바퀴 마음 챙김 명상방법이 (1) 신체 안정, (2) 

의사소통, (3) 정서균형, (4) 두려움 조절, (5) 통찰력, (6) 공감, (7) 도덕성, (8) 

반응 유연성, (9) 직관의 향상에 기여함을 입증한다(Siegel, 2018, 윤승서․이
지안 역, 2020: 107-133). 

구체적인 통찰역량의 함양 방법에는 사회정서윤리학습(SEE Learning)의 

주의력과 자기 자각과 회복탄력성 교육방법, 탄(C. M. Tan)의 자기 자각 

교육방법, 하트의 관조 교육방법, 철학자들의 자기성찰 방법, 피르만과 갈

라(J. Firman & A. Galla)의 탈동일시 연습방법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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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SEE Learning의 주의력 및 자기 자각과 회복탄력성 교육방법71)

2019년 에모리대학(Emory University)은 사회정서학습(Social Emotional 

Learning: SEL)과 마음 챙김과 회복탄력성을 통합하여 사회정서윤리학습

(Social Emotional Ethical Learning: 이하 SEE Learning로 표기)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통찰역량은 관조 훈련을 통해 이루어지는 만큼, SEE Learning

에서 제공하는 주의력과 자각(awareness)과 회복탄력성 교육방법을 도덕교

육에 도입할 필요가 있다. 주의력과 자기 자각교육과 회복탄력성 교육의 

주제와 활동내용을 살펴보자.

<표-22> SEE Learning의 주의력 및 자기 자각과 회복탄력성 교육의 주제와 

활동내용

71) SEE Learning의 주의력 및 자기 자각과 회복탄력성 교육을 위한 구체적인 수업방
법은 부록(210-227)에 수록되어 있다.

주제 활동내용

주

의

력 

및

 

자

기

 

자

각

마음

탐색

- 마음의 의미와 내면 경험을 분류하는 방법 이해하기

- 마음에 떠오르는 생각에 따른 기분의 변화를 이해하기

- 의도적으로 마음의 긴장을 풀고 잠잠해지도록 허용함으로써 마음을 안

정되게 할 수 있음을 이해하기

- 마음과 내적 체험의 공통점 탐색하기

주의력1

- 삶의 기술로서의 주의력 강화방법 모색하기

- 같은 것을 보더라도 사람에 따라 종종 사물들이 다르게 인식됨을 이해

하기

주의력2

- “주의력”과 강화된 주의력의 장점 탐색하기

- “마음 챙김”, “알아차림” 그리고 “집중(heedfulness)”개념 이해하기

- 숲이 불타기 전에 불씨를 잡는 것처럼, 문제가 일어나기 전에 충동들을 

제어하는 법 탐색하기

주의력3

- 우리가 하는 모든 활동에 마음 챙김을 적용할 수 있음을 이해하기

- 마음 챙김적 식사 연습하기

- 마음 챙김적 걷기 연습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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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ory University, 2019b: 57-184 요약정리)

주의력4 - 단일한 대상에 대한 주의력 함양 연습하기

자기 자각
- 자신의 생각과 감정에 대한 관찰 연습하기

- 충동 제어를 위한 자극과 반응의 사이의 공간 인식하기

회

복

탄

력

성

감각탐색

- 다양한 감각을 설명하는 단어를 나열하고 찾아내기

- 몸을 규율하기 위해 “지금 도와줘!” 전략을 배움으로써 외적 감각에 

주의를 기울이는 연습하기

자원화

하기

- 개인적 자원들을 이용하여 몸의 긴장을 풀고 평화롭게 만드는 방안을 

탐색하기

- 몸의 감각들을 확인하고 찾아낼 수 있는 더 좋은 방법을 개발하기

자원 도구 

만들기

- 스트레스 상황에서 자신을 평화롭게 만들 수 있는 개인 자원들을 가지

고 자원 도구를 만들기

- 자신의 개인적 자원들을 사용하여 몸의 긴장을 풀고 몸을 차분하게 만

드는 법을 찾기

착지하기

- 우리가 특정한 방식으로 움직일 때 우리 몸이 어떻게 느끼는지 알아차

리기

- 다양한 자세들을 통해 착지하는 법을 연습하기

- 물건을 잡아 착지하는 연습하기

회복탄력

적 영역

- 우리에게 3개의 공간이 있음을 이해하기(낮은 영역, 높은 영역, 회복탄

력적 영역) 

- 주어진 순간에 자신이 어느 영역에 처해 있는지를 인식하는 기술을 개발

하기

- 자기 자원과 착지법을 사용하여 회복탄력적 영역으로 돌아오는 기술을 

개발하기

시나리오를 

통한 

회복탄력적 

범위탐색

- 우리에게 3개의 공간이 있음을 이해하기

- 주어진 순간에 자신이 어느 영역에 처해 있는지를 인식하는 기술을 개

발하기

- 자기 자원과 착지법을 사용하여 회복탄력적 영역으로 돌아오는 기술을 

개발하기

자비와 

안전이 

몸에 

미치는 

영향 이해

- 몸이 친절, 안전, 그리고 행복을 어떻게 체험하는지 이해한 것과 학급

규칙을 통합하기

- 신경 체계의 조절 장애와 신체 건강과의 관계를 인식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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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탄(C. M. Tan)의 자기 자각 교육방법

 탄은 구글의 IT전문가이다. 그는 구글 직원을 대상으로 마음 챙김 훈련

을 실시하였다. 이것은 일반인 대상의 마음 챙김 훈련법이지만 도덕교육에

서도 활용할 가치가 높다. 그의 마음 챙김 훈련법을 요약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23> 탄(C.M.Tan)의 자기 자각교육의 주제와 활동내용

주제 활동내용

마음 

챙김

호흡

- 편안한 자세하기

- 세 차례 천천히 깊이 호흡하기(편안함과 에너지 주입)

- 호흡의 과정에 주의를 집중하기

- 어떤 감각, 생각, 소리가 집중을 방해한다면 그것을 인정하고 경험하며 

부드럽게 보내기

- 마지막엔 평화를 기원하며 다음과 같은 말로 마무리하기. “숨을 들이

쉬며, 나는 평화롭다. 숨을 내쉬며 나는 미소 짓는다. 이 현재의 순간, 

정말 멋지다.”

마음 

챙김 

걷기

- 발이 땅에 닿을 때 느껴지는 압력을 의식하기

- 땅 위에 서 있는 몸을 경험하기

- 한 걸음 내디딤. 한발을 들어 올리고 주의하여 움직이며 주의하여 내

려 놓기

- 잠시 멈춰다가 반대쪽 발로 이 과정을 반복하기

마음 

챙김 

듣기 

- 화자: 3분간 방해 없이 할 말이 떠오를 때마다 말을 함, 자신의 말을 

귀담아듣고 있는 사람을 기억하기

- 청자: 화자에 온 주의를 기울임. 3분 동안 어떤 질문도 하지 않기

- 3분간 말하고 듣는 연습 후 다시 3분간 역할을 바꿔 진행하기

- 독백의 주제: 지금의 기분 상태, 오늘 일어난 일 중에 말하고 싶은 것, 

그 외 말하고 싶은 내용 말하기

마음 

챙김 

대화

- 독백: 인물 A는 4분간 독백으로 이야기하기. 말할 때 자신의 몸에 얼마

간 주의를 기울이기. 인물 B는 A에 온전히 집중하여 듣기. 동시에 어

느 정도 자신의 몸을 의식하기. 

- 해결: B는 A에게 들은 내용을 반복하기. 그 말이 끝나면 A는 곧 B에게 

피드백 주기. A가 만족할 정도로 B가 그 말을 이해할 때까지 계속 주

고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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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ng, 권오열 역, 2012: 76, 90, 92-93, 112, 136 요약정리)

(3) 하트(T. Hart)의 관조교육방법 

하트(T. Hart)는 오늘날 교육의 문제점이 “너 자신을 알고, 너 자신이 

되어라” 대신에 “너는 이렇게 행동해야 하고 이렇게 보여야 하고, 이렇

게 생각해야 하니, 너를 감추고, 너를 부정하라.”라는 메시지가 난무한다

고 지적한다. 그는 이렇게 교육되면, 학생들은 받아들여질 수 없을 것이라

고 여겨지는 자신의 일부를 숨기거나 부정하게 되고, 어떤 것에 대해서는 

압박을 가해 없애려고 함으로써 그것의 부정적 에너지를 만들어 마침내 

- 입장을 바꿔 다시 같은 과정을 반복하기

- 메타 대화: 4분간 경험한 것을 나누기

- 대화 주제: 나의 자기평가, 자신에 대한 인상, 좋아하는 것, 바꾸고 싶

은 것, 최근 혹은 오래전에 일어난 일 중에서 말하고 싶은 어려운 상

황, 그 외에 나에게 의미 있는 주제 

순환식 

주의훈련

- 개방형 주의하기: 느긋하고 청명한 마음을 주는 편안한 자세로 마음을 

쉬게 하기

- 집중형 주의로 이동하기: 주의를 호흡이나 선택한 주의대상에 집중하

기. 마음이 한눈을 팔면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돌려세우기. 3분간 지속

하기

- 개방형 주의로 이동하기: 경험한 것, 마음에 떠오르는 것이 무엇이든 

그것에 주의를 집중하기. 3분 동안 계속하기

자기 몸 

인식하기

- 주의력 안정화: 2분간 편하게 앉기. 자연스럽게 숨 쉬며 호흡에 주의를 

집중하기. 콧구멍, 복부, 들숨, 날숨 그리고 그사이의 시간적 공간을 의

식하기.

- 몸을 스캔하기: 머리(정수리, 귀, 머리 뒤쪽에 주의 집중, 1분간 감각에 

주목) 주의를 얼굴에 옮겨 1분간 이마, 눈, 빰, 코, 입술, 입, 잇몸, 혀에 

주목함. 목과 어깨“주의를 1분간 몸과 목구멍 안, 어깨를 살펴보기. 

이제 등으로 주의를 돌려 1분간 등의 아래, 중간, 윗부분에 유의함. 이

제 앞쪽으로 옮겨 1분간 가슴과 배에 유의함. 내부의 여러 장기에 주

의를 기울이기

- 전체 몸을 한꺼번에 관찰: 1분간 한꺼번에 몸 전체에 주의를 쏟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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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면에 그림자를 형성하게 된다고 말한다(Hart, 2003: 179-180). 모든 사람

이 가지고 있는 이 그림자는 무의식적 행동을 이끌고, 내면의 선한 의도들

을 방해한다. 그러므로 통찰할 수 있는 철학적 지혜를 함양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내면을 잘 살펴보아야만 하는데, 특히, 자신이 감추고 있는 

무의식 속의 그림자를 인식해야만 한다. 하트는 그것을 성장의 역설이라고 

말한다. 자신이 누구인지 알기 위해서는 자신을 있는 그대로 보려고 해야 

하고, 무엇보다 자신의 숨겨진 그림자를 깨닫고 받아들여야만 의식의 성장

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Hart, 2003:176). 그는 학생들의 자기관찰과 자기 

이해를 위한 다양한 관조 교육방법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표-24> 하트(T. Hart)의 관조 교육의 주제와 활동내용

주제 활동내용

자기

찾기

(Who am 

I?)

- 자신에게 질문하기 

- 질문 사례: 내가 동물, 차, 꽃 등이라면 무엇이 되고 싶은가? 왜 그런가? 화

가 나거나 행복하거나 피곤하거나 슬플 때 몸에서 어떤 신호가 일어나는

가? 무엇을 보고, 무엇을 맛보고, 무엇과 접촉했는가? 내가 지금 꼭 알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 내가 어른이 되었을 때 꼭 명심해야 하는 것은 무엇

인가? 내가 지금 궁금한 것은 무엇인가? 내가 감사하는 것은 무엇인가? 가

끔 내가 갈등을 느끼는 것은 무엇인가? 가끔 내가 느끼는 감정은 어떤 것

인가? 내가 최상의 기분 상태일 때는 언제인가? 오늘 꼭 기억하고 싶은 것

은 무엇인가?

소명

찾기

(What am 

I here to 

give?)

- 인간의 삶은 비전과 소명과 목적, 신성한 계약과 함께함을 이해하기 

- 우리 삶을 형성해 갈 수 있는 재능과 갈망 찾기

- 우리의 삶이 내적인 내면에서부터 조직됨을 이해하기

- 내재된 내면에 진정한 힘 찾기

- 자신의 행복 중심인 내면의 진정한 힘에서부터 선택하는 연습하기 

- 내면을 경청하는 연습하기

- 내면의 기쁨과 옳음, 그리고 정돈됨과 같은 감정에서의 선택과 자의적인 

판단에 의한 감정으로 선택을 구분하기

- 질문의 예: 우리의 공간을 더 밝은 곳으로 만드는 방법은 무엇인가? 위기

에 침착해지는 방법은 무엇인가? 복잡한 상황에서 더 큰 그림을 보는 방법

은 무엇인가? 
미래를 

바라보기

- 마음의 힘이 미래를 창조할 수 있는 도구임을 인식하기

- 의심과 두려움의 부정적인 생각이 적극적으로 행하고자 하는 의도의 에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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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eing 

our 

Future) 

지를 분산시키고 떨어뜨리는 것을 이해하기 

- 계속 집중하려는 몰입의 힘을 잃으면 그 결과 우리의 목표를 이룰 의도의 

힘도 잃게 됨을 이해하기

- 목표에 집중해야 하지만, 역설적으로 그러한 집착을 포기하고 내려놓을 때, 

최상의 성과가 창조됨을 이해하기

- 의지의 힘만으로는 부족하고, 우리 자신을 믿고 내려놓는 연습하기

자기관찰

하기

(Where 

am I 

Now?)

- “나(I)”가 우리 의식의 내용물을 볼 수 있음을 인식하기

- “나”가 위에서 서서 거리를 두고 자기 생각과 의식을 지켜보기

- 자기를 지켜보는 연습으로 자신의 의식을 관찰하는 능력을 개발하기

- 화난 감정을 그저 지켜보고 몸 어디에서 그것을 느끼는지 그저 그 감정에 

휩쓸리지 말고 깊이 호흡하기

- 모든 생각이나 감정이 바다 밑바닥에서 올라오는 거품이라고 상상하기. 그

것을 잡으려 하거나 없애려고 하지 않고 그저 그것들이 떠다니는 것을 지

켜봄으로써 이것은 표면에 닿을 때 터져서 사라짐을 상상하기 

- 자신의 감각과 자신의 몸에 주의를 기울이기

- 자기관찰 연습으로 자신이 감정을 선택하는 것이지 자신이 감정이 아니라

는 것을 자각하기

- 질문의 예: 깊게 숨을 쉬고 자신에게 물어라,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생

각 안에서 길을 잃었나? 하루를 미리 걱정하고 있는가? 뱃속에 든 매듭을 

가지고 씨름하고 있는가? 자신이 몸 밖에서 떠돌아다니는가? 

내면의 

소리듣기

(Hearing 

the inner 

voice)

- 이성의 추론과 감각 이외에 직관을 통한 세계이해방식이 있음을 인식하기 

- 깊은 내면 안에 들어있는 내적인 목소리 자각하기

- 지혜의 전통에 따르면 이것이 고요하고, 작은 목소리, 내적인 교사, 내적인 

빛, 천재적인, 수호천사의 영으로 인식됨을 이해하기

- 질문의 예: “여기서 더 나은 선택은 무엇일까?” “무엇이 진리이고 옳은 것

인가?” 

- 내면에 집중하되 집착을 버리고 내려놓을수록 역설적으로 해답이 나올 것

이라고 믿고 기다리기

- 내적인 목소리에 마음을 열기 위해 멈추고 고요해지기 위해 깊게 심호흡하기

- 내적 관찰 능력인 알아차림으로 내면의 수다를 줄이기

- 긴장을 풀고 내면의 지혜로운 공간으로 이동하기 위해 내면의 특별한 장소

의 이미지(큰 나무 밑이나 마음을 안식을 주는 해변가, 산꼭대기) 상상하기 

- 영감을 주는 글을 읽음으로써 지혜의 자아를 활성화하기 

- 에고의 잡담을 듣는 일상의 습관을 깨기 위해 매주 또는 매일 규칙적으로 

침묵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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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주일에 한 번씩 15분 동안의 지혜로운 침묵이 내적 목소리를 강화함을 

인식하기

- 지금 이 순간에 깊이 현존하기 위해 휴식(pause)하기

내면과 

대화하기

- 내면의 작은 친구를 초대하여 자신에게 질문하기

- 질문의 예: “지금 내게 무엇이 문제인가?” “내 삶은 어떻게 가고 있는가?” 

- 그렇게 질문한 후 내면의 작은 친구의 주의를 내면으로 들어가게 이끌기

- 작은 친구가 가슴이나 심장 안으로 들어간 후 무엇이 나타나는지 지켜보기

- 작은 친구가 길을 잃지 않도록 그런 것들 옆에 서서 거기에 뭐가 있는지 

알아보기 

- 문제가 되는 모든 것이 어떻게 느껴지는지 살펴보고 자신이 어떻게 느껴지

는지 지켜보기

- 그런 후 그 작은 친구가 “관련된” 또는 “질적인 단어”(끈끈한, 어두운, 

딱딱한) 찾아보기

- 다시 단어와 이미지를 사이를 왔다 갔다 하게 해서 그 감정을 느껴보기

- 작은 친구가 적합한 것을 찾게 격려하고 단어나 느낀 감정에 꼭 맞는 것을 

찾도록 변경하고 허용하기

- 그런 다음, 이 문제가 왜 그렇게 느껴졌는지 질문하기 

- 마음을 열고,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함으로써 어떤 정보라도 스스로 알아내기

- 내면에 들어가서 꼭 맞는 단어를 찾게 되면 단절된 에너지가 풀어지고 크

게 긴장을 풀게 됨을 자각하기

- 내면의 관조를 통해 감정적으로 차단된 것을 깨닫고 풀어줄 수 있음을 자

각하기

- 자신이 가진 내면의 힘을 상상함으로써 자신이 가진 에너지를 규칙적으로 

쉽게 풀어낼 수 있음을 자각하기

삶의 교훈 

찾기

(What am 

I here to 

learn?)

- 용기, 기쁨, 힘의 올바른 사용, 인내, 사랑 가득한 친절과 같은 삶의 교훈 

배우기

- 삶의 길을 걸어감에 따라 배워야 하는 삶의 교훈 찾기 예: “탐욕의 교훈

은 관대함과 충분함의 신뢰이다.” “참을성 없는 당황은 인내를 위한 깊

은 호흡으로 초대한다.” “타인을 판단하는 해독제는 인내이다.” “적대

감은 용서의 기회를 열어준다.” 

- 실패를 통한 감정을 그대로 느껴보기

- 눈물과 분노가 좀 가라앉고 나면 자신의 감정을 보고 교훈을 생각하기

- 질문의 예:“시간을 돌릴 수 있다면 무엇을 할까?” “네가 아는 영웅과 

같이 좋은 사람은 어떻게 행동할까?” “네가 사람들에게 여기서 배운 교

훈을 가르친다면 너는 무엇을 말해줄래?”“오직 너를 위해 쓰인 대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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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rt, 2004: 35-42)

네가 영화나 연극에 나온다고 생각하라. 얼마나 잘 그 역할을 하고 있니? 

이 이야기의 도덕적 또는 교훈은 무엇이니? 다음 장면은 어떻게 되니?” 
자기소리

찾기

(Finding 

my voice)

- 자신의 내면세계를 표현하고자 하는 열망을 창조적으로 표현하기

- 그림 그리기, 놀이, 노래 만들기와 같은 예술과 공예로 자기 표현하기

- 자신의 내면의 완전성과 덕스러움을 표현하기

자신을 

단련하기

(Mastering 

myself)

- 외적인 자유(권리와 자유권)의 세계에서 영적 발전을 위한 내적 자유 키우기

-  내적 자유가 우리의 충동에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충동을 조절

하는 것임을 인식하기

- 내적 좌절과 불안에 직면했을 때, 깊은 호흡하기

- 자기 자각을 통해 자기 자신의 내적 드라마에 빠지는 것을 피하게 하기

하지 않기

(not doing)

- 호흡하고 침묵하기. 문젯거리가 떠올라도 저항하지 않고, 붙잡히지 않고 다

시 호흡에만 집중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기

자기인식 

향상을 

위한 

질문하기 

- 잠시 긴장을 풀기

- 지금, 이 순간 나는 어디에 있는지 초점을 맞추기 

- 지난 일을 생각하나? 친구나 가족에 대해 생각하나?

- 나는 어디에 있고,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 깨닫기

깊이 듣기

(deep 

listening)

- 부드럽게 마음을 열고 단어(그림, 사람 등)를 받아들이기 

- 아무것도 하지 말고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온전히 받아들이기

- 단어들과 부드럽게 만나기 

- 따뜻한 바람이 스쳐 가듯 단어들에 흠뻑 젖기

- 마음 안에 떠오르는 이미지, 몸에서 느끼는 감정, 사고들, 정서, 의미, 소리, 

기호, 움직임, 상징, 형태 관찰하기 

- 몸이 어떻게 움직이기를 원하지 느끼기

- 단어가 자신에게 어떻게 공명하는지 생각하기. 깊게 들을 때, 무엇을 원하는지 느끼기

- 이 단어에 대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지 생각하기 

- 잠시 조용히 앉아 아무 판단 없이 알아차리기

자유롭게 

쓰기

(freely 

writing)

-  심호흡을 깊게 하면서 눈을 감고 몸을 이완시키기

- 다시 눈을 뜨고 어떤 한 가지 주제를 정하여 그것에 대해 떠오르는 대로 적기 

- 마음으로 진정하게 말하고자 하는 것을 적어보기 

- 문법과 맞춤법을 생각하지 말고, 누군가가 판단하거나 말이 안 될까 봐 걱

정하지 말고 자유롭게 적어보기

- 그냥 자연스러운 흐름에 맡기기

- 뭐부터 적을지 모르겠다면 "무엇을 적어야 할지 모르겠다.”라고 먼저 쓰

고 계속 이어서 써 내려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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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철학자의 자기 통찰연습 교육방법 

철학자의 성찰 방법에는 아우렐리우스(M. Aurelius)의 성찰방법을 생각

해 볼 수 있다. 아우렐리우스는 스토아학파로서“나날이 일어나는 여러 가

지 사물로 인한 분노와 시기, 증오로 자신을 채우기보다는 사실을 있는 그

대로 받아들이는 것,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이는 것, 삶에서 주어진 패를 

받아들이도록 자신을 훈련”하기 위해 명상록을 썼다고 한다(Steel, 2018, 

김영래 역, 2019: 64). 그가 성찰했던 주제와 내용을 도덕수업에서 활용한

다면 삶의 실존적 본질을 통찰하는 철학적 지혜를 함양할 수 있다.

<표-25> 아우렐리우스의 자기 통찰연습의 주제와 내용

(Steel, 2018, 김영래 역, 2019: 65-72 요약정리)

주제 활동내용

불만 - 하루 동안 일어나는 불만의 원인을 성찰하기

재화의 덧없음
- 지상적 재화들(좋음들)의 덧없는 본질을 명상하여 유혹

을 받지 않고 고통받지 않기 

우주적 질서

- 우리 주변의 우주 또는 좋은 존재 질서에 대한 관조적 명

상하기 

- 모든 사물이 연결되어 있음. 또는 상호 연관성에 대해 

깨닫게 하는 명상하기

- 우리가 우주의 위대한 질서의 한 부분임을 기억하기

감사
- 이 지상의 삶의 시간에 대해 감사의 마음을 키우는 자각

적 의식 하기

삶의 유한함
- 시간과 공간의 광대함에 관심을 두게 함으로써 우리 삶

의 유한함과 상대적인 사소함을 깨닫기 

사유의 자세 - 자신의 경험 흐름을 냉정하게 지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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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아브람스(D. Abrams), 투투(D. M. Tutu), 달라이라마(D. Lama)의 

삶의 실존적 통찰교육

투투주교와 달라이라마는 인류가 종교와 관계없이 삶의 실존적 고통에 

놓여 있고, 해결방법은 종교를 초월하여 관조를 통해 본질직관적 인식훈련

에 있다고 보았다. 지속적인 내적 성찰훈련이 삶의 실존적 고통에서 벗어

나게 한다는 것이다. 그들이 대화를 통해 제시하고, 아브람스가 정리한 삶

의 실존적 통찰방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26> 실존적 통찰교육의 주제와 내용

주제 활동내용

두려움, 분노 

그리고 

슬픔에서 

벗어나는 

연습하기

- 편하게 앉기

- 눈을 감기

- 자신을 괴롭히는 주제나 경험을 고른 다음, 그에 관한 생각과 감정

을 바라보기

- 스스로 “나의 생각은 참인가? 이 생각이 참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확신하는가? 그 생각이 상황에 도움이 되는가? 더 나은 생각이나 상

황에 접근하는 더 나은 방식이 있는가?”라고 자문하기

- 두려움은 정면으로 마주보기

- 분노가 무슨 소용 있는지 자문하기

- 슬플 때는 그동안 받은 위로와 축복을 생각하기

좌절과 

분노에서 

벗어나는 

연습하기

- 눈을 감고 내면에 집중하기

- 자신을 화나게 하는 사람에 대해 생각하고, 그를 자비롭게 생각하기

- 그의 기쁨과 행복을 바라며 진심으로 잘 지내기를 희망하기

- 이 생각을 2주 동안 매일 시도하기

외로움의 

극복 

연습하기

- 사랑하는 사람을 떠올리기

- 그들을 향한 사랑의 감정을 느껴보기

- 그들을 향한 사랑의 감정에서 오는 따뜻함과 열린 마음의 감각을 인

식하기

- 고통을 피하고 행복해지고 싶은 그들의 바람을 상상하기

- 이 바람을 갖기 위해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깊이 생각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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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고 지내지만 친하지는 않은 누군가를 생각해 보기. 자신이 그 사

람이라고 상상을 해보기. 그의 삶, 희망, 꿈, 두려움, 절망 그리고 고

통에 대해 상상하기. 그 역시 고통을 피하고 싶다는 것을 인식하고, 

내 마음속에 깊이 담아두기 

- 이러한 깨달음을 안고 사람들을 대하기

- 주변 사람에게 마음을 엶으로써 만들어진 새로운 연대 속에서 삶을 시

작하기

질투심의 

극복 

연습하기

- 질투할 만한 것을 가진 사람을 상상하기

- 자신의 보편적 인간성을 인식하기

- 그가 가진 것이 그를 얼마나 행복하게 만들었는지 상상하기

- 그의 성공을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마음을 넓혀보기. 그의 행운을 

기뻐하기

성장의 

원동력으로

서의 고통, 

역경 그리고 

질병의 인식 

연습하기

- 자신이 겪고 있는 고난과 역경을 생각하기

- 자신과 같은 상황을 경험하고 있는 다른 사람을 생각하기 

- 다른 사람들을 향한 공감과 연민이 느껴지는지를 살펴보기

- 이 상황이 자신에게 어떤 도움이 될지 생각하기

- 고난과 역경이 준 기회에 감사하도록 노력하기

- “나의 고통과 비슷한 고통을 겪고 있는 다른 사람의 고통을 줄일 

수 있도록 바란다.”라고 말해보기

고통, 역경 

그리고 

타인의 아픔 

이해 

연습하기

- 코로 몇 차례 심호흡하며 마음을 가라앉히기

- 고통을 받는 누군가를 생각하기

- 자신과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들도 고통을 극복하고 기쁨 속에 살고

자 한다는 사실을 깊이 생각하기

- 가슴 깊은 곳에서 다른 사람들이 고통으로부터 자유로워지기를 바

라는 열망을 느껴보기

- 다른 사람들의 고통을 가져오기

- 숨을 들이마시면서, 다른 사람들의 고통이 자신의 자비로운 마음이 

내뿜는 따뜻하고 밝은 빛을 만나 몸에서 빠져나와 사라지는 것을 

상상하기. 자신의 마음의 밝은 빛을 만날 때 어두운 구름과 같은 다

른 사람들의 고통이 사라지는 것을 상상하기

- 자신의 기쁨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기

- 숨을 내쉬면서, 자신의 사랑과 연민, 용기와 자신감, 힘과 기쁨으로 

가득한 빛의 광선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내는 상상을 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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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ma, Tutu & Abrams, 2016, 이민영·정한라 역, 2017: 365-385 요약정리)

- 고통을 가져오고 기쁨을 줌으로써 변화를 일으키는 상상을 반복하

기

죽음 성찰 

연습하기

- 다음과 같은 말을 깊이 생각하며 성찰을 시작하기. “태어난 모든 

것은 죽게 된다. 나도 예외는 아니다.”

- 다음과 같은 말도 깊이 생각하기. “죽음으로 이끄는 조건은 많다. 

죽음은 결코 멈출 수 없으며, 피할 수 없으며, 그 어떤 것으로도 막

을 수 없다.”

- 임종의 순간에 있다고 상상하기. “나는 다른 이들을 사랑했는가? 

다른 이들에게 기쁨을 주고 연민했는가? 나의 삶이 다른 이들에게 

중요했는가?”라고 자문해 보기

- 자신의 장례식을 상상해보기

- 죽은 후, 자신에 대해 무슨 말을 할지 생각해보기 

- 그 순간에 다른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 좋은 이야기를 하도록 바꾸

려면, 지금 자신이 바꾸어야 할 것은 무엇인지 성찰하기

- 다음과 같은 결심으로 마무리하기. “나는 언제나 목적을 가지고 살 

것이다. 시간은 절대로 멈추지 않는다. 그리고 나의 시간을 얼마나 

의미 있게 보내는가는 나에게 달려있다. 나는 가장 깊은 열망과 조

화를 이루며 살 것이다. 그래서 마지막 떠나는 날에 편안하고 후회 

없이 갈 것이다.”

거리 두기를 

통한 균형 

잡힌 관점

연습하기

- 자신이 마주하고 있는 문제나 상황에 대해 생각하기

- 그 문제가 다른 누군가에게 벌어진 일인 것처럼 묘사해보기

- 지금으로부터 한주, 한해 혹은 10년 이후의 관점에서 그 문제를 생각

해보기

- 자신의 삶을 보편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기

겸손 연습하기
- 당신의 현재를 있게 해 준 모든 사람을 생각해보기

- 마음을 열어 그 모든 사람을 향해 사랑과 감사를 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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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피르만과 갈라(J. Firman & A. Galla)의 탈동일시 교육방법

피르만과 갈라는 아사지올리(R. Assagioli)의 정신분석이론을 이어온 정신

분석가이다. 그들은 어린 시절부터 많은 아픔과 상처를 겪게 되면 그로 인

해 만들어진 생존 인격으로 인해 정신적 가치추구능력을 상실하게 된다고 

주장한다. 그들은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탈동일시 연습법을 제시한다

(Firman & Galla, 2002, 이정기·윤영선 역, 2016: 75). 탈동일시 연습법이란 

한마디로 자기 생각과 감정을 자신과 동일시하지 않고 오직 자신의 내면 

안에서 마음이 흘러가는 것을 관찰하는 것이다. 그들은 이 탈동일시의 연

습방법이 서양의 관조, 동양의 위파사나 명상, 참선, 데이크만(A. Deikman)

의 관찰하는 자기(observing self)와 동일한 것으로 우리의 감정과 생각을 

알아차리는 것이라고 설명한다(Firman & Galla, 2002, 이정기, 윤영선 역, 

2016: 1440). 탈동일시 교육방법을 도덕교육에서 활용하면 자신의 인지적 

편향과 무지를 발견하여 자신의 본질에 대한 통찰역량을 함양할 수 있다.

<표-27> 탈동일시 교육활동의 주제와 내용

주제 활동내용

감각 

자각

- 눈을 감고 당신의 신체적 감각, 당신이 듣는 소리, 호흡, 뜨겁고 차가운 감각, 

긴장과 이완을 의식하라. 

- 이 감각들은 당신의 자각 속으로 오고 감을 주목하라. 그리고 당신 자신에게 

물어라. 

- 누가 자각하는가? 이 변화 사이에 있는 나는 누구인가? 이 변화로부터 구별은 

되지만 분리되지 않는 나는 누구인가? 변화하는 감각이 생길 때 각각 변화하

는 감각에 있을 수 있는 나는 누구인가? 

- 당신 자신의 직접적인 경험이 반응하게 허용하라.

감정 

자각

- 당신 감정을 의식하라. 지금 어떻게 느끼는가? 차분함? 흥분? 초조함? 슬픔? 

행복? 

- 그 감정들이 당신의 자각 속에서 오고 가며 계속해서 질적으로 양적으로 변화

할 수 있음을 주목하라. 

- 다시 한번 당신 자신에게 물어라. 

- 누가 자각하는가? 이 변화 사이에 있는 나는 누구인가? 이 변화로부터 구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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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rman & Galla, 2002, 이정기·윤영선 역, 2016: 145-147)

되지만 분리되지 않는 나는 누구인가? 변화하는 감정이 생길 때 각각의 감정

에 있을 수 있는 나는 누구인가? 

생각 

자각

- 당신의 생각을 의식하라. 

- 생각과 이미지가 자각 속에서 지속해서 오고 감을 주목하라. 

- 당신의 마음은 이것을 생각할 수 있고, 그다음 그것을 기억하여 떠올랐던, 그

리고 떠오를 수 있는 이미지를 상기할 수 있다. 

- 이제 다시 한번 질문하라. 누가 자각하는가? 이 변화 사이에 있는 나는 누구

인가? 이 변화로부터 구별은 되지만 분리되지 않는 나는 누구인가? 각각 떠오

르는 생각과 이미지에 있을 수 있는 나는 누구인가? 

신체 

자각

- 당신의 오른발에 대하여 당신이 할 수 있는 만큼 의식적으로 되도록 선택하라. 

- 당신의 자각을 오른발에 집중하여 당신이 할 수 있는 발의 위치, 양말이나 신

발의 감각, 그것이 마루를 어떻게 딛고 있는지, 발가락을 어떻게 구부리는지, 

발등의 느낌, 그리고 차가운 느낌과 따뜻한 느낌을 신중하게 주목하라.

- 그다음 당신의 의식을 옮겨서 당신의 왼쪽 무릎을 자각하라. 

- 옷을 입고 있는지, 다양한 지점에서 어떻게 압력을 느끼는지, 어떤 각도에서 

구부리는지, 편한지 또는 불편한지를 주목하라. 당신의 무릎을 완전히 자각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아라.

- 그다음 당신의 자각이 다시 한번 오른손을 의식하도록 하라. 

- 오른손이 지금 어떻게 느껴지는지, 편안하게 있는지 아니면 꽉 쥐고 있는지, 

뜨거운지 아니면 차가운지, 만지고 있는지 아니면 만져지고 있는지, 손가락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당신의 관심을 집중하라.

- 이제 당신 자신에게 물어보라.

- 나는 지금 나의 자각을 오른발로부터 왼쪽 무릎으로 오른손으로 어떻게 옮겼

는가? 내가 원하는 곳을 자각할 수 있는 이 능력은 무엇인가? 

- 다시 한번 당신의 경험으로 하여금 반응하게 하라. 당신은 당신의 자각을 마

음대로 옮겨놓음으로써 이것을 더 탐색할 수 있을 것이다. 

- 내면에서 당신의 호흡과 육체적 감각과 같은 것들에 초점을 맞추어라. 

- 외적으로 당신의 환경에 있는 다른 물제들에 초점을 맞추어라. 

- 당신의 의식을 당신이 선택하는 곳 어디로든지 옮기는 것을 연습하라. 당신은 

그것을 어떻게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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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에서 통찰역량을 향상할 수 있는 다양한 교수학습 방안을 살펴보

았다. 이러한 교수학습 방안들을 도덕교육에 적용할 경우, 예상되는 현

실적인 어려움을 한번 살펴보자. 먼저, 통찰역량은 지속적 훈련을 통해 

길러질 수 있는데 도덕수업의 적은 시수는 자기 자각의 지속적인 훈련을 

어렵게 함을 예상할 수 있다. 중학교의 1, 2학년의 경우엔 주 2회, 3학년

의 경우, 주 1회의 간헐적인 도덕 수업만으로는 자기 자각 훈련으로 통

찰역량을 길러준다는 것은 절대 쉽지 않음을 예상할 수 있다. 그럼에도 

매시간 자기 자각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짧은 시간 동안이라도 꾸준히 

판단없이 지켜보는 관조의 훈련을 가르치고 훈련한다면 자신의 내적인 

삶을 돌 볼 기회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다음으로, 어떻게 통찰역량을 

평가할 것인가에 대한 어려움이다. 자기 생각과 말과 행위를 판단 없이 

지켜보는 관조를 통해 인지적 편향과 무지에서 벗어나 참된 자기를 발견

하고, 삶의 본질을 꿰뚫어 보는 지성이 잘 발휘되는 통찰역량은 내적 노

하우, 삶의 방식, 가치, 태도를 포괄하는 말이므로 평가 가능해야 한다. 

통찰역량 평가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평가방법을 활용해 

볼 수 있다.

<표-28> 통찰역량 평가의 예

단원 바람직한 자아정체성형성 대상: 중학교 1학년 차시 : 4차시

목표 - 도덕적 자기인식·존중·조절하기

내용 - 자신의 인지적 편향과 편견 찾기

평가방법

자기관찰하기
- 반복적 습관적으로 행하는 자신의 생각, 말, 행동을 관찰하여 

기록하기

자기교정하기 - 자기관찰을 통한 자신의 인지적 편향과 편견 찾아 기록하기

참된 자기찾기
- 인격적으로 성숙한 참된 자기를 찾기 위해 노력할 점을 서술

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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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초월역량 향상 교수·학습방법

철학적 지혜를 가진 사람의 분명한 특징은 자기중심성에서 벗어난 초월

성을 가진다는 것이다. 인간의 초월성은 존재의 아름다움과 선함을 체험하

거나 타인과 자연, 우주와의 깊은 연결의식을 느낄 때 드러나게 된다. 헤

이와 니에(D. Hay & R. Nye)는 연결의식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1) 연결의식이란 자신, 타인, 세계, 초월성에 대한 인식이다. (2) 연결의식

은 성숙한 인간 능력의 표시이다. (3) 연결의식을 저평가하는 문화적 압력

에 직면하게 되면 연결의식의 능력은 억압된다. (4) 아이들은 6가지 조건

(공간, 과정, 상상력, 관계, 친밀감 및 신뢰)에 놓여있을 때, 연결의식이 성

장할 수 있다. (5) 연결의식의 향상은 정신적 안녕을 증가시킨다(Minor & 

Grant, 2014: 214). 이러한 두 사람의 주장은 미로와 그랜트(C.V. Minor & 

G. Grant)의 경험적 연구를 통해 사실임이 증명되었다(Minor & Grant, 

2014: 213). 이처럼, 인간의 연결의식은 초월성이라는 인간의 높은 의식의 

성장과 정신적 행복감과 직접적으로 연결된다. 

드 수자(M. de Souza)는 인간의 정신성이 타인과의 연결성으로 드러나기

에 타인과의 연결성을 촉진하는 학습모델이 필요함을 강조한다(de Souza, 

2006: 165). 시겔은 인간의 거울 신경세포가 서로의 내면을 비추고 공명하

여 상호공감과 깊은 연결감을 느낄 때, 가장 큰 행복함과 안전감을 느끼게 

됨을 알려준다(Siegel, 2012: 34,4-34,6). 반대로 괴롭힘과 같은 행위의 순간

은 낮은 단계의 자아상태로서 오직 자기중심성만이 존재하며 타인과의 연

결이나 공감을 일체 체험할 수 없기에 진정한 행복을 맛볼 수 없게 되는 

것이다. 드 수자(de Souza)는 인간의 초월적 정신성을 함양하고 상호연결

성을 체험할 수 있도록 교육에서 이야기를 공유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이 

제공되어야 하고, 교실이 환대하는 따뜻한 공동체가 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de Souza, 2006: 165). 특히, 내적 성찰이 담긴 따뜻함을 드러내는 이야기

는 학생들에게 거울 신경세포를 통해 친구가 보여주는 선함에 공명하게 

된다. 서로 공감하는 가운데 자기중심성은 힘을 잃게 되고, 서로 연결되는 

에너지의 체험이 일어나는 것이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인간이 우정을 통해 

서로 내면에 있는 선함을 발견하고 공명할 때, 가장 자연스럽고 인간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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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여겼던 것을 기억해야 한다. 

이렇게 인간은 아름다움과 선함, 고귀함, 타인과 세계, 우주와의 연결감

을 느낄 수 있는 초월적 존재이다. 초월성은 자기중심성이나 두려움이나 

불안 속에서는 결코 체험할 수 없다. 오직 아름다움과 선함을 느낄 때, 마

음이 평화로워지고, 타인과의 고립감이나 분리감 또는 단절감을 느끼지 않

게 되며, 타인과 깊은 연결감과 초월감을 느낄 수 있다. 따라서 철학적 지

혜의 초월역량은 아름다움과 선함을 일깨울 수 있는 이야기, 음악, 활동과 

같이 정서를 동반하는 지성의 본질직관 위주의 교육으로 길러질 수 있다. 

특히, 자연과 예술을 활용하는 수업은 학생들의 정서를 안정시키고 학생 

간의 연결성을 체험하게 한다. 카스(J. D. Kass)는 공동체 안에서 감각 운동 

인식, 움직임과 춤, 음악, 노래, 개인 예술 작품, 명상적 침묵이 그러한 교육

적 효과가 있음을 전한다(Kass, 2015 : 53-56). 

수호(C. Suhor) 역시 미적 경험은 창작의 즐거움과 통찰력의 빛을 제공하

는 좋은 수단이라고 보았다. 그에 따르면 예술적 창작의 경험은 미적 절정에 

도달하는 기쁨을 제공하고 인간의 정신성을 깨닫게 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

에 교육에서 미적 경험을 활용한 수업이 필요함을 강조한다(Suhor, 1999: 

12-16). 밀러(L. Miller) 역시 추상적, 분석적 사고가 아닌 비선형적이고 성

찰적이며 시각적인 방식에 의한 교육이 인간의 정신적 가치를 일깨울 수 

있음을 주장한다(Miller, 2007: 17). 그녀는 예술을 교육의 도구로 활용할 

때, 상징과 은유를 통해 인간의 무의식 속에 있는 정신성(spirituality)이 드

러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녀에 따르면, 그림, 문학작품, 음악, 다큐멘터리 

영화는 학생에게 실증주의와 객관주의에서 비롯된 논리적, 비판적 사고에

서 벗어나 비논리적인 삶의 경험을 접할 수 있고, 내면의 정신적 가치를 

일깨울 수 있다는 것이다(Miller, 2007: 20-35). 따라서, 이 장에서는 학생들

이 자신과 세계와의 깊은 연결감을 체험하고 아름다움과 선함과 같은 정

신적인 가치를 체험하게 하는 도덕교육방법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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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하트(T. Hart)의 최고선의 자각 수업방법

초월역량은 상징과 은유의 훈련을 통해 길러진다. 시각화 기법은 관조의 

방법으로 깊은 이완 상태로 이끌고, 예기치 않은 상상력과 초월역량을 제공

할 수 있다. (Hart, 2004: 39) 이런 활동은 깊은 초월의 경험을 제공하고 내적

인 안정감과 평화를 체험할 수 있게 한다. 젠드린(E. Gendlin)은 지혜로운 사

람을 방문하기, 산에 오르기 (어떠한 도전을 대표하는), 성스러운 장소에 방

문하기와 같은 내적 시각적 상상력 훈련이 내적 성찰을 일깨워 줌을 지적한

다(Hart, 2004: 39). 이 관조적인 인식방법은 학생들에게 내면 안에 쉼을 체

험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것과 상상력을 통해 사유를 초월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할 수 있다. 내면의 깊은 관조는 내적인 상상력을 키우고, 자신 

안의 도덕성을 자각하고, 마음의 평온함을 느낄 수 있게 하는 것이다.

깊게 호흡을 내 쉬고, 좌석에 앉고, 눈을 감고, 휴식을 취해라. 자연 속에서 완

전히 편안한 모습으로 있는 너 자신을 상상해보아라. 부드러운 바람을 느끼고, 냄

새도 맡아봐라. 얼굴에 닿는 온도, 하늘의 색깔, 땅의 촉감, 몸의 느낌까지 상상해

보아라. 잠깐, 평화안에 머물러라. 상상할 수 있는 한 기쁘고, 편안한 장면을 느껴

보아라. 이제 거기서 떠나 숲으로 이어져 있는 잘 닦아져 있는 오래된 길이 있음

을 보아라. 그 길을 따라가면서 발에 닿는 촉감과 가깝고도 먼 소리, 빛, 채소들, 

광야의 삶, 길을 따라 더 깊이 들어갈 때 나는 향기들까지도 주의해서 보아라. 숲

속으로 들어갈수록 그 길은 더 점점 좁아지며 그 끝에 개천이 보인다. 그 개천을 

건널 때 잠시 멈추어 물이 흐르는 소리를 듣고 몸으로 느껴라. 다시 길을 따라가

면 숲속을 벗어나 언덕이 많은 눈부신 목초지가 보인다. 그 밝은 빛 아래로 들어

가 언덕의 비탈에 자리하고 있는 거대하고 오래된 나무를 보아라. 그 나무로 걸어

가 나무 아래에 앉아서 나무의 웅장함을 느끼고 고마워해라. 그 나무가 전해주고 

싶은 메시지가 있을 수도 있으니 나무의 기운을 온전히 느끼며 나무가 전하고자 

하는 말들에 집중하라. 깊은 호흡을 하고 침묵하며 잠시 사색하라. 이제 다시 왔던 

길을 되돌아와라. 다시 숲속으로 들어와서 개천을 건너고 이 여정을 시작하던 출

발점으로 거슬러 와라. 어디로 떠나든 언제든지 다시 이 출발점으로 되돌아올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라. 이제 완전히 깨어날 때가 되었다. 다시 교실로 돌아왔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진행자의 눈을 쳐다봐라. 곧바로 자신의 경험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거나 일기장에 기록해라. 몇 명이나 출발할 수 있는 장소를 찾았나? 몇 명이나 

나무를 찾았나? 그 나무가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었나(Hart, 2004: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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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스틸(S. Steel)과 하트(T. Hart)의 ‘선자체’의 회상 수업방법

스틸(S. Steel)은 플라톤의 ‘선자체’의‘회상’을 수업방법으로 제시한다. 

플라톤은 우리 안에 내재된 ‘선자체’에 대한 기억을 지니고 있다고 본다. 

우리는 회상을 통해 선을 기억해 낼 수 있다. 무엇보다 어린이는 수용적이고 

개방적인 시야로 세상을 경이롭게 보기 때문에(Steel, 2018, 김영래 역, 2019: 

84) 학생들은 어린 시절 체험했던 진, 선, 미의 강렬한 자각을 회상하게 함으

로써 내면의 도덕성을 일깨우고, 도덕적 정체성을 형성할 수 있다. 

인간이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부모의 집에서의 어떤 좋은 기억, 특히 어린 

시절의 추억보다 더 높고, 더 강렬하며, 더 건강하고, 더 유용한 것은 없다는 것

을 알아야 한다. 너희는 교육에 대해 많은 말을 들었겠지만, 어린 시절부터 보존

된 아름답고 신성한 기억이 아마도 최고의 교육일 것이다. 누군가가 그러한 좋은 

추억을 많이 저장하고 있어서 이를 삶 속으로 가져간다면 그는 평생 구원을 얻을 

것이다. 우리 마음속에 오직 한 가지 좋은 기억만이 남아 있을지라도, 그것은 우

리의 구원을 위해 언젠가는 도움을 줄 수 있다(Steel, 2018, 김영래 역, 2019: 83). 

추억의 회상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진행될 수 있다. 먼저, 떠오르는 행

복한 기억을 자연스럽게 떠올려보게 한다. 막연히 어떤 것을 떠올려야 할

지 모르는 학생들에게 다음과 같은 예시를 제시한다. (1) 진, 선, 미의 최고

선 체험, (2) 자신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 “다른 사람, 사물, 동물, 하늘, 

이미지, 세계, 즉 모든 종류의 사물을 깊이 인식”하고 사랑하는 초월의 

체험, (3) 우주 만물과 내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고 느꼈던 체험, (4) 완전

한 기쁨과 완전한 사랑의 체험, (5) 깊은 몰입과 같은 영원한 순간에 있었

던 체험, (6) 완전한 선행의 기쁨의 체험의 사례 등이 있다. 다음으로 관조

적 성찰을 통해 선의 이데아를 회상하게 한다.

숨을 깊게 들이마시며 편하게 자리에 앉아라. 몸을 이완시키는 동안 사랑, 보

살핌, 인정을 받은 느낌이 가득한 가슴 쪽에 집중하라. 가슴을 통해 천천히 숨을 

들이쉬고 숨을 내뱉는다고 생각하라. 5초 동안 숨을 들이쉬고 5초 동안 숨을 내

쉰다. 이제 인생에서 완전한 기쁨을 느끼고 행복했던 순간에 집중하며 그 감정을 

오롯이 느껴라. 그동안 잊고 있었던 다른 아름다운 기억들도 떠올려보고 그때 느

꼈던 감정을 온전히 느껴보라(Hart, 2004: 3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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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SSEHV의 정신적 가치추구 수업방법

SSEHV는 초등과 중학교에서 실시되는 대표적인 인성교육 프로그램이

다. SSEHV의 핵심가치는“나보다 더 큰 진리가 있다. 사랑은 동사이다. 평

화로운 상태에서 나는 용서를 발견한다. 나는 올바른 행동으로 언제 받아

들이고 거절해야 하는지 안다. 비폭력으로 우리는 화합할 수 있다.”이다. 

SSEHV의 교육방식은 함께 활동하고, 함께 침묵하며, 함께 노래함으로써 

정신적 가치를 일깨우는 것이다. 특히, 마음을 고요하게 만드는 침묵을 내

면의 소리와 감정을 잘 듣는 것으로 인식하여 행복의 필수요건으로 강조

한다. 내적 초월역량은 정신적 가치를 일깨우는 교육에 초점이 맞추어질 

때 길러진다. SSEHV의 정신적 가치추구방법들을 살펴보자. 

<표-29> 정신적 가치 인식교육 주제와 내용

주제 내용

진실성

- 음악을 들으면서 누군가에게 상처 주지 않기 위해 힘들었지만, 진실을 

이야기했을 때를 떠올려 보기

-  진실을 말했을 때의 기쁨을 느껴보기

- 그렇게 한 자신에게 축하하기 

- 진실을 말함으로써 자신이 세상을 좀 더 좋은 곳으로 만들었음을 기억하기

- 자원자를 받아 이야기 나누기

- 이야기의 주제: 내게 어려운 일이었지만 남에게 아픔을 주지 않으려고 

진실을 말했을 때, 나는 ... 을 느꼈다. 내가 진실을 말하는데 실패했을 

때, 나는 ... 을 느꼈다.

- 각 모둠에서 진실을 말하면 나쁜 점 3가지, 거짓말을 하면 좋은 점 3가

지, 가끔 내가 진실하기 어려운 이유 3가지를 논의하기

- 학급 전체에서 “절반의 진실은 완전한 거짓이다(유대 속담).” 토론하기

- 직접적인 거짓말은 하지 않더라도 진실하지 못하게 행동할 수 있는 방

식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논의하기

- 어떻게 거짓말과 태만(truancy)이 나중에 범죄로 이어질지 논의하기

성실
- 나쁜 일인지 알면서 하고 있던 어떤 때를 떠올려보기

- 나쁜 일이 누구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 생각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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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일이라도 다시 나쁜 일을 극복할 수 있고 바르게 돌려놓을 수 있

음을 기억하기 

- 어떤 작은 일이라도 자신을 기분을 좋게 하는 것이 있음을 생각하기

- 앞으로 하고 싶고,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생각하기

- 이것을 성공적으로 하는 자신을 떠올려보기 

- 이렇게 행동하는 자신에 대해 좋은 기분을 느끼고 자신을 축하하기

- 잘못한 것이 무엇이든지 자신을 이제 용서하기 

- 자신이 어떤 것을 하는 모습을 상상하기 

- 나온 결과에 대해 기쁨을 느끼기

- 5분 동안 친구랑 “내게는 어려웠지만 성실하게 행동했을 때 ... 을 느꼈

다.”, “성실하게 행동하지 못했던 때 ... 을 느꼈다.”에 대해 이야기 나

누기

- 이야기 후 자원자가 자신의 사례를 발표하기

- 올림픽 경기 같은 스포츠 경기 비디오를 보고 참가자들이 추구하는 가

치를 이야기하기

정신성

- 후각, 미각, 시각, 촉각, 청각으로 자신의 삶을 즐겁게 한때를 떠올리기 

- 생각의 예: 위험으로부터 구해졌던 때, 다른 사람을 더 잘 이해하도록 

도왔던 때, 문제를 풀었던 때

우정

- 교실에 있는 자신을 자각하기 

- 자신의 알아차림을 교실, 건물, 도시로 넓혀보기 

- 세상이 지구 전체를 다 덮을 만큼 확대되고 있음을 상상하기 

- 모든 사람이 형제 또는 자매이고 모든 사람이 서로의 보살핌이 필요하

다는 것을 인식하기. “나는 ... 의 보살핌이 필요하다.”

-  가족, 친구, 이웃, 나라의 모든 사람에게 좋은 감정을 쏟아주는 것을 

상상하기 

- 전 세계와 우주까지도 좋은 감정을 쏟아주는 것을 상상하기. 그래서 사

랑의 감정이 온 세상에 가득하게 만들기

- 우리가 우리 삶을 잘 보살피면 세상도 우리 모두도 살기 더 좋은 곳이 

될 것을 인식하기 

자기

조절

- 다른 사람 때문에 화났던 때를 떠올려보기 

- 그때의 화를 느껴보기 

- 조심스럽게 무엇 때문에 화가 났는지 살펴보기. 이유가 자신이 갖고 싶

었던 것을 갖지 못해서였는지, 불공정한 때문인지 생각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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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예의 바르게 화가 났고, ... 이런 이유 때문이었다

고 이야기하는 것을 상상하기 

- 또는 그 상황에서 벗어나 그냥 걷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상상하기 

- 시원한 물 한잔을 마시면서 화난 열기를 떠나보내는 것을 상상하기 

- 네 마음이 점점 더 차분해지는 것을 상상하기 

- 자신이 소리를 지르거나 모욕하거나 사람을 때리지 않고도 상황을 해결

할 수 있음을 깨닫기 

- 그래서 자신을 통제한 자신에게 축하 보내기. 그리하여 자신이 좀 더 

평화롭고 행복하게 느끼기

- 브레인스토밍과 토론의 주제: “어른들이 ... 할 때, 마음이 아프다.” 

“젊은 사람들이 ... 할 때, 마음이 아프다.”“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

에게 상처 주는 일을 할까?”“우리가 화가 날 때, 질투심이 들 때, 지

루할 때,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거나 물건에 손대지 않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 

- 갈등이 종종 다른 사람의 감정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남을 인식하기

- 다른 사람의 감정을 아는 것이 공감이며, 다른 사람에게 무엇이 문제였

는지, 어떻게 상황을 보고 있었는지 주의 깊게 들어주는 것이 갈등 해

결에 도움이 됨을 인식하기

- 자신이 정말 화났던 때를 떠올려 적어보기(어떻게 느꼈는지? 어떻게 반

응했는지? 그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더 나은 방법은 없는지?)

개인적 

자원들

- 강둑을 따라 걷고 있는 자신을 상상하기 

- 상상의 예: 공기는 서늘하고 깨끗하다. 강은 계곡을 지나 크고 고요한 

호수로 흐르고 있다. 물이 바위를 치는 소리를 듣는다. 시원하고 하얀 

물줄기가 흩어지는 소리도 듣는다. 만약 좋다면, 호수 안에 발을 넣어 

적셔본다. 수건과 수영 도구들이 가방 안에 있다. 물은 태양의 열기 아

래에서 시원하고 신선하게 느껴진다. 수영한 후, 강둑으로 돌아간다. 부

드러운 잔디 위에 올라간다. 몸을 말리고 옷을 갈아입는다. 이제 다시 

돌아갈 시간이다. 

존중

- 누군가 자신에게 어떤 일을 해줘서 사랑받고 있다는 느낌과 소중하게 

여겨진다는 느낌을 받은 때를 떠올리기

- 자신이 따뜻한 분홍색 불빛 속에 둘러싸여 있음을 상상하기 

- 불빛 속에 잠겨서 따뜻함, 풍요로움과 안전함을 느껴보기 

- 자신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 느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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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신이 돌볼 가치가 있는 존재임을 인식하기

인류애

- 나보다 힘든 사람을 도왔던 때를 생각하기 

- 선행의 즐거움을 느껴보기 

- 기쁨이 자신의 행동에서부터 호수의 잔물결처럼 퍼져나가는 것을 상상

하기 

- 자신이 선행을 위해 조직하고 실행하는 것을 상상하기 

- 선행의 즐거움을 느끼기 

- 선행의 기쁨과 행복이 자신의 행동에서부터 호수의 잔물결처럼 퍼져나

가는 것을 상상하기 

용서와 

감사

- 네게 어떤 방식으로 기분 나쁘게 대해 온 어떤 사람을 생각하기 

- 그 사람에 대해 지닌 불편한 감정들을 상상하기

- 그러한 감정들이 사라지는 것을 상상하기 

- 이 사람에 대해 좋아할 만한 것이나 가치 있는 것들을 상상하기 

- 자신이 이 사람에게 잘 지낼 수 있도록 어떤 것을 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을 

상상하기

- 우정에 감사하는 감정을 느끼기

환경

돌봄

- 세상이 지구를 뒤덮을 만큼 확장되는 것을 상상하기

- 자신의 부드러운 호흡을 알아차리기 

- 부드러운 생명력이 행성을 통과하여 뻗어나가는 것을 느끼기 

- 모든 사람들, 동물들, 나무와 식물들, 이 모든 것에 대한 사랑을 자각하기

- 모든 것에 대한 평화와 행복에 대한 소망을 자각하기  

직관

- 타인의 개인적 기분이나 경험을 말하고 다니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에 

대한 확신(confidentiality)과 신의의 중요성에 대해 일깨우기

- 자신이 마음의 소리를 들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그리고 지금 

그 일에 대해 어떻게 느끼는지 이야기를 나누기

- 진리의 목소리나 양심은 결코 자신을 해치거나 다른 사람을 해치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기

실수

에서 

배우고 

실수

받아들

이기

- “실수는 없고, 교훈만 있다. 성장은 시련(trial)과 잘못, 실지훈련

(experimentation)의 과정이다. 실패한 실험들(experiment)은 절대적으로 

작업의 한 과정일 뿐이다.”라는 문장을 토론하기

- 잠자리에 들기 전에 개인적인 영화의 주인공이 되기 

- 하루를 돌아보며 자신에게 다음과 같이 질문하기. “내가 더 잘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일까?” “어떻게 말했으면 좀 더 친절하게 말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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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athyasaiehv.org.uk/Workbook%20Lesson%20Plans/page%202.htm#book3.

pdf에서 2021.6.20.인출. 요약정리)

있었을까?” “내가 어떻게 더 잘 도울 수 있었을까?”

- 자신에게 친절을 베풀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기. “내가 했던 실수를 받

아들인다. 그러나 다음에는 상황을 좀 더 다르게 낫게 만들어 자신과 

타인에게 상처를 입히지 않을 것이다.”

-  자신에 대해 알게 된 유용한 정보를 기록하기. 상황을 다룰 때 달라진 

점을 적기. 자신이 알게 된 개선된 점에 대해 스스로 축하하기 

공감

/

공정

- 누군가 자신에게 개인적인 감정과 경험을 나누었을 때, 비밀을 유지하

는 것이 가장 필요한 일임을 일깨우기

- 딕팩 초프라(Deepak Chopra)가 한 말을 잠시 성찰하고 이야기 나누기

“바깥 세상은 자신의 내면의 실체(reality)가 반사(reflect)된 것임을 알

아라. 내가 사랑으로 반응하든 증오로 반응하든 강하게 반응했던 사람

들의 모습이 바로 네 내면의 투사(prjection)이다. 네가 가장 증오하는 

것이 자신의 내면에서 보고 싶지 않아 부정하는 것이다.”

- 자신의 실체(reality) 선택하기 게임하기

- 상대 친구를 보고 눈을 맞추면서, 다음과 같이 얘기하기. “나는 이 친

구가 나를 좋아한다는 것을 믿는다” 그것을 계속 생각한 후, 2분 후에 

다시 다른 신념에 집중하기

- 상대 친구의 보고 눈을 맞추면서, 다음과 같이 얘기하기. “나는 이 친

구가 나를 좋아하지 않고 어떤 식으로 나에게 상처를 준다.” 그것을 

계속 생각한 후, 2분 후에 다시 다른 신념에 집중하기

- 상대 친구의 보고 눈을 맞추면서, 다음과 같이 얘기하기. “나는 이 친

구가 내게 교훈을 줄 만한 멋진 것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것

을 계속 생각하고 2분 후에 다시 다른 신념에 집중하기

- 상대 친구의 보고 눈을 맞추면서, 다음과 같이 얘기하기. “나는 이 친

구가 순수한 존재이고, 무한하고, 영원한 사랑스럽고 사랑받을 만한 존

재임을 믿는다. 그 자신으로 완전한 존재이다” 그것을 계속 생각하고 

2분 후에 상대 친구와 바꾸어서 다시 하기

- 4개의 신념을 선택했을 때 각각 감정과 내면의 반응이 어떠했는지 질문

하기

- 어떻게 자신의 내적 상태가 상대 친구에게 투사할 수 있는지 깨닫기

http://sathyasaiehv.org.uk/Workbook%20Lesson%20Plans/page%202.htm#book3.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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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SEE Learning의 사회와의 연결성 인식교육방법72)

SEE Learning 프로그램에서는 타인과의 연결성을 자각하는 수업방법들

을 찾을 수 있다. 이 수업방법들은 상호의존성을 이해하는 데 초점이 맞추

어져 있다.

<표-30> SEE Learning의 타인과의 연결성 인식교육의 주제와 내용 

(Emory University, 2019b: 297-320 요약정리)

72) SEE Learning의 사회와의 연결성 인식교육을 위한 구체적인 수업사례는 부록
(228-229)에 제시되어 있다.

주제 내용

보살핌 

상호

의존성

- 아이가 성장하면서 받게 되는 다양한 친절, 관심, 지원들을 나열하기

- 개인이 어떻게 상호의존하고 공동체로부터 영향을 받을 수 있는지 살

펴봄으로써 상호의존성과 시스템에 대해 탐색하기

- 삶에서 자신이 타인에 의해 보살핌을 받는 방식을 알아보고 수없이 

많은 사람이 자신의 안녕에 이바지하고 있음을 깨닫기

시스템적 

사유탐색

- 시스템적 사고 원리들을 적용하는 방안을 탐색하기

- 학교 시스템 작동 방식을 탐색하기

- 개인들이 학교 시스템 내에서 어떻게 영향을 주고받는지를 탐색하기

- 시스템의 한 부분을 바꿈으로써 다른 부분의 시스템도 바꿀 수 있게 

됨을 인식하고 그 방법들을 탐색하기

순환고리

의 탐색

- 순환고리의 긍정성과 부정성을 인식하기

- 친절과 비열함이 어떻게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순환고리를 만드는지 탐

색하기

- 부정적 순환고리를 긍정적 순환고리로 바꾸는 방법을 모색하기

사건과 

체계적 

사고

-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시스템적 사고를 포함하여 개인의 행동에 영향

을 끼치는 개인적, 사회적, 시스템적 구조를 분석하기

- 우리가 타인의 상황과 우리 자신의 상황을 더 잘 이해하고 더 잘 공

감하고, 더 나은 해결책을 찾을 수 있는 행동으로 이끌 수 있는 성숙

한 체계를 탐색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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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카나토(J. cannato)의 우주와의 연결성 인식교육 방법

카나토(J. Cannato)는 인간이 세계와 우주와 깊이 연결되어 있음을 한없

이 경이로움과 경탄으로 바라볼 수 있는 정신적 존재이지만, 그 같은 연결

성을 깨닫기 위해서는 우주와 세계를 관조적으로 바라보는 인식훈련이 필

요하다고 주장한다(Cannato, 2006, 이정규 역, 2013: 13-15). 그녀의 관조를 

통한 본질직관적 인식방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31> 우주와의 연결성 인식교육의 주제와 내용

주제 내용

패러다임의 전환

- 코페르니쿠스가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 아니라 태양 주위를 돌

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상황을 상상하기

- 그가 얼마나 놀랐을지, 그가 느꼈을 두려움과 불확실함 등을 

생각하기

- 상상 안에서 코페르니쿠스에게 그 경험이 어땠는지 말을 걸어

보고, 신념체계를 바꾸는 어려움을 질문하기
- 아인슈타인이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는 것을 감추기 위해 식을 

바꿨을 때의 경험을 상상하기

- 그가 두려워하고 염려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기

- 삶에서 자신이 믿어왔던 강력한 신념을 바꾸는 패러다임의 전

환과 같은 경험이 존재하는지 생각하기

- 그러한 사고의 전환이 일어날 때 어떻게 대응할지 성찰하기

우주의 탄생

- 눈을 감고 천천히 우주에서 생명의 시작을 상상하기. 빛과 입

자들이 충돌하고, 별들이 나타나 은하가 만들어지며, 그 은하

들이 충돌하고 원소들이 만들어지고, 초신성이 폭발하고 태양

계가 나타난 후, 지구가 탄생하고, 그 위에서 생명체가 등장하

는 모습을 상상하기

빅뱅

- 시간이 시작되던 순간에 불덩어리가 찬란하고, 웅장하게 터져 

나오던 그 순간에 자신이 있다고 상상하기

- 우주가 팽창하면서 광자가 바깥으로 움직이며 빛이 퍼져나가

는 것을 눈앞에 보면서 우주의 팽창이란 에너지가 확장되는 

것임을 인식하기

- 별들과 은하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것을 상상하기

- 지구와 지구 위의 모든 피조물이 빛의 에너지임을 상상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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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신의 몸이 빅뱅에서 온 빛으로 이루어진 에너지임을 상상하

기

- 몸 세포 하나하나, 의식의 구석구석, 경험 하나하나에 빛의 에

너지가 새겨있음을 상상하기

홀론

- 눈을 감고 자신의 몸을 느껴보기

- 몸에서 느껴지는 느낌들, 무게감과 길이와 넓이를 느껴보기

- 몸 안의 장기들과 근육, 뼈, 신경계를 내면의 눈으로 바라보기

- 세포 하나하나, 다음에는 분자를, 그 다음에는 원자를 들여다

보기

- 원자 단계에서는 물질보다 에너지에 가깝다는 것을 인식하기

- 그때는 다른 것을 나누는 확연한 경계가 없음을 인식하기

- 자신이 더 큰 에너지 일부로서 그 에너지를 나누고 있음을 인

식하기

- 자신이 많은 부분들로 이뤄져 하나의 전체를 이루고, 동시에 

더 큰 전체, 즉 모든 생명을 포용하는 전체 일부임을 자각하

기

- 홀론이 가진 네 가지 역량인 자기 초월, 자기 소멸, 자기 보전, 

자기적응을 인간에게 적용하여 설명하기

블랙홀

- 우주선을 타고 블랙홀 근처를 항해하는 모습을 상상하기

- 엄청난 힘으로 당기는 중력으로 주변의 빛이 붉게 변하는 것

을 지켜보기

- 우주선이 블랙홀로 끌려가면서 압력이 점점 커지는 것을 

느끼기

- 자신의 몸이 블랙홀 안에서 점점 길게 늘어나 찢어질 듯 당겨

짐을 느끼기

- 암흑 속에서 빛이 나타나 블랙홀을 없애는 것을 상상하기

- 삶에서 블랙혹을 체험했던 때를, 어둠에 삼켜져 사라지는 것 

같은 때를 떠올리기

- 그 어둠이 어떻게 생긴 것인지 생각하기

- 그 어둠에서 빠져 나오는데 도움이 된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기

- 자신을 구해낸 빛에 해당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기

우주

- 지구에서 약 120억 광년이 떨어진 우주 먼 곳으로 여행을 떠

난다고 상상하기

- 우주 공간에 무리 지어 있는 은하단을 지나가며 중력의 힘이 

은하단들을 하나로 묶고 있는 것을 지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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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nnato, 2006, 이정규 역, 2013: 58-59, 76-77, 92-93, 178-179, 198-199, 

218-219, 236-237, 258-259 요약정리)

- 은하단들 얼마나 빠르게 회전하고 있는지 살펴보기

-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로 묶어 주는 힘으로 연결되어 움

직이고 있는 은하들을 지켜보기

- 은하들이 연결되어 있지만, 우주가 팽창 중이라는 것을, 우주

의 시간과 공간이 팽창하고 있는 것을 인식하기

- 보이지 않는 내면의 힘, 에너지에 의해 자신이 좀 더 온전하

게 통합되었던 때를 생각하기

초신성

- 초신성이 폭발해 태양이 탄생하는 현장에 있다고 상상하기

- 뜨겁게 타오르던 거대한 별이 붉게 변하다가 폭발하고 그 자

해가 수십억 조각으로 흩어져 우주 공간에 물결처럼 퍼져 가

는 것을 지켜보기

- 초신성에서 나온 잔해가 커다란 수소 구름과 부딪히고, 이내 

작은 조각조각들이 중력에 끌려 새로운 별로 모양을 갖추는 

모습을 그려보기

- 새로 갓 태어난 태양이 주기적으로 회전을 시작하고, 그 주위

에 행성이 자리를 잡는 모습을 지켜보기

- 수성, 금성, 지구, 화성,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 ... 지구에 

주의를 돌려 뜨겁던 지구가 식으면서 단단한 땅이 만들어지고 

낮은 곳으로 흘러 고인 물이 바다를 이루고, 생명이 등장하는 

것을 지켜보기

- 인간의 생명이 태양과 얼마나 가깝게 연결되는지 느껴보기

- 자신의 삶에서 초신성 체험을 떠올리기. 고통스럽지만 우주에 

꼭 필요한 부분인 생명-죽음-생명-죽음을 만나는 곳은 어디인

지 생각하기

인간

- 자신을 우주 일부라고 상상하기

- 자신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지켜보기

-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고, 모두가 하나라는 실재를 인식하기

- 인간이 만나는 창조계의 모든 피조물이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자각하기

- 인간이 다른 피조물과 분리되거나 우월하게 생각할 때 일어나

는 문제점을 살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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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에서 살펴본 초월역량 향상을 위한 교수⦁학습방법들은 인간의 정

신성과 타인과 세계와의 연결성을 길러주는데 최적화되어 있기에 도덕교

육에서의 활용도가 매우 높다. 분명, 폭력과 이기주의가 만연한 이 세상

을 좀 더 나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교육을 통해 정신적 존재로서의 

인간 본질을 일깨워 주는 길밖에 없다. 그런데 초월역량을 길러주기 위

해서는 다음과 같은 전제가 필요하다. 먼저, 인격적 교사의 모범이 필요

하다. 교육의 대상은 정신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청소년이고, 이들은 교

사를 모방하며 배우기에 학생들의 초월역량을 길러주기 위해서는 특별히 

내적으로 성숙한 교사가 필요한 것이다. 내적 성숙함을 갖춘 교사가 마

음을 열 수 있도록 따뜻한 분위기를 유도하지 않는다면 초월역량을 길러

주기는 어렵다. 다음으로 도덕교육에서 인간의 정신적 성숙함이나 타인

과의 내적 연결성의 초월역량을 평가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다. 한가지 평가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32> 초월역량 평가의 예

단원 자연･초월과의 관계 대상: 중학교 1학년 차시 : 2차시

목표 자신과 자연･초월과의 관계에 대해 올바르게 이해하기

내용

인간이 자기중심성을 초월할 수 있는 정신적 존재이고 인간은 선함을 공

명함으로써 깊은 우정을 나눌 수 있는 존재이며 세계와 우주와의 깊은 연

결감을 체험할 수 있는 존재임을 이해한다.

평가방법

인간이 정신적 가치를 

추구하는 정신적 

존재임을 자각하기

- 인간이 정신적 존재임을 주장할 수 있는 근거 

제시하기

우정의 의미 찾기
- 우정이 선함의 공명과 내적 연결감과 관련됨을 

경험에 비추어 서술하기

우주와의 연결성 

자각하기

- 우주 속에 놓여있는 자신을 상상하여 그 연결

성을 글, 그림, 노래 등으로 표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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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도덕적 정서역량 향상 교수·학습방법

철학적 지혜란 지성의 내적 역량이다. 본질직관적 인식을 탁월하게 발휘

함으로써 길러지는 내적 역량인 철학적 지혜를 가질 때, 인간은 어떤 상황

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부동심과 평정심을 갖고, 자비로움과 사랑과 같은 

이타적인 정서를 느끼며, 아름다움이나 거룩함, 고귀함에 대한 경이와 감사

와 경탄과 같은 초월적 감정을 체험한다. 이러한 고차원적인 감정은 결코 

이성(ratio)의 논리적 추론이나 분석으로 길러질 수 없고, 지성(nous)의 본질

직관적 인식의 훈련으로 함양될 수 있다. 옥수수 연구로 노벨상을 수상했

던 생명과학자인 맥클리톡(B. McClintock)은 관조가 대상과의 관계를 깊게 

만들어 깊고, 다른 차원의 이해를 가져온다고 한다. “유기체에 대한 감정, 

개방적 마음으로 그것이 자신에게 다가오게 한다(Hart, 2004: 33)”는 것이

다. 이 같은 관조를 통한 본질직관적 인식에 의한 친밀감은 공감을 증대시

킨다. 관조는 다른 사람의 세계를 느낄 수 있는 능력, 마음으로 볼 수 있는 

눈으로 다른 사람을 볼 수 있는 능력인 공감을 증대시키는 것이다. 

전통의 교육에서 공감은 인간발달의 기본이고, 인간을 가장 인간답게 만

들며, 따라서 인격교육의 핵심으로 보았다(Hart, 2004: 33). 관조는 선함과 

아름다움의 이미지를 만드는 상상력과 밀접하게 관련된다. 상상력은 덕의 

형성에 핵심열쇠이다. 무엇이 옳은가를 아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다. 옳은 

일을 하고 싶은 욕구가 생겨야 한다. 그런데 선의 욕구는 상당할 정도로 

상상력에 의해 일어나는 것이다. 인간의 이성이 우리의 도덕적 판단을 내

릴지라도, 도덕적 실천을 이끄는 것은 선함을 아름다움으로 느끼는 지성의 

상상력인 것이다(Kilpatrick, Gregory & Wolfe, 1994: 22-23). 선함의 자각

은 아름다움, 경이로움, 기쁨, 감동과 같은 초월적인 감정을 체험함으로써 

도덕적 행동을 하고자 하는 강한 동기를 제공한다. 이렇게 세상의 본질을 

꿰뚫어 보는 통찰과 자기중심성에서 벗어나는 초월의식은 반드시 공감과 

자비와 사랑을 동반하는 것이다. 높은 의식의 정점은 모든 생명체에 관한 

관심과 사랑이기 때문이다. 

또한, 공감과 자비와 사랑을 깊이 느끼고, 생각할수록 마음의 평화를 갖

게 되는 것이다(Majmudar, 2002: 6). 정신적 가치체험에 따른 깊은 고차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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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의 동반이 도덕적 행동의 절대적 동기가 되는 만큼, 도덕교육에서 초월

적 감정을 일깨울 수 있는 도덕 수업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아리스토텔레스

는 인간이 정신적 존재이고, 초월적 체험을 통해 가장 큰 행복감을 느낄 수 

있다고 하였다. 플라톤도 지성의 상상력 교육을 강조하였다. 그는 아이들

이 이야기, 음악, 예술에 많이 노출됨으로써, 덕을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는 

방식으로 교육되도록 해야 함을 강조한다. 그런 교육을 통해, 아이들은 옳

은 것과 같은 좋은 것을 좋아하게 되고, 옳지 않은 것을 싫어하는 성향을 

키울 수 있다고 한다(Kilpatrick, Gregory & Wolfe, 1994: 23). 그런 점에서 

자연과 예술은 초월적 감정을 체험할 수 있는 최고의 도구이다. 멘델스존은 

예술이 막연한 감정으로 인식되는 미를 진과 선의 경지를 끌어올리는 도

덕적 완성을 목적으로 한다고 주장한다(Tolstoy, 1897, 이철 역, 2019: 36).

예술의 아름다움과 참됨과 선함은 밀접한 관계가 있다. 왜냐하면, 아름

다움, 조화, 협동의 체험은 자기중심성에서 벗어난 참된 인간의 본질인 초

월성을 자각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도덕교육에서도 이야기, 예술 

등을 활용하여 정신적 가치를 자각하고, 아름다움과 경이감과 같은 고차적 

도덕 감정을 체험할 수 있는 도덕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드 수자(M. de 

Souza)는 정신적 차원을 촉진할 수 있는 학습의 특징을 (1) 관용, 공감, 동

정심을 키우는 연결감, (2) 공유된 이야기, (3) 침묵과 고독, (4) 지혜, 의미 

및 목적, (5) 경외감과 경이로움의 경험 제공, (6) 창조를 재발견하는 방법 

모색, (7) 예술을 통한 학습, (8) 일상에서의 신비의 순간 식별, (9) 의식, 통

과의례의 기회 제공, (10) 일상에서 초월적 차원 인식, (11) 기쁨의 순간 인

식을 제시한다(de Souza, 2006: 165-170). 

그밖에도 많은 학자가 정신적 가치를 일깨우는 교육방법을 제시한다. 그

들의 주장을 정리하면, 먼저, 인간의 정신성은 추상적, 분석적 의식이 아닌 

창조적 표현과 상징, 은유를 통해 비선형적 방식으로 생각, 감정, 경험이 

표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Emmons, 2000: 3-5). 다음으로, 시, 미술, 음악

적 표현, 연극과 같은 예술적 표현이 장려되어야 한다는 것이다(Yocum, 

2014: 90-95). 또한, 기쁨으로 이끄는 놀이와 축하시간처럼, 편견과 고정

관념을 초월할 수 있는 공동체 활동의 활성화를 통해 개방적이고 환대받

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는 것이다(Miller, 2007: 17-22). 아울러, 일기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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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시와 단편소설 쓰기, 비디오 테이핑, 자기표현 인형 만들기, 정신적 이

야기 나누기의 내러티브 활동을 통해(Sink, 2004: 309-310), 내면의 삶을 

표현하고 이해할 수 있는 영적 문해력을 키워야 한다는 것이다(Binder, 

2011: 19-23). 끝으로, 균형과 조화를 키우는 대칭그리기, ‘순간’의 영

적, 미적 아름다움의 체험을 위한 예술 활동, 유연함과 열린 마음으로 참

여하는 토론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Nielsen, 2006: 247-250).

SEE Learning도 감정을 잘 인식하고 조절하여 긍정적인 감정으로 만들 

수 있는 다양한 수업방법을 가지고 있고, 발도르프 학교와 SSEHV에서도 

자연과 예술을 활용한 다양한 수업방법이 있다. 이 장에서는 부동심과 평

정심, 경이와 감사와 경탄과 같은 도덕적 고양감, 공감과 자비로움과 사랑

의 이타적 감정을 기르는 수업방법을 살펴보겠다. 

(1) SEE Learnig의 감정조절과 공감, 자비와 용서 교육방법73)

부동심과 평정심은 자신의 감정을 관조적으로 지켜보는 훈련을 통해 이

루어진다. 인간의 관조능력은 자신과 감정을 동일시하지 않고, 거리를 두

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관조의 훈련은 내적인 부동심과 평정심을 제공한

다. SEE Learnig은 학생들이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스스로 조절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표-33> SEE Learnig의 감정조절과 공감 교육주제와 내용

73) SEE Learnig의 감정조절과 자비, 공감, 용서 교육을 위한 구체적인 수업사례는 
부록(230-241)에 제시되어 있다. 

주제 활동내용

감

정

조

절

감정탐색

- 감정을 사고와 감각으로부터 구분하기

- 감정의 기본적 특징들을 나열하기

- 가장 공통적인 감정들과 그 감정들의 차이점을 토론하기

- 감정 용어들의 어휘를 발달시키기

감정 가족들
- 가장 보편적 감정과 그 감정들의 차이를 토론하기

- 감정 용어가 서로서로 어떻게 연결되는지 탐색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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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의 발화

- 사건으로 인해 발생한 감정이 어떻게 증폭되는지를 인식하기

- 과거의 경험이 어떻게 감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인식하

기

- 사건에 미치는 감정적 반응이 사람에 따라 다양할 수 있음을 인

식하기

감정과 필요

- 자신들의 감정들과 이면에 숨겨진 필요를 묘사하기

- 힘든 감정과 실패, 한계가 어떻게 인간 삶의 공통적인 특징인지 

탐색하기

감정 단계

- 감정들이 과정의 일부임을 인식하기

- 감정 과정의 단계 학습하기

- 자각이 자극과 반응 사이의 간격을 창조할 수 있음을 인식하기

행동 전에 

감정 일정 

만들기

- 감정 일정의 과정을 경험적으로 탐색하기

- 감정이 어떻게 일어나고 확대되는지 방식들을 이해하기

- 감정과 행동이 일어나기 전에 개입할 수 있는 단계들을 탐색

하기

감정을 

지도화하기

- “활성/감정 음조(tone)” 도표의 작동을 이해하기

- 감정을 “활성/감정 음조(tone)” 도표로 분류하기

- 감정 상태가 다른 사람과 다소간 일치할 수 있음을 탐색하기

다른 감정을 

다루는 

방법과 절제

(restraint)의 

연습

- 위험에 처하게 만드는 특정한 감정들의 특징을 확인하기

- 위험한 감정을 사용하는 전략을 확인하기

- 절제의 윤리가 갖는 의미를 탐색하기(자신과 타인에게 해를 

끼치는 행동을 절제함)

공

감

타인의 

감정탐색

- 타인에 대한 자신의 추측을 탐색하고 그런 추측이 어떻게 잘

못될 수 있는지 탐색하기

- 우리가 타인을 알기 위해 노력하지 않는 한 서로에 대해 알지 

못하는 많은 것들이 있음을 인식하기

- 자신을 포함한 모든 사람이 수없이 많은 정체성을 가지고 있

고, 그것은 한번 본다거나 한번 만난다고 곧바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인식하기 

마음 챙김적 

대화

- 아무런 방해없이 또는, 한사람에게만 초점을 두고 마음 챙김

적인 경청기술을 연습하기

- 마음 챙김적 대화형식을 사용하는 법을 연습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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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ory University, 2019b: 187-350 요약정리)

다양성과 

공통성의 

이해

- 인간으로서의 공통점을 탐색하기

- 대부분, 사람들이 보편적이거나 옳지 않다고 보는 것을 자신

은 옳다고 생각하는 것들에 대해 생각하기

- 우리가 각자 고유한 특징을 가졌음을 알 수 있는 것을 알아보

기

공감의 탐색

- 공감의 의미와 구성요소를 탐색하기

- 상대 인격체의 필요, 감정, 사고에 대해 깊이 생각한 후, 관점

을 채택하는 연습하기

- 다른 관점에 대해 경청하는 연습하기

- 긍정적 관계 형성과 문제 해결에 있어 관점채택의 중요성을 

고려하기

자

비

와 

용

서

자기 자비 

탐색

- 자기 자비 개념을 탐색하기

- 자신의 자기 자비 방법 탐색하기

- 자기 자비가 성장할 수 있는 영역 탐색하기

태도와 

기대의 탐색

- 완벽주의 신화와 비현실적인 기대로 이끄는 잘못된 방식들을 

탐색하기

- 실수와 실패를 통해 배울 수 있는 능력과 성장할 수 있는 능

력인 “성장 마인드세트”를 탐색하기

- 어떻게 복잡한 감정, 실패, 한계 등이 삶의 보편적 특징이 되

는지를 탐색하기

- 자신의 한계와 실패에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방식 탐색하기

용서 탐색

- 용서를 자신과 타인에 대한 부정적 감정을 해방하는 개념으로 

탐색하기

- 타인의 행동과 감정을 맥락 안에서 보는 방법을 탐색하여 타

인을 이해하고 타인에 대한 자비의 마음을 지니기

적극적 자비 

탐색

- 활동적 자비의 세 가지 구성요소를 탐색하기

- 타인의 감정을 공감하기, 타인의 필요와 요구를 이해하기, 타

인을 돕는데 책임감 느끼기

- 어떻게 자비가 거절의 말이나 상대에게 맞서는 것을 필요로 

하는지를 탐색하기

- 독단적으로 되거나 공격적으로 되거나, 야비하거나 불친절한 

것들 사이의 차이점을 탐색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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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탄(C. M. Tan)의 부동심 교육방법

부정적 감정 속에서 부동심을 갖는 것은 불가능하다. 우리는 오랜 세월

동안 경험을 통해 체화된 자신의 무의식적인 부정적인 감정을 의식적으로 

자각하고, 정화하여 긍정적 감정으로 바꿀 수 있어야 한다. 탄(C. M. Tan)

은 자신의 감정을 자각하고, 긍정적 감정으로 전환하여 부동심을 갖게 하

는 훈련방법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표-34> 탄(C. M. Tan)의 부동심 교육의 주제와 활동내용

주제 활동내용

자기 

감정

인식

하기

- 긍정적 감정: 몸 안의 긍정적인 감정을 경험함. 행복하고 즐거웠던 기억

과 자신감을 느꼈던 때를 마음에 떠올림. 긍정적인 감정의 느낌을 경험

하고, 주의를 몸으로 돌림. 긍정적 감정이 몸속에서 느껴지는지 확인함. 

얼굴, 목, 가슴, 등, 호흡 등에서 느껴봄. 긴장과 어떻게 다른지 살펴봄. 3분

간 경험해 봄

- 현재로 복귀: 자신의 몸, 호흡, 마음에 주의를 돌려 2분간 마음을 편히 쉬게 

함. 

자기

평가를 

위한 

일지쓰기

- 준비: 마음의 준비운동. 2분간 어려운 상황에 긍정적인 반응으로 만족스

러웠던 결과 사례 생각해 봄. 잠시 정신의 긴장의 풂.

- 일지 쓰기: 내게 기쁨을 주는 것은 ... 내 강점은 ...

- 준비: 2분간 어려운 상황에서 부정적으로 반응하고 그 결과가 매우 불만

족한 사례를 생각함. 잠시 긴장을 풂. 

- 일지쓰기: 나를 불쾌하게 하는 것은 ... 내 약점은 ...

- 몇 분간 자신이 쓴 글을 읽어 봄

자기 조절

하기

- 주의력 조절: 세 차례의 심호흡과 호흡을 의식함.

- 부정적인 감정: 불행한 사건에 대한 기억, 좌절, 분노 혹은 상처의 경험

을 떠올려 그 사건과 관련된 감정을 경험함

- 부정적인 감정의 관리- 7분간 반응전략 연습함. 촉발인자가 자극을 가할 

때 1) 정지함- 호흡에 집중하고 감정에 반응하지 않고 멈춤을 강화함. 천

천히 깊이 호흡함. 2) 주목함- 몸에 주의를 기울이고 고통스러운 감정이 

몸에서 어떻게 느껴지는지 살펴봄. 1분간 몸속에서 생리현상을 경험함. 

3) 반성함- 이 감정은 어디에서 오는 것인지 이면에 어떤 역사가 있는지 

살펴봄. 다른 사람이 관련되면 내면에 들어가 “누구나 행복을 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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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ng, 2012, 권오열 역, 2012: 137-138, 143-145, 168-170, 195 요약정리)

(3) 아브람스, 투투, 달라이라마의 공감적 수용 연습 교육방법

인간은 관조를 통해 지성의 본질직관적 인식능력을 의도적으로 훈련함

으로써 초월감정에 도달할 수 있다. 깊이 지켜보는 관조의 연습은 유머, 

수용, 감사, 기쁨, 용서, 연민의 초월감정에 도달하게 한다. 아브람스(D. 

Abrams), 투투(D. M. Tutu), 달라이라마(D. Lama)는 인간의 초월감정에 도

달하기 위한 관조의 훈련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표-35> 공감적 수용 연습 교육의 주제와 활동내용

주제 활동내용

유머 

감각

연습

- 당신의 한계, 실수 혹은 결점에 대해 생각하기

- 자신을 웃음의 소재로 삼기 

- 유머는 갈등을 해소하는 최고의 방법임을 기억하기

- 삶에 대해 웃기

- 어떤 일이 지연되거나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 때, 그 상황에 화를 내거나 

분노하기보다 그저 즐겁게 받아들이기. 살아가면서 모순된 일을 마주하게 

되더라도 그 속에서 유머를 발견하도록 노력하기

수용 

연습

- 편하게 앉기

- 눈을 감고 코로 심호흡하기

- 주변에서 들리는 모든 소리에 주의를 기울이기

그는 그런 행동이 어떻게든 자신을 행복하게 해줄 것이라고 여긴다.” 4) 

반응함 – 긍정적인 결과를 낳을 것을 생각함. 가장 친절하고 가장 긍정

적인 반응을 1분간 상상함. 

- 현재로 복귀 – 2분간 현재로 돌아와 호흡에 유의함. 몸이든 호흡이든 마

음의 안정을 주는 곳으로 주의를 돌림. 1분간 마음을 쉬게 함. 

가치와 

더 높은 

목적 

찾기

- 나의 핵심가치는 ... 내가 지지하는 것은 ... 같은 유도 문구 중 하나를 일

지 쓰기 연습하기

- 위의 주제로 마음 챙김 듣기연습과 마음 챙김 대화하기를 연습하기

- 모두가 말하면 메타 대화를 통해 경험의 느낌을 말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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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흡에 맞추었던 초점을 풀기

- 생각이 올라올 때 판단하거나 사로잡히지 말고 그저 흘러가도록 내버려 

두기

- 받아들이기 힘들었던 순간을 생각하기

-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이 현실의 본질이라는 것을 인식하기

- 그 일이 일어난 요인이 무엇인지 알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 이미 일어난 일을 받아들이기

- 스스로 다음과 같은 말을 되새기기. “이 상황을 가장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현실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 다음 두 가지 구절 가운데 하나를 암송하거나 의미를 깊이 생각해보기

- “만약 바꿀 수 있다면 싫어할 것이 무엇이며 만약 바꿀 수 없다면 싫어하

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으랴.”

- “바꿀 수 없는 것은 받아들일 수 있는 평정함을 지니고, 바꿀 수 있는 일

은 도전하는 용기를 갖자.”
감사 

연습

- 눈을 감고 오늘 하루 감사한 일 세 가지를 떠올려 보기

- 세 가지 감사한 일을 일기장에 적기

기쁨 

연습

- 편하게 앉기

- 코로 심호흡하기

- 자신의 문제를 마음속에 떠올리기

- 고통이나 괴로움을 주는 상황, 사람 혹은 일에 대해 생각하기

- 관점: 당신과 당신의 문제를 더 넓은 관점으로 바라보기

- 자신의 고군분투를 마치 삶에 대한 영화를 보는 것처럼 바라보기. 1년이나 

10년 뒤로 떠나 이 문제를 바라본 후, 더 넓은 삶의 맥락에서 볼 때, 이 문

제가 어떻게 작아지는지 살펴보기

- 겸손: 자신을 세계 70억 인류 중 하나로 바라보기

- 당신의 문제를 누구나 보편적으로 경험하는 고통과 괴로움으로 인식하기

- 유머: 미소짓기

- 자신의 문제, 단점, 나약한 부분에 대해서도 빙그레 웃음 짓기. 자신이 처

한 상황에서 유머를 찾기 위해 노력하기

- 수용: 자신이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인간적인 한계를 지녔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 용서: 가슴에 손을 얹고, 현재의 문제나 상황에 자신이 얼마만큼 방조했건 

스스로 용서하기

- 감사: 지금 자신의 삶이나 자신에게 생긴 문제를 도와주는 고마운 사람 셋 

이상을 생각하기

- 연민: 심장 위에 두 손을 대고, 열심히 노력하는 자신을 스스로 연민으로 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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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 베풂: 자신의 영혼 깊이 자리 잡은 베풂의 마음을 느끼기

감정 

성찰 

연습

- 하루를 성찰하기

- 중요한 경험, 대화, 감정 그리고 생각을 떠올리기

- 자신의 감정에 주의를 기울이고 경험을 받아들이기

- 오늘 하루 당신이 느낀 감정을 성찰하기. 부정적인 생각이나 감정이 떠오

른다면 그것들과 함께 머물러보기. 그저 일어나는 일을 인정하기. 만약 오

늘 한 일이나 행동이 실망스럽다면 가슴에 손을 얹고 이렇게 말해보기. 

“나는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결함이 있고 인간적이다. 있는 그대로의 

나 자신을 받아들인다.” 그리고 어떤 점에서 부족했는지 인식하기. 만약 

고통스러운 일이 벌어졌다면 이렇게 말해보기. “그 일은 고통스러웠다. 나

는 혼자가 아니다. 우리 모두 때때로 고통을 겪는다.”

- 감사하기. 가장 중요한 마음이 오늘 하루 겪은 일에 대한 감사임을 기억하기

- 당신의 하루 안에서 기쁨을 찾기

- 내일을 바라보기. 내일을 기대하며 어떤 일이 생기든 잘해나갈 수 있다는 

믿음을 갖기

연민 

연습

- 편안히 앉은 자세를 취하기

- 코로 심호흡하기

- 사랑하는 사람, 친척이나 친구 또는 반려동물에 대해 생각하기

- 그에 대해 생각할 때, 자신의 마음이 어떤 감정인지 인식하기

- 떠오르는 것을 느껴보기

- 따뜻함, 부드러움 혹은 애정이 느껴진다면 그 감정과 함께 머물기

- 다음 문장들을 조용히 반복하기. “당신이 고통으로부터 자유로워지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건강하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당신

이 평화와 기쁨을 찾기를 바랍니다.”

- 숨을 들이쉬기. 숨을 내쉬면서 따뜻한 빛이 마음 한가운데로부터 피어나는 

모습을 상상하기

- 사랑하는 사람의 행복에 대해 1분 혹은 그보다 오랜 시간 생각하면서 기뻐하기

- 그 사람이 어려움을 겪었을 때를 기억하기

- 그가 고통을 겪을 때 당신의 기분이 어떤지 인식하기

- 다음 문장들을 조용히 반복하기. “당신이 고통으로부터 자유로워지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건강하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당신

이 평화와 기쁨을 찾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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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음 한가운데로부터 따뜻한 빛이 피어나와 그 빛이 사랑하는 사람의 고통

을 어루만져주고 덜어주는 것을 상상하기

- 큰 어려움이나 고통을 겪었던 시간을 생각하기

- 손을 가슴 위에 얹고, 따뜻함, 부드러움 그리고 자신을 향한 보살핌의 감정을 인

지하기

- 당신이 다른 사람들과 같다는 사실, 행복해지기를 바라고 고통으로부터 자

유로워지기를 바란다는 사실에 대해 생각하기

- 15. 다음 문장들을 조용히 반복하기. “나는 고통으로부터 자유로워지기를 

바랍니다. 나는 건강하기를 바랍니다. 나는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나는 평

화와 기쁨을 찾기를 바랍니다.”

- 아는 사이지만 좋아하지도 싫어하지도 않는 사람을 생각하기

-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그도 행복해지기를 바라고 고통으로부터 자유로

워지기를 바란다는 사실에 대해 생각하기

- 그 사람이 고통을 마주하는 것을 상상하기

- 다음 문장들을 조용히 반복하기. “당신이 고통으로부터 자유로워지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건강하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당신

이 평화와 기쁨을 찾기를 바랍니다.”

- 세상 모든 사람은 행복해지기를 바라고 고통으로부터 자유로워지기를 바라

는 근원적인 열망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기

- 모든 사람들, 즉 자신과 관계가 좋지 않은 사람까지도 고통으로부터 자유로워

지기를 바라는 열망을 자신의 마음에 채워 넣기. “모든 존재가 고통으로부터 

자유로워지기를 바랍니다. 모든 존재들이 건강하기를 바랍니다. 모든 존재들

이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모든 존재들이 평화와 기쁨을 찾기를 바랍니다.”

- 타인을 향한 연민과 관심을 마음에 채워넣기

베풂

을 

통한 

연민

연습

- 물질적으로 베풀기

- 사람들이 생존의 두려움에서 벗어나도록 돕기

- 다른 사람에게 필요한 보호, 상담 혹은 위안을 제공하기

- 정신적으로 베풀기

-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지혜와 가르침을 주고 타인에게 기쁨을 주기

용서 

연습

- 자신의 이야기를 말하기

- 용서는 진실을 마주한 다음에 시작될 수 있음을 기억하기. “눈을 감아라. 감

정적인 경험을 했던 시간과 장소로 돌아가 그 장면을 마음의 눈으로 보라. 이

제 몇 발짝 떨어져 거리를 두고 그 사건을 한꺼번에 볼 수 있는 지점까지 물

러서라. 그렇게 멀리 떨어져 그 사건 속에 있는 당신을 바라보라. 멀리 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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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ma, Tutu, & Abrams, 2016, 이민영·정한라 역, 2017: 385-404 요약정리)

(4) 발도르프 학교의 정서적 고양감 수업방법

“‘칼로스 아가토스(kalos agathos)’란 ‘아름답고 좋은’이란 뜻으로 

윤리적인 것은 심미적인 것”을 포함하고 있다는 의미이다(Gurnaud, 2012, 

김정훈 역, 2018: 230). 다른 사람의 탁월성이나 훌륭한 행동을 볼 때, 우리

는 아름다움, 조화로움, 거룩함과 같은 심미적인 감정을 느낀다. 아리스토

텔레스는 탁월한 사람은 심미적 감정으로 행위 하는 사람임을 강조한다

(Gurnaud, 2012, 김정훈 역, 2018: 232). 아름다움에 대한 감각훈련은 내면

의 조화와 균형을 느끼게 하고, 선한 행동을 하고자 하는 동기를 유발한다. 

교육학자 루돌프 슈타이너는 조화와 균형, 아름다움의 심미적 감각을 일

깨움으로써 인간의 정신성과 도덕성을 함양하고자 노력했다. 그가 설립한 

발도로프 학교는 아름다움의 감각을 익히고, 조화와 균형의 평온함을 체험

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 심미적 감각의 훈련은 타인과의 내적인 연결감

을 제공하고 마음을 열게 하며, 초월의 감각을 키울 수 있다. 닐슨(T. W. 

Nielsen)은 발도르프 학교가 가진 6가지 독창적인 상상력 교수법이 연극, 

내적 탐색, 스토리텔링74), 일상의 반복, 예술, 공감이라고 말한다.(Nielsen, 

74) 킬패트릭, 그레고리, 울프(Kilpatrick, Gregory & Wolfe)는 스토리텔링의 중요성을 
다음과 같이 말한다. (1) 이야기들은 선에 대한 감정적 연결과 옳은 일을 하고자 
하는 욕구를 창조한다. (2) 이야기는 풍요로움의 좋은 예를 제공한다. (3) 이야기는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행동의 양식에 학생들이 익숙해지게 한다. (4) 이야기는 
삶의 본질을 알게 하고, 우리의 삶을 이야기처럼 비춰볼 수 있게 한다(Kilpatrick, 
Gregory & Wolfe, 1994: 18). 

진 당신에게 일어나고 있는 것처럼 그 경험을 다시 펼쳐보라. 멀리 떨어진 당

신의 자아를 관찰하라.”

- 상처에 이름을 붙이기

- 멀리 떨어진 당신을 객관화하여 그의 감정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기

- 인간이기 때문에 피할 수 없이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는다는 점을 

인정하는 순간,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는 것을 기억하기

- 관계를 새롭게 정립하거나 놓아버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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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247-250). 상상력 교수법과 아울러, 대표적인 교육방법인 오이리트미

(Eurythmy)75)의 수업방법을 살펴보겠다. 

<표-36> 발도로프 학교의 상상력 교육방법과 내용

(Nielsen, 2006: 247-264 정리)

75) 오이리트미(Eurythmy)는 좋은, 조화로운의 뜻인 오(eu)와 리듬(rhythm)이 결합한 
좋고, 조화로운 리듬이라는 말이다. 이것은 문학, 음악, 무용 등 다양한 장르를 
통해 자신의 정신적 가치의 아름다움과 균형과 조화를 표현하게 하는 것이다. 인
간의 정신성을 육체를 통해 드러내는 연습을 함으로써 정신적 존재로서의 인간 
본질을 자각하고, 영혼의 고귀함을 일깨우는 것이 오이리트미 교육의 목표이다
(정윤경, 2004: 194). 

방법 내용

연극

- 인간의 지성과 신체 사이의 연결고리가 느낌임을 자각하기

- 연극 속에서 정서적 미학적 느낌을 자각하기

- 극적인 상황에서의 심미적 느낌을 발견하기
상상력에 

의한

내적 탐색

- 숨겨진 자신을 발견하기

- 상상력과 직접적인 경험으로 자신의 느낌과 생각을 탐구하기

- 메타인지를 통해 경험하는 자신을 지켜보고 관찰하기

스토리텔링

- 마음속의 그림을 그리고 상상하는 경험하기

- 지적 개념화나 도덕화가 아닌 좋음, 나쁨, 아름다움, 추함의 심미적 

느낌으로 이야기를 나누는 경험하기

- 다른 사람의 경험을 정서적으로 간접 경험하기

일상의 

반복

- 매일 아침 규칙적으로 정신적 성장을 위한 노래, 구절과 시를 낭송하기

- 예: ‘내 안에는 내가 되어야 할 모든 이미지가 살고 있어. 내가 될 

때까지 내 마음은 절대 쇠약해지지 않을 것이다.’

- 특정의 시나 구절을 반복함으로써 자신의 참된 본질을 내면화하기

- 일상의 반복된 의식으로 내면의 조화와 균형, 규칙성을 내면화하기

예술

- 그림, 점토, 공예, 음악을 통해 자신을 표현하기

- 대칭적 그림과 같이 의식적으로 아름다움, 조화 및 균형을 내면화하

는 수업하기

- 예술의 참여와 감상을 통해 현존을 체험하고, 아름다움과 같은 초월

감정을 체험하기

우주공감

- 천문학과 같은 과학적 사실에 대해서조차도 유연함과 개방적 자세

로 상상력을 발휘하여 토론하기

- 우주를 다차원적인 관점으로 살펴보기

- 교사와 학생 간의 공감적인 자세로 문제해결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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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37> 발도로프 학교의 오이리트미(Eurythmy) 교육의 주제와 내용

(정윤경, 2004: 198-199 요약정리)

(5) SSEHV의 정서적 고양감 교육방법

SSEHV의 정신적 고양감 교육방법 중 대표적인 것은 가치를 담은 노래창

작 교육이다. 이것은 초등학교 고학년에서 중학교 과정에 있는 학생에게 깊

은 정신적 통찰력과 깨달음을 담고 있는 노래가사를 소개하거나 직접 창작

하게 하는 수업방법으로 정신적 존재로서의 자각을 일깨우는 교육방법이다.  

<표-38> 정신적 가치를 담은 노래 주제와 내용

주제 내용

기하학적 

오이리트미

- 7학년: 기하학적 도형 형태를 만들기

- 8학년: 막대, 그룹, 신체에 집중시키고 조절하기

언어 

오이리트미

- 7학년: 소망, 욕구, 놀라움 등의 감정을 표현하기

- 8학년: 기쁨과 슬픔, 희극과 비극, 긴장과 이완 등 대조적 분위기의 

시를 선택하여 표현하기

- 10학년: 시의 운율구조와 내용 외에도 의지, 감정, 사고의 시를 표현하기

음악 

오이리트미

- 사춘기의 아이들은 사고능력이 발달함으로써 새로운 관점의 오이리트

미가 행해짐

- 7학년: 고전작품의 장조 멜로디를 표현하기

- 8학년: 단조음계를 배우고, 장조에서 단조로 바귀는 멜로디를 표현하기

- 9학년: 조화를 강조하여, 의지와 감정과 사고 간의 조화에 중점을 두고 

표현하기

- 11학년: 음악 오이리트미를 악기 연주를 통해 표현하기

- 언어 오이리트미와 음악 오이리트미에서 다루었던 작품의 다양한 부분

들을 통합하고 개괄하기

핵심

가치
제목 내용

성실
우리는 

자유

롭다

우리 안에 부드럽지만 위대한 힘(power)이 흐르고 있다. 그것은 우리

를 하나로 묶는 사랑의 힘이다. 우리 안에 있는 사랑에 마음을 열어라. 

그러면 우리는 그 힘이 무엇을 하는지 볼 수 있다./ 후렴: 우리는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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롭다. 우리는 자유롭다. 우리가 진실하고 성실하게 살아갈 때, 힘은 우

리를 자유롭게 한다. 우리는 자유롭다. 우리는 자유롭다. 너와 나 사이

에는 사랑이 있다. 평화와 조화 안에서 우리의 기쁨을 나누자/ 진실되

게 마음을 열어라, 우리는 자유롭게 우리의 삶을 살고 있다. 우리를 

모두 하나로 통일하는 것은 진실의 자유이다. 우리 안에 있는 진실에 

우리의 마음을 열어라. 그러면 우리는 힘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볼 

수 있다./후렴/ 사랑과 진리가 우리 안에서 결합할 때, 평화는 멋진 영

원한 선물이 된다. 우리 안에 있는 평화에 마음을 열어라. 그러면 우

리는 힘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볼 수 있다./후렴

영의 

요청
마음의 

노래

우리 마음 안에는 진리의 강력함(force)이 거주하고 있음을 안다. 진리

의 강력함 - 순수한 사랑 그 자체./후렴: 그것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우

리는 조화의 씨앗을 뿌려야 한다. 그것이 자라도록, 숨 쉴 자유를 줄 

것이다./ 우리 마음 안에는 진리의 불꽃이 이름을 감춘 채 홀로 숨어

있다./후렴/ 우리 마음 안에는 빛이 비치고 있다. 그 사랑은 타고난 권

리(birthright)이다. /후렴/ 우리 마음 안에는 노래가 연주된다. 우리 자

신이 되라는 노래이다./후렴 

직관

구름

처럼 

혼자 

배회

한다.

구름처럼 홀로 배회한다. 구름은 계곡과 언덕 위에 높이 떠 있다. 갑

자기 어떤 무리를 보았는데, 그것들은 호수 옆에, 나무 밑에서 바람에 

흩날리고(flutter), 춤추는 황금색의 나팔 수선화(daffodils)였다./ 별들은 

끊임없이 빛나고 은하수 위에서 반짝거리며 무한한 선위에 뻗어있다. 

초원의 가장자리를 따라 걸으며 한순간에 수천 개의 별을 보았다. 자

신의 머리를 들어 올리며(tossing) 기운차게 춤추는 것을/ 종종 공허하

고 구슬픈 생각에 잠겨 긴 의자에 누워있을 때, 그들이 갑자기 떠오르

면서 마음의 눈은 그들이 나와 연결된 기쁨임을 말해준다. 그러면 내 

마음은 기쁨으로 가득 차서 나팔 수선화와 함께 춤을 춘다(윌리암 워

드워즈의 시를 노래로 만듬).

우정 우정

우리는 서로 다른 능력을 지녔다. 우리는 다른 방식으로 빛난다. 우리

는 선물들을 가졌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선물을 줘야 한다. 이것이 우

리가 사는 목적이다./ 후렴: 내 친구는 사랑하는 마음을 가졌다. 너는 

네 역할을 잘할 수 있다는 것을 안다. 사랑하고 마음을 다해 그것을 

주렴./ 다이아몬드가 여러 면으로 되어 있는 것처럼 세상은 많은 인종

으로 구성되어 있다. 태양에서 수많은 빛이 비치는 것처럼 우리 모두

도 완벽한 하나의 존재이다./후렴/ 실톱(jigsaw)의 조각들처럼, 혼자일 

때, 우리는 작지만 우리는 함께 갈 수 있고 전체의 그림은 우리가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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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임을 보여준다./ 후렴/ 서로에 대한 사랑과 인내는 젊은이, 노인 모

두에게 필요하다. 베풀고 자비로운 삶은 마음을 빛나는 금과 같이 바

꾼다.

수용
삶의 

학교

학교에서 수업을 받는다. 수업을 받으면 시험을 본다. 시험을 봐야 발

전됨을 알 수 있다. 진급하고 싶으면 시험을 봐야 한다. 그리고 시험

을 통과해야 한다./ 인생에는 다른 학교가 있다. 일과는 똑같다. 지혜

의 말을 듣고 그것을 연습한다. 우리의 이해를 확인하는 시험이 온다. 

인격의 힘을 알아보기 위한 시험이 온다. 우리의 사랑이 확대되었는지 

보려고 시험이 온다./ 다른 사람의 단점을 찾지 마라. 대신 자신의 단

점을 찾아라. 가혹한 말 속에도 진리가 있다. 그렇게 말했던 사람을 

고마워하라. 네가 저지른 잘못들을 자신이 못 볼지도 모른다. 가혹한 

말들이 그러면 축복이 된다. 그러니 당황하지 마라. 당황하지 마라. 우

리의 사랑이 확장되었는지 보아라. 우리의 사랑이 확장되었는지 보아

라. 

공감/

공정

요구

없는 

사랑

매일, 이 땅에 사는 우리는 모두 평화를 손안에 쥐고 있다. 요구 없이 

주고 사랑하자. 그리고 우리가 하나라는 것을 알자./ 이제 날이 왔다. 

때가 왔다. 강한 사랑의 힘을 보아라. 그것이 꽃을 피우는 것을 보아

라. 그리고 우리가 하나라는 것을 알아라./

자기

조절
침착

하라

“그녀는 그렇게 말할 권리가 없어.”“그는 나에게 망신을 줬어.”

“나는 너무 오래 기다렸어.”“친구들이 나를 속였어, 보여?” 이런 

것들은 화나게 한다. 분노, 증오, 그리고 오만함. 그러나 어떤 무시무

시한 것이 내면 속으로 들어가고 있는지 너는 아니?/ 후렴: 너는 너의 

기분(temper)이 아니다. 너는 너의 오만이 아니다. 네 화가 내면의 평

화를 훔쳐 가지 못하게 하라./ 자신의 침착함을 잃어버려 고통받고 있

는 사람은 누구인가? 누가 자신의 존엄함을 잃었나? 누가 완전한 바보

처럼 보이는가? 그것은 다른 사람이 아닌 너다. 그들은 가끔 자신의 

말이나 행동이 어떻게 너의 화를 돋우는지 자각하지 못한다./후렴/ 화

는 너의 최악의 적이다. 그러니 안에서 치솟는 붉고 뜨거운 석탄 같은 

열기를 통제하는 법을 배우자. 차가운 물을 마셔라. 가서 혼자 있어라. 

숨을 크게 쉬고 화가 가버리도록 내버려 둬라. 화를 다른 사람에게 던

지지 마라./후렴/ 우리는 항상 선택할 수 있다. 네 안에는 힘이 있다. 

그 힘을 화가 나는 데 쓰지 마라. 네 진정한 자기(Self)는 진실하다. 네 

안에는 화를 떠나게 할 힘이 있다. 그러나 화가 너보다 더 강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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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athyasaiehv.org.uk/Workbook%20Lesson%20Plans/page%202.htm#book3.pdf

에서 2021.6.20.인출. 요약정리)

있다. 화는 너를 먹어 삼킬 수도 있다. 화를 내버려 두고, 거기에서 벗

어 놔라.

감사 높이 

날아라

우리는 마음을 높이 올린다. 한계가 없다. 하늘까지. 우리의 목표는 조

화이다. 그렇게 살자. 자유로워지자./ 후렴: 높이 날자, 높이 날자. 지구

에 있지만, 하늘까지 사랑하자. 높이 날자, 높이 날자. 모두 함께 다 

같이./ 우리는 좋은 가치들을 나눌 수 있다. 우리는 문제들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목표는 조화이다. 우리는 행복하게 살 수 있다./

후렴/ 함께 뛰어보자. 우리의 컵을 제공할게. 우리는 다 같이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다. 

자기

확신

단호

함 

평화가 

있을때

내 마음에 평화가 있을 때, 평화는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을 둘러쌀 

것이다. 집에서 거리에서 행복한 소리를 낼 것이다./ 평화가 집에 있으

면 평화는 모두에게 퍼질 것이다. 혼자 떠나도 배회할 필요가 없다. 

그냥 행복한 소리를 만들어라./ 평화가 있는 곳에는 풍부해질 것이다. 

너무 늦지 않았다. 증오만을 포기하면 된다. 행복한 소리를 함께 듣

자./ 세계에 평화를 가져올 수 있다. 평화는 우리 각자에게, 우리 모두

에게서, 발견될 것이다. 거기에는 행복한 소리가 있을 것이다. 

존중
나는 

너를 

존중해

나는 네가 말하는 것을 존중해. 나는 네가 생각하고, 네가 하는 것을 

존중해. 내가 너랑 다르게 생각해도 전혀 문제 되지 않아. 너는 나처

럼 한 사람이고, 나는 너를 받아들여. 어떤 감정들이 있더라도 우리는 

서로를 존중하며 대할 것이다. 

진실

성

아름

다움이 

있네

모든 꽃과 나무가 자라고, 바람이 불고, 별이 밝게 빛나는 아름다움이 

가득한 곳이 있네. 우리는 사랑의 언어를 말하고 모두 매일 매일, 알

아차림과 사랑과 기쁨을 연주하네. 아름다움이 사방에 가득하네./ 당신

이 보고자 하면, 당신이 알고자 하면 아름다움은 발견될 것이다. 당신

이 느끼고자 하고, 보여주고자 한다면 아름다움은 발견될 것이다. 

용서

와 

감사

마음을 

열어라 

당신 안에 있는 사랑을 양육(nurture)하라. 마음을 열어라. 마음이 노래

하게 하라. 오직 기쁨만이 마음에 다가갈 수 있다. 덕들은 진리의 가

치이다./ 후렴: 이제 평화, 사랑, 진리를 나누어라. 당신의 행동이 증거

가 될 것이다. 평화, 사랑, 진리를 나누어라. 모든 덕은 진리의 가치이

다./ 참지 못함은 다른 사람을 피폐하게 만드는 좋지 않은 것이다. 네 

마음을 공정하게 만들어라. 삶의 모든 교훈이 거기에 있다./후렴



- 200 -

이상에서 도덕적 정서역량 향상을 위한 다양한 교수학습방법을 살펴보

았다. 도덕적 정서역량은 초월역량과 분리될 수 없다. 정신적 가치를 자

각할 때, 인간은 긍정정서를 체험하게 되고, 반복적 관조 훈련을 통해 

부동심과 평정심에 도달할 수 있는 것이다. 도덕교육에서 긍정정서와 회

복탄력성을 강조하는 만큼, 이러한 교수학습방법은 분명 도덕적 정서역

량 향상에 도움 될 것이다. 그러나 현재 도덕교육에 적용하기에는 아직 

난관이 많다. 왜냐하면, 도덕적 정서역량은 정신적 가치를 자각할 수 있

는 다양한 체험교육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이다. 문학, 예술과 같은 지성

을 길러줄 수 있는 교과와 협업하거나, 수업에서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

는 커리큘럼을 구성할 때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으므로 교사의 사전교육

과 확고한 의지가 필요하다. 또한, 통찰역량, 초월역량처럼, 관조를 통해 

길러지는 역량이므로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에 관한 많은 연구가 필요하

다. 예상되는 평가방법의 사례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39> 도덕적 정서역량 평가의 예

단원 자연･초월과의 관계 대상: 중학교 1학년 차시 : 4차시

목표 부정적 감정을 극복하고 마음의 평화를 추구할 수 있다.

내용
인간의 선함과 타인과의 연결성을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통해 긍

정정서와 내적 평정심을 훈련한다.

평가방법

내면의 조화와 균형과 

아름다움 자각

- 인간의 정신성을 언어, 음악, 율동을 통해 협동

작업으로 표현하기

다양한 정신적 가치 

자각
- 정신적 가치를 담은 노래 만들기

평정심의 훈련
- 깊은 내적 탐색을 통해 상상의 현자를 만나 이

야기 나누고 지혜의 말 듣고 기록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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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결 론 

우리는 COVID-19, 기후 온난화, 부의 양극화, 전쟁과 테러와 같은 세계

적인 위기를 겪으면서 ‘최고’, ‘유능함’, ‘뛰어남’이라는 외적인 성

공을 위한 교육패러다임이 아닌 내적인 인격적 성숙함을 길러주는 새로운 

교육패러다임이 필요함을 절감한다. 세계적인 위기를 초래한 흑백논리, 갈

등과 미움, 차별과 무관심, 환경 파괴, 자기중심성과 과도한 나르시시즘 

등, 현대사회의 문제들은 모두 성숙하지 못한 내면의 인격에서부터 비롯된 

것이다. 근대이전에는 인간을 내적 수양을 통해 인격적 성숙함에 도달해야 

하는 정신적 존재로 보았고, 이에 따라 교육의 이상적인 목표도 높은 인격

적 경지에 도달한 인간을 길러내는 것이었다. 그러나 근대 이후의 실증주

의, 가치 상대주의, 실용주의, 행동주의 사조는 인간이 궁극적 가치를 자각

할 수 있는 정신적 존재라는 근원적인 믿음을 교육에서 사라지게 했다. 이

로 인해 내적 수양을 통한 인격교육은 도외시되어졌고, 오직 사회 안에서

의 유능한 인간을 길러내는 시민교육에 초점이 맞춰지게 되었다. 내적 성

숙함을 기르는 인격교육의 상실은 자기중심적이고 미성숙하지만, 지능만 

뛰어난 사람들을 등장시켜 미래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다양한 위기들을 

초래하게 하였다. 따라서 현대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교육에서 내면

의 인격적 성숙함을 길러주는 인격교육의 전통을 회복해야 한다. 

대표적인 인격교육의 전통은 고대 그리스의 철학적 지혜의 전통이다. 고

대 그리스에서 철학이란 어떻게 인간으로서 가장 높은 인격적 경지에 도

달할 수 있는지, 어떻게 자신의 가짜 자아를 버리고, 참된 자아를 발견할 

수 있는지, 어떻게 인간으로서 가장 평화롭고 행복한 마음 상태에 도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노하우, 기술, 삶의 방식인 지혜를 찾는 것이었다. 소크

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이 본래 선하고, 정신적 존재이므

로, 내면의 참된 행복을 위해서는 정신적 존재로서의 인간의 선함을 회복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말하자면, 인간은 참으로 선한 마음가짐을 가질 때, 

참으로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선한 마음가짐을 가

질 수 있는가?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의 이성(reason)을, 궁극적 가치를 자각하는 직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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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인식의 지성과 숙고하고 분별하는 추론적 인식의 합리성으로 구분한다. 

그는 내적인 삶을 위해서는 지성의 덕인 철학적 지혜가, 외적인 활동적인 

삶을 위해서는 합리성의 덕인 실천적 지혜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그에게 

철학적 지혜란 관조를 통해 지성의 직관적 인식을 탁월하게 발휘하여 내

적으로 행복해지는 덕이고, 실천적 지혜란 도덕적 미덕이 외적으로 발휘되

도록 합리성(ratio)에 따른 숙고와 분별의 추론적 인식을 탁월하게 발휘함

으로써 사회적으로 행복해지는 덕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내적으로 영원

불변하는 절대적 진리를 깨닫는 철학적 지혜도 필요하지만, 분별과 숙고를 

통해 현실에서 좋은 시민으로서 좋은 행동을 할 수 있는 실천적 지혜도 필

요함을 주장한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내면에서 일깨워진 절대적 가치가 있

을지라도 사회 안에서 숙고와 분별을 통해 적절히, 알맞게 행위로 드러내

지 못한다면, 세상 안에서 사람들로부터 이해받지 못하게 되고, 사회 안에

서 좋은 시민으로서의 행복감을 느낄 수 없다고 보았다. 이런 아리스토텔

레스의 지혜에 관한 입장 때문에 많은 후대의 학자들은 아리스토텔레스가 

실천적 지혜를 철학적 지혜보다 더 중요하게 보았다고 말하기도 한다. 그

러나 그는 분명하게 철학적 지혜를 실천적 지혜보다 더 우선시해야 하고,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밝힌다. 아퀴나스는 이러한 아리스

토텔레스의 주장을 발전시켜 철학적 지혜를 통해 무엇이 가장 중요하고 

가치 있는 것인지를 깨달아야만 선한 행위를 하고자 하는 동기를 갖게 되

고, 숙고하고 분별하는 실천적 지혜를 발휘하여 사회 안에서 선을 실현할 

수 있다고 보았다. 

철학적 지혜와 관조의 관계에서 관조란 마음의 눈, 사랑의 눈으로 선입

견과 편견 없이 사물의 본질을 꿰뚫어 보는 인식적 태도이고, 관조의 반복

적인 수련을 통해 지성의 덕인 철학적 지혜가 형성된다는 것이 고대 그리

스철학의 주장이었다. 그들에 따르면 관조의 인식적 태도는 이성의 끊임없

이 판단하고 분석하는 사념을 가라앉혀, 평정심과 부동심의 상태에 이르게 

하고, 참된 내적 행복에 이르게 한다는 것이다. 특히, 아리스토텔레스는 관

조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내적인 자유로움과 여유로움의 여가가 전제되

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외적인 삶이 필요와 유용성의 관점에서 이루어지는 

노동의 삶이 필요하다면, 내적인 삶은 궁극적이고 절대적 가치를 관조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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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유할 수 있는 여가의 삶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오늘날, 철학, 심리학, 교육학, 대인관계 신경생물학 등, 다양한 분야의 

학문에서 고대 그리스철학에서의 철학적 지혜의 개념을 이해하기 위한 노

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철학적 지혜에 관한 이들의 다양한 주장을 정리하

면, 인격특질로 이해하는 관점, 정신성으로 이해하는 관점, 회복탄력성으

로 이해하는 관점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사실, 고대 그리스철학에서의 

철학적 지혜개념을 오늘날 우리가 명확히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많은 만

큼, 도덕교육 적용을 위해 철학적 지혜개념은 새롭게 정의될 필요가 있다. 

도덕교육적 맥락에서 철학적 지혜를 정의한다면, 철학적 지혜란 관조를 통

해 지성의 본질직관 능력을 잘 발휘함으로써 길러지는 내적 역량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정의된 철학적 지혜를 도덕교육에 적용해 보면, 철학적 지혜는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갖는다. 첫째, 철학적 지혜는 통찰역량으로 이해된다. 

인간은 자신을 구경꾼의 눈으로 지켜보는 관조의 반복적 훈련을 통해 무

의식적으로 체화된 잘못된 가치들, 즉, 인지적 편향과 오류와 무지를 통찰

할 수 있다. 인지적 한계를 깨달을 때, 인간은 지적 겸손함과 유연함을 갖

고, 폭넓은 시각으로 통찰하며, 열린 마음으로 타인의 주장을 수용하게 된

다. 그리고, 관조의 반복적 훈련은 삶의 실존적 본질을 통찰할 수 있다. 실

존적 본질을 꿰뚫어 보는 통찰하는 철학적 지혜를 가질 때, 인간은 예측 

불가능한 삶을 개방적 자세로 수용하는 회복탄력성을 갖게 된다. 둘째, 철

학적 지혜는 초월역량으로 이해될 수 있다. 관조의 반복적 훈련으로 길러

지는 내적 역량인 철학적 지혜를 가질 때, 영원불멸의 궁극적 가치를 깨닫

고, 탈자기중심성인 초월을 체험하게 된다. 자기 초월의 반복적 체험은 인

간의 의식을 확장하고, 선 그 자체인 궁극적 가치를 내면화하여 수준 높은 

인격적 변형에 이르게 한다. 그리고, 철학적 지혜는 인간이 아름다움, 조

화, 사랑의 경험 안에서 타인과 세계와의 깊은 연결성을 느끼게 한다. 또

한, 철학적 지혜는 내면의 선함을 공명하는 우정을 통해 초월성을 체험하

게 한다. 내적 선함의 공명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질 때, 형성되는 우정은 

상호 인격적 성숙함에 도달하게 한다. 이렇게 철학적 지혜는 타인의 도덕

적 아름다움에 대해 몰입적 기쁨, 자기중심성의 이탈과 외부세계와 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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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을 체험하게 한다. 셋째, 철학적 지혜는 도덕적 정서를 갖게 한다. 철

학적 지혜는 지성의 본질직관적 내적 역량으로서 정신적 가치를 자각하고, 

이를 통해 도덕적 고양감을 느끼게 한다. 반복적인 관조를 통한 철학적 지

혜는 자비로움, 경이로움, 감사함, 아름다움과 같은 도덕적 고양감을 동반

하는 탈중심적인 초월정서 상태를 체험하게 한다. 이같이 깊은 선의 체험

에서 우러난 도덕적 고양감은 도덕적 행동에 자발적 동기를 제공해 준다. 

그리고 철학적 지혜는 역경에서도 평온할 수 있는 부동심과 평정심의 도

덕적 정서를 갖게 한다. 부동심과 평정심은 관조의 반복적 훈련을 통해 도

달할 수 있는 철학적 지혜의 가장 중요한 표시이고, 도달해야 하는 높은 

인격 수준이며 가장 평화로운 내적 상태인 것이다.

이러한 철학적 지혜의 의미와 특성을 도덕교육에서 적용하여 철학적 지

혜교육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철학적 지혜교육의 목표는 지성의‘무비판

적으로 수용하고 개방하는 관조’의 훈련을 통해 본질직관 능력을 탁월하

게 발휘하도록 교육함으로써 학생들에게 통찰역량, 초월역량, 도덕적 정서

역량을 길러주어 성숙한 인격발달을 이루게 하고, 참된 내적 행복을 누리

게 하는 것이라고 설정할 수 있다. 이러한 목표에 따라 도덕교육에서는 먼

저, 주의력과 자기 자각 교육, 관조 교육, 실존적 통찰교육, 여가 교육과 같

은 통찰역량 향상 교육방법을 모색할 수 있고, 다음으로, 최고선의 자각, 

정신적 가치 인식, 사회와의 연결성 인식, 우주와의 연결성 인식교육과 같

은 초월역량 향상 교육방법을 모색할 수 있으며, 끝으로, 공감, 회복탄력

성, 사랑과 자비 자각 교육을 통한 도덕적 정서역량 향상 교육방법을 모색

할 수 있다.

이상에서의 철학적 지혜의 의미와 특성 연구와 도덕교육에서 적용할 수 

있는 철학적 지혜교육방법의 모색을 통해 다음과 같은 도덕 교육적 시사

점을 찾을 수 있다.

첫째, 철학적 지혜의 개념은 도덕교육이 인간 본질의 이해에서 시작되어

야 함을 알려준다. 인간을 어떤 존재로 보는가에 따라 교육의 방법이 달라

진다. 수많은 도덕교육의 방법들이 정작 학교 현장에서는 공허한 울림처럼 

느껴지는 것은 그 같은 교육방법들이 인간의 정신적 본질을 반영하지 못

하기 때문이다. 인간의 정신적 본질에 대한 이해 없이 도덕적 사고능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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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이나 도덕적 지식 습득에만 치중하는 교육은 삶으로 덕을 드러내거나 

타인을 이해하고 공감하며 도덕적 실천에 이르게 하지 못한다. 특히, 인간 

이성의 옳고 그름의 판단력에 따른 “~ 해야 한다.”라는 훈계와 주입 위

주의 도덕교육은 내적 자발성을 잠식하여 수치심이나 영리함, 또는 두려움

에 의한 제한된 도덕적 행동을 하게 만든다. 그러므로 도덕교육은 인간이 

궁극적 가치를 자각할 수 있는 지성을 가진 정신적 존재라는 본질 이해를 

통한 교육이 필요하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사회적 존재로서 공동체 안에서 

원만하게 잘 생활하기 위해서는 어린 시절부터 모방과 습관을 통해 도덕

적 덕을 주입해야 한다고 보았다. 하지만, 그가 교육에서 궁극적으로 중요

하게 여겼던 것은 정신적 존재로서의 본질 회복이었다. 그래서 그는 어릴 

때부터 예술을 통해 선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해야 함을 강조하였

다. 왜냐하면, 관조가 가능한 예술은 아름다움, 질서와 조화, 균형과 같은 

선의 경향성을 일깨움으로써 선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하기 때문이다. 

플라톤은 인간 정신의 초월성을 자각하는 교육이 일찍부터 이루어지지 않

으면 아이들은 쉽게 저급한 욕망과 쾌락적인 즐거움에 빠져 삶에서 인격

의 고매함과 정신성을 추구하지 않고, 자신의 참된 본질에서 벗어난 삶의 

방식을 선택하게 됨을 경고한다. 그의 경고는 오늘날에도 유효하다. 그러

므로 도덕교육은 무엇보다 인간이란 정신적 가치를 추구할 때, 가장 행복

할 수 있는 지성을 가진 정신적 존재라는 전제를 명확하게 제시해야 한다. 

그리고 학생들에게 참됨, 아름다움, 선함과 같은 고상하고 고귀한 본래의 

인간 본질을 자각하고, 내면의 조화로움, 고요함, 평온함을 체험할 수 있는 

교육내용을 제공해야 한다. 

둘째, 철학적 지혜개념은 개인 내면의 행복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자신의 

내면을 잘 관찰하는 기술과 역량, 노하우가 필요함을 알려준다. 시겔은 개

인의 내적, 사회적 안녕이 유년기부터의 자기 이해역량에 달려있다고 주장

한다. 자기 이해역량은 자신의 내면을 돌보는 일종의 기술로서 내면을 지

켜보는 관조의 반복 훈련을 통해 길러진다. 관조란 비판단적인 열린 마음

으로 현재 자신의 내적 경험을, 반응하지 않고, 오직 관찰하고, 주의하고 

느낌을 자각하는 마음 챙김적 알아차림이다. 이러한 훈련의 반복은 자신과

의 관계와 타인과의 관계에서 유연성과 회복탄력성을 갖게 한다. 우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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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면을 더 많이 더 자주 관찰할수록 이성의 추론적 인식에서 벗어나, 부정

적 감정에 사로잡히지 않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피타고라스가 말한 구경

꾼의 눈으로 자기 내면을 볼 때, 탐욕과 집착과 망상에서 촉발된 끊임없이 

떠도는 원숭이 마음을 자각하게 되고, 그러한 사념을 자신과 동일시하지 

않게 된다. 교육에서 자기를 관찰하는 능력, 자기 내면을 돌보는 능력을 

학생들에게 길러준다면, 학생들은 수많은 상념에서 비롯된 내적 혼란에서 

벗어날 수 있고, 정신적 어려움을 파괴적이고 부정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

는 습관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될 것이다. 또한, 관조를 통한 자기관찰은 자

신의 무의식 속에 존재하는 인지적 편향과 무지를 깨닫게 한다. 인간은 자

신의 과거 경험과 거기에 동반된 감정을 체화하여 기억한다. 특히, 어린 

시절은 절대적 힘을 가진 부모로부터 영향을 받아 왜곡된 생존적 자아의 

모습을 갖기 쉽다. 이렇게 만들어진 사회적 자아는 무의식 속에서 지속적

인 영향을 끼치는데 본래의 참된 자기 모습에서 멀어진 무의식의 지배는 

인간에게 부정적 감정과 지속적인 불안과 불편함을 제공한다. 그러므로 도

덕교육은 학생들이 왜곡된 자아에서 벗어나 자신의 참된 모습을 회복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이를 위해 도덕교육은 자신을 관찰할 수 있는 다양한 

관조 방법을 모색해야 하고, 자신의 무의식과 인지적 편향을 깨달을 수 있

는 교육내용을 학생에게 제공해야 한다. 

셋째, 철학적 지혜개념은 지성의 본질직관 능력이 부정적 감정을 극복하

고 인격적 성숙함에 이르게 함을 알려준다. 인간은 긴장되고 두려움과 같

은 부정적 감정에 사로잡힐 때는 자기중심적이 되고, 생존적 가치에 집착

하게 되며 시야가 좁아진다. 무비판적인 깊은 응시인 관조를 통한 지성의 

본질직관 능력은 내면의 평온함과 안정감을 제공하게 된다. 또한, 내면이 

평화로워질 때, 인간의 의식은 확장되고, 자기중심성을 넘어선 정신적 가

치를 추구하게 된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의 이성이 성숙해지는 청소년

기부터는 정신적 존재로서의 자각을 위한 관조 훈련이 필요함을 주장한다. 

물질 만능주의적 풍조와 자아도취를 부추기는 대중매체에만 학생들이 지

속해서 노출된다면 내면의 행복과 평온함에 이를 수 있는 삶의 방식을 선

택하는 것은 불가능해진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이 관조 훈련을 철학의 

목적으로 삼고, 인격적 성숙함에 도달하기 위해 지성의 본질직관 능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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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식적으로 훈련했던 것처럼, 도덕교육에서도 인격교육의 핵심으로 관조

를 통해 지성의 본질직관 능력 훈련이 이루어져야 하겠다. 지성의 관조를 

통해 내면의 선함이 일깨워지거나 타인의 내적 아름다움과 선함을 체험하

게 될 때, 참된 행복을 느낄 수 있다는 뇌과학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도덕

교육도 부정적 감정을 극복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평정심과 부동심을 유지

하고 삶을 긍정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하겠다.

넷째, 철학적 지혜의 개념은 자발적인 도덕적 행동이 도덕적 판단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양심과 선의 자각과 깨달음을 통한 도덕적 고양감에서 

비롯됨을 알려준다. 관조 훈련을 통해 길러지는 지성의 본질직관 능력은 

자기중심적이고 부정적인 사념을 멈추게 하여 안정되고 유연한 마음을 갖

게 한다. 이러한 내면의 평온함과 안정감은 공감적인 열린 마음을 갖게 하

여 타인과 깊은 연결감을 체험함으로써 자발적인 도덕적 실천을 가능하게 

한다. 말하자면 인간은 타인 안에 있는 선함이나 사랑이 자신의 마음에 거

울처럼 비추어질 때, 아름다움, 경이로움, 사랑 등의 감정의 공명이 일어나

고, 그에 따라 선을 실현하고자 하는 열망이 생기는 것이다. 도덕교육에서 

긍정정서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긍정정서를 길러줄 수 있는 방법론을 

찾는 것에 어려움을 겪는 것은 긍정정서가 인간의 인식방식과 관련됨을 

간과하기 때문이다. 공감력과 감수성과 배려의 긍정정서는 선을 자각하는 

지성의 관조가 이루어질 때 동반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도덕교육에서는 

정서 지능이나 긍정 정서를 이성보다 낮은 차원으로 보거나, 타인과의 원

만한 관계를 위해 필요한 정서로만 한정적으로 이해하지 말고, 관조를 통

해 지성의 본질직관 능력에 동반되는 정서로서 도덕적 행동의 동기를 제

공함을 새롭게 인식해야 하겠다. 그러므로 도덕교육은 도덕적 행동의 자발

성이 선의 자각에서 비롯된 도덕적 정서에서 비롯됨을 기억하여 선을 일

깨우고, 도덕적 고양감을 느낄 수 있는 체험적 도덕교육 방안을 모색해야 

하겠다.

다섯째, 철학적 지혜와 실천적 지혜개념은 인격교육이 시민교육보다 우

선해야 함을 알려준다. 개개인의 내면의 삶의 건강성이 공동체를 건강하게 

만들고, 공동체 안에서 선을 실현함으로써 개개인은 더 성장할 수 있다. 

말하자면, 먼저, 내적으로 관조 훈련을 통해 지성의 본질직관 능력을 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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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학적 지혜를 키울 때, 외적으로 합리성의 추론적 인식으로 숙고하고 분

별하는 실천적 지혜도 사회 안에서 발휘될 수 있다. 그러나 오늘날 도덕교

육은 철학적 지혜보다 실천적 지혜에 더 치중되어 있다. 논리적이고 합리

적인 판단능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철학적 지혜

가 외면될 때는 그런 뛰어난 추론능력은 도덕적 행동에서 아무 힘을 발휘

하지 못한다. 선함과 사랑과 자비를 체험하지 못하고 결핍을 느끼는 청소

년에게 합리성에 따른 도덕적 판단능력의 강조나 옳고 그름에 대한 규범

적 지식의 주입만으로는 인격 형성과 도덕적 실천을 기대하기 어렵다. 그

러므로, 도덕교육은 먼저, 관조 훈련으로 지성의 본질직관 능력을 길러 선

한 마음가짐을 갖게 하는 철학적 지혜교육을 우선해야 한다. 왜냐하면, 실

천적 지혜는 철학적 지혜를 통해 길러지는 선한 마음 마음가짐이 사회적 

상황에 알맞게 드러날 수 있도록 숙고와 분별하는 합리성의 추론적 인식

능력이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실천적 지혜란 철학적 지혜가 있을 때 올바

로 작동할 수 있는 만큼, 도덕교육은 철학적 지혜를 실천적 지혜보다 우선

하여 인격교육이 시민교육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본 연구는 도덕교육 적용을 위해 철학적 지혜의 의미와 본질적 

특성을 탐색하고, 철학적 지혜교육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도덕 교육적 시사

점을 찾고자 하였다. 도덕 교육적 시사점의 핵심은 도덕교육에서 인격적 

성숙함을 길러주기 위해서는 관조의 훈련을 통해 지성의 본질직관 능력을 

길러주는 철학적 지혜함양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도덕교육

에서 철학적 지혜함양 교육이 이루어지려면 다음과 같은 후속 연구가 필

요하다. 먼저, 본 연구는 도덕교육에 활용할 수 있도록 몇몇 외국의 사례

들에 한정하여 관조를 통한 본질직관 교육방법들을 개략적으로 소개하였

으나 실제 학교 현장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수업 모형을 구조화하지 못하

였으므로 이에 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다음으로 성숙한 인격은 

지성의 관조를 통해 참됨, 아름다움, 선함을 일깨울 때 길러지는 만큼, 도

덕교육에서 문학과 예술을 융합한 창의적이고 다양한 교육방안이 연구되

어야 하겠다. 끝으로, 인격적으로 성숙한 교사가 학생들을 철학적 지혜로 

이끌어 갈 수 있는 만큼, 철학적 지혜함양을 위한 교사교육방안에 관한 연

구가 이루어져야 하겠다. 통찰역량과 초월역량과 도덕적 정서역량을 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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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교사를 양성하기 위한 연구가 이루어져야만 철학적 지혜교육의 실효

성이 보장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인간은 합리적인 존재이기 이전에 지성적인 존재이다. 인간을 진정으로 

인간답게 하는 것은 합리성이 아니라 지성이다. 왜냐하면, 지성은 관조를 

통해 참됨, 선함, 아름다움과 같은 정신적 가치를 본질 직관함으로써 마음

을 선하게 하지만, 합리성은 지성을 동반하지 않는 경우엔, 추론적 인식으

로 따지고, 구별하고, 계산하고, 판단함으로써 자기중심적이고, 차별적인 

마음을 갖기 쉽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합리성이 진정한 숙고와 분별을 통

해 좋은 행동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선한 마음가짐으로 이끌어주

는 지성이 동반되어야 한다. 우리는 내적으로 관조를 통한 지성의 본질직

관적 인식능력을 길러 철학적 지혜를 가질 때, 사회 안에서도 숙고와 분별

의 합리성에 의한 추론적 인식으로 실천적 지혜가 잘 발휘될 수 있음을 잊

지 말아야 한다. 다시 말해, 도덕교육은 통찰하고, 초월하며, 도덕적 정서

를 갖도록 이끌어주는 철학적 지혜교육을, 실천적 지혜교육보다 우선해야

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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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1. SEE Learning의 통찰역량 수업사례

1) 마음탐색 수업사례

활동 내용

통찰

활동

- 탁자 위에 투명한 꽃병에 물을 채워두고 학생들이 둘러앉아 투명한 꽃병을 볼 수 있

게 한다.

- 테레사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준다. 학생들에게 이 병을 이용하여 테레사의 마음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보여줄 것을 알린다. 모래와 조약돌과 반짝이

(glitters)를 이용하여 마음을 표현한다. 모래는 중성적인(감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

는) 일들을, 조약돌은 힘든 일들을, 반짝이는 좋은 일들을 의미한다.

- “투명한-진흙투성이의 마음” 이야기를 들려주고 병 안에다 이야기 내용에 따라 

모래와 조약돌과 반짝이를 넣는다. 

- 이야기의 예: 테레사가 일어났다(모래), 그녀는 비 오는 소리를 듣는 것을 좋아한

다(반짝이). 비 오는 소리는 침대 안에 있을 때 평온한 마음을 갖게 한다(반짝이). 

테레사는 자신이 좋아하는 티셔츠를 찾지 못했다(조약돌). 아버지가 숙제했냐고 

물어본다(모래). 테레사는 어제 놀다 숙제를 하지 않았음을 깨달았다(조약돌). 그

녀는 펜을 가지러 갔다(모래). 수학숙제 3문제를 끝냈을 때 아버지가 학교 갈 시

간임을 알린다(조약돌). 아직 숙제가 안 끝났으니 기다려달라고 한다(조약돌). 여

동생이 왜 숙제를 어제 안 했냐고 짜증을 낸다(조약돌). 그녀는 그 말에 화가 나

서 무슨 말을 해주고 싶었으나 참았다(반짝이). 그러나 여동생이 자신은 항상 숙

제를 미리 한다고 말한다(조약돌). 테레사는 더는 못 참고 화를 내며 조용히 하라

고 한다(조약돌). 아버지가 동생을 달래며 테레사에게 동생한테 친절하게 대하라

고 한다. 테레사의 기분은 매우 나빴다(조약돌). 아버지는 이제 숙제가 거의 다 끝

났으니 차에 타서 끝내라고 했고 테레사는 차에서 숙제를 끝냈다(반짝이). 아버지

가 여동생은 아직 철이 없으니 이해하라고 말해주었다(반짝이). 

성찰

연습

- 기분이 안 좋을 때라도, 더 나은 상황을 만들 수 있는 자원이 내면에 있음을 기억

하라.

- 우리가 다시 자연스러운 상태로 돌아오도록 가만히 놔두면 우리 마음의 꽃병은 가라

앉는다. 

- 이 꽃병을 다시 흔들 것이다. 그런 후에 어떻게 가라앉는지 살펴보자.

- 우리가 어떤 것을 가깝게 보거나 들을 때, 우리는 그것을 “집중”이라고 부른다. 

우리가 계속 오랫동안 지켜보고 있으면 그것을 “계속 집중하고 있다”라고 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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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의력 탐색 수업사례 1

다. 꽃병이 가라앉는 동안 계속 지켜볼 수 있는지 살펴보라.

- 지금부터 꽃병을 조용히 지켜보자.

- 우리가 꽃병을 지켜보고 계속 집중하고 있을 때 자신의 신체에서 무엇이 일어남을 알 수 

있었나?

- 만약 기분이 안 좋다면 마음의 꽃병을 지켜보는 것처럼 자신의 마음도 지켜볼 수 

있다. 

- 마음 꽃병이 어떻게 천천히 가라앉는지 그리고 아무도 젓거나 그것을 방해하지 

않을 때, 어떻게 아주 맑게 되는지 지켜보라.

- 꽃병 안이 가라앉는 것을 지켜보면서 무엇을 깨달았나?

- 우리 마음이 차분하고 조용히 가라앉아 있으면 우리에게 어떤 도움이 될까?

활동 내용

통찰

활동 

1

- 전등을 약하게 약간 어둡게 한 상태에서 한 부분을 가리키며 학생들에게 본 것들

을 말하게 한다. 

- 그다음, 손전등을 켜서 아까 어두울 때 못 보았는데 보게 된 것을 말해보게 한다. 

- 그리고 집중하는 것이 근육처럼 훈련을 통해 강화되는 것임을 알게 한다. 

통찰

활동 

2

- 학생들이 관심을 두는 대상을 준비한다(가능한 것들-솔방울, 잘 알려지지 않는 과

일이나 야채, 소라 등).

- 각 학생은 물건을 조심스럽게 관찰하고 자신이 발견하고 생각한 것을 말하게 한

다. 다른 사람이 이미 말한 것을 말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 한 개의 물건을 학생에서 학생으로 계속 전달한다.

- 내가 발견한 것은 ... 내가 생각한 것은 ... 이라고 말한다.

- 대안으로 가방 안에 물건을 넣고 촉감에 관해 이야기를 이어갈 수도 있다. 

통찰

활동 

3

- 자신이 좋아하는 물건을 선택한 후 잘 관찰하여 자신이 알게 된 것과 생각하게 

된 것을 글로 적게 한다. 

- 글 쓰고 난 후, 자신이 쓴 글을 나누게 한다.

- 관찰하고 글 쓰는 동안 계속 집중을 유지하였는지, 어떻게 흩어진 집중을 다시 

모을 수 있었는지 질문한다.

성찰

연습

- 집중을 강화하는 연습을 좀 더 해보자. 우리가 해왔던 것처럼 자원을 가지고 연

습을 할 것이다. 다른 점은 이번에는 좀 더 오랫동안 집중을 해보는 것이다.

- 집중에 도움이 되도록 우리는 우리의 눈을 땅에 고정하거나 눈을 감고 똑바로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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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의력 탐색 수업사례 2

활동 내용

통찰

활동 

1

- 벤이야기를 들려 준다.( 어렸을 때, 남의 물건을 훔치는 버릇이 있었던 벤이 있었

다. 도둑이라고 불리기도 했던 벤이었으나, 나이가 들면서 도둑질이 타인에게 고통

을 주고 이로 인해 친구 사귀기가 어렵다는 것을 깨닫고 난 뒤부터 도둑질을 그만

두었다. 어느 날, 친구들과 야외에 나들이 갔다. 친구들이 없는 사이, 식탁에 있는 

다과를 보자, 자신도 모르게 자신의 주머니에 넣기 위해 손을 뻗었다. 그런데 갑자

기, 자신이 다과를 훔치려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다른 손이 다과를 훔치려는 

손을 재빨리 잡았다. “멈춰, 도둑아! 널 잡았다.” 그는 큰 소리로 말했다. 친구들

이 뛰어 들어왔다. “무슨 일이 일어났어? 도둑이 어디 있어?” 그들이 물었다. 

“벤이야” 그는 팔을 꽉 잡은 채 “벤이 도둑이야.”)

- 언제 벤은 자신이 하는 일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게 되었나? 

- 만약 벤이 주의 깊게 되는 실천을 하지 않았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 주의 깊게 되거나, 잘 살펴보는 것이 좋은 것들은 어떤 것이 있을지 브레인스토밍해 보자.

- 자신이 적은 2~3가지 주의가 필요한 것들을 이야기해 보자.

통찰

활동 

2

- 3-4명이 한 팀이 되어 부주의한 내용의 시나리오를 보고, 그 내용을 주의

(heedfulness)와 알아차림(awareness)의 시나리오로 수정한다.

- 수정한 시나리오를 가지고 주의(heedfulness)와 알아차림(awareness)이 부각될 수 

채 그렇지만 편안한 방식으로 해볼 것이다.

- 연습하는 동안 네게 말을 할 것이고 나중에 함께 나눌 것이다.

- 자원 도구 중 하나를 선택하거나 새로운 것을 선택할 수 있고 또는 다른 것을 상상할 수 

있다.

- 마음에 우리의 자원을 가져오자. 몇 분 동안 조용히 우리의 자원에 집중할 수 있

는지 먼저 살펴보자.

- 신체 안에서 네가 중립적이거나 기쁜 느낌을 느낄 수 있다면 너는 그것에 집중할 

수 있을 것이다. 어떤 것을 선택해도 편안히 쉴 수 있고 잠시 집중할 수 있다. 

- 기분이 좋지 않으면 다른 자원으로 옮기거나 마음을 내려놓거나(ground) 자세를 

바꾼다. 자원을 가지고 쉬면서 집중을 유지하라. 

- 집중이 흩어졌거나 네 자원을 잊고 있을 때마다, 다시 네 마음의 자원으로 돌아

오라(15 - 30분 동안 침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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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도록 연극으로 표현한다.

마무

리

- 작은 게임을 통해 집중력을 연습하면서 마무리한다.

- 모두 원 안으로 들어왔을 때, 작은 종이컵에 물을 매우 천천히 조금씩 붓는다.

- 내가 물을 부을 때, 자신이 집중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자각했는지 살핀다. 자신의 

머릿속에 생각하고 있는 것을 자각하는지 살핀다.

- 물컵을 물을 흘리지 않는 상태로 원을 따라 전달할 것이다. 전달하면서 1. 컵에만 

마음을 두고, 천천히 전달할 것. 2. 컵이 원을 따라 이동하는 것을 볼 때, 컵이 네

게 가까이 다가올 때 어떻게 신체와 마음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관찰할 것. 내 마음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관찰할 것. 3. 물이 흘러넘치지 않도록 함으로써, 주

의력을 연습할 수 있음을 기억할 것. 하지만 물이 흘러넘치더라도 물일뿐이므로 마

음이 흩어지지 않도록 할 것.

활동 내용

통찰

활동 

- 산불화재 사진을 보여주고 어떤 상황인지 질문한다.

- 산불이 작은 불꽃에서 시작된 것처럼 사람의 감정도 작은 불꽃이 점점 커져 갑자기 

산불처럼 화가 나거나 기분이 좋지 않게 된 경우를 찾아본다.

- 어떻게 내면의 불꽃이 산불처럼 번지지 않게 할 수 있는지 이야기를 읽고 이야기 해

본다. 

- 이야기의 예: 루이스는 수학시험결과를 받았다. 그는 3문제를 틀려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했다. 그는 다음과 같이 생각했다. “나는 이 시험에서 최악을 결과를 받았다. 나는 

정말 수학을 못한다.”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생각했다. “나는 절대로 수학을 잘할 수 

없다. 이 말은 나는 좋은 학생이 될수도 없고, 대학에 갈수도 없고, 좋은 직장에 취직

도 못하고, 성공적이고 행복한 삶도 살수 없게 될 것이다.”

- 이 이야기에서 불꽃은 무엇이고, 불꽃을 잡지 못했기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이야기 

해 본다.

- 산불이 되기 전에 불꽃을 빨리 꺼버린 경우를 이야기 해 본다. 

- 불꽃을 끄면 우리에게 어떤 점이 좋은지를 말해 본다. 

성찰

연습

- 방안에서 편안한 공간을 찾아라. 눈을 감거나 눈을 바닥에 고정시키면 마음이 더 편

안해 질 것이다. 마음을 가라앉히도록 깊이 심호흡을 몇 번 해보자.

-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귀를 열어라. 가장 먼 곳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가? 그 소리가 

정확히 들리지 않더라도 그 소리가 있음을 알아차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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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주의력 탐색 수업사례 4

- 이제 내면에서 들리는 소리를 발견해 보자.

- 내면으로 더 깊이 들어가서 안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알아차리자.

- 가능한 한 가깝게 들어보려고 할 때, 내면의 신체 안에서 어떤 소리를 들을 수 있었는가?

- 눈을 뜨고, 다시 돌아와서 지금 어떤 느낌이 드는지 말해보자.

- 신체 안에서 어떤 감각을 알아차렸는가? 너의 호흡은 바뀌었는가?

- 우리가 마음 챙김적으로 되기 위해서 어떤 활동을 더 할 수 있을까?

성찰

연습

- 글쓰기에 집중함으로써 마음 챙김 연습을 한다.

- 어떻게 앉아 있는지 알아차려라. 짧은 글쓰기를 하기 위해 편안한 자세로 있는가 살

펴본다.

- 심호흡하며 마음을 가라앉힌 후, 마음 챙김을 위한 편안한 자세를 취한다.

- 연필을 천천히 잡는다. 어떻게 잡고 있는지 연필의 느낌을 느낀다. 다른 감각들도 느

껴본다.

- 연필을 천천히 종이에 두고, 움직이지 않는다.

- 잠시 후, 알파벳 소문자를 쓸 것이다. 하지만 지금 당장은 아니다.

- 글을 쓸 때, 종이에 누르는 압력에 따른 연필의 느낌을 알아차린다. 호흡에 집중하면서 

손의 움직임을 알아차린다. 집중력이 흩어지면 집중력이 흩어졌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다

시 돌아온다. 

- 글쓰기를 마쳤을 때, 연필을 내려놓고 3번 심호흡을 한다.

- 신체와 호흡이 변화하였는지 확인한다.

활동 내용

통찰

활동 

- 애완견의 사진을 보여 준다.

- 애완견에게 무엇을 훈련 시키는가?(길 밖으로 나가지 말고 길에 있어라. 길을 따라 걸

어라. 달리지 마라)

- 애완견에게 줄을 매어주는 이유는 무엇인가?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이다.)

- 애완견의 주인은 계속 애완견을 관찰하고 있어야 하는가? 이유는? (길을 벗어나면 위험

해지므로 계속 주시하고 있어야 한다.)

- 애완견이 길에서 벗어나면 주인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 애완견이 너무 흥분하거나 너무 졸려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 애완견 훈련은 집중력 훈련과 비슷하지 않는가? 어떻게 비슷한가? (훈련하는 데 시간이 

걸린다. 애완견 주인이 개를 계속 길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훈련한 것처럼, 우리가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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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마음을 관찰하여 딴 데로 정신이 팔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

- 우리가 어떤 것에 집중하려고 애쓰다가 이리저리 방황하게 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주인이 애완견을 다시 데려오는 것처럼 마음을 돌릴 수 있는가?

- 주인이 매일 애완견을 길에 데리고 나와 길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면 어떤 일이 일어

날까? (익숙해지고, 훈련될 것이다. 줄 없이도 잘하게 될 것이다.)

성찰

연습

- 애완견을 훈련하듯이 우리의 주의력도 훈련해 본다.

- 애완견처럼 우리가 너무 흥분했거나 졸리거나 회복탄력적 상태가 아니면, 훈련하기가 

더 어려워짐을 알려 준다.

- 침묵 가운데 자신의 자원 중 한 가지를 생각한다. 원한다면 앉아서 마음을 내려놓을 수도 있다.

- 우리의 자원들을 생각할 때, 신체에 기분이 좋은 것이나 중립적인 감각에 주의를 기울

여라.

- 기분 좋거나 중립적 느낌을 발견하게 되면 계속 거기에 집중하라. 그것이 집중대상이다.

- 이제 우리의 신체와 감정이 좀 더 이완되었을 것이다. 호흡에 집중하라. 이제 호흡을 

집중대상으로 사용할 것이다. 호흡을 사용하고 싶지 않으면, 다른 중립적 감각을 선택

할 수 있다. 

- 호흡이 신체에 들어오고 나가는 것에 집중하고 호흡에 계속 머물러라.

- 어쩌면 코안의 호흡을 알아챌 것이다. 그러면 거기에 집중한 채 머물러라.

- 어디를 선택하더라도 우리는 거기에 호흡하면서 계속 집중한다.

- 가장 자연스럽고 편안한 방식으로 호흡을 하고, 호흡으로 계속 집중하라.

- 만약 마음이 이탈하거나 산만해지면, 호흡함으로써 우리 마음을 돌아오게 하라. 

애완견이 돌아오는 것처럼. 

- 눈을 뜨고, 경험을 나눈다.

- 마음 챙김으로 호흡하면서 계속 집중할 수 있었는가?

- 자신이 집중하거나 집중하지 못했을 때, 자신이 그러하다는 것을 자각하는데 알아차림

을 사용할 수 있었는가?

통찰

활동

- 집중에 대해 배운 목록을 다 같이 만든다.

- 목록 중의 그림 그릴 몇 개를 선택하게 한다. 마음 챙김과 알아차림을 할 수 있는 그림

이면 어떤 그림도 괜찮음을 안내한다.

- 몇 분 동안 그림을 그리고 서로 그림을 소개하고 설명한다. 이 그림과 집중, 마음 챙김, 

주의를 기울임, 알아차림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질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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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자기 자각 수업사례 1

7) 자기 자각 수업사례 2

활동 내용

표현

/

토론 

-  마음을 지켜볼 수 있는지 질문한다.

- 우리는 내적 세계와 외적 세계에 모두 집중할 수 있음을 상기한다.

- 학생들에게 마음 꽃병을 다시 보여준다. 

- 하루 동안 얼마나 많은 생각이 떠오르는지 학생들에게 질문한다. 예들을 들어보면서 세어

보게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이미지나 사고, 느낌, 감각 등을 알아차릴 수 있게 한다.

- 위의 활동은 자신의 떠오르는 생각들을 지켜보는 성찰적 연습임을 주지시킨다. 

성찰

연습

- 자신의 마음을 지켜보는 연습을 해본다. 호흡을 편안하게 한 후, 호흡에 집중하는 대

신, 마음에 떠오르는 것이 무엇이든 떠오는 것들을 지켜본다.

- 우리는 제 생각에 사로잡히는 대신에 떠오르는 생각을 지켜볼 수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 침묵하고 집중하며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지 본다.

- 우리가 집중하지 못하고 생각에 사로잡히면 우리가 그 생각을 지켜볼 수 있음을 기억

하라. 우리는 그 생각들이 오고, 머물며 가는 것을 볼 수 있다.

- 생각이 오고 가는 것을 지켜본 사람이 있는지 질문한다.

- 아무 생각이 떠오르지 않았던 순간을 알아차린 사람이 있는가? 생각하는 순간과 생각하지 

않는 순간 사이에 공간이나 단절이나 틈이 있음을 안 사람이 있는지 질문한다.

- 마음을 관찰할 수 있으면 어떤 점이 좋을지 질문한다.

활동 내용

표현

활동

- 감각들은 우리 몸이 느끼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한다는 것을 인식한다.

- 5개의 감각(시각, 청각, 후각, 촉각, 미각)은 외부와 관련된 것을 느끼게 하는 것

임을 인식한다.

- 5개의 감각은 몸 밖에 있는 것을 감각하도록 도움을 주고, 신경체계는 몸 안에서 

도움을 주는 감각임을 인식한다.

- 신경체계라고 불리는 이유가 몸이 신경으로 가득하고 몸의 서로 다른 부분에서 

정보들을 받아 뇌로 전달하기 때문임을 인식한다.

- 신경체계는 우리를 더 행복하고 건강하게 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임을 인식한다.

- 소리나 냄새처럼 몸 밖에서 무엇을 느끼는 것처럼, 몸 안에서도 어떤 것을 느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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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음을 알아차린다.

- 한 손을 가슴에 대고 다른 손을 배에 대고 잠시 눈을 감은 후 몸 안에서 어떤 것

을 느끼는지 지켜본다.

- 어떤 것을 감각한다는 것은 어떤 것을 몸에서 느낀다는 것임을 이해한다.

- 우리 몸은 우리가 어떻게 느끼는지 알려준다는 것을 이해한다.

- 몸 안에서 감각하는 예를 살펴본다.

- 몸 안에서의 감각의 예: 해를 쬐고 서 있으면, 감각은 너무 덥다고 인식하고, 우

리는 열을 식히기 위해 그늘로 이동한다. 몸 안에서 더위와 시원함이 감각되어짐

을 알 수 있다.

- 잠이 올 때, 배고플 때, 재미를 느낄 때, 행복할 때, 흥분했을 때, 몸 안에서 어떤 

부분이 그것을 느끼는지 생각한다.

통찰

연습

- 사람은 행복감을 느끼기를 원하고 친절을 표현하기를 원한다는 것을 인식한다.

- 우리 몸도 행복을 느끼거나 불행을 느낀다는 것을 이해한다.

- 밖에서 감각하는 것을 살펴본다.

- 교실 안에서 들리는 소리를 3가지 찾는다. 

- 교실 밖에서 들리는 소리를 3가지 찾는다.

- 몸 안에서 일어나는 것에 주의를 기울인다.

- 우리의 기분은 기쁘거나, 기분이 좋지 않거나, 중립적임을 이해한다. 옳거나 옳지 않

은 기분은 없음을 인식한다. 기분은 우리에게 정보를 제공해 줌을 이해한다.(예: 더우

니까 안으로 들어가라) 중립은 기쁘지도 기분 나쁘지도 않은 상태임을 이해한다.

- 알아차리지 못했던 교실 안과 밖에서 들리는 소리를 다시 한번 주의 깊게 듣는다.

- 자신이 듣고 있을 때, 몸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살펴본다. 몸 안에서 어떤 

기분이 느껴지는지 알아차린다.

- 무엇을 느꼈는지 살펴본다. 그것이 기분 좋은 것, 기분 나쁜 것, 중립 중 어떤 것

에 해당하는지 확인한다.

- 교실 안에 있는 색깔들을 살펴본다. 둘러보고 빨간색 3가지를 찾아본다. 그리고 

빨간색을 발견했을 때, 마음 안에서는 어떤 감정을 느꼈는지 관찰한다.

- 그것이 기분 좋은 것, 기분 나쁜 것, 중립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 관찰한다.

통찰

연습

- 다음 글을 읽고 몸에서 알아차린 감각과 3가지 내부의 기분(기분 좋은, 기분 나

쁜, 중립) 중 해당하는 기분을 찾는다.

- 제시 사례: 방안에서 알아차린 색깔 6개의 이름을 한다. 10부터 거꾸로 센다. 물

을 천천히 마시고 입과 목에서 물을 느낀다. 방을 경쾌하게 걸으면서 땅을 밟는 

발의 느낌을 느낀다. 손바닥을 짝 펴서 열이 날 때까지 계속 비빈다. 손으로 가구 

한 면에 손을 대거나 바닥에 손을 대 온도와 결을 느낀다. 손이나 등으로 벽을 

밀고 근육의 느낌을 살핀다. 방을 둘러보고 눈길을 끄는 것이 무엇인지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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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자기 자각 수업사례 3

 

9) 자기 자각 수업사례 4

활동 내용

통찰

활동

- 너는 누구니?

- 자신과 타인을 이해하기 위한 놀이를 안내한다. 놀이 이름은 “너는 누구니?”이

다.

- 모두 서서 파트너를 찾는다. 파트너 1은 질문하는 사람이 되고, 질문은 “너는 누

구니?”이다. 파트너 2는 질문에 대답한다. 

- 파트너 1은 “고마워. 너는 누구니?”라고 다시 질문한다. 이번에는 파트너 2가 

다른 대답을 해야 한다. 같은 대답을 반복할 수 없다.

- 파트너 1이 다시 “고마워. 너는 누구니?”라고 질문한다. 파트너 1은 오직 듣는 

역할만 하고 대화를 나누지 않는다. 

- 30초 동안 반복해서 질문과 대답을 하고 그 후, 역할을 바꾸어 30초 동안 질문과 

대답을 한다. 30초씩 계속해 간다.

- 파트너를 바꾸어 다시 진행하고 다시 파트너를 바꾸어 진행한다.

- 교사의 마무리 질문에 대답한다.

- “그동안 친구에게서 알지 못한 것을 알게 된 것이 있는가?”, “계속 진행하기 

어려웠는가? 이유는?”, “이 게임이 우리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이 

든 예를 찾아본다면?”, “우리의 정체성 안에 얼마나 다양한 측면이 있다는 것

을 알아차리게 된 것이 있는가?”, “우리를 처음 보거나 우리를 만날 때 타인이 

우리의 다양한 내면을 얼마나 알아볼 수 있을까?”, “마찬가지로 우리도 타인을 

얼마나 알 수 있을까?”, “그냥 “너는 누구니?”라는 질문과 “고마워. 너는 누

구니?”라는 질문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을까?

활동 내용

통찰

활동

- 연속(continuum)선에 놓여있는 서로 대립적인 문구에 대해 자기 생각을 ‘예/아니

오’로 대답한다.

- 학생들은 문구들을 읽고 각 문구에 대해 자신의 동의나 비동의의 정도를 표시한

다. 

- 문구 속에 등장하는 사람이 어떤 입장에 놓여있는지 살펴보고, 자신은 그 입장에 

대해 어느 정도 동의하거나 비동의하는지 살펴본다.

- 문구에 대한 자신의 반응이 옳거나 잘못된 것은 없음을 인식하고 오직 자기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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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어디에 있는지 살펴본다.

- 자기 생각들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학급에서 집단합의를 이끌어 낸다. 집단합

의의 과정은 경청하고 존중하면서 나누고 동의하지 않을지라도 서로 마음 상하지 

않으면서 합의에 도달하는 것임을 인식한다.

- 첫 번째 문구를 주의 깊게 듣고 잠시 생각한 후, 자기 입장을 선택하여 어느 정

도 동의하거나 동의하지 않는지 연속선에서 어느 위치에 선다.

- 선 위에 특정한 위치에 선 학생들은 근처에 선 친구들에게 그 위치를 선택한 이

유를 질문한다.

- 선 위에 어느 위치에 선 학생 중 몇 명의 자원자들이 이 위치를 왜 선택했는지 

설명하는 동안, 나머지 사람들은 마음을 열고, 친구들의 얘기를 듣는다.

- 친구들의 이야기를 듣고 위치를 변경하고자 하는 사람은 변경한다.

- 변경한 사람에게 왜 변경하게 되었는지 이유를 질문한다.

- 각 문구들로 자기 입장을 선택하는 연습을 반복한다. 

- 문구의 예 : “만약 당신이 오랜 시간 최선을 다해 열심히 노력한다면 모든 일에

서 뛰어나게 될 수 있다.”, “어떤 것에서 최고가 되거나 1등을 하는 것이 반드

시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은 아니다.”, “ 나는 무엇에든지 최고가 되는 

것을 좋아한다.”, “ 매우 힘든 시간을 보낼 때, 나는 내게 필요한 돌봄과 자비

를 자신에게 베푼다.”, “당신이 지금 막 어떤 일을 시작했다면, 잘할 수 없는 

것이 당연하고, 잘못해도 괜찮은 것이다.”, “자신의 기분이 좋지 않을 때, 나는 

사람들 모두 나보다 행복하다고 느껴진다.”, “ 가끔은 어떤 것에 대해서 평균 

이하가 되는 것이 좋다.”, “내게 중요한 어떤 것에 실패했을 때, 나는 실패에 

대해 혼자 남겨진 것 같이 느껴진다.”, “실패란 배우는 데 있어 좋은 길이다.”, 

“내게 중요한 것을 실패했을 때, 나는 가끔 당황스럽고 실망스럽다.”, “나는 

내가 좋아하지 않는 자신의 어떤 점들도 받아들이려고 애쓴다.”, “ 완전해지는 

것은 가능하다.”

성찰

연습

- 조용히 자기성찰 연습을 시작한다.

- “자신에 대한 나의 기대”를 생각해본다. 자신에 대한 건강한 기대와 건강하지 

않은 기대가 있음을 생각한다. 자신이 가진 기대들을 건강한 기대와 건강하지 않

은 기대로 나누어 생각해본다. 

- 자신에 꼭 필요한 건강한 기대와 꼭 버려야 하는 건강하지 않은 기대를 한가지씩 

찾는다.

- 희망하는 사람들은 자기 생각을 나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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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자기 자각 수업사례 5

11) 자기 자각 수업사례 6

활동 내용

표현

활동

- 도구세트처럼 자원 세트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한다.

- 자원세트는 우리의 기분을 좋게 만드는 것들, 우리 기분을 안전하게 만드는 것들,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과 같은 기억들을 넣어 두는 것임을 이해한다. 

- 개인적 자원들의 의미를 이해한다. 자원이란 유익한 것들을 의미하고, 개인적인 

이유는 자원이 각자에게 특별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이해한다. 

- 개인적 자원들의 사례 : 각자가 하고 싶은 것, 신나게 하는 것, 각자가 좋아하는 

사람, 각자가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 등 

- 잠시 각자 개인적 자원들에 대해 2-3개 정도 생각해 본다. 

- 각자의 자원들을 그림을 그리고 잊지 않기 위해 이름을 붙인다.

- 개인적 자원들이 보물과 같이 아주 가치 있는 것이고, 우리가 원할 때 언제든지 

쓸 수 있는 것임을 인식한다. 

- 자신의 자원들 중 하나를 소개한다. 

성찰

연습

- 몸의 기분(sensations)을 주시해 본다. 잠시 시간을 갖고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자

원 한 가지를 선택한다.

- 마음을 편안히 하고 자원 그림을 자신 앞에다 둔다. 

- 잠시 시간을 갖고 고요한 마음 상태가 되게 한다. 그리고 자신의 자원을 보고 그

것에 대해 생각한다.

- 질문: 자원을 보고 생각할 때, 마음 안에서 어떻게 느껴지는가?

- 질문: 기분이 좋아지는가? 그렇지 않아도 괜찮다.

- 기분이 좋아지지 않는다면 몸의 다른 부분으로 주의를 옮겨본다. 기분이 좋아지

는 곳이 있으면 거기서 머무른다.

- 이렇게 하는 것은 몸을 읽는 것과 같다는 것을 이해한다. 이런 과정이 추적화임

을 이해한다.

- 감각에 주의를 기울일 때 어떤 기분이 들었는지 발표한다.

활동 내용

표현

/

토론

-  짧은 이야기를 읽어주고, 결말이 어떻게 끝날지 질문한다.

- 이야기 1 : 앨리스가 교실에 들어갔을 때, 그녀는 친구들에 대해 매우 경직되고 

긴장되어 있음을 느꼈다. 전날 앨리스는 장기자랑에서 노래할 때 모든 친구가 자

기를 쳐다보자 매우 긴장했었다. 그녀는 머리가 하얘져서 중간 부분에서 가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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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먹고 처음부터 다시 했어야 했다. 오늘, 그녀가 자리에 앉았을 때, 테디가 능글맞게 

웃으며, 빈정되면서 “어제 장기자랑에서 코미디를 정말 잘했다.”라고 말했다. 앨리스

는 화가 나서 맞받아쳤다. “최소한 나는 재능이라도 있지, 너는 그런 것도 없잖아.” 

- “테디는 어떻게 앨리스에게 반응할 것 같은가?”라고 질문하고 대답을 받는다.

- “테디와 앨리스가 서로를 상처 주는 말을 주고받는 것을 계속하지 않으려면 그

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라고 질문한다. 

- 다음에 일어날 일을 예측하여 설명한다. 칠판에 이야기를 통한 교훈을 순환고리 

벤다이어그램으로 그려본다.

- 순환고리를 그리면서 그 과정을 계속할 때, 앨리스와 테디가 느끼는 감정과 행동

을 생각한다.

- 순환고리란 순환을 강화하는 것으로 똑같이 계속되며, 누군가가 멈추거나 과정을 

변경하지 않는 한, 점점 더 강도가 세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인식한다. 

- 순환이라는 말은 결과 일부로서 새로운 투입으로 인해 어떤 것이 계속되고 점점 

더 커지는 것임을 인식한다. 마이크를 스피커 앞에다 두면 계속 잡음과 큰소리가 

나는 것임을 안다.

- 불친절한 행동---> 감정에 상처 주기--->불친절한 행동--->감정에 상처 주기

- 다른 순환고리가 있음을 알려준다. 마이크를 다른 곳에 두거나 스피커의 소리를 

줄일 수 있음을 알려준다. 대본에서 선택할 수 있는 지점을 찾아본다. 앨리스가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어디인지 찾는다.

- 선택의 지점을 찾으면 시나리오의 다른 버전을 읽는다.

- 이야기 2 : 교실에 와서 자리를 잡자, 테디가 와서 말하였다. “어제, 네 목소리 

참 좋았어. 잘했어.” 앨리스는 긴장이 풀어짐을 느꼈다. “고마워.” “네 말은 

정말 내겐 큰 의미가 있어. 네 목소리도 정말 좋아.”

- 이 이야기는 다른 순환고리를 만들 수 있음을 보여준다.

- 이 이야기는 어떤 순환고리로 계속될 수 있을지 생각해 본다. 

- 긍정의 순환고리와 부정의 순환고리를 이해한다. 

- 순환고리는 계속하면 점점 더 강해진다는 것을 안다. 순환고리는 행동의 패턴을 

만들어 계속 반복하게 되면 습관으로 남게 됨을 이해한다.

- 학교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긍정의 순환고리와 부정의 순환고리에 대해 생각하게 한다.

- 긍정의 순환고리나 부정의 순환고리에 계속 놓여있었던 경험과 그에 따른 감정을 나눈다.

성찰

연습 

- 잘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던 것이나 가치 있고 긍정적인 관계에 대해 생각한다. 

자신과 다른 사람들이 함께하는 일들이나 관계가 앞으로도 계속 잘되기 위한 순

환고리를 만든다.

- 순환고리를 만든 후, 짝을 지어 순환고리를 분석하여 덧붙이면 좋은 것들을 추가한다. 

상황에서 긍정적인 것을 선택하는 것은 내적 근육을 만드는 것과 같음을 인식한다.



- 222 -

12) 자기 자각 수업사례 7

활동 내용

표현

/

토론

-  빙산의 사진을 보았거나 빙산을 실제로 본 사람은? 몇 %의 빙산이 실제로 물 

위에서 보여질까? 몇 %가 물 아래 가라앉아 있을까? (10%만 물 밖으로 볼 수 있

고 90%가 수면 아래 가라앉아 있다. 아이스버그의 그림이나 사진을 보여준다.)

- 행동도 빙산과 비슷하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한번 보고 생각하는 것은 빙산의 

일각을 보는 것이다. 그 사람의 진짜 행동을 이끄는 것은 보이지 않는 수면 아래

의 것이고, 우리는 종종 그것들을 보지 못한다.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우리는 눈

에 보이지 않는 체계적 구조를 포함한 더 넓은 맥락 안에서 생각하지 못하고 오

직 그 사람에 대해 자신이 보고 생각한 것을 가지고 칭찬하거나 비난한다.   

- 빙산의 그림에서 꼭대기는 화난 말을 하는 것, 시험에 실패하는 것, 시험에 통과하

는 것과 같은 개인적 사건들에 해당한다. 이것들은 쉽게 모든 사람에게 보여진다.

- 그런 사건들 아래 행동의 패턴이 있다. 예를 들면, 화나는 말을 하는 사람은 자주 

화가 나서 말할지 모른다. 시험에 실패한 사람은 열심히 공부하지 않을지 모른다. 

시험에 통과한 사람은 일반적으로 좋은 학생일 것이다. 2차 수준에서는 사람들에 

의해 관찰하고 집중함으로써 그 패턴이 보일 것이다.

- 그러나 행동의 패턴 아래에 더 깊은 수준이 있다. 그것은 오직 깊이 관찰하고 체

계적 사고를 할 때만 알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은 체계적 구조 수준이다. 체계적 

구조는 그 사람의 행동 패턴을 이해할 수 있게 한다. “체계적”이라고 불리는 이

유는 개인을 체계적인 관점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구조”라고 하는 이유는 

그것이 표면 아래에서 고착되어 있고, 사람의 행동 패턴을 만들기 때문이다. 

- 어떻게 체계적 구조를 알 수 있을까? 상호의존적인 질문으로 시작해 보자. “이

것은 어디에 달려있는가?” 시험을 잘 치는 것과 같은 사건을 들어 “시험을 잘 

치는 것은 어디에 달려있는가? 그것은 어떤 행동 패턴에 달려있는가?”(반응을 받

아 적는다. 공부를 열심히 한다, 수업에 집중한다 등등)

- 이런 행동 패턴들은 어디에 달려있는가? 좀 더 깊은 체계적 구조 단계로 가보자.

- 이렇게 더 깊은 단계에서, 우리는 내적 구조와 외적 구조에 관해 이야기할 수 있

다. 내적 구조는 사람 내면과 관련된다. 우리는 이것들을 많이 탐색했다. 신경체

계를 조율하는 것, 집중하는 것, 감정을 조절하는 것. 외적인 요소는 그 사람의 

환경이나 다른 사람들과 같이 사람의 외부와 관련된다.(“내적”요소와 “외적”

요소에 해당하는 것들을 질문해서 칠판에 적는다. 외적 체계적 구조에는 좋은 학

교환경, 지지하는 부모님, 좋은 책과 학습교재, 좋은 선생님들, 시간, 공부하기 좋

은 환경, 공부를 방해하는 많은 것을 하지 않는 것, 칭찬받는 것, 공부를 지지받

는 것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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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마음 챙김적 듣기 수업사례

활동 내용

표현

/ 

토론

- 다른 사람에게 얘기하고 있을 때, 그 사람이 자신의 말을 잘 듣고 있지 않다고 

느낀 경험이 있는가? 그때 기분이 어땠니? 글로 써보자. (내 말을 듣고 있지 않을 

때 느낌은 ... )

- 누군가가 내 이야기를 마음을 다해 들어주었을 때, 그때의 느낌도 한번 글로 써 

보자.(내 말을 잘 경청해 주면 내 느낌은 ... )

- 사건들과 행동들을 분석하면서 어떻게 다른 사람들과 공감을 할 수 있을까?

- 이러한 요소들을 볼 때, 우리는 더 넓은 상호의존적인 관계 안에서 어떻게 행동

하게 되는지 알 수 있다.   

성찰

연습 

- 이제 우리 자신의 빙산에 대해 체계적으로 사고해 볼 것이다. 목표를 달성하거나 

이루었던 순간을 잠시 생각해본다. 거창한 것을 생각할 필요가 없다. 네가 가졌던 

기회, 네가 배웠던 것, 읽고 쓰기를 배운 것도 된다. 네가 가진 우정 또는 네가 할 

수 있는 스포츠 운동기술, 악기 연주 기술도 된다. 잘하는 것은 어떤 것이라도 된

다.

- 빙산의 그림을 그리고 물 위의 빙산 꼭대기에 자기가 성취한 것을 적는다. 물 아

래, 네 성취에 영향을 준 행동 패턴을 생각해본다. 생각하기 어려우면, 이것들은 

무엇에 달려있는지 상호의존적인 질문을 하라. 

- 이제 더 깊은 단계로 간다. 이런 행동 패턴을 포함하고 있는 체계적인 구조들은 

무엇인가? 체계적 구조들은 내적이고 외적일 수 있음을 기억하라. 다시 우리는 

이것들이 무엇에 달려있는지 상호의존성의 관점에서 내적, 외적 요소들을 살펴보

아야 한다. 이것들이 무엇에 달려있는가? 더 넓은 체계를 포함하고 있는가?

- 다른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는가? 다른 체계들이 포함되어 있는가? (생각할 시간을 

준다.)

- 너 자신을 인정하게 했던 성취에 대해 생각하면서 침묵 속에 인정의 메시지를 보내

라. 가끔 자신보다 다른 사람에게 잘한 것을 좋게 말해주기가 더 쉽다. 그러니 잠시 

자신에게 인정하는 말을 해주고 내면에서 어떻게 느끼는지 지켜보라. 

성과

-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시스템적 사고를 포함하여 개인의 행동에 영향을 끼치는 

개인적, 사회적, 시스템적 구조를 분석할 수 있다.

- 우리가 타인의 상황과 우리 자신의 상황을 더 잘 이해하고, 더 잘 공감하며, 더 

나은 해결책을 찾을 수 있는 행동으로 이끌 수 있는 깊이 있는 체계를 탐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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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엔 누가 나에게 말을 할 때 나는 어떤 태도를 보이는지 생각해보자. 타인의 

말에 완전한 주의를 기울여 듣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그것은 어떻게 보고, 

듣고, 느끼는 것과 같은가? 우리는 이미 마음 챙김을 배웠으니 주의 깊게 듣는 

것을 “마음 챙김 듣기”라고 하겠다.

- 마음 챙김 듣기를 두 사람 외에도, 교실에서, 학교에서 확대하면 어떻게 될까? 마

음 챙김 듣기를 연습해서 잘하게 되면 어떤 점이 달라질까? (공동체 안에서 사람

들이 서로서로 잘 들을 수 있게 되면 ... )

- 우리는 연습을 통해 집중력을 근육처럼 강화할 수 있다. 오늘은 “마음 챙김 대

화”를 연습할 것이다.

성찰

연습

- 질문자: 내게 네가 가진 좋은 자질 중 한 가지를 말해주렴(질문자는 대답을 듣는 동

안, 고개를 끄덕이거나 완전히 집중해서 듣는 것 이외에는 어떤 방해도 해선 안됨)

- 질문자: 고마워. 네가 가진 좋은 자질에 대해 생각했을 때, 네 안에 어떤 감각들

을 느낄 수 있었니? (마음 챙김적으로 듣는다.)

- 질문자: 고마워. 네가 가진 자질 중 다른 것을 말해주거나 지금 네가 어떤 느낌을 

느끼고 있는지 말해줄래? (대답이 끝나면 종을 울려 순서를 바꾼다)

- 마음 챙김적 대화에서 무엇을 알아차렸니?

- 마음 챙김적 듣기에서 무엇을 알아차렸니?

- 마음 챙김적 듣기가 상대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방식이라고 생각되는가? 

- 마음 챙김적 듣기가 우리의 안전의 감각 또는 신경체계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가?

- 질문에 대답하고 싶지 않을 때는 이 질문 중 하나에 대답하려니 마음이 불편하다

고 말해보자.

- 마음 챙김적 대화는 안전을 느끼도록 만들어진 것이기에 만약 대답하고 싶지 않

다면 “다른 것을 질문해 좋겠다고 말하고, 그러면 거기에 대해 답을 해 줄게”

라고 말하면 된다. 

- 마음 챙김적 대화는 친절과 존중을 대화하고 듣는 가운데 연습하는 것이다. 

- 마음 챙김 대화를 다시 연습한 후 마무리 질문을 한다.

- 다른 사람이 자신의 말을 마음 챙김적으로 잘 들어주면 어떤 기분이 드니? / 그 

경우에 어떤 감각들이 내면에서 일어남을 느낄 수 있니? / 왜 누군가가 내 말을 

잘 경청해 주면 신체가 안전하고 더 회복탄력적으로 느끼게 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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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회복탄력성 수업사례 2

활동 내용

통찰

활동

- 착지(grounding)라고 불리는 기술을 연습한다.

- 작은 실험을 통해 몸이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 기분이 달라진다는 것을 이해한다. 

신경체계는 사람마다 다르고 자신에게 기분 좋은 것이 다른 사람에게는 기분이 좋

지 않은 것이 될 수 있음을 이해한다. 앉아 있음을 느낀다. 앉아 있음에서 느껴지는 

몸 안의 기분은 어떤지 살펴본다. 자유롭게 가장 편한 자세로 앉는다.

- 이번에 선다. 가장 편안한 자세로 선다. 서 있을 때 몸 안에서 느껴지는 기분을 

추적한다.

- 앉아 있을 때, 기분이 더 좋았던 사람과 서 있을 때 기분이 더 좋았던 사람이 

서로 다름을 확인한다.

- 이런 연습이 “착지”라는 것임을 이해한다.

- 착지를 통해 우리 몸이 더 안전하고, 강하고, 안정되고, 행복하게 느끼게 됨을 

이해한다. 이유는 신경체계가 우리가 접촉하는 몸의 위치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이다. 

- 다른 감각들도 연습한다. 어떻게 할 때, 기분이 좋아지는지 살펴본다.

- 마음이 편안하지 않다면 착지 연습을 통해 몸이 더 편해지게 하는 것을 찾을 수 있다.

통찰

활동

- 외부와 연결된 몸 일부에 대해 알아차림으로써 착지(grouding)할 수 있다.

- 손을 테이블이나 벽이나 바닥에 둔다. 발에 집중한다. 발이 어떻게 바닥에 놓여

있는지 관찰한다.

- 손과 발에 대해 몸 안에서 어떤 기분이 드는지 살핀다.

- 손에 집중하는 것과 발에 집중하는 것 중에서 좋아하는 것을 찾는다. 이렇게 집

중하여 살피는 것을 착지(grouding)이라고 한다.

활동 내용

성찰

연습

- 회복탄력적이라는 의미가 내면에서 강하고, 통제할 수 있고, 어떤 어려움도 잘 관리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함을 이해한다. 어려운 일이 닥쳐도, 자신이 회복탄력적이면 다시 도

약할 수 있고, 통제할 수 있는 것임을 이해한다.

- 회복탄력적 범위 내에 있을 때는 어려움이 좀 있더라도 내적 힘이 있어서 잘 다룰 수 있으

므로 지나치게 스트레스를 받거나 지나치게 어려움에 부딪히지 않게 됨을 인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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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복탄력적 범위 내에서는 몸과 마음이 더 나은 장소로 이동함으로써 기분을 더 좋게 

할 수 있음을 인식한다.

- 하루 동안, 사람의 마음은 오르락내리락함을 이해한다. 도표에서 선이 올라가는 것은 

흥분되고 많은 에너지를 얻는 것이고, 선이 내려가는 것은 졸리거나 낮은 에너지 상태

임을 인식한다. 그러나 여전히 회복탄력적 범위에서 할 수 있음을 기억한다.

- 그러나 무섭고, 두려운 것이 나타나거나 자신이 좋아하지 않는 것이 나타나면, 사람은 회

복탄력적 범위에서 벗어나게 됨을 이해한다. 높은 범위(high zone)에 고정되게 되면, 걱정

되거나 무섭게 느끼거나 화가 나고 당황하여 통제 불능같이 느껴진다는 것을 이해한다. 

- 낮은 범위(low sone)에서는 낮은 에너지를 느끼고 슬픔을 느끼고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으며 좋아하는 게임도 하고 싶지 않고 관심이 없어진다는 것을 인식한다. 그냥 혼자 

있고 싶어지고, 사람들이 주변에 있어도 외로움을 느끼고, 낮은 범위에 꽉 박혀서 기분

이 좋지 않게 됨을 인식한다.

활동 내용

통찰

연습

- 바닥에 3가지 범위(zone)를 시각적으로 그린다. 회복탄력적 범위는 두 선 안에 해당하고, 높은 

범위는 윗선 위쪽에 해당하며, 낮은 범위는 아랫선 아래쪽에 해당한다. 간단하게 , “위”, “아

래”, “회복탄력 또는 안녕(Well-being)”이라고 표시한다.

- 2-4명의 자원자가 시나리오를 읽고 각자 자신이 생각하는 해당 범위에 선다. 나머지 학

생들은 관찰한다. 자원자가 위치에 선 다음 학생들도 시나리오를 읽고 자원자들에게 왜 

그 위치에 서 있는지 이유를 질문한다. 

- 자원자를 제외한 학생들에게 시나리오의 등장인물들이 어떻게 하면 기분이 좀 더 나아질 

수 있는지 방안을 찾게 한다. 학생들은 몇 가지 기술들(지금 도와줘!, 자원 또는 그라운딩, 

또는 다른 활동)들을 제시한다. 만약 등장인물이 더 좋은 기분을 가질 수 있는 공간으로 

이동할 수 있다면 지금 있는 상태와 비교하여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 질문한다. 

- 시나리오 사례: 스탠리는 중학생이다. 그는 전교생 앞에서 공연해야 한다./ 케이코는 침

실에 있다. 그녀는 다음날이 생일이어서 잠을 잘 수가 없다. 그녀는 멋진 선물을 받게 

되리라는 것을 알고 있다./ 재스민은 점심을 먹으러 갔으나 친구들이 식탁 위에 음식을 

펼쳐놓아 자신이 앉을 자리가 없었다. 그녀는 식판을 들고 어디에도 앉지 못하고 식판

을 들고 서 있어야 했다./ 카메론이 학교에 갔을 때 선생님이 숙제를 보여달라고 했다. 

그는 숙제를 전혀 하지 않았다./ 스티븐은 어느 저녁에 집에 있었다. 그는 형과 엄마가 

싸우고 소리를 지르는 것을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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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ory University, 2019b: 57-184 요약정리)

활동 내용

표현

/ 

토론

- 회복탄력적 범위에 있거나 벗어날 때 몸이 어떻게 느끼는지 다시 한번 생각한

다. 특히 높은 범위와 낮은 범위에 있을 때, 몸이 느끼는 느낌을 살펴본다. 그리

고 그 상태에서 다시 회복탄력적 범위로 돌아오는 기술에 대해 상기한다. 

- 자동신경체계가 어떻게 내면과 외부에서 작동하는지 신체의 사진을 통해 이해한다.

- 자율신경체계가 위험과 스트레스에서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이해한다.

- 회복탄력적 범위에 있을 때는 모든 장기도 편안한 상태가 되어 모든 것이 잘 기

능함을 이해한다. 세균이나 질병으로부터 보호됨을 이해한다.

- 높은 범위나 낮은 범위에 고정되어 있을 때는 신경체계가 신체의 모든 장기들이 

잘 기능하게 하는데 어려움을 갖게 된다는 것을 이해한다. 장기는 위험에 대처

하는 것에 집중되어 있음을 이해한다. 실제 위험에 닥치면 빨리 뛰어야 하고 뭔

가를 빨리해내야 하지만, 실제적인 위험이 아니면 장기들이 위험에 대처하려고 

긴장할 필요가 없게 됨을 이해한다.

- 질문: 높은 범위나 낮은 범위에 고정되면 우리의 심장이 어떻게 되는가? 호흡

은? 소화 능력은? 휴식 능력은?

- 음식을 잘 소화하지 못하고, 잘 쉬지 못하고, 적절하게 잘 자지 못한다면, 그것

이 문제임을 인식한다.

- 위험 상황이 아니라면 신경체계는 안전을 지키기 위한 행동을 취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이해한다. 

-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안전하지 못하게 느끼도록 하거나 자극하여 높은 범위나 

낮은 범위에 있게 하기를 원하는지 생각한다. 자신이 어떻게 다른 사람이 높은 

범위나 낮은 범위에 있게 할 수 있는지 생각한다.

-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이 회복탄력적 범위에 있게 할 수 있는지 생각한다.

- 서로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다른 사람이 다시 회복탄력적 범위로 돌아오게 

할 수 있음을 토론한다. 

성찰

연습

- 학급 동의문을 가지고 이야기를 만든다. 잘 지켜질 때와 잘 지켜지지 않을 때 

어떤 결과가 되는지 알 수 있는 이야기를 포함한다. 이야기를 가지고 연극을 하

거나 UCC를 만든다.

- 이야기를 만든 후, 이야기를 발표한다. “시작”이라고 말하면 모두 조용해져야 

하고, 잘 보고 있어야 함을 주지한다. “천천히”라고 하면 학생들은 잠시 몸에

서 느끼는 기분을 관찰한다. 이야기의 등장인물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몸에서 느

끼는 기분이 어떤지를 관찰하고, 어떤 내면의 범위에 있는지를 관찰한다.

- 시나리오를 끝낸 후, 연기를 한 학생들과 관찰한 학생들이 서로 보고 느낀 것을 소

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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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SEE Learning의 초월역량 향상 수업사례

1) 상호의존성 수업사례 1

2) 상호의존성 수업사례 2

활동 내용

통찰

활동

- 각 모둠은 아이의 연령대가 적힌 학습지를 받아 먼저 아기 그림을 그리거나 아이의 

나이를 학습지 중앙에 적어둔다. 

- 각각의 아이 연령대에서 받았을 모든 보살핌을 생각해서 보살핌을 준 사람들을 그리

고 어떤 사람들이 보살핌을 주었는지 기록한다.

- 아이에게 제공되고, 보호되고, 보살펴진 모든 것과 경험들을 그림으로 그린다. 특히, 아

기나 아이가 생존하고, 잘 자라고(thrive), 건강하고 행복하도록 사람들이 제공해야 하는 

보살핌에 대해 생각한다. 모둠원 모두가 참여하여 아이디어를 제시해야 함을 알려준다.

- 11 - 14세에 해당하는 아이를 선택한 모둠의 활동내용을 읽어주고 전체 학생들에게 

추가할 것이 있으면 추가하도록 제안한다. 

- 아이를 보살펴 준 것에 대해 어른들이 기대하는 대가가 있는지 질문한다.

- 아무것도 없고, 아이를 위해 보살핌의 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어른들의 기쁨이고 책임

을 알려준다. 모든 아이가 같은 방식으로 경험하지는 않지만, 아이들 인생에서 어른들

은 아이들을 사랑하고 보살피며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다는 것을 알게 한다. 

아이가 성숙해 가고, 성장해 감에 따라 그들이 자기 가정에 기여하는 데서 기쁨을 느

끼고 자신을 돌본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데서 기쁨을 느낀다는 것을 전달한다. 

성찰

연습 

- 종이 가운데 자기 이름과 자신을 표현하는 그림을 그린다.

- 자신의 둘레에 자신을 돌보아 주었던 모든 사람을 그린다.

- 더 생각할 수 있으며 한두 사람을 더 추가한다. 활동을 참고해서 더 추가할 것을 생각해 본다.

- 각각의 사람이 제공한 보살핌을 적는다. 단어나 문장으로 적는다. 음악을 들으면서 적는다.

- 오늘,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자신에게 보살핌을 제공했는지 생각한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자

신의 인생에서 보살핌을 제공했는지도 생각해본다. 이것이 보살핌의 시스템임을 인식한다.

- 자신이 활동하기 전에 인지하지 못했던 보살핌에 원을 그리거나 별표를 표시한다.

- 성찰질문 : “성찰하는 동안, 네 몸은 어떤 기분을 느꼈는가?”“시간을 내어 자신이 

받았던 보살핌을 인식하는 것은 자신에게 어떤 유익함을 주는가?”

활동 내용

표현

/

토론

-  시스템이란 부분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고, 한 부분이 바뀌면 다른 부분들도 영

향을 받고, 전체 체계도 영향을 받는다는 관점임을 이해한다.

- 우리가 부분을 볼 때, 그 부분이 다른 것과 어떻게 연결되고 전체와 어떻게 관계

되는지 생각하는 방식을 체계적 사고임을 이해한다.

- 시스템적 사고는 복잡성을 이해하는 데 꼭 필요한 것으로, 복잡한 것을 이해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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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ory University, 2019b, 297-320 요약정리)

고 할 때 각각의 부분만 본다면 전체 시스템이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 아는 데 

실패하게 됨을 인식한다.

- 시스템 사고 체크리스트: “그것은 부분들을 가지고 있는가?”, “그 부분들은 무엇인가?”, 

“그 부분들은 서로 연결되어 있는가? 어떻게?”, “우리가 한 부분을 바꾸면 그것이 다른 

부분도 바꾸는가?”, “부분들은 외부에 있는 다른 것들과도 연결되어 있는가? 어떻게?”

- 자연환경, 몸과 같은 복잡한 것들을 시스템사고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살펴본다. 

- 자연환경과 몸을 각각의 부분으로 생각하지 않고, 시스템으로 생각하는 것이 중

요한 이유를 생각한다.

- 그 밖에 시스템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탐색한다. 

- 환경과 몸과 같은 것들을 체계적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면 어떤 문제가 일어나는지 생각한다.

- 시스템적 사고는 사물 간의 연결성을 찾고, 어떻게 상호연결된 더 큰 전체로 형

성되는 것인지를 아는 것이다.

성찰

연습 

- 시스템적 사고를 연습하기 위해 시스템지도를 만드는 법을 배운다.

- 학교를 시스템으로 생각하여 큰 원을 그리고 우리 학교라고 이름 붙인다.

- 우리학교 사람들을 시스템으로 생각한다. 우리 학교를 만드는 사람들은 누구인지 

질문한다.(학생들이 답을 하면 원 안에 적는다.)

- 시스템지도는 시스템들의 부분들 간의 상호관계를 보여준다. 이 체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서로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질문한다. 얼마나 많은 연결을 볼 수 있

는지를 질문한다.

- 교사와 학생 관계가 어떠한지를 질문한다. 학생은 교사에 집중해야 하고, 교사는 

학생에 집중해야 하는지를 질문한다. 집중은 교사와 학생이 연결되는 한 방법임

을 소개한다. (교사와 학생 간의 선을 긋고 “집중”이라고 이름 붙인다.)

- 교사와 학생이 연결될 수 있는 다른 방식을 생각한다.

- 이 사람 중 아직 연결되지 않은 사람들이 있는지를 살펴본다.

- 만약 이 체계 중 한 부분이 바뀌면 어떻게 되는지 생각한다. 예를 들면, 50명의 새

로운 학생들이 내일 학교에 온다면 어떻게 될지 생각한다. 체계 안에서 변화가 일어

날지 질문한다. 선생님한테는 어떤 영향이 미칠지 생각한다. 다른 학생들에게는 어

떤 영향을 미칠지 생각한다. (아무도 새로운 학생들에게 체계의 한 부분으로서 생각

하여 언급하지 않으면 새로운 학생들에 대한 연결과 영향에 대해 생각하게 한다.)

- 이제 50명 대신 500명의 새로운 학생들이 내일부터 학교에 온다면 어떻게 될지 생각한다.

- 공정하고 접근가능한 교육을 제공하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500명을 받아들이

더라도 결과가 그렇게 되지 못할 것을 예상할 수 있음을 알려준다. 이처럼 의도

하지 않은 결과가 일어날 수 있음을 인지한다.

- 4-6명 모둠별로 학교체계를 변화시킬 방안을 생각한다. 시스템이 바뀌면 시스템

의 다른 부분들이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염두에 두고 시나리오를 작성한다. 변

화가 일어났을 때, 모든 가능한 결과(긍정적, 부정적, 의도하지 않은)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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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SEE Learnig의 도덕적 정서 수업사례

1) 감정탐색 수업사례 1

활동 내용

통찰

활동

- 감정, 사고, 감각의 의미와 관련성을 탐색한다. 

- 벨이 울리면 교사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교사가 3명의 그룹이나 4명의 그룹이라고 말

하면 그 숫자만큼 그룹을 만들어 서로 ‘안녕’하고 인사를 한다. 

- 그룹에 들어간 후, 교사가 읽어주는 제시문을 듣고 10-20초 동안 조용히 생각한 후, 그

룹 안에서 한 사람씩 그 제시문에 대한 자기 생각을 나눈다. 

- 종소리가 울리면 전체토론으로 들어가서 그 문제를 다시 생각해본다. 모둠에서 나누었

던 흥미 있었던 생각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을 소개한다. 

- 첫 번째, 나눔이 끝난 후 다시 똑같은 과정을 반복한다. 

- 다시 자리에 돌아와 감정이란 단어의 지도를 만들어 보자.

- 감정을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지 생각한다. 

- 다같이 ‘감정이란  _____’ 정의를 만들어 본다. (감정에 관한 생각을 일깨우는 것이 핵심임)

- 감정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감정과 감각과 생각이 어떻게 다른지를 살펴본다.

- 제시문: 1. 감정은 마음을 어둡게 하거나 판단을 어둡게 한다. 왜? 2. 내가 그 감정을 가

지지 않았으면 하지 않았을 행동인데, 그 감정이 내가 하려고 하지 않았던 행동을 하게 

한다. 3. 감정은 강력할 수도 있고 약할 수도 있다. 4. 감정과 생각은 다르다. 어떻게? 5. 

감정과 감각은 다르다. 어떻게? 6. 어떤 감정들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 어떤 것들이 그

런가? 7. 감정은 우리에게 도움을 준다. 어떻게? 8. 감정은 우리에게 문제를 일으킨다. 

어떻게? 9. 우리는 감정을 알아차리는 능력을 발달시킬 수 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까?

성찰

연습 

- 감각, 감정, 사고의 범주화가 목표임을 안다.

- 각각의 모둠은 감정, 감각, 생각이 들어간 각각 5가지씩 단어 예를 만든 후, 모두 동의할 

경우만 칸에 표시하고 동의하지 않으면 “사용 안됨”에 그 단어를 쓴다.

- 각자 5개씩 더 해당하는 단어 예를 만들어 본다. 

- 다음의 네 가지 질문에 답을 적어본다.(1. 감각, 감정, 생각의 공통점은 무엇인가? 2. 감

각이 감정, 생각와 다른 점은 무엇인가? 3. 감정이 감각과 생각이 다른 점이 무엇인가? 

4. 생각이 감정과 감각과 다른 점은 무엇인가?)

- 감정에 초점을 두고 감정의 정의를 살펴본다. 

- 감정의 특징이 될 만한 것을 찾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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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감정탐색 수업 사례 2

- 감정의 일반적인 특징 1. 자극에 대한 수동적 반응이다. 2. 행위와 행동을 하게 이끈다. 

3. 신체의 특정 부분에서 감각을 느끼게 되면, 감정이 신체 한 부분에만 머물러 있지 않

고, 신체 전체의 경험으로 확산하여버리는 경향이 있다. 4. 우리가 별로 신경 쓰지 않는 

문제가 아닌 우리가 가치 있게 여기거나 매우 소중하게 여기는 어떤 것에 의해 감정이 

촉발되어 진다. 5. 자극을 긍정 또는 부정으로 평가하는 것을 내포하고 있다. 6. 중립적

이지 않고, 즐겁거나 즐겁지 않은 감정 음조를 가지고 있고 몸에서 활성화되는 수준도 

가지고 있다. 7. 감정은 신체의 감각을 동반하기 때문에 마음과 신체 안에 있으면서 우

리의 마음 또는 생각을 변화시킨다. 8. 감정이 강해지면, 다른 사람이 알아볼 수 있는 

표정이나 목소리 톤과 같은 신호를 보인다. 

활동 내용

통찰

활동

- 핵심 감정에 행복, 두려움, 슬픔, 분노, 자비, 시기가 있음을 이해한다. 

- 각 모둠에서 감정 단어를 받으면 한 사람이 전지 중앙에 그 단어를 적는다. 모든 

사람이 브레인스토밍해서 그 단어와 비슷한 의미와 관련된 감정 단어를 적는다.

- 다른 감정 가족 찾기로 넘어간다. 다른 모둠이 한 것을 참고할 수 있다. 5초 동

안 다른 모둠이 한 것을 살펴보고 거기에 덧붙여 새로운 것만 전지에다 단어, 그

림 등, 그 감정과 관련된 것을 표현한다. 

- 잠깐 감각에 대해 생각한다. 어떤 감각이 이러한 감정 가족을 경험하게 하는지 

살펴본다. 감정 단어와 연결되는 감각단어를 적어보고 선으로 연결한다. 

- 감정과 감정 가족을 소개하고, 이들 감정이 어떤 감각과 연결되는지 살펴본다. 

- 감정 가족: 행복(기쁨, 평화, 만족, 좋은 감정, 안심, 활기찬 등), 슬픔(고통스러운, 

좌절된, 실망한, 외로운, 힘없는, 희망 없는, 우울한 기분, 애도), 자비(사랑, 좋아

함, 애정, 우정, 신뢰, 가까운 느낌, 연결된 느낌), 두려움(근심, 걱정, 무서움, 충

격, 자포자기한, 염려, 위축된 감정), 분노(당황한, 격노한, 불쾌한, 무서운), 시기

(부러운, 경쟁심을 느끼는, 원한, 대결 느낌)

- 어떤 생각이 감정이나 감각과 연결될 수 있는지 생각한다. 

성찰

연습 

- 감정이 신체와 마음에 전달되는 것에 대해 살펴본다. 

- 눈을 감고 마음을 가라앉힌다. 

- 자신의 자원들(resources) 중 하나를 상상한다. 

- 최근에 누가 자신에게 친절을 베풀었다면, 또는 다른 이에게 친절을 베푼 일이 있었다면 

그때의 감정을 자원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 마음을 가라앉히고 싶다면 앉거나 마음을 편하게 하는 것을 자원으로 선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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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체 안의 감각들에 주의를 집중한다. 

- 마음이 편안해지면, 우리 마음을 쉬게 하면서, 어떤 경험이 떠오르는지 알아차린다. 

- 생각이나 기억이나 감각이나 감정이 떠오르는 것을 지켜볼 수 있을 것이다.

- 침묵 가운데 반응하거나 떠오른 것을 판단하지 않고 그저 지켜보고 알아차린다. 

- 우리 마음과 몇몇 순간 떠오르는 것들을 계속 지켜본다. 

- 눈을 뜨고 어떤 감각, 어떤 감정, 어떤 생각들을 지켜보았는지 질문한다. 

- 그러한 감각, 감정, 생각들은 마음을 가라앉히고, 자원을 활용하거나 감정을 이동하는 것 

등을 통해 잘 조정할 수 있음을 인식시킨다. 

활동 내용

성찰

활동

- 이야기 사례: 알버트와 앨리스는 같은 학교에 다닌다. 그들이 놀고 있을 때, 개가 

짖는 소리를 들었다. 앨리스는 개를 사랑하고 개와 함께 노는 것을 좋아한다. 그

녀는 개가 짖는 소리를 들었을 때, 같이 놀고 싶은 마음에 심장이 더 빨리 뛰는 

것을 느꼈다. 반면 알버트는 개에 물린 기억 때문에 개가 짖는 소리를 듣자 자기

도 모르게 개가 다가올지 모른다는 생각에 몸이 경직되는 것을 느꼈다. 

- 개 짖는 소리는 알버트와 앨리스에게 어떤 감정을 촉발했는지 생각한다. 

- 똑같이 개가 짖는 소리를 들었지만, 그 소리를 판단하고 평가하는 것이 서로 다

름을 안다. 인간의 신경체계는 끊임없이 평가함을 이해한다. 

성찰

연습 

- 우리는 종종 매우 힘든 나날을 경험한다. 작은 것 하나 때문에 끝에 가서는 감정

이 혼란에 빠지고 스트레스를 크게 받게 된다. 그러면 이성을 잃고, 우리는 평소

에 하지 않는 행동을 하기도 한다. 

- 이런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신체와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 자원, 

마음 가라앉히기, 집중과 알아차림 연습이 그것이다. 

- 불꽃이 일어날 때, 우리가 재빨리 알아차린다면 긴장을 풀게 되고 자신을 도울 수 

있다.

- 침묵 가운데 자원을 활용해 보자. 타인의 친절과 자신의 친절에서 느꼈던 감정을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

- 원하면 호흡에 집중할 수도 있다. 원하면 호흡하면서 숫자를 셀 수도 있다.

- 마음 안에서 관찰된 것이 무엇인지 말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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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내용

발표

/

토론

- 일정은 진행되는 과정을 이해하는 데 도움 된다. 감정도 시간에 따라 일어나는 

과정 일부라고 생각하여 감정의 과정을 천천히 일어나게 하여 각각의 단계마다 

감정을 잘 관찰할 수 있다. 감정을 현미경으로 관찰하는 것처럼 관찰한다. 

- 감정 일정을 살펴본다. 침묵 가운데 자신의 마음이 어떤지를 관찰한다. 

- 사례: 어느 날, 큰 소리를 듣고, 나는 놀라서 벌떡 일어났다. 여기서 자극과 반응

을 찾아본다. 주변을 둘러봤더니 큰 소리는 인근 공사장에서 들려온 소리였다. 

그런 뒤 또다시 큰 소리가 들렸다. 그러나 이번에는 벌떡 일어나지도 놀라지도 

않았다. 이유는? 맥락을 알기 때문이다. 이처럼 자극은 똑같지만, 맥락이 달라 반

응이 달랐던 것이다.

- “판단(appraisal)”은 자극과 감정 사이에서 생기는 것으로 평가(assess), 판단, 또

는 상황 판단의 의미이다. 

- 앞장에서 들려주었던 알버트와 앨리스의 이야기를 가지고 자극, 반응, 판단에 의

한 감정 일정을 만들어 본다.

- 그들의 반응이 달랐던 이유는? 이전 경험이 달랐기 때문이다. 

- 두 사람 사이에 공통점은 어떤 것이 있는가? 자극에 대한 반응이 있었다. 인간이

고 신체와 신경체계가 있다. 

- 우리 몸과 마음에 일어나고 있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으면 감정 일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 감정 일정: 맥락-자극(시작)-평가-감정-반응-자각(중간)-행동-결과(끝)

성찰

연습 

- 감정 일정을 이용하여 침묵 가운데 성찰적 연습을 진행한다. 

- 우리가 행복, 친절, 또는 자비를 경험했던 때를 회상하는 시간을 갖는다. 이 경험

을 자원으로 사용한다. 

- 이제 이 경험을 가지고 감정 일정 지도를 만들어 본다. 

- 어떤 자극이 있었나? 또는 어떤 일이 있었나?

- 판단이 있었는가? 좋은 일이 있을 때, ‘이것은 좋다’라거나 ‘나는 이것을 좋

아한다.’와 같은 생각과 감정을 느껴본다. 

- 그 감정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나? 반응 또는 행동도 이어졌나? 

- 잠시 이 경험을 자원으로 이용하여 우리 신체 안에서 감각들을 추적해 볼 것이

다. 특히 긍정적인 감각들을 추적해 본다. 

- 내면에서 무엇을 알아챌 수 있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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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감정탐색 수업사례 6

활동 내용

통찰

활동

- 3-4명의 한 모둠이 한 개의 시나리오를 작성한다. 

- 각 모둠은 “감정 일정 시나리오”를 보고 뒤에 일어날 일을 상상하여 감정 일정을 

작성한다. 두 개의 버전으로 작성하는데 하나는 주인공이 자신의 감정을 더 많이 알

아차릴 때이고, 다른 하나는 주인공이 자신의 감정을 덜 알아차릴 때이다.

- 각 모둠은 전체 앞에서 더 많이 알아차리는 시나리오를 가지고 연극을 한다. 연

극을 하는 동안 마음의 일정을 계속 염두에 둔다. 

- 연극을 본 후, 감정 일정에 대해 질문을 한다. 

- 자극이 무엇인가? 맥락이 무엇인가? 판단이 무엇인가? 어떤 감정 가족이 들어있

나? 어떤 특정 감정이 일어났나? 주인공이 자신의 감정을 덜 알아차리면 어떤 일

이 발생했을까? 주인공은 시나리오가 끝날 때 어떤 감정 상태일까?

- 시나리오의 예 1 : 13번째 생일에 데스몬이 학교 끝나고 집에 왔다. 그는 학교에

서 아무도 생일을 축하해주지 않아서 기분에 좋지 않은 상태로 집에 온 것이다. 

그가 집에 들어갔을 때, 가족과 모든 친구가 “Surprise”를 외쳤다. 가족과 친구

가 미리 그를 위해 파티를 준비해 두었다. 

- 시나리오의 예 2: 미셀의 부모는 최근에 계속 싸웠다. 오늘 아침에 나갈 때, 아빠

가 오늘 밤늦게 일하러 간다는 얘기를 들었다. 아빠가 그런 말을 하는 것을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어 미셀은 그게 무슨 말인지 의아했다. 그리고 몸에서 한기가 

느껴졌다. 

성찰

연습 

- 침묵 속에서 집중한다. 

- 사적인 성찰 활동이므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은 선택사항임을 알려준다. 

- 나눌 주제: 자극이나 감정 때문에 잘못된 행동을 할 수 있었으나 알아차림을 이

용하여 적절하게 반응할 수 있었던 일을 회상한다. 

- 기억하고 있는 경험을 떠올려 감정 일정으로 배열한다. 

활동 내용

- 인간이 생존하고 번영하고(flourish), 행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들이 있다. 인간의 

필요를 탐색한다. 

- 인간에게 필요한 목록을 작성한다. (카테고리 : 자비, 평등, 놀이, 신뢰, 안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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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찰

활동

자유, 신체적 안녕, 기타)

- 브레인스토밍을 통해 각 카테고리에 필요한 것을 몇 개씩 적어 넣는다. 

- 필요하다고 적어 놓은 것들이 감정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살펴본다. “이 필요가 

충족되면 어떤 감정이 일어날까?”, “이 필요가 충족되지 못하면 어떤 감정이 나

타날까?”

- ‘안전’이 충족되지 못하면 어떤 감정이 일어날까? (두려움, 걱정), 안전이 충족

되면 어떤 감정이 생길까? (만족, 행복, 기쁨)

- 모둠별로 필요와 감정을 연결하여 어떤 감정이 일어날지 생각한다. 

- 감정과 필요 사이에 연관성이 없고, 감정은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것이라고 누군가

가 말한다면 어떻게 대답할지 생각한다. 

- 필요의 목록: 자비(수용, 애정, 소속감, 친밀감, 공동체, 공감, 우정, 포함(inclusion), 

사랑, 존중, 자기존중, 양육(nurturing) 등), 신체적 안녕(공기, 운동, 음식, 자연, 휴

식, 이완(relaxation), 안식처, 잠, 물 등), 자유(선택, 확신, 교육, 자립, 지식, 자기표

현, 공간 등), 평등(평등권, 공정함, 정의, 호혜), 안전(집, 평화, 보호(security), 안정

성, 안식처), 의미(관리(direction), 타인에 관한 관심, 목적, 자기 가치, 이해), 즐거

움(아름다움, 창의성, 재미, 게임, 유머, 놀이), 신뢰(수용, 일관성, 정직, 개방성, 성

실(integrity), 질서)

성찰

연습 

- 함께 살펴본 필요목록을 보고, 자신에게 지금 당장 특별히 필요하다고 느껴지는 

것을 하나 선택한다. 

- 성찰 연습을 개인적이고 사적으로 진행한다. 아무도 자신이 무엇을 표시했는지 알 수 없

게 한다. 

- 잠시 생각하는 시간을 갖고, 자신의 삶에서 필요 충족에 도움 되는 것은 어떤 것

들이 있는지 살펴본다. 

- 필요를 충족시키는데 어떤 것도 도움 되지 않았다면 앞으로 어떤 것이 필요를 충

족시켜줄 수 있을지 생각한다. 

- 필요가 충족되었을 때 어떤 기분이 들지 잠시 생각한다. 

- 잠시 자신의 내면 안에서 어떤 것이 관찰되었는지 체크하는 시간을 가진다. 즐겁

지 않은 감각을 느낀다면 언제든지 더 기분 좋은 감정을 느낄 수 있는 신체 부위

로 옮길 수 있음을 기억한다. 또는 자신의 자원 또는 가라앉히기를 활용할 수 있

음을 기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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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내용

통찰

활동

- 우리가 좋아하는 것에 대해 보거나 생각하는 것이 몸에서 어떤 기분을 만드는지 탐

색한다. 

- 어떤 감각들이 기분을 좋거나 나쁘거나 중립적으로 만드는지 탐색한다. 

- 각자가 자비를 불러일으키는 기억을 잠시 떠올려본다. 자신이 회상한 낸 자비의 

기억을 한 사람씩 소개한다. 친구가 소개할 때, 조용히 보고 듣는 것은 매우 중요

함을 이해한다. 

- 자비의 순간을 기억할 때, 내면에서 무엇을 알아차렸는지 살펴본다. 기분 좋은, 기분 나쁜, 

중립?

- 친절의 순간을 기억할 때, 내면에서 무엇을 알아차렸는지 살펴본다. 기분 좋은, 기분 나쁜, 

중립?

- 자비를 회상하게 하는 생각 대신에, 기분을 좋게 하는 친구, 장소, 동물, 물건, 기

억을 떠올린 후 그것을 소개할 수 있다.

- 기분을 좋게 하는 것들을 소개하면서, 그러한 생각이 기분을 좋게 한다는 것을 

경험하고, 몸도 협력하여 긴장이 풀린다는 것을 알아차린다. 

활동 내용

표현

활동

- 감정이 신체에서 어떻게 느껴지는지를 이해하는 도표를 제시한다. 

- 활동성: 많은 에너지/ 중립/ 매우 적은 에너지

- 감정 음조(tone): 매우 즐거운/ 중립/ 매우 기분이 나쁜

- 흥분되거나 화나거나 몹시 걱정하는 것과 같이, 우리 신체에서 많은 에너지가 갖

게 되는 경우는 위에 표시하고, 만약 몹시 피곤해서 낮은 에너지 상태인 경우는 

아래에 표시하고, 중립상태이면 중간을 표시한다. 

- 왼쪽은 기분이 좋지 않은 상태이고, 가운데는 중립상태, 오른쪽은 기분이 좋은 상

태로 설정한다. 

- 제시되는 감정 단어들을 보고 활동성/감정 음조 도표와 연결한다. 

- 제시되는 감정 단어: 행복/자비/화/기쁨/ 긍정적인 흥분/기분이 좋지 않은 놀람/ 슬

픔/ 긍정적인 놀람/ 졸립지만 행복한/ 외로움/ 시기/ 평온하고 평화로운/ 낮은 감

정상태에 박혀있음/ 걱정/ 만족/ 높은 감정 상태에 박혀있음/ 두려움/ 긴장이 풀린

/ 회복탄력적 상태에 놓여있음/ 겁이 남/ 스트레스를 느낌

- 위에 있고 오른쪽에 있는 감정, 위에 있고 왼쪽에 있는 감정, 아래에 있고 왼쪽에 

있는 감정, 아래에 있고 오른쪽에 있는 감정, 중립 감정으로 나누어 분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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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자비탐색 수업사례 1

활동 내용

표현

/

토론

- 자비란 친절하게 되는 것이고, 자신과 다른 사람 모두 해로움에서 벗어나 안전하

기를 바라는 것임을 인식한다. 

- 공감과 자비는 강도에서 차이가 난다는 것을 인식한다. 타인의 불행을 볼 때, 안됐다

고 느끼고 생각하지만, 그것에 대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공감이라면, 공감보다 

강도가 강한 적극적 자비는 공감에서 나아가 행동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을 인식한다. 

- 적극적 자비는 타인의 안위를 위해 기꺼이 애쓰는 것이다. 타인을 위해 물질과 정

신적인 것을 나누는 것임을 말한다. 

통찰

연습

- 타인이 안전하게 하도록 돕는다는 말의 의미를 생각한다. 

- 불 옆에서 놀고 있는 아이를 볼 때, 놀지 못하게 하고, 불에서 멀리 떨어지게 앉

히고, 계속 아이를 지켜보는 자신에 대해 생각해본다. 그러한 행동은 남에게 비

열하게 굴기 위해서가 아니라 친절하기 위해 하는 행동임을 상기한다. 

- 3-4 모둠으로 적극적 자비에 관한 시나리오를 작성하여 학급 안에서 이야기를 나눈다. 

- 각 모둠이 시나리오를 소개한 후, 시나리오에 대해 다음의 관점에서 토론한다. 

- 이 상황에는 어떤 신체적 또는 감정적 위험이 존재하는가?

- 이 같은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용감하지만 안전한 행동인가?

-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은 없는가? 그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다른 방법들은 없는가?

성찰

연습

- 타인을 대변하고 타인을 돕는 자비롭게 행동하는 등장인물들로 구성된 시나리오

를 작성한 후, 자신의 삶에서 이와 같은 경험이 있는지 성찰한다. 

- 타인을 보호하거나 타인이 안전하도록 돕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각한다. 

- 자신의 삶에서 자신이 보호해줬거나, 누군가가 자신을 보호해줬던 경험을 생각한

다. (예: 동물보호, 형제자매 돌봄 등)

- 조용히 타인의 자비로운 행동을 보았을 때나 누군가가 자신을 돌봐주었던 때를 떠올려 본다.

- 우리가 기억하는 것들을 그림으로 그려본다. 생각할 것이 전혀 없으면, 역사에서

나 현실에서나 상상 속에서의 일을 그려본다. 

- 안전하게 생각될 때, 우리의 마음은 무엇을 느끼는지 생각한다. 이러한 안전감은 

어떤 감각과 연결되는지 생각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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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자비탐색 수업사례 2

11) 자비탐색 수업사례 3

활동 내용

통찰

활동

- 서로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해 탐색할 것을 안내한다. 

- 모둠에 한 사람이 “우리가 공통으로 가진 것들”이라는 것을 종이의 맨 위에 쓴다. 

- 종이를 반으로 접었다가 펼친다. 가운데 선을 긋는다. 중심에서 선 중앙에서 왼

편에다 적는데, 왼쪽 위에는 대부분 사람이 공통으로 가진 것을 적고, 오른쪽 윗

부분에는 소수의 사람만이 가진 것을 적는다. 

- 이번에는 성격적인 공통점을 찾아본다. 포스팃 각각에 대부분 사람과 소수 사람

의 특성을 세 가지 적는다. 다 적으면 선 중앙에서 오른편에다 포스팃을 붙인다. 

- 다 적은 후 적은 것을 소개한다. 

- 성격적 특성의 공통점을 적은 포스팃을 “우리는 모두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존

재이다”라고 적힌 전지에 붙인다. 각 모둠에서 나온 공통점과 차이점이 비슷한 

것을 보고 인간은 각자 공통점과 차이점을 가진 유일무이한 존재임을 강조한다. 

성찰

연습

- 질문자와 응답자를 정하고 각각 질문하고 대답할 수 있는 시간을 2-3분씩 준다. 

- 질문 1: 네가 다른 사람과 다르고, 어떤 점에서 유일무이한 존재라고 생각했던 

때가 있는가? 그것을 알았을 때 어떤 느낌이 들었는가?

- 질문 2: 다른 사람과 네가 상호작용을 할 때, 다른 사람이 너의 다양성을 존중한

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 질문 3: 어떻게 다른 사람들의 자신과 다른 점들과 독자성에 대해 존중함을 보여줄 수 있을까?

활동 내용

통찰

활동

- 친한 친구나 가족 중의 한 명이 잘하려고 했으나 잘 안된 일이 있었다. 예를 들

면 파티에서 사진을 찍어줬는데 잘 나온 사람이 한 명도 없어 모두 불평하고 기

분 나빠했을 때 같은 경우이다. 

- 그런 경우 어떻게 말해주면 덜 슬프거나 기분이 덜 나빠질까?

- 자극적인 말의 사례: 1. 쉬는 시간에 뛰다가 신발통에 걸려 넘어져 무릎이 까졌

다. 나는 정말 멍청하다./2. 이번 시즌 농구팀에 뽑히지 않았다. 나는 절대 팀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3. 다프선생님이 교실에서 숙제를 건네주었는데 그것을 

바닥에 떨어뜨려, 종이가 흩어졌다. 내가 종이를 주우려니 모든 친구가 나를 놀

렸다. 4. 나는 4시간이나 걸려 논설문을 완성했고 완벽하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선

생님은 잘못된 문장들을 고쳐주면서 다시 수정본을 제출하라고 하셨다. 다른 사람

들에게는 수월한 글쓰기가 내게는 왜 이렇게 힘든 것인가?/ 5. 학교식당에서 식판이 

미끄러져 음식이 내 신발과 바닥에 다 쏟아졌다. 나는 정말 구제불능의 바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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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용서탐색 수업 사례

활동 내용

통찰

활동

- 바닥에 연속선을 긋고, 한쪽 끝에는 “완전한 용서”, 다른쪽 끝에는 “용서 못함”

이라는 표시를 한다. 

- 각각의 제시문을 듣고, 어느 정도 용서할 것인지 자기 입장을 선택한다. 

- 제시문 1: 자신은 팀 게임을 위해 뽑히기 위해 기다리고 있다. 학교에 새로운 학생이 친

구들 앞에서 자신을 놀리면서 자신이 잘하지 못하기 때문에 제일 늦게 뽑히게 될 것이

라고 말한다. 

- 추가 제시문 1 : 그 학생이 작년에 괴롭힘을 당해 이 학교로 왔다는 것을 자신은 

안다. 

- 제시문 2: 점심시간에 친한 친구가 화를 못 참고 모든 사람 앞에서 자신에게 소

리를 지른다. 

- 추가 제시문 2: 이 친구가 그날 아침에 형편없는 시험점수를 받았다는 것을 자신

이 알고 있다.

- 제시문 3: 금요일에 학급 친구들 모두가 파티에 초대를 받았지만, 자신만 초대받

지 못했다. 

- 추가 제시문 3: 일요일에 자신의 가방 안에 초대장이 있었다는 것을 발견했다.

- 제시문 4: 친구에게 시계를 빌려줬는데, 친구가 잃어버렸다. 사과하기는커녕, 별

일 아니라고 얘기한다. 

- 추가 제시문 4: 친구도 자신의 시계를 빌려줬는데 친구가 잃어버린 일이 있었다

는 것을 알고 있다.

- 제시문 5: 선생님이 모두 앞에서 자신에게 프로젝트를 제시간에 끝내지 못한 것

을 심하게 질책한다. 

- 추가 제시문 5: 선생님이 모두 앞에서 모욕적으로 창피를 준 것에 대해 사적으로 사

과했다. 선생님은 시간 안에 못 끝내는 것에 대해 누구에게도 예외 없이 질책했다. 

- 제시문들에 대해 다음과 같은 질문으로 맺는다. 

- 용서하기 위해서는 왜 더 많은 정보를 얻어야 하는가? 언제 용서하기를 원했는

가? 용서가 우리에게 주는 도움은 무엇인가? 어떻게 용서할 수 있는가? 

성찰

연습

- 자신과 타인의 삶 속에서 자신이 용서를 목격했던 순간을 회상한다. 

- 용서의 경험이 전혀 없는 사람은 책, 영화, 상상 안에서 용서의 순간을 떠올린다.

- 그 순간을 그림을 그리거나 글로 쓴다. 

- 자신이 그리거나 글로 쓴 용서의 순간의 이미지를 바라본다. 

- 질문: “용서의 순간을 바라볼 때, 내면의 어떤 감각들이나 감정들을 자각할 수 있는가?”

- 자발적으로 경험을 나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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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공감탐색 수업 사례

활동 내용

표현

/

토론

- “공감”은 다른 사람이 어떻게 느끼고 보는지를 아는 것이고, 다른 사람과 함

께 느끼고 보살피는 것임을 알려준다. 

- 다른 사람의 감정을 잘못 읽을 수 있는지 질문한다. 이것이 “공감적 정확성”

의 문제임을 알려준다. 

- 이야기를 읽고, 공감과 공감적 정확성을 토론한다. 

- 이야기: 니샤는 토론 팀의 주장인데 텐진이라는 학생이 전학을 왔는데, 그가 이

전 학교에서 뛰어난 토론팀원이었다는 들었다. 니샤는 텐진에게 자기 팀에 들어

오면 우승도 할 수 있고, 많은 친구도 사귈 수 있으니 꼭 자기 팀에 오라고 권

했다. 텐진은 “고마워, 그렇겠네.”라고 대답했다. 니샤는 토론 코치인 케이 선

생님에게 텐진이 토론팀에 관심이 있고, 들어오고 싶어 한다고 말했다. 코치는 

좋아하며 텐진을 다음 토론대회 할 때, 한번 데리고 오라고 한다. 텐진은 집에 

가서 페텔 할아버지께 친구가 토론팀에 오라고 했는데, 자기는 전 학교에서 토

론을 해봤지만 잘하지 못했기에 새 학교에서는 예술동아리에 가입하고 싶다고 

말한다. 예술이 자신의 진정한 열정인 것 같다고 한다. 할아버지도 새로운 것을 

도전하는 것도 중요하고, 자신의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이 좋다고 격려해 

준다. 다음날 텐진이 학교에 갔을 때, 토론 코치인 케이 수학선생님이 텐진에게  

니샤로부터 자신이 토론동아리에 가입하고 싶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말한다. 점

심시간에는 토론팀원인 토니와 데스몬드가 텐진에게 사탕을 주고 함께 시간을 

보내주었다. 텐진은 당황했고, 오해가 생기고 있음을 느꼈다. 

- 토론질문 1. 오해가 어디에서 시작되었는가? 2. 니샤랑 얘기할 때 텐진은 필요를 

말했는가? 생각을 말했는가? 감정을 말했는가? 공감의 순간이나 공감이 결여된 순

간은 언제였는가? 등장인물들은 어떻게 타인의 입장을 보는 시각과 공감적 정확성

을 높일 수 있을까?

성찰

연습

1

- 다른 사람의 관점을 본다는 것은 그 사람의 입장이 되어 그가 필요한 것, 생각

하는 것, 느끼는 것을 상상하는 것이다. 

- 이제 이러한 조망수용(perspective taking) 연습을 할 것이다.

- 모둠은 원을 만들고, 각각 등장인물 중의 한 사람의 이름이 적힌 종이를 가져간

다. 그 이름이 자신의 역할이 된다. 자신이 그 사람이 되어 그 사람이 생각하고 

느꼈던 것을 말하게 될 것이다.

- 여러 차례 함으로서 다양한 등장인물의 입장을 경험한다. 개인적인 시간을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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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ory University, 2019b: 187-350 요약정리)

면서 자기가 맡은 등장인물이 어떻게 생각하고 느꼈는지 상상한다. 그 사람의 

입장을 알 수 있는 한 가지 문장을 생각해 둔다. 원에서 돌아가면서 한 사람이 

한 문장씩 등장인물의 입장을 소개할 때 나머지 사람들은 마음 챙김적 듣기로 

경청한다. 종이 울리면 다시 등장인물을 바꾸어 똑같이 반복한다. 

- 목표는 원안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자신이 맡은 등장인물의 입장을 잘 이해하기 

위한 최고의 유의점은 그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임을 강조한다. 

- 마무리 질문: “우정과 관계에서 조망 수용이 중요한 이유는?”, “왜 조망 수용

이 어려울까?”, “조망 수용을 어렵게 하는 장애물은 어떤 것이 있는가? (강한 

감정; 회복탄력적이지 않은 마음 상태; 편견 또는 고정된 생각; 부주의; 부족한 

소통 기술 등)

성찰

연습

2

- 질문: “공감 또는 조망 수용이 어떻게 일어나거나 일어나지 않는가?”, “어떻

게 사람들이 더 잘 공감할 수 있게 할 수 있는가?”

- 학생들에게 조망 수용을 통해 문제를 해결했거나 문제 해결을 도울 수 있었던 

작은 오해 하나를 회상하는 시간을 갖게 한다. 

- 침묵 가운데 개인적으로 성찰한 후, 그 오해에 대한 시나리오를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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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th recent experiences of global crises such as COVID-19, climate 

warming, war and terrorism, we feel the need for a new educational 

paradigm that fosters personal maturity, not an educational paradigm 

for superficial success described as 'best', 'competence' and 

'excellence'. This is because black-and-white logic, conflict and hate, 

discrimination and indifference, egoism and excessive narcissism that 

have caused global crises all reflect an immature inner personality. 

Before modern times, humans were viewed as spiritual beings destined 

to reach personal maturity through inner training, and accordingly, the 

ideal goal of education was to cultivate humans to reach a high 

personal level. However, the post-modern educational trend of 

positivism, pragmatism, value relativism, and behaviorism has created a 

trend of civic education focused on cultivation of competent human 

beings in society and has neglected the importance of personality 

education consisted of internal reflection and inner training by denying 

the fundamental belief that humans are spiritual beings. In particular, 

Dewey's pragmatism and Kant's rationality have had a profound effect 

on the theory of moral education today, and inference education which 

develops problem-solving and critical judgment as a social being, h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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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come more important and takes a large part in moral education.

Accordingly, this study, rooted in the reflection on the lack of inner 

reflection, self-awareness, transcendental human nature, connection 

with the world and others, seeks implications in moral education by 

newly establishing the meaning and characteristics of philosophical 

wisdom - that Aristotle distinguished from practical wisdom in 

traditional ancient Greek philosophy - from a moral educational 

perspective.

First, examining the definition of philosophical wisdom, in ancient 

Greek philosophy, philosophical wisdom is the virtue of intellect (nous; 

intellectus) that allows internal happiness through the training of 

contemplation. Aristotle divided human reason in to intellect of intuitive 

cognition through contemplation and rationality of inferential cognition 

(logos; ratio) that deliberates and discerns, and viewed intellect as a 

cognitive ability superior to rationality which requires conscious training. 

He argues that in order for human beings to be happy, philosophical 

wisdom, which is the virtue of intellect, is necessary for the inner life, 

and practical wisdom, which is the virtue of rationality, is necessary for 

the outer life. The virtue of the Greek era is to excel in each 

function, and both intellect and rationality are related to human 

cognition. Therefore, philosophical wisdom can be seen as becoming 

happy as an inner being by excelling in the intuitive cognition of 

intellect through contemplation, and practical wisdom can be seen as 

becoming happy as a social being by excelling in the inferential 

cognition through rationality. As such, Aristotle also emphasized 

importance of practical wisdom, unlike Plato who only focused on 

philosophical wisdom. Furthermore, Aristotle adhered to his position that 

philosophical wisdom is more important than practical wisdom. Aquinas, 

who inherited and developed Aristotle's position, argues that only with 

philosophical wisdom to intuit the ultimate value and eternal spiritu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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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lue can one demonstrate practical wisdom to correctly distinguish and 

discern in society.

Next, by observing modern perspectives on philosophical wisodom to 

define the philosophical wisdom of ancient Greek philosophy from a 

moral educational perspective, philosophical wisdom is understood as 

either a mature personal characteristic formed through contemplative 

training, or a spirit able to awaken one’s inner goodness and 

self-awareness, or a resilience to maintain calm and an imperturbable 

mind under any circumstances. Inner competency is an integrated 

concept that includes all personal characteristics, spirituality, and 

resilience, ways of life, and know-how in life. Therefore, in the context 

of moral education, philosophical wisdom can be defined as an internal 

competence to well demonstrate the essential intuition of intellect 

through contemplative training.

On the other hand, when philosophical wisdom is understood from an 

competency perspective for its application in moral education, 

philosophical wisdom can be understood as outstanding internal 

competency fostered through repetitive training which includes insight, 

transcendence, and moral emotional competency. First of all, 

philosophical wisdom is the insight competency to see through the 

essence. Deep inner contemplative training gives insights on one's 

distorted cognitive biases and errors to discover one’s true self with 

cognitive limitations and intellectual humility and flexibility, and gives 

insights on the existential nature of life which provides resilience. Next, 

philosophical wisdom is the transcendence competency of 

self-centeredness. Repeated contemplative training allows us to perceive 

the supreme good of eternal immortality, achieve a personal 

transformation of decentralization, recognize the deep connection 

between others and the world within the experience of beauty, 

harmony, and love, and experience a deep friendship of resona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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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odness. Finally, philosophical wisdom is accompanied by moral 

emotional competency. Repeated contemplative training leads to a state 

of transcendence that deviates from self-centeredness, and the 

transcendental emotions accompanied are mercy, wonder, and gratitude, 

and these emotions provide voluntary motivation for moral behavior. In 

addition, the repetitive training of contemplation leads to an internally 

peaceful imperturbable mind and equanimity under any circumstances. 

An imperturbable mind and equanimity are important signs of 

philosophical wisdom, high personality levels that must be reached, and 

the most peaceful inner state.

Finally, philosophical wisdom education methods can be sought by 

applying to moral education the characteristics of philosophical wisdom 

defined in a moral educational context. The goal of philosophical 

wisdom education can be set to cultivate internal competencies such as 

insight, transcendence, and moral emotional competency by training 

‘essential intuitive cognition’ through uncritical acceptance and open 

contemplation. As for teaching and learning methods for these 

educational goals, first, there are insight improvement education 

methods such as attention and self-awareness, observation, existential 

insight, and resilience. Second, there are educational methods for 

improving transcendence such as perception and awareness of the 

supreme good, of mental values, and of connection to society and to 

the entire space. Last but not least, it is possible to find an educational 

method for improving moral emotional abilities through education of 

empathy, love and mercy.

Finally, philosophical wisdom education methods can be sought by 

applying to moral education the characteristics of philosophical wisdom 

defined in a moral educational context. The goal of philosophical 

wisdom education can be set to cultivate intellectual competences of 

students such as insight, transcendence, and moral emotion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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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ucating intuitive cognition of the essence through training of 

‘uncritical acceptance and open contemplation’. As for teaching and 

learning methods for these educational goals, first, there are insight 

improvement education methods such as attention and self-awareness, 

observation, existential insight, and resilience. Second, there are 

educational methods for improving transcendence such as perception 

and awareness of the supreme good, of mental values, and of 

connection to society and to the entire space. Last but not least, it is 

possible to find an educational method for improving moral emotional 

abilities through education of empathy, love and mercy.

The moral educational implications revealed through the above 

research on the definition and characteristics of philosophical wisdom 

and the search for philosophical wisdom education methods are as 

follows. First, moral education should clearly present the premise that 

humans are spiritual beings who are aware of ultimate values, and that 

they are intelligent beings who can be happiest when pursuing spiritual 

values, and provide students with an opportunity to perceive noble 

values such as truthfulness, beauty, and goodness. Second, moral 

education should cultivate skills, competences, and know-how to well 

observe one's inner self to help students become free from the inner 

confusion of their unconsciousness, cognitive bias, and numerous 

distracting thoughts. Third, since contemplative training can overcome 

negative emotions by awakening inner goodness and help experience 

inner harmony, beauty, and tranquility, we should pay attention to 

intellectual intuitive cognition education that can affirm life with 

equanimity(ataraxia) and imperturbability(apatheia) in any situation. 

Fourth, as voluntary moral practice is triggered by a sense of moral 

elevation accompanied by the awareness of good, moral education 

should seek an experiential education method to awaken good and feel 

moral elevation. Fifth, considering the notion that practical wisdom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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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ternal discernment and deliberation can also be well exercised in 

society when having philosophical wisdom that can demonstrate internal 

intellect through contemplative training, moral education should 

prioritize philosophical wisdom over practical wisdom and personality 

education should be the premise of civic education.

주요어 : philosophical wisdom, intellect(nous), contemplation(theoria), 

insight, transcendence, moral elevation

학  번 : 99714-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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