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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적 실천능력의 배양을 목표로 하는 도덕교육론과는 달리 도덕적으로 선한 주체의 형성을 대상으로 하

는 도덕교육론은 어려운 난제에 빠지게 된다. 특히 자율을 본질로 하는 인간을 타율적 강제로 이해되는 교육

의 결과로 상정할 때 그렇다. 이처럼 도덕적 주체의 형성이라는 도덕교육이 해결될 수 없는 난제로 빠지게 된

것은 인간의 인간화 를 교육적 강제에 의한 자율로의 이행 이라는 교육실천적(방법론적) 개념으로 좁게 이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한 해법으로 제시된 Herbar t의 심미적 교육론은 자율적 주체 의 형성보

다는 오히려 도덕적 성격 을 형성하고 강화하는 것에 만족한다. 마찬가지로 Schi l ler나 Humboldt의 심미적

인간(의)교육론도 이성적 존재로의 이행을 설명하기보다는 도덕적인 주체 대신에 감각과 이성이 조화된 심미

적 인간을 교육의 과제로 제시한다. 심미적 교육론은 비록 자율적 인간의 형성이라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

지만 심미적 인간형성이라는 새로운 도덕교육의 가능성을 열어 준다.

주요어: 도덕적 주체, 자율, 도덕교육의 역설, 자율로의 강제, 심미적 교육

I. 도덕교육에 접근하는 하나의 가능성: 도덕적 주체의 형성

오늘날 도덕교육에 관한 논의가 한마디로 난맥상을 나타내 보이는 것은 일차적으로 뿌리를

잃어버린 각종 도덕적 세계관 및 가치체계가 세계화 및 다원사회화와 더불어 이합집산 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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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이다(MacIntyre, 1997). 그러나 그에 못지않게 도덕교육이라는 개념 자체가 갖는 기본적인

구성요소를 점검해보기만 해도 또한 내재적인 근거 때문에 그러한 혼란이 생겨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도덕교육은 그 자체의 구성요소와 탐구의 경향에 의해서도 이미 복잡한 논의의 양

상을 띠게 된다.

일반적으로 말해 도덕교육은 도덕규범을 내면화하여 일관성 있는 도덕적 행위로 이끄는 교

육(적 실천)이다. 이렇게 정의하고 보면 도덕교육은 보편성과 필연성을 특징으로 하는 '규범의

체계'뿐만 아니라 또한 도덕적 통찰, 신념, 태도 등으로 대변되는 '인격형성'의 측면, 그리고 도

덕적 행위를 가능하게 하고 실천에 안정성을 부여하는 실천의지, 도덕적 판단력, 습관의 형성

이라는 '도덕적 행위'의 차원을 포함한다. 그에 따라 도덕교육론도 어떤 규범이 도덕교육의 내

용으로 되어야 하는가에 관한 목적론적인 도덕교육론으로부터 규범의 내면화과정을 탐구하는

방법론적인 도덕교육론, 그리고 도덕적 행위 및 실천력의 강화에 초점을 맞추는 결과론적 혹

은 수행론적인 도덕교육론으로 다양해진다. 한걸음 더 나아가 도덕적 규범의 체계라고 하는

도덕교육의 내용적 차원은 다시금 무엇을 행해야 하는가? 라는 규범윤리학적 논의뿐만 아니

라 왜 그렇게 행해야 하는가? 라는 도덕적 의무의 원천과 근거를 묻는 메타윤리학적 논의를

포함하고, 어떻게 도덕적 행위를 할 수 있게 되는가? 라는 도덕적 행위에 대한 방법론적인 도

덕교육론도 도덕형성의 구조와 역사를 묻는 도덕인류학이나 도덕사회학 그리고 의무를 수행

하도록 이끄는 동인은 무엇인가? 를 묻는 도덕심리학 등으로 세분화된다.

이처럼 도덕교육론의 내재적인 이유에서 생겨나는 복잡성은 물론 어느 정도로 단순화될 수

있다. 목적론적인 도덕교육론이 도덕철학적 논의를 교육학적으로 수용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비해 방법적인 도덕교육론은 교육의 과정 및 실천가능성이라는 관점에서 도덕의 문제

를 바라다보는 경향 을 띠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그와 같은 경향성이 상대적일 수밖에 없

다는 것을 주목하면 도덕교육에 관한 논의의 단순화가능성은 더욱 커진다. 즉 어떤 특정한 도

덕 및 가치의 체계가 교육의 내용으로 정당한가라는 문제는 그 자체로 머물지 않고 한걸음 더

나아가 과연 그것이 교육적으로 가르쳐질 수 있고 또 배울 수 있는가라는 문제, 즉 교육행위

및 과정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함께 요구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서 Platon의 <메논>은 좋은 예가 된다. Menon이 제기한 덕(aret )은 가르쳐질

수 있는가? (1991a: 70a)라는 질문은 단순히 덕의 본질에 대한 논쟁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교육이라는 개념도 함께 분명히 할 것을 요청하기 때문이다. <프로타고라스>(1991b: 360e이하)

를 참고해볼 때 <메논>에서 대변되는 테제는, 만약 덕이 (소피스트가 이해하는 것과는 달리

특별한 조건을 만족시키는) 선에 대한 실천적 지식이라면, 그것은 (소피스트가 행하는 교육과

는 구별되는 특별한 조건을 만족시키는 교육, 말하자면) Sokrates의 산파술에 의해 의식화되지

않은 채 잠자고 있는 상태에서 자기의식의 상태로 회상될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서 볼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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듯이 덕의 학습가능성이라는 테제는 덕 이라는 개념뿐만 아니라 또한 교육 이라는 개념에 대

한 새로운 이해를 동반하고 요청한다(Koyre , 1998; Jaeger, 1959: 240이하).

이처럼 도덕교육에 포함된 기본적인 구성요소들이 서로 독립된 것이 아니라 내적인 연관을

맺고 있는 한 MacIntyre가 진단한 가치의 다원화현상은 그 자체로 바로 도덕교육의 문제 로

되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도덕교육을 단순히 가치의 내면화 로 파악하는 일반적인 명제를

따르게 될 때 도덕교육은 가치의 다원주의라는 난맥상에서 벗어나기 어렵게 된다. 따라서 도

덕교육이 가치의 다양화라는 복잡한 구도 속에서 방향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오히려 자기 자

신의 근저에 놓여 있는 문제, 즉 도덕적 주체의 형성 을 보다 적극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

이미 시사된 바와 같이 도덕적 규범과 교육의 과정이 서로 밀접하게 연관될 수밖에 없다면

도덕교육의 가능성은 특정한 도덕적 규범을 교육적으로 내면화하여 실천하는 행위주체에 대한

질문으로 바꿔질 수 있다. 이 질문의 핵심은 교육과정을 겪는 교육적 주체(학생)는 언제 그리

고 어떻게 도덕적 주체로 형성 또는 인정을 받게 되는가라는 것이다. 즉 도덕적 주체는 도덕교

육의 주체로 전제되어야 하는가 아니면 그 결과로 기대되어야 하는가? 그렇지 않으면 도덕교

육의 과정에서 비로소 형성되는 것, 예컨대 교육의 과정을 통해 도달되는 것 (반채익, 2001:

32)이라고 해야 할 것인가? 교육과정을 밟는 주체가 물론 미숙하더라도 이미 도덕적 존재라고

전제하게 되면, 어떤 도덕률을 내면화하여 일관성 있게 도덕적 행위를 가능하게 해줄 교육은

도덕적 인간의 도덕화 라는 순환에 빠지게 되거나 아니면 단순히 도덕적 주체의 훈련, 연습

혹은 도덕성의 강화라는 방법론으로 환원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지 않고 교육과정중이나 혹은

그 후에 비로소 도덕적 주체가 탄생된다면, 이 때 도덕교육은 도덕적 주체를 형성 하는 창조

적인 과정일 수밖에 없다. 그런데 도덕교육은 과연 그런 능력이 있는가? 그리고 이때 교육적

이라는 말은 물론 도덕적 이라는 말은 어떻게 이해되어야 하는가?

여기서 제기되기만 할뿐 답해질 수 없는 이러한 일련의 질문들은 결국 어떤 의미에서 나는

도덕적 행위의 주체인가? 혹은 어떻게 나는 도덕적 행위의 주체가 될 수 있는가? 나아가 도

덕적 행위를 수행할 때 나에게 어떤 변화가 생겨나는가? 라는 도덕적 주체에 대한 질문으로

귀착된다(Foucault, 1995: 82이하). 그런데 이러한 질문들은 가치의 내면화 혹은 도덕적 실천

력 강화 등의 도덕교육과는 달리 혹은 그 속에 이미 전제되어 있거나 잊혀진 채로 있는 또 하

나의 도덕교육의 질문이 될 수 있다. 왜냐하면 그들은 어떤 도덕을 어떻게 가르칠 수 있고 또

배울 수 있는가라는 문제이전에 또는 그와는 별개로 도덕적 인간이라는 것 혹은 도덕적 주체

가 된다는 것에 대한 교육(학)적 성찰이기 때문이다. 즉 도덕적으로 선한 인간의 교육학이기

때문이다.

이 질문에 대해서도 다시금 두 가지의 탐구가능성을 생각해볼 수 있다. 하나는 도덕적 인간

화의 논리를 묻는 구조적인 질문이라면 다른 하나는 그것의 역사성과 시대적 정합성을 묻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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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론적인 탐구이다. 전자는 도덕적 주체가 과연 어떻게 규정되는지 또 그에 따라서 교육은

어떻게 이해되는지를 묻는다. 그러나 후자는 그러한 도덕적 주체는 어떻게 그리고 어떤 근거

에서 인류사적으로 정당성을 확보했거나 상실했고, 생애사적으로 언제 그리고 어떻게 형성되

는지에 대해서 탐구한다.

후자의 질문이 도덕교육을 탐구하는 데 매우 유익할 뿐만 아니라 필요불가결하다는 것은 쉽

게 짐작된다. 예를 들면 오늘날 일상적으로 도덕적 주체를 특징짓기 위해 사용하고 또 많은 도

덕교육론이 암묵적으로 혹은 공공연히 전제하고 있는 자율적 인간 이라는 척도는, 포스트모더

니스트들이 도발적으로 선언하듯이, 장구한 인류사에 견줘볼 때 최근에, 불과 200여년 전에 탄

생했지만 벌써 죽었다. 다시 말하면 자율적 인간뿐만 아니라 그 개념조차 태어나고 성장하고

소멸한다. 이처럼 역사성을 갖는 한 그것은 초월적이고 보편적인 것으로 전제되기 어렵고 나

아가 자명성의 근거로 받아들여질 수 없다. 이러한 평결 하나로도 도덕교육은 자율적 인간을

아무런 비판적 성찰 없이 도덕교육의 주체로 전제하기가 어렵다.

그러나 그러한 판단을 내린 것은 물론 포스트모더니즘이 처음이 아니다. 그보다 훨씬 더 거

슬러 올라가 적어도 Nietzsche로까지 이어진다. 그에 따르면 이웃사랑이라는 덕목으로 대변되

는 보편적 윤리는 사실상 인간 또는 인간성이라는 개념과 불가분의 관계에 놓인 과제 라기보

다는 자기의 생성역사 및 삶과의 연관을 잃어(잊어)버린 실증적이고 기능적인 당위의 체계

일 뿐이다. 그것은 어떤 도덕적 방해나 윤리적 성찰로도 침해될 수 없는 생명력 이라는 본질

을 일깨워주기보다는 오히려 노예적 덕목으로 승화(거세)시키는 역할을 할 뿐이다. 따라서 그

러한 도덕을 내면화하는 교육은 인간을 평균인으로 길들이는 것 에 불과하다. 삶의 창조적인

힘이 소실된 잔재 혹은 죽은 명령으로서의 도덕을 내면화한 인간은 도덕적 주체라기보다는

유사한 존재, 습관적인 존재, 평균적인 존재, 떼거리의 존재, 그리고 저속한 존재 , 한마디로

노예 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Nietzsche, 1991: 208이하).

이처럼 도덕적 주체 라는 척도가 담고 있는 이데올로기적인 성격이나 역사성을 감안하면

도덕교육에서 전제되고 있는 도덕적 주체 그 자체가 비판적 성찰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

을 알 수 있다. 즉 도덕적 주체에 대한 역사적 고찰과는 별개로 또한 구조적인 성찰이 가능하

고 또한 필요하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도덕적 주체를 자율적 존재로 이해하고자 할 때 나타

나는 문제를 중심으로 도덕적 주체의 형성에 대한 구조적인 성찰을 시도하고자 한다. 자율적

인 인간 이라는 척도를 도덕적 주체의 본질로 인정하고자 할 때 비로소 자율적 인간의 형성

은 - 비록 도덕교육 그 자체의 문제는 아닐지라도 - 적어도 근대 이래의 도덕교육이 안고 있는

난제로 나타나게 되기 때문이다. 특히 자율이라는 도덕철학적 개념을 곧바로 교육과정을 설명

하는 개념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자율적 인간의 형성이라는 도덕교육은 도덕적 이고자 할 때

교육적 일 수 없고 교육적 이고자 할 때 도덕적 일 수 없는 모순에 빠지게 된다. 왜냐하면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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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교육은 자율적 인간 의 자율화로서 스스로의 실천가능성 자체를 부정하게 되고 그렇지 않으

면 인간의 자율화 라는 창조적인 실천력을 내세우지만 자기 스스로를 자율로의 강제 로 자리

매김 하게 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자율 이라는 하나의 개념으로 도덕의 주체와 교육의

주체를 동시에 그리고 조화롭게 설명해낼 수 없는 어려움에 빠진다.

이러한 자율적 주체의 형성문제와 관련해서 이 논문에서는 우선 자율 개념이 도덕적 주체

의 형성을 이론화하려는 도덕교육론의 중심개념이 될 때 어떤 난제가 생겨나는지를 살펴보고

(2장), 이어서 자율개념으로 인해 파생되는 자율로의 강제 라는 도덕교육의 역설을 해결하려는

도덕교육의 모델로서 Herbart의 심리적, 심미적 도덕교육론과 Schiller(Humboldt)의 심미적 인

간교육론을 고찰하고(3장), 마지막으로 도덕적 주체의 형성에 대해 심미적 교육론이 갖는 기여

와 한계를 다시금 도덕교육론의 입장에서 수용하고 평가함으로써 자율 이라는 이념에 내포된

도덕교육의 과제(차원)를 새로이 지적하는 것으로 논의를 끝내게 될 것이다(4장). 이 논문은 결

국 도덕교육의 난맥상 및 난제에 대한 어떤 해결책을 성급히 제시하려고 시도하기보다는 그

문제에 대한 하나의 이해 및 접근가능성으로 등장한 심미적 교육론의 문제해결력과 한계점을

비판적으로 검토함으로써 자율을 핵심으로 하는 도덕교육이라는 난제에 대한 체계적인 성찰의

필요성과 문제의식을 (재)확인하는 것으로 만족하게 될 것이다.

Ⅱ. 도덕교육 = 자율적 주체의 형성

도덕적 주체를 자율로 특징짓게 되는 흐름의 중심에 서 있는 사람은 단연 Kant이다. 그의

철학은 한마디로 자유로운 주체성에 대한 (재)발견 또는 강조이기 때문이다(Hartmann, 1960: 140

이하). Kant의 자유의 철학은 이미 Rousseau에게서 발견되는 자율이라는 모티브, 즉 자기 자신

에게만 복종하면서도 자유로울 수 있는 가능성 (Rousseau, 1762: 522; 1755: 19)을 개념화하고 체

계화함으로써 Montaigne, Descartes로부터 비롯된 주관으로의 전환을 단순히 인식주체의 해방에

국한하지 않고 또한 도덕적 행위 그리고 역사구성의 주체로의 해방으로 확대했다.

그러한 코페르니쿠스적인 전환 (Kant, 1787: BXVI), 즉 자발적인 인식주체 및 자유로운 행

위주체로의 전환은 물론 한편으로 자연을 자연법칙의 굴레로 묶고 다른 한편으로 인간을 전통

과 초월적 형이상학의 속박으로부터 해방하는 계몽주의라는 세계사적 사건의 근거를 마련해주

었다. 자유로운 존재의 자기실현이라는 근대의 정신을 태동시킨 자유의 이념은 또한 자율적

주체의 형성 이라는 새로운 교육의 지평도 함께 열었다. 즉 자유라는 이념을 통해서 근대적 의

미의 교육은 이론적으로 질서로의 편입, 즉 사회화와 구별되는 인간의 인간화라는 보편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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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을 갖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실천적으로도 자유로운 인간의 완성이라는 역사적 프로

젝트로 이해되게 되었다(Reitemeyer, 2001: 7이하). 따라서 먼저 Kant의 자율개념을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

1. 자율로서의 실천적 자유

자연세계에 대해 갖게 되는 전달과 검증이 가능한 경험을 분석하게 되면 감각적인 지각에

의해 주어지는 정보 이외에 그에 덧붙여져 있는 시간적 전후관계, 공간적 상관관계 그리고 인

과관계 등 보편적인 지식의 틀을 확인할 수 있다.1) 이를 통해 일차적으로 지식은 단순히 감각

적 지각의 수집 혹은 수용이 아니라 시간적, 공간적, 그리고 인과적인 재구성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보다 근원적으로 그러한 지식 속에 나타나는 보편적인 틀을 구성하는 인식능

력의 자발성 을 발견하게 된다. 인간의 인식능력은 외부의 요인으로부터 독립되어 있고 나아

가 순전히 자발적으로 활동한다. 이처럼 지식을 얻기 위해서 경험의 대상에 구속되거나 의존

되지 않고 자발적으로 경험을 구성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에서 인간은 지식을 습득하

는 데 있어서 자유롭다.

인식능력의 자발성을 근거로 지식을 구성하는 자유가 추론될 수 있듯이 또한 그로부터 행위

능력의 자유도 입증될 수 있는가? 결론적으로 말해 이론적인 능력에 대한 성찰만으로는 행위

의 자유를 긍정할 수도 부정할 수도 없다. 한편으로 원인과 결과가 필연적으로 결합될 수밖에

없는 현상세계에서는 자유는 확인 될 수 없다. 왜냐하면 모든 현상은 설명되는 순간 이미 어

떤 원인의 결과로 결합되고, 그렇지 않고 어떤 원인으로부터도 유래되지 않는 것은 지적인 재

구성의 밖에 놓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다른 한편으로 원인과 결과의 결합에 의해 성립되는

지식이 완전하게 설명되기 위해서는 스스로 자기의 근거가 되는 존재 또는 현상이 있어야 한

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구성한 지식은 원인의 원인, 그리고 또 이것의 원인 등으로 끝없이

소급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완결성을 가질 수 없다. 따라서 자유는 인정 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와 같이 서로 모순적으로 보이는 이 두 가지의 결론을 하나로 묶으면 일련의 현상

을 가능하게 하는 출발점으로서의 자유행위가 갖춰야 할 소극적인 조건이 드러난다. 이론적

지식이 완결되기 위해 요청되는 자유로운 행위가 있다면 그것은 더 이상 다른 원인 때문에 생

겨나서는 안 되고, 전적으로 자기 자신의 자발성에 따라 스스로의 근거가 될 뿐 아니라 나아가

다른 모든 현상적 인관관계의 출발점, 즉 첫째 원인이어야 한다.

1) 이처럼 시간과 공간이라는 Anschauungsformen과 인과관계라는 Kategorie를 뒤 썩는 Schopenhauer식의 이

해에는 Kant의 <순수이성비판>을 잘못 재구성하는 위험이 틀림없이 따르지만 여기서는 다만 논의의 용의

함을 위해 간단한 이해의 틀로 사용한다. Schopenhauer (1990)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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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의 자유를 위해서 요청되는 절대적인 자기근거는 현상으로서의 행위 자체에서 발견될

수 없다. 왜냐하면 수단으로 수행되는 행위는 이미 선행하는 목적(좋은 것)을 전제로 하고 있

고 목적조차도 자기 스스로의 근거 때문에 원해진 것이 아니라 더 좋은 것을 위한 수단으로

원해지기 때문이다. 이처럼 끝없이 이어지는 목적의 연속선의 마지막, 즉 최고의 선을 상정하

더라도 그것 역시 시간, 공간적으로 주어진 상태로 생각되는 한 어떤 원인적인 상태의 결과로

인정되기는 마찬가지이다. 결국 자연현상으로서 행위나 행위의 결과는 원인-결과라는 법칙에

의해 설명되고 심지어는 종속된다. 따라서 행위의 자유가 있으려면, 도덕철학의 언어로 말하자

면, 절대적으로 좋은 것(선한 것)이 있으려면, 그것은 현상으로서의 행위나 혹은 그것이 초래하

는 결과에서가 아니라 그 어떤 것으로도 환원될 수 없는 행위의 출발점 혹은 근거, 즉 행위의

능력 자체에서 찾아져야 한다.

인간이 원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행위를 욕구하고 수행하는 행위능력에는 목적

과 수단을 욕구 하는 능력뿐만 아니라 또한 목적과 수단을 인지 하는 능력 그리고 행위에 수

반되는 감정 의 능력이 포함된다. 이 때 행위능력의 자유는 목적과 수단을 인식 하는 능력에

놓일 수 없다. 왜냐하면 행위능력은 이해력이나 통찰력과 같은 인식능력과는 구별되는 실천능

력이기 때문이다. 또 그것은 행위를 강화하거나 저해하거나 또는 행위에 수반되는 감정, 예컨

대 동정심이나 양심의 가책에서도 발견될 수도 없다. 왜냐하면 이들은 자기 스스로가 자기 자

신의 절대근거가 될 수 없고 오히려 인과적으로 결정되거나 절대근거의 심성적 반영에 불과하

기 때문이다.2) 따라서 만약 행위의 자유가 가능하다면 그것은 바로 수단과 목적의 결합을 욕

구하는 능력 - 서양전통에 따라서 Kant가 의지 라고 부른 것 -에 놓일 수밖에 없다. 이에 따

라 행위의 절대적 근거를 찾고자 하는 자유에 대한 질문은 곧 행위주체 속에서 발견될 수 있

는 행위의 근거가 되는 능력, 즉 의지의 자유에 대한 질문으로 귀착된다.

지식의 자발성에 대한 분석에서 이미 자유로운 의지가 충족시켜야 할 소극적인 조건을 엿

볼 수 있었다. 즉 자유의지는 어떤 간섭 혹은 규정, 한마디로 모든 인과적인 결정에서 벗어나

있어야 할뿐만 아니라 또한 자기내부에서 스스로의 존재근거를 갖는 행위의 출발점이어야 한

2) <윤리학강의(1775-1785?)>의 Kant는 도덕성이 감정에 기초할 수 있음에 대해서 다소 유보적인 입장을 나타

내지만 비판철학으로서의 도덕철학을 본격화한 <도덕형이상학의 정초(1785)>에 이르러서는 그러한 moral

sense theory'의 가능성을 단호히 배격한다. 아울러 미적 감정에 대해서도 Burke의 영향 아래서 <아름다움

과 숭고함의 감정에 대하여(1764)>를 쓸 때까지만 해도 미적 감정이 갖는 도덕적 작용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비판철학과 더불어 미적 판단을 이성적 원칙에 따라 재구성하려는 시도 자체를 부질없는 희

망 (Kant, 1787: B35)으로 단정짓는다. 그렇지만 그는 <판단력비판(1790)>에서 미적 판단의 근거가 되는 미

적 감정을 새롭게 준이성적 감정으로 재천명함으로써 <순수이성비판>의 입장을 수정한다. 감정이 도덕성의

기초가 될 수 없다는 기본입장에는 변화가 없더라도 여기서 엿볼 수 있듯이 감정 에 대한 입장변화를 엄

격히 고찰하고서야 도덕적인 행위에 관여하는 감정의 역할을 분명하게 밝힐 수 있겠지만, 이 논문에서는

논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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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런데 그러한 의지는 단순히, 즉 순간적으로나 우연히 자신 이외의 어떤 요인, 예컨대 충

동이나 욕구 등으로부터 독립되는 것으로 그칠 수 없고 나아가 항구적이고 보편적으로 자기

자신의 근거가 될 수 있을 때 보다 엄밀한 의미에서 자유롭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자유의지

는 어떤 외부적인 요인에도 구애받지 않고 자기 스스로의 근거로 행위의 목적과 수단을 결합

하는 소극적인 조건 이외에 그러한 결합을 항구적으로 그리고 무조건적으로 가능하게 하는,

다시 말하면 보편적으로 타당한 법칙이 되게 하는 적극적인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3)

그런데 자유의지가 충족시켜야 하는 적극적인 원칙은 바로 인간의 내면에서 발견되는 이성

적인 원칙일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만일 비이성적 원칙을 따른다면 설사 자발적이라고 하더

라도 그러한 자발성을 보편타당하게 지속할 수 없고, 또 신적인 완전한 원칙을 따른다면 인간

의 (자유)의지는 결국 자기 밖에서 자신의 근거를 찾기 때문에 결국 종속적이게 된다는 점에서

스스로의 필연적인 근거가 될 수 없기 때문이다. 게다가 자유 그 자체는 정의상 어떤 인과적인

설명에도 벗어나 있기 때문에 의지의 실천적 자유를 인식(확인)할 수 있는 길은 오직 의지가

스스로 부과한 이성적 법칙을 따르는 것뿐이다. 따라서 자유의지는 스스로 행위의 근거로 드

러나는, 즉 도덕법을 통해 실천적으로 되는 이성일 수밖에 없다. 의지의 자유는 결국 의지 스

스로가 스스로에게 보편타당한 법칙을 부과하고 스스로 그것을 따르는 것, 글자 그대로 자기

(auto)+법률(nomos), 즉 의지의 자율(Autonomie)일 수밖에 없다.

이상의 논의에 따르면 인간에게 무조건적으로 좋은, 즉 엄밀한 의미에서 도덕적인 행위를

하는 자유가 있다면 그것은 곧 행위능력으로서 의지의 자유일 수밖에 없고, 의지의 자유는 결

국 의지의 자율(자기입법)일 수밖에 없다. 이 때 의지의 자율이 담게 되는 것은 첫째 의지의

자율로서 행위의 목적과 수단을 결합(의욕)하는 것이어야 하고, 둘째 의지의 자율 로서 스스로

에게 이성적인 법칙을 부여하는 것이어야 한다. 이 두 조건을 동시에 충족시키는 의지의 자율

은 행위의 목적과 수단을 결합하는 형식(흔히 말하는 행위수칙 Maxime)을 이성적, 즉 보편적

으로 타당하게 하는 것에 놓이게 된다. 자유의지란 결국 스스로의 근거로, 즉 아무런 조건 없

이 그리고 스스로에게 법칙, 즉 보편타당한 구속력으로 작용하는 이성적 의지이다. 따라서 자

율로 이해된 자유의지를 표현하는 공식은 너의 행위수칙이 단순히 행위의 수칙으로 그치지

않고 그와 동시에 또한 보편타당하도록 행동하라. 라는 (무조건적인) 절대명령(Kategorischer

Imperativ) 이 될 수밖에 없다(Kant, 1785: 51, 28, 30, 51, 61, 66, 70, 72; 1788: 140; 1797: 225,

226, 376, 389).

3) 이처럼 인식의 자발성에서 출발하는 추론은 자유에 대한 부정적이고 간접적인 증명 에 머물 수밖에 없다

(Henrich, 1975. 비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도식을 따르는 것은 Herbart와 Schiller(Humboldt)가 제

기한 도덕교육의 문제와 더 깊이 연관된 모델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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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도덕교육의 목적으로서의 자율적 인간

<순수이성비판(1781)>에서 <실천이성비판(1788)>으로 이어지는 Kant의 자유의 철학을 이상

과 같이 재구성하고 보면 도덕적 혹은 자율적 이라는 개념이 특별한 의미 및 지위를 갖게

된다는 것을 또한 짐작할 수 있다. Kant가 실천적 자유를 그의 도덕철학적 테마로 삼는 근거

는 물론 인식주체가 갖는 자유(자발성)때문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우리의 도덕의식 속

에 들어 있는 반드시 또는 무조건 이라는 성격을 지닌 실천적 당위 때문이기도 하다. 우리

가 도덕적 판단을 할 때 반드시 그리고 항상 그러해야 한다는 무조건적 당위를 의식하기 때문

이다. 그러한 의무의식은 도덕적인 행위가 합자연적, 합법적, 행복에 부합하는 혹은 도구적 행

위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성격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즉 도덕적 행위는 오직 자율에

부합하고 자율의 원칙 때문에 희망되어야 할 충분한 근거 및 동기를 갖는 행위여야 한다.

그러한 도덕적인 행위는 행위의 내용, 즉 행위의 목표로서 추구되는 것에서 찾아질 수 없다.

또한 그것이 따뜻한 선한 마음씨나 동정심에서 비롯되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왜냐하

면 그러한 감정적인 요소는 주관적이고 자연적인 원천에 놓여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유의지

속에 담겨진 도덕적인 성격은 오직 자유로운 합법칙성 에 놓일 수밖에 없다. 결국 그것은 도

덕적 주체 안에 존재하는 보편적인 입법의 능력에 대한 존중과 복종에서 찾아져야 한다. 따라

서 절대적 당위를 의식하고 따르는 도덕적 주체 는 도덕법이라는 형식을 통해 비로소 행위의

근거로 드러나게 되는 실천적 이성을 따르는 주체를 의미한다. 그는 자신의 보편적 입법능력

에서 출발하여 그것을 인간성 자체에 대한 존중으로 확장하는 데서 바로 도덕적 행위의 근거

를 찾는다. 다시 말하면 도덕적인 행위의 주체는 충동이나 욕구 그리고 권위와는 무관하게 나

아가 심지어는 그러한 경향성에 맞서서 스스로의 자유의 능력을 실천하는 사람, 즉 단순히 이

성적인 법칙에 부합한 행위를 할뿐만 아니라 또한 자유의 원칙을 행위의 동기에까지 확장하여

결국 자신의 본질로 구성하는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Kant는 도덕적 행위를 하는(gesittet) 사람 과 도덕적으로 선한(sittlich-gut)

사람 을 구별한다(Kant, 1798: 676). 도덕적으로 선한 행위를 하는 사람도 물론 도덕법에 일치

하는 행위를 한다는 점에서 일단 도덕적 행위 의 주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엄밀한 의미에

서 볼 때 도덕적 행위의 주체와 도덕적 선 의 주체는 구별되어야 한다. 다시 말하면 도덕성

(Moralität) 과 합법성(Legalität) 이 서로 구별되듯이 도덕적 행위의 주체와 도덕의 주체는 서

로 구별되어야 한다(Kant, 1785: 39). 왜냐하면 엄밀한 의미의 도덕적 주체란 도덕적 행위의 주

인일 뿐만 아니라 바로 도덕법칙을 자기입법으로 내면화한 법률 의 주체(Urheber) 이기 때

문이다(Kant, 1793: 668). 따라서 도덕적 인간은 단순히 자율의 형식에 부합되는 것으로 족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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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없고 자율적인 존재에 대한 존중만으로 도덕적인 행위를 하는 사람이다. 다시 말하면 그는

자신 안에 있는 입법적 주체로서 갖는 절대적 가치(존엄), 곧 자유로운 존재로서의 자기실현을

보편타당한 행위의 근거로 삼는 이성적 존재, 결국 도덕성의 원천으로서의 이성의 원칙을 자

기 자신 안에 실현한, 즉 잘 계발하고 내면화한 사람이다.

이처럼 인간의 본질적인 가능성 및 필연성을 도덕적 존재에서 파악하는 한 인간의 인간화가

취할 수 있는 궁극적인 과제와 의미는 당연히 도덕적 주체의 형성에서 찾아져야 한다. 교육은

인간에 있어서 도덕성을 확립하는 것, 즉 도덕적 주체를 형성하는 것일 수밖에 없다. 다시 말

하면 교육은 학생으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도덕법칙에 순종함으로써 인간으로서의 본질적인 실

존을 이루게 하는 인격적인 자유의 행위여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Kant는 인간의 궁극적인 과

제를 다음과 같이 말한다. 자기 자신을 개선하고 계발하며, 만약 도덕적으로 악한 인간이라면

도덕성을 일궈내는 것, 이것이 바로 인간이 해야 할 일이다. (...) 따라서 교육은 가장 위대한

일이고 나아가 인간에게 부과될 수 있는 가장 중대한 과제이다 (Kant, 1803: 702).

세계시민적인 관점에서 본 인간의 가능성, 즉 인간성을 탐구의 대상으로 삼는 Kant의 철학

은 인간에겐 미리 정해진 본질 및 목적규정이 없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인간은 다만 자기 스스

로 자율의 능력과 원칙에 따라서 자기규정에 도달해야 하는 존재, 곧 도덕적 존재라는 것이다

(Kant, 1798: 678). 그런데 Kant의 도덕철학에서 인간의 본질 및 목적과 동의어로 쓰이는 도덕

성, 더 정확히 말해 자율로 파악된 도덕적 주체는 도덕적 당위라는 이성적 사실(Faktum der

Vernunft) 을 분석함으로써 얻은 가능성에 불과하다(Kant, 1788: 191). 다시 말하면 인간의 가

장 인간적인 특성은 도덕법의 형태로 체험하게 되는 무조건적인 명령, 절대적인 의무를 따를

때 비로소 구성(형성)된다. 인간이 이러한 무조건적인 이성의 요구아래에 놓이고 선한 의지에

따라서 그러한 요구에 복종하여 그것을 스스로 원하게 되는 것에 바로 자유로운 존재로서 그

의 본질이 놓여 있다. 그리고 이러한 자유를 통해서 비로소 인간은 도덕적인 존재, 즉 진정한

이성적인 존재로 자신을 드러내게 된다. 따라서 도덕적 주체가 되는 것은 인간이 바랄 수 있는

최고의 상태라는 의미에서 최대의 과제 일 뿐만 아니라 인간에게 부여된 가장 큰 의무 이다.

3. 도덕교육의 난제 = 자율로의 강제

<도덕철학>에서 의무의식으로부터 추론된 인격성이라는 무조건적인 이성의 법칙에도 불구

하고 인간은 자연적으로 볼 때 도덕적인 존재 라기보다는 다만 도덕적 소질 만을 갖추고 있

다.4) 즉 구체적인 인간은 도덕적 가능성뿐만 아니라 또한 충동과 본능을 가지고 있고 심지어

4) 이성적인 세계의 시민으로서의 인간은 자연법칙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성에 따라 자유롭

게 선택하며 행동한다. 그러나 인간은 단지 그러한 이성적 존재가 될 수 있는 소질(Anlage) 을 갖고 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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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들의 지배아래에 놓여 있다. 도덕적으로 볼 때 결국 악의 경향성 아래 놓여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렇다면 실제적으로 사욕과 행복추구 나아가 도덕적 악의 경향성에 사로잡혀 있는

인간들이 어떻게 도덕적 주체로 형성될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Kant는 인간은 다만 교육에 의해서 인간이 될 수 있다. 라고 분명히 말한다

(Kant, 1803: 699). 즉 인간은 선으로 교육되어야한다 (Kant, 1798: 678). 이 말은 한편으로 도

덕철학의 논증을 쫓아 인간은 그의 본질적인 자유의 가능성 때문에 교육을 필요로 한다는 의

미가 되겠지만, 다른 한편으로 교육학적으로 말해서 인간에게 숙제로 부여된 도덕적 자기규정

은 오직 교육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는 뜻이다. 즉 도덕적 인간은 교육에 의한 결과 이외에는

아무것도 아니다. 인간은 교육을 통해 자신의 도덕적 소질을 도덕적 의무와 도덕법이라는 개

념으로 승화할 때, 즉 스스로 형성 할 때 비로소 도덕적인 존재로 된다(Kant, 1803: 699).

여기서 표현된 인간의 인간화는 앞서 살펴보았듯이 이성적 사실에서 추론된 이성의 명령,

즉 자율적 주체의 자기형성 혹은 인간성의 완성이라는 도덕교육의 이념 으로 이해되어야 한

다. 즉 그것은 구체적인 교육적 실천이나 교육과정을 구성하는 직접적인 요소라기보다는 오히

려 생애사적인 도덕화를 비판하고 규제하는 이성적 준거, 즉 부정의 변증법에서 말하는 무한

한 수렴점 내지는 지향점을 의미한다(Kant, 1788: 143). 이런 점에서 Kant의 교육학은 일단

Platon으로부터 Montaigne, Rousseau, Adorno로 이어지는 회의적 교육학 또는 부정의 교

육학 의 선상에 서 있다고 평가되어야 한다(Fischer, 1989; Koch, 1995).

자율적 인간의 형성에 대한 Kant의 유보적이고 신중한 입장에도 불구하고 그의 코페르니쿠

스적인 전환을 따르는 근대적인 교육학은 교육에 의한 자율적인 주체의 형성가능성을 끊임없

이 물었다. 즉 교육이 갖는 자율적 주체의 형성력에 대한 비판적이고 자기반성적인 한계설정

을 일차적인 과제로 삼는 부정의 교육학뿐만 아니라 또한 그에 상반된 해석의 가능성, 즉 교육

을 독보적이고 심지어는 자기도취적인 인간화의 프로젝트로 파악하려는 긍정의 교육학 도 마

찬가지로 Kant의 자율개념으로부터 발원되었다. 자율적 주체의 형성이라는 문제와 더불어 근

대교육학은 비판적 한계론과 더불어 낙관적 기능론이라는 양극단의 흐름을 갖게 되었지만 이

논문은 후자의 경우에 국한하여 논의를 전개할 것이다.5)

여기서 검토하게 될 Herbart와 Schiller(Humboldt)가 시도한 심미적 교육론뿐만 아니라 최

근 Sommer의 현상학적 교육학은 바로 그러한 자율적 주체의 형성이라는 교육(학)적 난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형적인 시도라고 할 수 있다. 그들은 인간의 인간화를 교육을 통한 자율적 인

났을 뿐이다(Kant, 1803: 698, 702). 즉 이성적 자연인 (Kant, 1797: 550)이다. 이처럼 이성적 존재가 될 능

력을 타고난 인간은 이성의 인도에 따라 자신의 삶을 자율적으로 결정함으로써 이성적인 능력을 타고난

동물(animal rationabile)에서 이성적인 동물(animal rationale)로 될 수 있다 (Kant, 1798: 673). 따라서 인

간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능력이 있고 동시에 받을 필요가 있다 (Kant, 1798: 676).
5) 전자, 즉 부정의 교육학과 관련해서는 Kim(2002, 6장)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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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의 형성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교육에 의한 자율적 주체로의 전환 또는 이행이라는 긍정의

교육학의 가능성을 모색한다. Kant의 후계자인 Herbart로부터 발원하는 이러한 이해는 바로

Kant가 제기한 강제 속에서의 자유의 교육 (Kant, 1803: 711)이라는 문제 를 다름 아니라 바

로 자연적인 존재로부터 이성적 존재로의 이행 , 즉 경험적, 감각적 존재로부터 이성적, 도덕

적 존재로의 전환 으로 파악한다.

이처럼 교육을 자율로의 이행으로 파악하고자 하는 긍정의 교육학은 Kant철학의 중요한 착

상을 간과하고 있다는 것을 먼저 지적할 필요가 있다. 그것은 Kant의 <인간학> 및 <교육학>

이 그의 <도덕철학>과는 달리 이성적 존재(animal rationale) 보다는 물론 자연적인 존재

를 중심으로 하는 것도 아니지만 오히려 이성적으로 될 수 있는 존재 혹은 이성의 능력을

타고난 존재(animal rationabile) 를 중심개념으로 삼고 있다는 것(Kant, 1798: 673)에 주목하기

보다는 오히려 자연적 존재 혹은 이성적 존재라는 양자택일적 이분법에서 출발하여 교육을 필

요로 하는 인간을 다만 자연적인 존재로 국한하고 있다. 그에 따라 도덕교육은 경험적 교육에

의한 초험적 자유로의 이행, 즉 자연적 존재로부터 이성적 존재로의 이행으로 파악된다. 이로

써 Kant의 도덕철학에 뿌리를 둔 긍정의 교육학은 이성적 존재의 자유행위에 의해 스스로 창

조되어야 하는 이성의 행위(Actus der Vernuft) 를 어떻게 시간이라는 범주 속에 놓인 자연법

칙적 과정인 교육실천을 통해 가능하게 할 것인가라는 난제에 직면하게 된다.

교육을 자율로의 이행으로 파악하고자 할 때 직면하게 되는 난제란 바로 내적인 모순이다.

즉 한편으로 자율의 가능성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교육의 존재근거를 부정할 수밖에 없고 다른

한편으로 교육의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자율의 본질을 부정해야 한다. <도덕철학>의 논

의를 충실히 따를 때 자연적이고 연속적인 변화의 과정이라는 교육의 과정은 완전히 포기되어

야 한다. 왜냐하면 도덕적인 의미에서 인간임 그리고 인간됨, 즉 도덕적으로 선한 사람이 되는

것은 자유의 의무, 즉 절대적인 도덕적 의무를 스스로 인정하고 실현함으로써 가능하기 때문

이다. 자율적인 인간은 철저히 자율의 실천에 의해서만 형성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인간

화를 자율의 자율화로 이해하게 되면 교육이라는 타율적인 상호관계 및 세대간의 관계는 정당

화될 수 없다. 왜냐하면 도덕적 존재로의 자기발견은 결코 선을 향한 점진적인 이행을 꿈꾸는

교육과정의 결과로 간주될 수는 없기 때문이다.

Kant도 이 점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그에 따르면 도덕적 존재는 점진적 개혁 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없고 다만 인간내부에 있는 도덕적 각성이라는 혁명 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인

간의 사고활동 및 도덕적 의무감에서 알 수 있는 인간의 본질적인 특성인 자유는 자연적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넓은 의미에서 성취되어져야 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러한 성취는 일종

의 거듭남 그리고 마치 폭발 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점차적으로 인간을 개선하려

는 단편적인 모든 시도로서의 교육은 도덕성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헛된 것에 지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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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nt, 1793: 698).

이처럼 자율을 연습, 습관, 경험 혹은 교육과 연관시켜 생각할 때 자연적인(자연법의 지배를

받는) 인간을 인간적인, 즉 정신적이고 이성적인 존재로 비약하게 하는, 다시 말하면 경험적

인 존재에서 지성적 인 존재로 이끌어 주는 이행의 과정으로 파악되는 한 교육은 스스로 피

할 수 없는 난제 앞에 서게 된다. 왜냐하면 이 때 교육은 자율로의 강제 라는 역설 이상도 이

하도 아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Kant의 <교육학>에 나오는 문제제기는 충분히 관심을

끌만하다. 교육에 있어서 가장 중대한 문제들 중의 하나는 (도덕)법적 강제에 복종하는 것과

자신의 (실천적)자유를 사용하는 능력을 어떻게 서로 통합할 수 있는가라는 것이다. 왜냐하면

강제는 반드시 필요하다! 어떻게 강제 속에서 자유를 기를 수 있는가(?) (Kant, 1803: 711). 긍

정의 교육학이 시도하는 바와 같이 이 질문을 바로 어떻게 교육이라는 강제를 통해서 도덕적

인 인간, 즉 자율적인 존재로 이행 시킬 수 있는가라는 물음으로 이해하게 되면, 교육은 곧

자율로의 강제 로 될 수밖에 없다. 나아가 자율, 즉 이성의 활동은 명령이라는 타율 혹은 경험

의 결과로 생성되는 것, 한 마디로 자율이 아닌 것으로 이해되게 된다.

Kant가 문제 로 파악한 도덕적 주체의 형성을 직접적으로 자율로의 이행이라는 교육의 과

정 으로 환원하는 시도는 결국 딜레마에 빠지게 된다. 왜냐하면 자율로의 강제라는 교육과정과

그것이 추구하고 있는 도덕적, 자율적 주체의 형성이라는 교육목적이 서로 이율배반적이기 때

문이다. 즉 타율적인 상태에서 자율적인 상태로의 이행을 촉구하는 교육활동의 목적과 과정이

서로 양립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율적으로 되라. 라는 명령에 입각하여 도달할 수 있

는 것은 자율로의 이행이 아니라 기껏해야 타율로부터의 탈피일 뿐이다. 그로 인해 적극적인

의미에서 행위의 자유, 즉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법칙을 부과하는 것 에까지 이를 수 없다. 왜

냐하면 타율의 부재와 자율, 즉 자기입법 사이에는 극복할 수 없는 엄청난 협곡이 존재하고 자

율(입법행위) 그 자체는 스스로 근거로 일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런 의미에서 Kant는

자율적 존재의 탄생을 내면적 혁명 , 거듭 태어나는 것 등으로 표현하고 있다.

Ⅲ. 심미적 교육론

Kant의 <도덕철학>에 따를 때 감각적 본성과 도덕적 본성사이에는 근본적으로 극복될 수

없는 협곡이 존재한다. 그래서 만일 도덕교육이 도덕적 존재로의 이행 을 상정한다면 이는 오

직 자유의 법칙으로의 자발적인 결단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도덕적 자율개념에 비춰볼 때 그

와 같은 사고방식의 혁명 또는 도덕적 각성은 외부로부터의 이끔(유발)에 따른 인과적인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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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기보다는 오히려 교육주체의 순수한 내면에서 일어나는 자발적인 사건일 수밖에 없다. 따라

서 자율개념에 근거한 도덕적 주체의 형성은 자율적 주체로의 이행 의 과정으로 환원될 수 없

다. 즉 그것은 교육적 실천 및 과정을 직접적으로 문제 삼는 긍정의 도덕교육(론)의 기초로 될

수 없다.

이것은 바로 Kant의 이상주의적 도덕철학 나아가 규범적 교육론과 구별되는 학으로서의 교

육학이 담고 있는 필연적이고 정당한 결과이다. 이에 따라 정신적이고 도덕적인 영역에서 교

육의 실천가능성을 찾는 교육학으로서는 당연히 인격적인 자유와 자연적인 인간화의 결합을

이해가능하게 만드는 것을 최대의 과제로 삼아야 하고 또한 삼게 된다. 따라서 여기서는 Kant

의 논리적이고 형이상학적인 철학을 극복 내지는 완성하려는 Herbart의 경험적이고 심리적인

철학이나 Schiller 및 Humboldt의 미적 인간교육론이 벌인 도덕적 주체의 형성이라는 문제와

의 논쟁을 중점적으로 살펴본다.

1. Her bar t 의 교육과정적 심미적 교육론

Herbart의 교육학은 일차적으로 이상주의 철학이 불러일으키는 교육적 난제, 즉 자율적 주

체의 형성과의 논쟁으로 특징 지워진다. 그러나 사실 그는 오히려 왜 이상주의적 전제위에서

교육학이 성립될 수 없는지를 제시하는 것에 더 치중한다. 그의 관점에서 볼 때 Kant의 도덕

철학은 인간의 도덕적인 실존과 자연적 실존을 서로 연관짓기보다는 단순히 지성적 존재의 내

적인 특성과 전제조건에 따라 도덕성의 개념을 분석함으로써 결국 실천이성의 요청들이 어떻

게 실제적인 인간의 삶에서 실현될 수 있는지를 간과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은 항상 실제적인

사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교육실천은 실제적인 사람의 현실적이고 심리적인 삶에서 출발

해야 한다. 따라서 교육(학)은 지성적 존재를 탐구의 대상으로 삼는 도덕철학 보다는, 오히려

인간의 자연 속에서 도덕법으로의 접근을 가능하게 하고 도덕법의 명령에 복종하고 나아가 그

러한 복종의 경향을 강화하는 실제적인 길을 제시해주는 인간학 을 필요로 한다. 여기서 이미

엿볼 수 있듯이 Herbart의 교육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단순히 논리적 가능성으로 파악된 도

덕성 이라는 개념이 아니라, 바로 인간내면에서 발견되는 생성하고 성장하는 실제적인 가능성

으로서의 도덕성 이다. 즉 교육은 도덕적 인간화의 과정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다는 신

념의 실천이어야 한다(Döpp-Vorwald, 1965: 19이하).

Herbart는 그의 초기저작 <교육의 핵심과업으로서의 세계의 미적 제시에 관하여(1804)>에서

Kant의 자율개념에 기초한 도덕교육의 역설을 적확하게 그러나 이미 Kant철학에서 상당히 벗

어나게 기술하고 있다. 만약 Kant의 도덕성개념위에 직접적으로 교육(학)의 기초가 세워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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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면, 교육자가 해야 되는 일은 학생에게서 가장 완전한 형태의 선(혹은 악)이 저절로 표출

되기를 조용히 기다리는 것 , 그리고 각 개체에게 전제된 자유를 묵묵히 존중 해주고 어떤

잘못된 노력으로 훼손하지 않는 것 이다. 그 결과 교육의 가장 중요한 일 , 즉 도덕적 주체

를 적극적으로 형성하는 일은 완전히 포기되는 수밖에 없다 (Herbart, 1804: 260).

여기서 알 수 있듯이 Herbart는 Kant의 도덕성개념으로부터 소극적(부정의) 교육(학)의 가능

성을 타진하기보다는 적극적(긍정의) 교육실천이 가능하지 않다는 결론을 도출하고 있다. 이처

럼 교육실천 자체를 성립불가능 하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Kant의 도덕철학이 도덕성을

초월적 자유의 행위로 파악하여 생성 또는 변화라는 시간관계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이

다. 즉 형성 되는 도덕성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 한 그 위에 교육학의 기초가 놓여질 수 없고

나아가 교육실천 자체가 부정될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서 Herbart는 교육(학)에서 요구되는

도덕성을 바로 학생의 정신에서 생겨나는 자연법칙적인 현상 으로 파악하고자 한다(Herbart,

1804: 261). 즉 그것은 시간 속에서 성장하고 감소하고 사라지고 다시 성장하는 양적인 실

체 (Quantum)로서 교육의 의도와 계획에 따라서 수정하고 조정될 수 있는 것이다. 이 때

Herbart가 염두에 두는 도덕교육은 이미 존재하는 도덕적 가능성 을 자의식을 가진 인격성 으

로 고양하는 것이다.

Herbart도 물론 Kant와 마찬가지로 도덕적인 행위주체를 여전히 선한 의지로 특징짓는다.

인간의 도덕적 특성은 바로 그가 원하고 의욕하는 형식, 즉 선한 의지에 놓여 있다. 그렇지만

Herbart의 교육학 이 대상으로 삼는 것은 엄밀한 의미의 도덕성 또는 선한 의지 그 자체가 아

니라, 바로 도덕적인 체험이나 행위에서 드러나는 도덕성의 구성요소 들이다. 도덕성 자체는

물론 무조건적이지만 그것이 실제적으로 존재하기 위해서는 심미적 이성 과 경험적이고 심

리적인 조건 이라는 필연적인 조건들을 필요로 한다.6) 이와 더불어 그는 Kant와는 달리 자유

의지를 지성적인 원천에서 유래된 것으로 이해하기보다는 모든 인간에게 발견되는 자연적인

선택의 자유 - Kant의 용어로는 소극적인 자유, 즉 자발성 - 중에서 심리적으로 가장 분명하

게 의식되고 심미적으로 가장 아름다운 현상으로 파악한다(Herbart, 1804: 261). 그에 따라

서 교육은 한편으로 심미적 구조에 따라서 인간을 도덕화하는 것이고 다른 한편으로 심리적

기제에 따라 도덕적 성격을 강화하는 것이 된다. 즉 교육은 도덕적 선의지 자체를 형성시켜주

는 외적 강제가 아니라 선의지보다 발생적으로 이전에 존재하고 구조적으로 미숙한 상태에

있다고 간주되는 근원적인 선택의 의지를 의식적이고 심미적으로 강화시키는 것이다.

모든 절대성의 근거는 이성이기 때문에 자연적 선택의 자유 속에 나타나는 필연성은 당연히

6) ästhetisch를 단순히 미적 혹은 미학적 등으로 옮기지 않고 특별히 심미적으로 옮기는 이유는 Herbart에 있

어서 이 단어의 쓰임이 예술적인 , 혹은 아름다움과 관계있는 등의 의미, 즉 좁은 의미의 미학 혹은 예

술론에 관련을 맺기 보다는 세계 전체와의 경험을 기술하는 형용사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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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적 인 성격을 띤다. 그러나 그것이 구속적인 필연성(당위)으로 의식하는 의지와 연관을 맺

지 않는 한 의지적 이라고 할 수 없다. 이처럼 이성적이면서도 의지이전의 필연성을 Herbart

는 심미적 으로 특징짓는다. 왜냐하면 그것은 자연법칙적인 필연과는 구분된다는 점에서 이

론적인 필연성일 수 없고 또한 도덕적인(의지적인) 관계 이전에 존재하는 원초적인 의욕의 현

상에 관여된다는 점에서 도덕적인 필연성도 될 수도 없기 때문이다(Herbart, 1804: 264). 이

에 따라 선택의 자유를 출발점으로 하는 심미적 도덕교육의 과정은 도덕적 자유 자체를 생성

하는 것이라기보다는 도덕적 자유의 실제적인 가능성 을 형성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한편으로 선택의 자유 속에 들어 있는 당위 라는 심미적 구조 자체를 인정하고 또 강화하고

다른 한편으로 절대적이고 도덕적인 (자율의 명령으로서의) 당위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선

의지의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구성요소를 심리적으로 갖추어 나가야 한다. 한마디로 말해 교육

의 과정은 심미적 당위를 근거로 하여 실천적 의지를 강화하는 것이다.

이러한 Herbart의 도덕교육이 모두에게 이미 주어져 있는 선택의 의지를 출발점으로 하여

선의지의 생성을 이끌면서도 도덕교육의 역설로 빠지지 않는 것은 두 의지가 인과관계에 놓이

기보다는 구조적으로 동일하기 때문이다. 선택의 의지에는 선의지와 마찬가지로 어떤 질서 혹

은 법칙에의 복종 이 포함되어 있다. 왜냐하면 인간은 원초적으로 이미 필연성을 찾는 존

재 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선택의 의지가 갖는 다른 하나의 구성요소는 명령, 즉 원천적인 의

욕(urspüngliches Wollen) 에 따르라는 명령 이다(Herbart, 1804: 262). 즉 선택의 자유는 원하

는 것이 전제될 때 반드시 포함되는 명령과 복종의 상호작용으로 특징 지워진다. 여기서 나타

나는 두 구성요소간의 긴장된 통일은, 비록 덜 의식적이고 덜 자율적이지만, 결국 자기입법이

라는 원칙에 의해 가능해지는 도덕적 자유의 역동성, 즉 도덕적인 의욕과 도덕적인 복종의 일

치와 동일한 심미적 구조를 갖는다. 바로 이 점에서 Herbart의 윤리학은 심미학의 특별한 영역

을 차지한다고 말할 수 있다(Döpp-Vorwald, 1965: 28).

Herbart는 Kant의 미학에 따라 심미적 필연성을 아무런 개념적 매개도 없이 그리고 대상

에 대한 아무런 얽매임도 없이 다만 심미적(직접적인) (감각)판단 자체에 스스로 드러나는 필

연성으로 규정한다. 즉 심미적 판단은 직접적 이면서도 형식적 이다. 결국 근원적인 이성적 판

단이다. 그러나 심미적 필연성은 미적 대상(자연 혹은 예술)에 대한 감각적이면서 형식적인 관

계라는 좁은 의미의 미적 기호판단에 국한되기보다는 바로 인간과 세계전체의 관계에 대한 심

미적 판단을 포함한다. 이처럼 세계에 대한 인간의 관계를 특징짓는 심미적 판단은 인간의 본

질을 구성하는 요소로 간주된다. 왜냐하면 그것은 결국 인간의 원초적인 욕구의 상태 그리고

욕구와 정신 그리고 행위의 힘과 방향 자체를 판단의 대상으로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심미적

판단은 도덕적인 행위의 이성적인 기초와 원천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그렇지만 심미적 판단은 한편으로 모든 의도적이고 개념적인 파악과도 무관하고 또 다른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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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으로 모든 감각적인 경향성과도 무관한, 즉 무(관)심의 영역에 놓이기 때문에, 그것에는 당

연히 선의지의 실제적인 구성요소인 의지 가 결여되어 있다. 따라서 교육은 비의지적인 미적

인 판단 자체에 머물 수 없고 실제적인 행위를 규정하게 되는 실제적인 의지력을 길러야 된다.

즉 우선 일반적인 의지 자체의 형성과 강화를 시도하고 나아가 특별한 , 즉 자유롭고 도덕

적인 의지의 형성을 문제 삼아야 된다.

여기서 말하는 의지는 단순히 희망하는 것과는 달리 어떤 것을 의도된 목적으로 이루기 위

해 노력하는 것, 즉 지속적이고 확고한 추구여야 하기 때문에 의지의 형성에서 결정적인 것은

충동적인 추구를 저지하고 하나의 (새로운)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직접적으로 추구

되는 목표를 어떤 근거에 따라 우선적으로 선택되는 목표로 전환하는 과정이 요구된다. 바로

여기에 연습 과 습관 이라는 도덕교육의 방법이 자리한다. 이처럼 선택의 자유에서 출발하

여 본질적인 도덕교육과는 직접 관련이 없는 준비과정, 즉 일반적인 의지의 형성을 목표로 하

는 단계의 교육을 Herbart는 양육(Zucht) 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이러한 일반적인 의지가 형성됐더라도 여전히 여러 가지의 동기에 의해 이끌릴 수

있기 때문에 아직도 도덕적인 자유와는 무관하다. 선택하는 의지에 긍정적인 의미의 도덕적

속성이 부여될 수 있으려면, Kant의 도덕성에서와 마찬가지로, 이기적이거나 처세적인 원칙이

아니라 바로 실천(적인)이성의 원칙이 가능해져야 한다. 그러나 여기서 교육이 해야 되는 일은

실천적 이성 안에서 스스로의 법칙을 발견할 수 있도록 의지를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계에 대한 심미적 제시(ästhetische Darstellung) 를 통해 순수하게 심미적이면서도 동시에

도덕적인 판단이 형성되도록 이끄는 것이다(Herbart, 1804: 268). 이와 같이 보편적이고 형식적

인(즉 도덕적인) 의지의 형성을 본질로 삼는 도덕교육은 단순히 이기적인 충동이 의지의 원칙

이 되는 것을 막는 것을 넘어서서 도덕적 심미적 판단이 말해주는 바대로 자신의 의지를 실천

이성의 원칙 아래에 종속시킬 수 있도록 실제적인 도덕성의 구성요소를 키워내는 것이다. 그

것은 바로 수업(Unterricht)"이라는 세계의 심미적 제시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상과 같이 Herbart의 심리적, 심미적 교육론을 재구성하고 보면 그는 도덕교육에서 제기

된 타율에서 자율로의 이행 이라는 문제에 빠지지 않으면서도 도덕적 주체의 형성가능성을 타

진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된다. 왜냐하면 의지의 형성과 세계의 심미적 제시라는 타율적 강제

를 통해서 형성하려는 것은 자율이나 도덕적 구속력 자체는 아니기 때문이다. Herbart의 심리

적, 심미적 교육이 목표로 삼는 것은 바로 도덕적 의지가 실제적으로 가능할 수 있는 행위주체

의 구성요소를 형성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세계를 심미적으로 제시하는 것을 핵심과업으로 하

는 교육은 학생을 완전한 심미적인 세계의 다양함으로 이끌어줌으로써 그로 하여금 우선 스스

로의 의지에 따른 행위를 굳히고 결국은 그의 도덕적 성격 을 강화시키는 심미적이고 도덕적

인 판단 의 교육이다. 따라서 교육의 목표는 더 이상 도덕성 자체를 형성하는 것이 아니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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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존재하지만 미분화된 도덕성을 다만 성격적으로 강화하는 것이다. 즉 교육은 성(품의)격(식)

을 부여하는 것 나아가 강화하는 것이다.

이로써 Herbart는 Kant의 자율개념에서 비롯된 도덕교육의 난제에 대한 하나의 유익한 해

법을 성공적으로 제시했다고 평가된다. 그러나 그와는 별개로 교육의 가장 중요한 과업으로

여겨지는 세계의 심미적 제시가 과연 순수한 이성에서 실천적 법칙을 얻도록 하는 충분한 실

제조건이 되는가라는 문제는 여전히 남게 된다. 이 문제는 특히 Schiller의 심미적 인간교육론

이 해결하려고 했던 핵심과제를 이룬다. 뿐만 아니라 Herbart의 시도는 Kant의 도덕교육의 난

제를 해결하려고 시도하면서 도덕성이라는 개념 자체를 습관(혹은 관습)의 연장선에 위치시킴

으로써 Kant의 윤리학보다는 결국 Aristoteles의 윤리학으로 기울어진다고 말할 수 있다. 물론

Aristoteles적인 경향을 따른다는 것이 비판의 대상은 될 수 없지만, 그로 인해서 그는 교육적

인과성 이라는 실천가능성을 확보하는 대신에 교육을 해석학적 순환 에 빠트렸다고 비판받을

수 있다. 즉 Kant에게서 시도된 교육학적 과제, 즉 교육학적 성찰의 지평을 다만 교육실천으로

환원시킨 셈이 된다(Langewand, 1993: 137이하).

2. Schi l l er 및 Humbol dt 의 심미적 인간교육론

Schiller의 미학과 심미적 인간교육론은 기본적으로 이론철학 및 실천철학에서 엄격히 구분

된 경험세계와 지성적인 세계의 중재가능성을 모색하는 Kant의 미학을 출발점으로 한다. Kant

의 <판단력비판(1790)>에 따르면 심미적, 반성적 판단은 자연현상 앞에서 이성능력이 취하게

되는 심미적 합목적성(조화) 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판단이다. 그러한 판단에서는 비록 감각적

이고 직접적이기는 하지만 바로 초감각적인, 즉 이성적인 세계가 규정가능성 의 세계로 경험

된다. 따라서 그것은 자연법칙에 의해 규정된 세계로부터 이성법칙에 따라 본질 및 목적이

규정 되어야 할 세계로의 이행(Ü bergang) 을 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간주된다(Kant, 1790:

272). 왜냐하면 심미적 판단은 아무런 관심이 개재되지 않는 관심, 즉 자유로운 관심을 포함하

고 도덕적 판단은 객관적인 이성법칙에 근거한 관심을 담게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판

단 모두 직접적이고 순수한 관심이라는 측면에서 유사한 관계 를 드러내기 때문이다(Kant,

1790: 398). 이처럼 도덕적 세계로의 이행을 가능하게 해주는 미적 판단을 특징짓기 위해서

Kant는 심미적 현상을 도덕성의 상징 또는 외적으로 드러난 도덕성 (Kant, 1790: 461이하)

으로 해석한다. 즉 이상적인 미적 취향판단은 도덕성을 외적으로 촉진시키는 경향을 갖는

다 (Kant, 1798: 570).

Schiller의 미학은 바로 이러한 Kant의 생각들을 쫓아서 한편으로 아름다움을 현상으로 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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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난 의무 라고 칭하면서 심미적 경험은 결국 도덕화, 즉 이성의 법칙과 감각적 경향의 조화

로운 상호작용의 가능성을 열어준다고 본다(Schiller, 1793: 25).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그의 인

간교육론이 이성과 감각적 충동이 조화를 이루어 완성된 인간성을 담아내는 아름다운 영혼

(schöne Seele) (Schiller, 1793: 51)을 이상형으로 삼으면서부터 그는 Kant의 미학에서 발견되는

교육론, 구체적으로 말해 심미적 경험을 통한 도덕화라는 주제로부터 이탈하기 시작한다. 그

가 말하는 아름다운 영혼이 단순히 개별적인 행위들이 도덕적인 것으로 그치지 않고 행위주체

가 도덕적으로 될 것을 요구하는 한 Schiller는 여전히 Kant의 추종자이다. 즉 인간에게 부여된

것은 각각의 도덕적인 행위의 의무가 아니라, 도덕적인 존재 로의 의무이다. 그러나 그가 아

름다운 영혼에게 과제로 부과된 덕(존재의 탁월함)을 여러 덕들의 총합이 아니라 바로 의무로

의 경향 즉 의무를 즐겁게 따르는 것으로 파악하면서 Kant를 넘어선다(Schiller, 1793: 46).7)

여기서 이미 드러나듯이 Schiller는 Herbart 또는 Kant의 미학과는 달리 자연세계와 자유의

세계 사이에 존재하는 무한한 협곡이 매개될 수 있다고 보거나 자연으로부터 자유로의 이행을

문제 삼으려고 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는 두 가지의 세계 사이에 내적인 일치를 이룸으로써 조

화로운 전체가 되는 가능성을 추구하기 때문이다(Schiller, 1793: 54; 1795: 제18편지). 이에 따라

심미적 현상도 자연으로부터 이성으로의 이행 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라기보다는 보다 근본적

으로 서로 대립되고 있어서 결코 하나가 될 수 없는 두 가지의 상태를 조화롭게 결합 하는 것

이다. 결국 Schiller는 Kant철학에서 발원하는 도덕교육의 역설을 출발점으로 삼으면서도 그

자체를 해결하려고 시도했다기보다는 오히려 Kant의 도덕성 개념, 나아가 도덕적 주체로서의

인간상을 비판하고 그 대신 심미적 도덕성 그리고 심미적 인간화를 주장했다고 말할 수 있다.

Kant의 도덕철학은 인간이 자기의 의지로 이성적인 법칙 위에 발을 굳건히 붙이기도 전에 인

간의 발밑에 놓인 자연이라는 사다리를 치워버리는 위험을 안고 있다. 따라서 도덕교육의 과

제는 Kant처럼 존엄성이라는 이상을 위해 인간의 실존이라는 현실을 쉽게 위험에 빠뜨리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자연적인 성격으로부터 제멋대로 하는 속성을 덜어내는 한편 도덕적인

성격으로부터 자율의 엄격성을 완화하는 것 (Schiller, 1795: 제3편지)에 놓여야 한다. 인간화의

가능성은 바로 이러한 역동적인 통일에 놓여있다. 그것은 결국 심미적 인간화의 길이다.

이렇게 Schiller의 미적 교육론을 특징짓고 보면 그가 초기 저작인 <우아미와 존엄(1793)>에

서 이미 도덕적 인간과는 다른 심미적 인간에서 인간의 이상형을 찾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내적인 아름다움, 즉 도덕적인 고결함은 그 자체로서가 아니라 외적으로 아름다운 형상, 즉 구

성적 아름다움으로 표현될 때 비로소 우아한 아름다움이 된다. 이처럼 Schiller가 <우아미와 존

엄>에서 예술적, 감각적 미에 대한 숙고를 결국 도덕적, 인간학적 미의 개념으로 이전시키고

7) 이처럼 의무 와 경향성 을 결합하는 Schiller의 입장에 대해 Kant는 도덕철학적으로 볼 때 불필요한, 즉

도덕성의 순수함을 가리는 시도로 간주한다. Kant, 1793: 699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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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듯이, <인간의 미적 교육에 관한 편지(1795)>에서는 인간성의 완성을 위한 심미적 이념의 기

능 및 기여에 대한 탐구(전반부)에서 점차적으로 심미적 이념을 구성하는 원천으로서의 인간

의 이념, 즉 인간론적인 미학 나아가 미적 사회론 및 국가론(후반부)으로 나아가고 있다. 따라

서 인간은 심미적 현상 혹은 심미적 경험 나아가 심미적 교육을 통해 비로소 자연적 강제로부

터 도덕적 자유로 옮겨 갈 수 있다는 <미적 편지>의 전반부에 나타나는 테제는 Kant미학에

따른 문제제기의 단계로 이해되어야 한다. 심미적 성격은 자연적 성격으로부터 도덕적

성격으로의 이행을 가능케 하는 최적의 수단 (제8편지), 도구 (제9편지)이다. 그래서 아름다

움은 인간을 바로 도덕적인 각성으로 일깨우기 (제8편지) 때문에 인간성의 필수조건 (제9편

지)이 된다.

그러나 이처럼 인간에게 특별한 인간성, 즉 도덕성을 의식하게 해주는 상징적인 기능을 가

진 아름다움이란 과연 어떤 것인가라는 물음이 <미적 편지>의 중심테마를 이루면서(제16편지)

Schiller의 관심은 아름다움이 갖는 인간학적인 그리고 교육적인 기능 에서 이성적 미의 개념

을 가능케 하는 심미적 인간론 으로 이동한다. <미적 편지>의 전반부에 나타난 바와 같이 아

름다움의 현상 및 경험이 인간성 및 도덕성으로 나아가는 최적의 길을 열어 준다는 생각이 과

연 부정되었는가라는 문제와는 별개로 후반부의 Schiller는 도덕성으로의 이행을 더 이상 문제

로 삼지 않고 오히려 아름다움의 조건 및 근거로서의 인간성의 이념을 파헤치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각 구성요소간의 자유롭고 균형잡힌 놀이 로서의 아름다움이라는 순수한 이성적

개념은 감각적이고 동시에 이성적인 존재의 가능성으로부터 추출되어야 한다 . 왜냐하면 인

간성이라는 순수한 이성적 개념 인 인간성을 구성하는 본질적인 요소인 인격 과 상태 , 이

성 과 감각 , 자유 와 자연 , 형식 과 실제 , 하이데거의 표현을 빌면, 존재 와 시간 이

조화롭게 일치 혹은 통합될 때 비로소 아름다운 영혼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알 수 있듯이 Schiller의 <미적 편지>는 미적 경험을 통해 도덕교육의 역설을 해결할

수 있다는 미적 교육론에서 출발하지만 결국 인간학적 미학 혹은 심미적 인간론으로 이행하고

있다. 즉 그는 미적 경험이 인간화 혹은 인간의 도덕화를 위한 최적의 수단임을 입증하기 위해

<미적 편지>를 시작하지만 미적으로 유희하는 인간만이 완전한 의미의 인간 (제15편지)이라

는 이상적 심미적 인간론으로 나아가게 된다. 따라서 Schiller의 <미학 편지>는 도덕교육의 역

설을 해결하기 위한 인간의 심미적 교육론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심미적 인간의 교육론 으로 이

해되어야 한다. 즉 인간은 미적 경험을 통해서 가장 옳게 교육, 인간화(도덕화)될 수 있다는 테

제보다는 교육이 대상으로 삼는 인간은 곧 미적인 인간, 다시 말하면 이성과 감각이라는 대립

을 미학적으로 조화시켜야 할 존재라는 주장을 앞세우고 있다. 교육은 심미적 존재로서의 인

간에 대한 그리고 그것을 향한 실천이다. 이와 함께 자율적 존재로의 이행과는 전혀 다른 새로

운 교육의 이상이 제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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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미적 인간론에 근거한 도덕교육의 가능성은 마찬가지로 Humboldt에게서도 찾아진다. 그

도 물론 기본적으로 Kant의 도덕철학 및 미학이론을 따르고 있기는 마찬가지이다(Humboldt,

1981a: 69, 563). Kant의 철학이 지성적인 것의 우위를 강조하면서도 이원론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것은 <판단력 비판>에서 강조된 바와 같이 바로 미적 감정에서 경험되는 아름다움이 자

연자체를 정신적인 것과의 유비(Analogie), 즉 도덕적 선함의 상징으로 만들기 때문이다. 그럼

에도 불구하고 Humboldt는 초기의 Schiller나 Kant와는 달리 처음부터 심미적 경험을 통해

도덕세계로 이행 될 수 있다는 것을 단호히 배격한다. 심미적인 감정과 혼합되면 도덕적 의

지의 순수성은 파괴된다. 심미적 감정이 바로 인간을 도덕성으로 이끌어주는 동인이 된다면

그렇게 될 가능성은 특히 더 높아진다 (Humboldt, 1981a: 140). 그렇지만 Humboldt가 전체의

조화로운 법칙을 상징적으로 반영하고 있는 개별적인 심미적 경험에 머물지 않고 각각의 개체

속에서 보편적인 법칙이 상승적으로 완성되어 가는 것으로 파악함으로써 그는 결정적으로

Kant보다는 Shaftesbury의 미적 우주론과 Hamann의 신비적 상징주의를 따른다(Spranger,

1965: 157). 즉 그가 심미적인 조화와 진리 그리고 도덕적 선함을 동일시함으로써 Schiller와 마

찬가지로 도덕적 주체를 강조하는 Kant로부터 분명한 거리를 두게 된다.

최상의 아름다움과 가장 심오한 것은 서로 일치한다. 미는 정신의 근원적 속성이기 때문에

모든 감각적인 아름다움은 정신의 고유한 속성을 반영하고 있다. 즉 감각적인 것과 도덕적인

것은 심미적인 예정조화에 의해 근원적으로 통일되어 있다. 심미적인 감정에 의해서 비로소

감각적인 것은 정신적인 것의 포장이 되고 정신적인 것은 감각세계를 활성화시키는 원칙으로

된다 (Humboldt, 1981a: 136). 감각세계(자연)가 정신세계(자유)의 상징 이 되듯이 개별성도 자

신의 인격 속에 정신적 보편성을 상징하게 될 때 비로소 이상적으로 통합된다. 두 가지의 자연

이 적어도 현상에 관한 한 동일한 법칙을 따르기 때문에, 즉 자연이 스스로 정신적이고 유기체

적일 뿐만 아니라 또한 모든 정신적인 것도 자연과의 일치 그리고 그것과의 합법칙적인 조화

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정신으로서의 자연과 정신으로서의 인간성은 하나이며 동일하다.

여기서 분명히 알 수 있듯이 Humboldt도 Schiller와 마찬가지로 개(별)성과 보편성이라는

두 축을 중심으로 사고한다. 그렇지만 그는 어떻게 개별적인 것에서 보편적인 것으로 이행 하

는지를 묻기보다는 오히려 어떻게 그 두 가지가 각자 의 인격 속에서 통일되게 결합 될 수 있

는지에 궁극적인 관심을 둔다. 심미적 교육이라는 공통점에도 불구하고 Humboldt는 개인 혹

은 개성교육을 지향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상적 존재의 실현을 추구하는 Schiller와 본질적으로

구별된다. 한마디로 Schiller는 개인을 이상화하기를 원하지만 Humboldt는 이상을 개별화하

려고 하고 있기 때문이다(Meinecke, 1959: 304). Schiller의 심미적 인간의 교육론 은 어떻게

하면 열정 혹은 감각충동과 이성적 실천지 혹은 형식충동이라는 근본적인 인간학적인 대립을

균형잡힌 상승 및 조화라는 이상형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지를 모색하지만 여전히 보편타당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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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규범적인 이상적 인간을 개별적인 인간보다 우위에 둔다. 그래서 Humboldt는 Schiller의

<미적 편지>는 자신의 입장을 확고히 하기 위해서 너무 엄격하고 추상적인 길을 선택했기 때

문에 그 이론이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을 생산적인 방법으로 다루는 데 실패하고 있

다. (Humboldt, 1981b: 367)라고 규정하게 된다.

물론 Humboldt도 우연적인 개별성을 강조하는 것은 물론 아니다. 그보다는 오히려 그도

이상적인 개(인)성 을 강조한다. 즉 개인에게 고유하게 주어진 모든 자연적 성향이 완전하고

균형 잡히게 실현되고 전개되는 개성을 목표로 한다. 이런 점에서 보편적인 인간성이 개인 속

에서 다만 드러나고 실현되는 것을 강조하는 Schiller의 이상적 심미적 인간상과는 구별된다.

Humboldt에 따르면 각 개인은 오로지 자기에게만 고유한 방식으로 인간성을 표현한다. 왜

냐하면 개인은 다만 자기에게만 존재하는 이념을 표현함으로써 결국 인간성이라는 포괄적인

이념에 참여하게 되지만 결코 그 역은 성립될 수 없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모든 개(인)성은 자

신의 고유한 방식으로 인간성이라는 이념을 완성하게 된다. 따라서 각자는 가지 자신만의 고유하

고 특별한 방식으로 그에 의해 비로소 대변되는 유일하고 특정한 인간성이라는 이상을 표현해낸

다. 그러한 인간형성, 즉 아름다운 개성 은 어떤 다른 것과 비교될 수도 없고 또 다른 것으로 대

치될 수도 없는 자기 자신만의 독자적인 방식으로 인간성이라는 이상을 표현해내기 때문에 결국

(독자적인)개(별)적 인간성 자체를 미적인 방식으로 상징해내게 된다(Benner, 1990).

Ⅳ. 요약 및 결론: 도덕교육의 문제로서의 자율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심미적 교육론은 자율적 주체의 형성이라는 도덕교육의 난제를

출발점으로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Herbart의 경우는 자율로의 강제 라는 도덕교육의

난제 자체를 해결했다기보다는 오히려 도덕적 주체에 대한 교육(학)적인 성찰, 즉 자율적 존재

의 실제적이고 필연적인 조건의 성취에 치중했다. Schiller나 Humboldt에 의해 보다 적극적으

로 타진된 심미적 교육론도 자율적 주체로의 이행을 출발점 및 비판적 성찰의 대상으로 삼고

있지만 마찬가지로 전개되는 과정에서 도덕적 인간의 완성 내지는 심미적 인간론 으로 발전

되었다는 점에서 단순히 도덕교육의 문제해결 혹은 기여로 국한되어 이해될 수는 없다. 물론

심미적 교육론을 검토함으로써 도덕교육에서 문제가 되는 자율적 주체의 형성 은 더 이상 자

율로의 강제 혹은 자율적 주체로의 이행 이라는 방법론으로 환원될 수 없다는 점만이 더욱

분명해졌다. 즉 엄밀한 의미의 자율은, 심미적 교육론도 부정하지 못하고 목적으로 삼고 있듯

이, 여전히 교육의 이상으로 간주될 수 있고 또 그래야 하겠지만 결코 직접적인 교육적 인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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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의해 형성되는 것으로 간주될 수는 없게 되었다. 그와는 별개로 도덕적 주체의 형성이 좀더

긍정적이고 구체적인 교육과정의 모습으로 제안되어야 할 필요성 은 더욱 절실해졌다.

이러한 필요성과 관련하여 Kant가 제기한 강제 속에서의 자유의 교육 이라는 문제를 해결

하기 위해 Sommer(1988: 35이하)가 시도한 현상학적인 해법을 간단히 검토해보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 Sommer는 강제와 자유의 개념을 여러 차원으로 나눔으로써 교육을 이행으로 파

악하고자 시도한다. 그는 우선 강제를 자연적이고 실제적인 강제 외에 사회적인 강제 , 법

적인 강제 그리고 내적인 자기강제 로 나누고 다른 한편으로 자유도 자연적인(임의적인)

자유 , 자발성이라는 의미의 자유 그리고 도덕적인 자유 로 나눈다. 이에 따라서 교육은

자연적이고 실제적인 강제를 제거함으로써 결국 자기 스스로도 불필요해지게 되는 사회적인

강제 로 정의된다. 결국 교육적 간섭이란 자유를 본질로 하는 인간성의 해방을 준비하고 이끌

어주는 기술적인 도구로 규정된다.

그러나 그러한 Sommer의 시도는 교육학적으로 여전히 건설적이지 못하다. 이미 앞에서 시

사되었듯이 첫째는 물론 Kant의 자유의 개념을 자연사적 과정의 결과로 상정했기 때문이겠지

만, 둘째는 그가 이행으로 파악하는 교육현상의 핵심, 즉 자연적인 유도로부터 자유의 탄생으

로 넘어가는 과정을 밝혀낼 수 없고, 셋째는 인간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인간적인 것의 형성

이라는 내재적인 법칙성 이라는 심층적인 의미의 교육현상(Natorp, 1982: 98)에 대해서 전혀

설명할 길이 없기 때문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그의 접근이 실패할 수밖에 없는 가장 중요한 이

유는 Kant 교육학의 핵심개념인 도덕적 주체화 또는 자율화를 단지 교육공학적인 과제, 말

하자면 교육방법적인 성찰로 환원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교육실천을 도덕적 각성을 확

립하기 위한 사회적인 강제로 이해하는 그의 실증적(공학적) 접근은 이미 Kant의 도덕성 개

념에 결코 부합될 수 없다. 왜냐하면 도덕적인 자유는 그 자체로 봐서 자연적인 생성이나

교육적인 이끌어줌의 결과 혹은 점진적인 완성이 아니라 오직 자발적이고 지성적인 근원을

갖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 걸음 후퇴하여 교육이 비록 도덕적인 자기입법 자체를 가져올 수는 없더라도 적

어도 그것으로 준비하고 이끌어줄 수 있다고 보는 이행론적인 교육관도 마찬가지로 정당화되

기 어렵다. 왜냐하면 그것은 교육적 행위와 도덕적 각성 사이에 교육학적으로도 정당하게 설

명하기 어려운 인과관계를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교육적인 강제를 정당화하기위해서

요청되는 교육의 이끌어 내는 힘 은 비록 교육학적으로 설명될 수는 없지만 어떤 비밀스런

과정을 통해서 도덕적 자유가 활성화되는 데 기여함으로써 궁극적으로 타율을 자율로 전환한

다는 가정 위에 서 있다. 그런 가정이 타당할 때 비로소 타율적인 교육의 마지막에는 도덕

이전의 상태에서 도덕성의 상태로의 폭발적인 이행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진다. (Sommer, 1988:

53)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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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Kant의 자율개념에서 출발하는 도덕교육이 교육적 난제로 빠지게 되는 가장 결정적

인 이유는 Kant의 자율개념 나아가 도덕적 주체라는 도덕철학적 개념을 바로 도덕교육의 핵심

개념으로 수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도덕적 주체를 규정하는 자율개념 그리고 도덕성을 담지하

는 이성적 존재라는 개념은 단순히 교육과정적이고 방법론적인 과제로 단순화될 수 없다. 뿐

만 아니라 도덕적 주체의 형성 을 다만 도덕적 인간으로의 이행 이라는 방법론으로 환원시킬

때 궁극적으로 교육이라는 현상의 내적 본질을 간과하게 되고 교육을 다만 교육적 인과관계로

축소하게 된다. 이와 같이 자율적 주체의 형성을 단순히 도덕적 자율로 이끄는 강제 및 타율로

파악할 때 도덕교육은 난제에 빠질 수밖에 없다. 즉 인간의 자율화를 교육철학적인, 즉 교육의

가능성 및 한계에 관한 숙고와 성찰의 과제로 인식하기보다는 단순히 가치로운 목적을 위한

수단, 즉 교육적 기술의 탐구로 국한할 때, Kant의 초험철학이 파놓은 자연적 질서와 자유의

질서라는 넘을 수 없는 협곡은 곧바로 교육적 이행(과정)의 문제로 나타나게 된다.

이로써 도덕적 (자율적) 주체의 형성 이라는 테마는 해결되었다기보다는 다른 문제로 변화

되었다는 것만 밝혀졌다. 다시 말하면 도덕적 주체 및 교육적 주체의 자율은 여전히 혹은 다시

금 교육(학)의 과제 로 남겨졌다. 왜냐하면 인간의 도덕화를 타율에 의한 자율로의 이행 으로

파악한 교육(학)이 실패했다는 것을 확인한 이상, 도덕교육에서의 자율개념을 발생사적으로 그

리고 구조적으로 새롭게 접근해야 할 필요성이 더욱 절실해졌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서 도

덕교육이 탐구의 대상으로 하는 자율 의 개념을 Kant의 <도덕철학>이 대상으로 하는 도덕

성 , 인간성 혹은 이성적 존재 만이 아니라 또한 그가 <인간학>, <교육학>, <종교학> 그리고

<역사철학>에서 시도한 도덕화 , 인간화 혹은 이성적 가능성을 가진 존재 와 결부시켜 해석

하는 것이 또 하나의 가능성으로 제시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도덕적 주체의 형성, 즉 인간의

인간화는 도덕적 주체에 전제된 자율적 자기입법의 능력의 자립화로 파악될 수 있다. 즉 교육

(학)적 자율의 개념은 단순히 개인의 생애사의 차원으로 환원되기보다는 오히려 인류사의 차

원 또는 세계시민적 차원으로 확대될 수 있어야 한다(Kim, 2002: 7장 이하).

이와는 별도로 Herbart, Schiller(Humboldt)의 심미적 교육론은 자율적 주체의 형성문제에서

출발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그들이 내놓은 교육적 모델은 인간의 심미적 교육 혹은 심미적

인간교육이라는 전적으로 새로운 가능성을 내놓았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감각적 존재와 정

신적 존재의 조화를 추구하는 미적 인간상이 18세기 말에 유행하기 시작한 심미주의적 경향

(Hölderlin, 1961: 298)을 반영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와는 별개로 '심미적 인간'은 자율

적 인간으로 환원될 수 없는 또 하나의 '도덕적 이상'으로서 Herder, Hegel을 거쳐 포스트모더

니즘으로 흐르는 또 하나의 큰 줄기를 이루고 있다. 그러한 흐름은 '진정성 혹은 독창성의 윤

리 (Authentizitätsethik) 로서 현대의 도덕교육의 담론을 구성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요소가 되

고 있다(Ferry, 1990; Taylor,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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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Paradox in Moral Education and Theories
of Aesthetic Education

Kim , Sa ng -Sup *

Compared with theories of moral education which deal with the development of moral

capacity in practice, an educational theory of moulding a moral subject tends to fall into a

ponderous problem, namely a paradox of "compulsion to the autonomy", because it must

be assumed that the autonomous mankind should be resulted from heteronomous

educational practice. Herbarts psychological theory of education could not solve the

problem how the transition from a natural creature to a moral human being occurs, but

found the principal educational task rather in the building and enforcing of moral character

then in the moulding of moral subject . Theories of aesthetic education by Schiller and

Humboldt which hoped to eliminate the above-mentioned problem of education could not

also explain the forming of moral subject, but stressed only on a harmoniou s picture of

human being in the form of aesthetical being. The main cau se of this failure lies in the

swallow translation of the autonomy into a methodical question of didactics. The autonomy

can not be reduced to such a theme but must be deeply stu died in connection with the

"moralizing", "humanizing" or "animal rationabile". But the on that occasion drafted

aesthetical education of sensual and supersonsory being grew of course to be a separate

type of moral education and must be still recognized as such .

Key Words : moral subj ect , aut onomy, paradox of moral educat ion, aest het ic educat 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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